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1월 소식지                                est. 1979 

  발행인: 김희식 
  편집인: 유니스 전 
  1800-B Fruitdale Ave. 
  San Jose, CA 95128 
  Tel :  (408)920-9733/9734 
  Fax : (408)920-0542 

  www.kacssv.org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화 합시다! 

(9/28~10/28/21) 노인식, 노영자 이병운, 이재흥, 김화섭, 김수연, 이동길, 이동률, 김옥자, 황명숙, 

윤순주, 엄태성, 한영희, 문순호, 남궁역, 성영숙, 윤기준, 김재분, 김희식, 김수잔, 김광수, 천사라, 

김정자, 이혜자, James J Kim., Henry Strickland, IBM, (상세 후원자 명단은 본관에 항상 게시되어 있으며 명단에 누락된 

후원자들은  봉사회로 연락바랍니다.)  

봉사회는 지난 22일(금) 산장가든에서 

IHSS 설명회 및 간병인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본 간담회는 장기간 지속되는 

코비드19 상황속에 재가보호 간병서비

스들을 필요로하는 노인들이 점차 증가

함에도 불구하고, 수적으로 간병인이 

부족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기획되었

으며, 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 내 간병

인을 발굴하고 한인 간병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

을 갖고자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봉사회 사회복지 서비스 담당인 이지영 디렉터가 IHSS 에 대한 기본   

이해 및 간병인 자격 취득 방법과 혜택에 대한 교육, 그리고 그동안 제공되었던 Bridging 

Program(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성과 보고, 간병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졌

다. 행사에는 기존 IHSS 간병인 12명을 포함, 간병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예비 간병인 6명,  

그리고 봉사회에서 코로나 기간동안 중증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간병인을 구하지 못해 위기

상황에 놓인 분들께 파견했던 서포터즈 7명 등 총 21명이 참여하였다. 코로나 방역 수칙 준

수를 위해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며, 행사 후 소정의 선물과 식사도 투고로 제공되었다.  
 

이 날 행사는 샌프란시스코 커뮤니티 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봉사회는 간담회를   

통해 나눈 간병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및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지역의 소외된 저소득    

어르신들을 돕는 간병인들을 위해 정보제공 및 교육, IHSS 관련 공공서류업무 지원, 정기적

인 간병인 모임 등을 통해 지역 한인 간병인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갈 예정이다. 현재 간병

을 하고 있으면서 사회복지 서비스 및 타임시트, 간병인 보험, 그 외 필요한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한 간병인 또는 간병인 및 봉사회 서포터즈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미봉사회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408-920-9733/담당: 이지영) 

IHSS 설명회 및 간병인 간담회 개최 

봉사회는 캘리포니아 유틸리티 커미션의 지원을 받아 주 전체 30개 기관과 연합으로 TEAM & CHANGE 프로그램을 

10년 넘게 운영중에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영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이민자들 중 전기/전화/인터넷 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된 경우 각 회사들에 항의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이민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각 전화 및 유틸

리티 회사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할인 혜택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자격이 있는 분들께 신청 대행 서비스 또한    

진행하고 있다. 아래 간략한 할인 프로그램들을 참고하여 혹 본인이 자격이 되는 지 궁금하거나,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경우 봉사회로 문의하면 예약 상담이 가능하다. (문의: 408-920-9733/담당: 그레이스 민) 

전기 & 전화 & 인터넷 요금 할인 프로그램 안내 

후원자 명단 

10월 20일(수) 정기이사

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

은 토론과 결의를 하였습

니다. 
 

- 이사회에서 42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    

진행 상황 및 후원 현황

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 관장으로부터 현 신관 

운영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연말까지의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

니다.  
 

- 이사회에서 건축위원회

로 부터 산호세 시와    

캠밸 스쿨 디스트릭과의 

미팅 관련 보고를 받고 

추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

였습니다.  
 

다음 정기 이사회는 11월 

17일(수) 오후 3시에 온

라인 미팅으로 개최하오

니 관심있는 회원들은  

봉사회로 문의바랍니다. 

이사회 소식 

HEAP 프로그램 

(전기세 지원) 

 

매년 $269~$413

까지 크레딧 지원 

CARE 프로그램 

(전기세 지원) 

 

 매년 25%~ 30%

까지 할인 적용 

AMP 프로그램 

(전기세 지원) 

 

$500상 연체된 

전기세 면제 

Lifeline 프로그램 

(전화세 지원) 

 

매달 $10 로  

전화 서비스 이용 

ACCESS프로그램 

(인터넷 지원) 

 

    매달 $10 로  

인터넷 기본  

서비스 이용 





<COVID19 부스터샷(Booster-shot) 접종 예약 안내> 

● 접종 대상 : 65세 이상 시니어 및 장기요양시설 거주자, 18세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자 중  

                     2차 백신 접종일로 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난 자  

● 접종 방법 : 직접 방문 및 예약 방문 

● 예약 방법 : 온라인 사이트 https://covid19.sccgov.org/covid-19-vaccine-information#appointment 

 

   ★ 직접방문 장소에 대한 리스트가 필요하거나 및 온라인 예약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한미봉사회(408-920-9733/9734)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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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우측 상단에 기재된 일자는  

   회비만료일 입니다.      →→→ 

회원 후원서               
 

성명 (영    문):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         )                e - mail:       
 

 

가족회원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본인은 회비로 $  을 동봉합니다.        날      짜:        

한미 봉사회의 연회비는 일인당 $20 이며 가족연회비는 $25 입니다. 회원 기간은 납부일로 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 11월 11일(목)은 재향군인의 날,    

25일(목), 26일(금)은 추수감사절로  

봉사회 휴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