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장애인, 퇴역 참전 용사 업무 부서
2017-2020 고령화 지역 계획 관련 지역 사무소
지역사회 봉사

89%
인종, 민족
또는 문화적
소수 집단

474

관련 참여 집단

68%

제한적인 영어 능력

지역 계획 목표
정보 및 보조 (I &A), 그리고 노령 및 장애 관련 자원 제공 (ADRC)
 고립 및 접근 장벽 해소
 ADRC 가 지역사회에서 유력한 자원으로 인정받는 것.
영양관련 서비스
 어르신들이 저렴하면서도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돕고 건강 식품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한다.
 식품 안전을 둘러싼 정의를 위해 앞장선다.
건강 증진
 인종, 민족, 문화적 소수 집단, 그리고 복지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카운티 전체 고령 인구의 복지 제도 이용과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사회 통신망과 건강 증진 교실을 통해 형성된 중요한 관계를 통해서
고립감을 해소한다.
가족 간병인
 가족 간병인을 위한 양질의 복지 혜택을 지원한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비공식적인 간병인들과 가족들의 필요와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족 간병 서비스와 위탁 간호를 포함하는
자원에 대한 접근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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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권리와 법적인 지원
 노인 및 장애인들이 자원들, 접근성 그리고 재정적 안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받고, 학대, 재정적인 착취, 방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적합하고 공정한 법률 지원, 같은 연령대 사람들로부터의 지원을
제공하고 노인들을 위한 변호를 책임진다.
고령의 북미 원주민
 문화적인 특수 영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원로 족장 북미
원주민에게서 확인 및 구별된 필요 사항을 지원한다.
 도시에 사는 원로 북미 원주민들을 지원하는 각 기관에서 역량 강화를
통해 서비스를 강화한다.
의료 제도 개혁
 건강 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치료 관리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를
강화하함으로써, 환경 정착 과정에 있어서의 조정을 강화하고 고령자와
성인 장애자와 관련된 교차 제도 교육을 개선시킨다.

행동 건강 의학
 치료가 필요요한 사람들이 어디로 찾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하고,
찾는 과정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다양한 치료가 필요하여 한 시스템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개발한다.
퇴역 참전 용사
 고령자들이 개인의 건강 유지와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 정부
퇴역 장병 담당 기관 및 주 정부와 카운티의 자원을 통해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다.
교통 수단 조정 및 자원
 교통 수단 조정 및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편리하게 찾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ADVSD 서비스 지역 전체에 적절하게 배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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