노년층을 위한 당일 프로그램

방문 간호 담당자 Home Health Contact

전화

버나비
뉴웨스트민스터

여러분 지역의 이 방문 간호 담당자는 일시 휴식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연결해드리는 사람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위 번호로 연락하세요.

포트 코퀴틀람
메이플 리지
델타
써리

주선해드린 일시 휴식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취소하셔야 하는 경우 방문 간호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하세요.

일시 휴식 선택권에 관한 질문
Questions about Respite Choices

화이트 록
랭리
애보츠포드

숙박 일시 휴식 예약
Overnight Respite Booking

기존 방문 간호 고객
Current Home Health Clients


bookabreak.fraserhealth.ca/Login 에 로그인합니다



일시 휴식 제공자를 검색합니다.



밤낮 언제든지 체류를 요청합니다.

애거시
미션
칠리왁
호프

Felburn Care Centre
New Vista Care Home
Queens Park Care Centre
Hawthorne Day Program
Creekside Day Program
Kinsmen Retirement Centre
Come Share – Guilford
Come Share - Newton
Progressive Intercultural
Community Services(PICS)
Czorny(Regional Dementia
Care Program)
Come Share
KinVillage Day Program
Langley Day Program
Cottage Day Program
Maplewood House
Glenwood Care Centre
Mission Day Program
Net Care
Classic Corner

신규 방문 간호 고객
New Home Health Clients


방문 간호 서비스 라인에 전화하세요.
1-855-412-2121
주 7 일 통화 가능
오전 8:30 ~ 오후 9:00

www.fraserhealth.ca
이 자료의 내용은 의료 제공자가 해드린 조언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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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휴식 선택권
Respite Choices
가족과 간병인을 위한
서비스 소개
Services for families and
careg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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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Programs for Older Adults

일시 휴식이란?

일시 휴식 선택권은 무엇인가요?

지역 사회 자원봉사자 지원

What is Respite?

What are the Respite choices?

Community Volunteer support

집에서 누군가를 보살피는 일은 보람이 있을 수

일시 휴식 돌봄의 종류는 돌봄의 필요와 필요한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지원의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탈진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여러 자원봉사자 단체와 그룹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일부는 자원봉사자
방문, 쇼핑 동반, 점심 프로그램, 버스 여행 등을
제공합니다

간병인은 대개 자기가 돌보는 사람에게 시간과

재가 일시 휴식 In-Home Respite

에너지를 집중하고 자신의 필요를 소홀히 합니다.

훈련받은 지역 사회 보건 종사자가 간병인의

방문 간호 실무진은 해당 지역에서 어떤 지원을

실제로, 돌봄을 받는 분들 중에는 건강 악화보다는

집에서 간병인이 돌보던 분을 단기간

받으실 수 있는지 알아보는 일을 도와드릴 수

간병인의 스트레스로 요양원에 들어가는 사람도

보살펴드립니다. 이 종사자는 방문 간호 실무진이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은 대개 아주 저렴하거나

있습니다.

만든 돌봄 계획을 따릅니다.

무료로 제공됩니다.

일시 휴식 돌봄을 이용함으로써 간병인은 자신의

돌봄에는 간병인이 외출한 동안 간병인이 돌보던

숙박 일시 휴식

필요를 돌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의 목욕이나 안전 유지를 돕는 일도 포함될 수

Overnight Respite

있습니다.

이것은 선정된 장기 요양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시 휴식을 이용하면


간병에서 휴식할 시간이 생깁니다.



간병인 구실을 계속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이 돌보는 분을 장기 요양원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를 방지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일정은 간병인이 방문 간호 실무진을
통해 정합니다. 비용은 간병인이 돌보는 분의
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24 시간 돌봄입니다. 실무진이 간병인이 돌보던
분을 돌봄 계획에 따라 보살펴드립니다. 방문
간호 실무진은 시설에 최신 돌봄 계획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설에서는 간병인이 돌보던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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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일부 제공하기도

Day Programs for Older Adults

합니다.

방문 간호 실무진이 함께 협력하여 일시 휴식 돌봄

짜인 프로그램으로, 하루 동안 제공됩니다. 건강,

옵션이 포함된 돌봄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교,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훈련받은 실무진이
제공합니다.

숙박 일시 휴식은 한 해에 최대 45 일까지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한 번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0 일입니다. 최대 6 개월 전에

사람들은 대개 거주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숙박 일시 휴식 예약을 위한

일주일에 하루를 갑니다. 때로는 더 자주 갈 수도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있는데, 이는 개인의 필요와 빈 자리에 따라

방문 간호 실무진에게 문의하세요.

다릅니다.
이 서비스의 일정은 간병인이 방문 간호 실무진을

일일 이용 요금이 있습니다. 일부 약물과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있을 수 있습니다.

통해 정합니다. 일일 이용 요금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드는 왕복 교통비(예:
HandyDART)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 휴식 선택권 Respite Choices

뒷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