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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30 years of service since 1991

전문지식과 진심이 함께하
는곳입니다

사무실

서비스 지역

Oakland
전화:(510) 268-1118
팩스: (510) 268-9905

 
San Francisco

전화:(415) 345-9797
팩스: (415) 345-9696

 
San Jose

전화:(408) 272-8882
팩스: (408) 272-8993

알라메다,콘트라 코스타, 산타 클라
라, 산마테오, 샌프란시스코 지역

공동 설립자 아시안 네트워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Ivy Kwong, DPT, MBA - Director of

Rehabilitation, Nancy Chang, RN, MS, ANP - Administrator,
and Tracy Wei, RN, MS, FNP - Director of Clinical Services

Asian Network
Pacific Home Care & Hospice

우리의 임무:
아시안 네트웍은 1991년에 건강
전문그룹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보다 나은 건강 서비스와
지역 사회에서 제공되는
자원들에 잘 연결되도록 돕고자
발족되었습니다.

모국어와 자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건강 전문가들이 알라미다,
콘트라코스타, 싼타 클라라
카운티에 사는 아시아인들에게
가정건강케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아시안 네트웍 퍼시픽
홈케어는 중국어,베트남어, 한국어,
일본어, 필리핀어등 모국어로
도움을 드립니다.

아시안 네트웍
퍼시픽 홈 케어

요금 및 보험:
각종 보험과 메디케어,메디칼, HMOs
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Korean -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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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호스피스 팀

서비스 내역 
전문의료팀은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그리고 언어치료사,의료사회복지사 ,
도우미,영양사,상처 치료전문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아시안 네트워크는 주 및 연방정부의규정을
포함한 모든 전문적인 기준을 충족한 라이센
스 및 메디 케어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호스피스 프로그램은 말기환자의
증상(통증)관리 및 각종 지원을 통해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위안과 안락을
베풀어 삶의 질을 유지시키기위한
활동을 합니다.

 아시안 네트워크 호스피스는
불치병 환자들과 그 가족에게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식 간호사, 의사, 상담사, 사회
복지사, 가정 건강 보조사, 자원
봉사자, 정신 상담 및 사별 후속
방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스피스 케어의 비용은 대부분 일반적 의료
보험으로도 보장이 됩니다.메디 케어, 호스피
스 뿐만 아니라 개인 건강 보험 대부분이, 호
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
다.호스피스 혜택은 의료장비 및 말기질환에
관련된 의약품등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통증과 증상 관리를 지원

의료기기및 의료용품을 지원,주문,

호스피스 간호사가 연중무휴로

전문간호

        제공합니다.

        상담해드립니다

        콜센터에서 항시 대기중입니다.

환자와 가족에게 정신적 지원을

불치병에 관련된 사전의료 지시서

사회사업

       제공합니다

       및 관련된 문제를 지원해드립니다.

목욕과 옷입히기 등등의
가정 건강 보조

       일상생활 도우미를
       지원해드립니다.

쇼핑,심부름, 읽기, 말동무,등
가사 도우미

        다양한 방법의 지원으로
        보호자에게 휴식을 드립니다.

가족지원서비스

       환자와그가족을위한 정신적
       지원과지지를아낌없이드립니다.

우리 환자들의 삶의 안락함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아시아
네트워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호스피스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문간호 - 건강교육, 건강진단, 전문케어(주사,
인공항문, 인공배뇨, 당 뇨관리, 환부치료 등)

• 물리치료 - 운동, 보행훈련, 안전교육, 바른자세
교정

• 작업치료 - 화장실 보조장치 제공, 일상생활 적응
훈련

• 언어치료 - 언어기술진단, 연하곤란자 훈련

• 사회사업 - 카운셀링, 지역사회자원 연결, 장단기
치료 계획, 양로원이나 장기요양센터 연결, 장애인
들을 위한 교통편 안내 및 주차티켓 제공

• 가정 건강 보조 - 목욕,옷입히기,등등
일상생활의 도우미를 지원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