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독립센터에 관해
가장 궁금해하는 10가지 질문들

4. CEI에 드는 비용은?
1. 노인독립센터 (CEI)는 무엇인가?
CEI는 포괄적 노인요양관리 프로그램
(PACE)이며, 노인들이 의료적, 사회적으로
가능한한 오래 그들의 공동체안의 집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장기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다. CEI는 노인들이 자율성,
존경심,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노력한다. CEI
는 건강플랜으로서 모든 의료적 관리 (1일
24시간), PACE Day Center, 가정요양관리
서비스 및 교통수단을 제공한다.

2. PACE란 무엇인가?
PACE 프로그램은 각 가입자에게 개인적
필요에 따라 의료전문가팀이 그에 알맞는
치료관리계획을 세워 각 노인들이 그들의
공동체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가입자의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다.

3. CEI는 가입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CEI가입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와 함께 더많이 받는다:
의사, 전문가, 간호요양 관리
처방약품 및 내구적 의료기기
치과, 안과, 발 관리
병원요양, 응급실, 양로원요양
재활 및 레크리에이션 치료

귀하가
메디캐어
(Medicare)와
메디칼 (Medi-Cal)에 완전한 자격이 있으면,
위에 언급한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Medi-Cal만 해당하는 가입자는 월
“공동분담금”을 낼 수 있다. 메디캐어만
가입한 가입자는 월부담금을 낸다.
자기부담 개인에게도 우리의 서비스는
열려있다.

5. CEI에 가입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 55세 이상
• 다음지역의 거주자이어야 한다:
Albany, Berkeley, Castro Valley,
Emeryville, Hayward, Oakland,
Piedmont, San Leandro, San Lorenzo,
City of Alameda, El Cerrito, El
Sobrante, Kensington, Richmond and
San Pablo.
• 캘리포니아보건국에 의해 검증되고
본 의료전문가팀의 평가에의해 결정된
숙련양로원요양 요구조건에 부합,
•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치지않고
공동체안에서 살수 있을 것.
등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우리의
고객창구직원에 전화하십시오:

(510) 433-1150
TDD (청각장애자용 전화):

http://www.cei.elders.org

(510) 433-1165 (월-금, 8am-5pm)

6. 나는 CEI에 어떻게 가고 거기서 무
엇을 하는가?
CEI가 교통편을 제공한다. 우리의 특별히
고안된 밴차량이 귀하의 집에서 귀하를
모시고 CEI로 온다. 필요에 따라, 귀하는
의료적 검사, 신체적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더운 음식을 들고, 우리의 PACE센터의
다른 가입자들과 함께 사교적, 오락적 활동을
할 것이다.

7. 나의 건강문제로 CEI에 올 수 없다
면 어떻게 되는가…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가?
자격구비한 사람은 집에서 요양관리 서비스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우리의 의료전문가팀이
승인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나,
여기 국한된 것은 아님:

알려줄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귀하와 귀하의
건강관리제공자가 PACE 센터를 방문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의료전문가팀이
완전한 의료적, 사회적 평가를 하기위한
약속날짜를 잡을 것이다.

10. 나는 어떻게 더 자세한 정보를 얻는가?
CEI의 고객창구직원이 대기하고 있음:
433-1150.
(TDD 청각장애자용:
433-1165, 월-금, 8am-5pm).
귀하의 질문에 답할 것이고, 직접면담을
수 있다.

다음의 4군데 PACE 센터 중 편리한 곳에
방문할 것을 권합니다:

CEI Downtown Oakland
1955 San Pablo Avenue

개인적요양관리 (목욕, 시중, 옷입기)

월-금, 8am-5pm

가사관리 (가벼운 청소보조, 요리, 세탁).

토, 8am-4pm

8. 나의 개인적 의사는 어떻게 되는가?

CEI East Oakland
Eastmont Town Center
7200 Bancroft Avenue
Suites 188 & 275
Oakland, CA 94605

CEI가입자는
담당의사,
병원/
가정요양간호사,
소셜워커,
신체적,
직업적, 언어 및 레크리에이션 치료사,
건강관리직원과 차량운행 직원으로 구성된
CEI의
의료전문가팀으로부터만
모든
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데 동의한다.
CEI의 가입자로서 귀하는 1일24시간, 주7
일, 년365일 의료서비스를 받을 것이다.
CEI의 목표는 귀하의 필요에 잘 맞추어진
요양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듣기, 발과 눈관리, 처방약을 포함하는
의료적관리; 재활치료, 영양, 레크리에이션
활동, 가정요양관리 및 차량을 조정관리한다.

9. CEI에 가입을 하려면, 다음으로 나
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먼저 우리는 귀하의 집을 방문하도록 날짜를
잡고, 이 때, 건강관리제공자가 CEI대해

510510직원이
준비할

월-금, 8am-5pm

CEI South Berkeley
1497 Alcatraz Avenue
Berkeley, CA 94702
월-금, 8am-5pm

CEI Administrative Office
510-17th Street 4th Floor
Oakland, CA 94612
월-금, 8am-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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