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이와 테라스 회보 

2014 년 5 월 
 

헤이와 소식 

 지난달 자원보사자, 헤이와 이사회와 직원들이 참여하는 오찬이 있었습니다. 이 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표하며 헤이와의 발전을 위해 성심성의것 

봉사해 주시는 분들 등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이코 야나이를 환영합니다!  일본어 서비스 코디네이터로 헤이와에서 5 월 5 일을 

시작으로 근무하십니다. 5 월 5 일 오후 1:30 식당에서 간단한 만남의 시간을 

가짐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마이코와 인사나누시고 환영해주세요. 간단한 간식이 

준비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빙고를 더합니다. 그러므로 빙고는 한달에 4 번있습니다. 

빙고시간이 많을수록 빙고 상품또한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항상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좋은 상품을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대상 상금을 조정해야합니다.  

$5.00 상금과 새로 영업하는 포스터와 세레던 길에 위치한 마리아노 선물카드로 

바뀝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알립니다. 컴퓨터방은 이제 

24 시간 운영됩니다. 회의문의 컴퓨터방 사용규칙을 참고해 주세요. 

 메디케어 케디커이드 통합관리 프로그램이 복잡하지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두가지를 소지하신 분들은 설명회에 참여해주세요. 한인사회 복지회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것입니다. 화요일, 5 월 13 일 오후 3 시 

오락방에서 실시합니다.  

 중국복지회 (CMAA)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설명회를 합니다. CMAA 

에서는 이번에 소셜 서비스부서의 중국어 통역과 번역을 봉사합니다. 화요일, 

5 월 20 일 오후 2:30 오락방에서 많이 참여하셔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들어보세요. 

 노인 화재 예방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 중요한 설명회에 모든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회는 화재 예방, 비상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등에 대해 예기합니다. 

화요일, 5 월 27 일 오후 1:30 에는 영어/일본어, 수요일, 5 월 28 일에는 

영어/한국어, 목요일, 7 월 29 일에는 영어/중국어로 진행됩니다.  

 크리스프 야채시장이 목록을 늘린다고 합니다. 땅콩 같은 마른 음식과 설탕, 

소금등을 작은 양으로 판매하고 또 고깃 거리를 더 할것이라고 합니다. 목록이 

정해지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의는 진 또는 제시카에게 하세요.  야채와 과일은 

매주 수요일 오전 9 시 주문과 금요일 오전 10 시 배달은 유지됩니다.  

 헤이와 이사이신 진 미시마께서 공예반을 진행합니다. 매주 두번째와 네번째 목요일 

오후 1 시 식당에서 만남니다. 진 께서 모든 재료를 제공하십니다. 

 월요일 5 월 26 일 현충일로 사무실은 쉽니다.  

 

 

  

  



관리사무실 소식 

 헤이와 방송: 헤이와 방송이 이제 체널 4 번에서 방송됩니다. 이 것을 통해 여러 

부서의 공지 사항 또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빈대: 빈대는 시카고 지역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빈대가 없는 곳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침대 아래 설치된 

인셉터기를 확인해 주십시요.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사무실에 즉시 알려주십시요. 

빠르게 알려주셔야 신속히 대처방안을 찿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대한 기부는 헤이와의 모든 헤이와 테라스 주민께서 이용하는 커피와 차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많은 분들의 즐거움을 위해 계획되는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에 배치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 및 물품 기부는 헤이와 

테라스 입주자분들에게 신체적, 정식적 영적 건강유지에 필요로하는 데 사용됩니다.  

혹시 이름이 기재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면 진 또는 제시카에게 알려주세요. 

무순입니다. 
 

4 월 기부하신분  (4/24/21): 

Fumiyo Uchida Mr. & Mrs. Greg Rivdera Misu Miyata  Annonymous  
Elvira Gomez Ellyn Iwaoka   Yu Zin Chun  Annonymous 

 
 

관심거리 

메디커어/ 메디 케이드 뉴스: 

통합 관리 프로그램 

메디케어/메디커이드를 가진 분들을 위한 새로운 주 정부 프로그램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시기에 특히 어떤 사람이나 회사로부터 이용당하지 않도로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절대 아무런 서류에 서명하지 마십시요. 먼저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하세요. 

 어떤 사람을 (특히 가정방문 간호회사, 의료기 회사 등 관련자) 본인의 

대변인으로 지정하지 마십시요.  

 충분한 설명과 선택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한 후 결정을 하시고 절대 누구의 

요구대로 결정하지 마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