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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인종과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나이,  
장애 또는 그 외의 모든 다른 속성을 근거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ATENCIÓN:  si habla español, tiene a su 
disposición servicios gratuitos de asistencia 
lingüística. Llame al 855-415-6048 
(TTY:711).

CHÚ Ý:  Nếu bạn nói Tiếng Việt, có các 
dịch vụ hỗ trợ ngôn ngữ miễn phí dành cho 
bạn. Gọi số 855-415-6048 (TTY: 711).

사명
본 연구소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목격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모든 사람 특히, 
가난하고 약한 이에게 봉사하는 
것을 확고한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치
공감, 존엄, 정의, 우수, 정직

Providence ElderPlace/PACE 
는 다음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  55세 이상
•  지역사회 환경 거주 및 생활 

가능자
•  이동성이나 인지 기능 또는 

화장실 이용 시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  해당 서비스 지역 거주자
•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지급하려는 사람
(ElderPlace 보험료는 메디케이드 
요금과 동일).

자세한 사항은 전화 
(503-215-6556)로 문의해주십시오. 
전문 안내원이 주 지침과 해당 
자격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Portland metro 503-215-6556

Clatsop/Tillamook 503-717-7150

수신자 부담 1-855-415-6048

TTY / 난청인 전용  
1-800-848-4442

providence.org/elderplace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Elderplace/PACE는 모든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장기간 건강관리, 
사회 서비스를 보장해드립니다. 
귀하가 재정적으로 메디케이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메디케이드가 귀하의 프로그램 
가입 비용을 지급합니다. 

PACE 가입자에게는 모든 공인 
서비스가 완전히 적용됩니다. PACE 
가입자는 PACE 기관 또는 PACE 
기관이 승인한 기관으로부터 기본 
건강관리와 전문 의료진 서비스(응급 
진료 제외)를 비롯하여 모든 필요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승인되지 않았거나 PACE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PACE 가입자의 개인적인 부담과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응급 진료 서비스는 포함됩니다.

Providence ElderPlace/PACE
고령자 종합 건강관리 프로그램



간편화한 종합적인 건강관리
Providence ElderPlace는 연방 
정부에서 승인한 ‘고령자 종합 
건강관리 프로그램(PACE)’
으로 완전한 토탈 케어를 
제공합니다. ElderPlace/PACE
는 건강보험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의료/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 
팀이 개별적으로 건강관리를 
조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가입자에게 
정기적으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팀의 이러한 빈번한 
연락과 상담 방식은 건강과 
복지와 관련한 작은 변화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대처하려는 
우리의 기본자세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원팀:

주 건강관리 
제공자 등록간호사 사회복지사 직업치료사활동 

코디네이터
물리치료사영양사 주간 돌봄 

센터 
관리자

가정 돌봄 
코디네이터

개인 돌봄 
도우미

버스/밴 
운전사

목사
약사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

이점 공동 지급 설명
기본 의료 0달러 숙련된 노인 치료 전문 임상의.
전문 의료 0달러 심장내과와 호흡기내과 또는 

정형외과와 같은 전문 의료.
치아/시력/청각/발 관리 0달러 귀하의 건강관리 계획에 따른 예방 치료 및 요법.
조정 치료 및 맞춤형 치료 계획 0달러 개인별 맞춤 요구 사항과 건강관리 목표에 기반함.
약물, 의료용품, 의료기기 0달러 처방 약과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 및 그 외의 다른 

필요한 의료용품.
재택 병간호 0달러 목욕, 의복 착용, 가사 관리와 같은 가정 내 개인 돌봄 서비스.
가정 건강관리 0달러 재택 병간호 및 재활 서비스 포함.
지원 주택 0달러 생활 지원, 입주 병간호, 성인 생활 보조 가정, 기억 관리 시설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간호 서비스와 파트너십.
성인 주간 돌봄 센터 0달러 식사, 활동, 사회적 지원을 위한 건강 복지 센터 방문.
신체, 직업, 언어 치료 0달러 모든 재활 치료는 개별 건강관리 계획에 따라 제공.
입원과 의료 절차 0달러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 치료 포함.
교통 0달러 건강관리 센터와 진료 예약 시설 간 왕복 교통편을 관리팀이 조정.
응급/긴급 치료 0달러 모든 응급 치료 서비스와 연중무휴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자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