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간병 팀
말기 환자 간병을 선택하시든 호스피
스를 선택하시든 Care Partners는 계
신 곳에 전문가 팀을 보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
Forest Grove의 젊은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Mary
Ann Nimmo Hospice 설립
1990

진료의
전문 분야에서 면허 인증을 받고 3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진료의가 치료/간병을 감독하기 위해
항시 대기합니다.

간호사 케이스 관리자
공인 간호사(Registered Nurse)가 담당 팀을
이끌고 귀하의 치료/간병을 조율하며 필요를
충족시켜 드립니다.

명칭을 Care Partners
로 변경하고 5개 카운티로
서비스 지역 확대
2018

공인 간호 조무사(CNA)가 목욕, 옷 입기 및 침구
정리와 같은 간단한 가사업무를 도와드립니다.

의료 사회복지사(MSW)는 가족이 문제를
관리하고 다양한 요구에 맞게 자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특별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종교인 카운셀러

보장 범위 확대에 따라
Hospice of Washington
County로 명칭 변경
Medicare 인증 획득

보조인력

의료 사회복지사

1982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치료/
간병을 제공합니다

2014

Care Partners, 오리건
비영리 호스피스 연합
(Oregon Nonprofit Hospice
Alliance, ONHA)에 가입

예외 없는, 탁월한 치료관리
지역사회 기반 비영리단체로서 당 기관의 수익과 기부금은 지역
주민들을 돌보는 데 쓰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께서는 더
나은 치료/간병을 받게 됩니다. 즉, 병원에 있는 날은 줄고 가족 및
친구와 함께 지내는 날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모든 종교인이 평화와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교파에 관계없이 지지해 드립니다.

자원봉사자
귀하의 위치와 관심에 맞는 자원봉사자가
간병인에게 동료로서의 동감과 쉬실 수 있는 주당
2~4시간의 교대 근무를 제공합니다.

Gerald
Gibbs, MD
의료 책임자

William
Dronkowski, MD
완화 의학 책임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전화하여

503.648.9565

공인 간호사와 무료 상담을 예약하세요
Ann McWhorter,
RN, BSN
간호 서비스 책임자

Julia Salve,
MN, FNP-C
임상 간호사

carepartnersor.org
공인 간호사와 무료 상담을 예약하세요

알고 계셨나요?
말기 환자 간병

집중 치료/
간병 프로그램

호스피스 케어 제공자는 진단이나 치료/
간병 필요에 관계없이 포틀랜드 지역의
표준 가정 방문 치료/간병에 대해 정액
일일 요금으로 약 $195를 환급받습니다.
전국적인 연구에 따르면 비영리 호스피스
케어는 더 많은 치료/간병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일반 호스피스

당 기관의 치료/간병 프로그램
말기 환자 간병, 보험이 보장되는 경우 치료와 동시에
가정 방문 팀 지원을 제공합니다. 방문 빈도와 치료/간병팀
구성원은 보험사마다 상이합니다.
 집중 치료/간병 프로그램. Care Partners만의 고유한
집중 치료/간병 프로그램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하고 싶은 호스피스 케어 대상 환자 분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각각의 4가지 프로그램은 심부전,
만성폐질환, 암, 치매에 맞춤화되어 있습니다. 식이요법,
약물요법 및 활동들은 작업 치료사와 호흡기 치료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증상을 제어할 수 있도록 관리됩니다.
음악 치료 및 미술 치료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호스피스(임종 돌봄) 서비스는 항상 제공됩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족은 안심하고 당 기관의
관리를 받으시게 됩니다. 당 기관은 매 순간 예외
없이 탁월한 치료관리를 제공한다는 사명을
수행합니다.

당 기관만의 차별화된 요소

일부 가족들의 경험담

 당 기관은 1982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갖가지 유형의 위중증

“ 간호사분들이 너무 친절하시고 잘 돌봐주셔서 정말

진단으로 힘겨워하는 수천 명의 개인과 가족을 지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무자들은 당 기관을 오리건주에서 일하기 좋은 100대 비영리
단체 중 하나로 꾸준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 기관의 탁월한
치료관리와 한 직원이 담당하는 환자의 수를 적게 유지하도록
하여, 근무자들은 하는 일에 만족감을 느끼며, 당 기관은
업계에서 직원 이직률이 가장 낮은 곳 중 하나라는 장점을
자랑합니다.

 당 기관에는 매년 2,0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계십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든 분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 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인턴들이 최대 1년 동안 당 기관과 함께
일합니다. 인턴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모든 분들의 특별한
필요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
Care Partners가 국립 호스피스 케어 및 말기 환자 간병 기관
(National Hospice & Palliative Care Organization)에서
권고하는 기준 이상을 충족한다는 점에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3 Medicare 인증

3 야간/주말 가정 방문

3 지난 5년간 설문조사 실시

3 야간/주말 입원

3 NHPCO 회원

3 재향군인회 제휴기관

3 OHPCA 회원

3 비영리 단체

3 Surveys Families

3 24시간 당직 근무자 이용

3 공인 임상 직원

고마웠어요. 특히 저를 담당하셨던 조무사 선생님의 자상함,
유머, 친절함에 대해 특별히 감사를 전하고 싶어요. 마지막
순간에 하루가 더 있다는 것은 저에게 많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인생에서 사랑하는 이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의 세심한 돌봄과 더불어 집에 함께 있어
주신 것이 주변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 남편이 아픈 동안 저희 가족이 받은 치료/간병 팀의 도움은
간호 기간 동안 우리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긍정적인 위안이
되었습니다. 치료/간병 팀은 모든 과정에 함께 했고 그간 제공해
주신 서비스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배려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훌륭하신 Care Partners 담당 선생님들 모두께 제가 C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지난 몇 달 동안 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고단한 한 해이지만 새로운 날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Care Partners의 안내와 지원으로 제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전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