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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11 월 23 일 오후 4:30 에는 추수감사절 식사가 준비됩니다.  식당에서 

주위분들과 나누시거나, 집으로 배달가능합니다.  식사는: 타조고기, 스터핑, 

그래이비 소스, 감자, 야채, 밥, 크랜베리 소스, 그리고 호박파이입니다. 비용은 1 인 

구입에 $9.00 (한달치 구입시 포함됩니다).  외부인도 참여하실수 있으니, 가족분들 

또는 친구, 이웃분들과 함께 추수감사절 식사를 나누세요.  사무실에 

11 월 17 일까지 등록해 주세요. 

 화요일, 11 월 10 일 오전 9:30 에는 미쑤와에 갑니다. 참여하실분들은 마이코 

사무실에 미리 등록해 주세요. 또 등록하신 분들은 비용을 지불해 주세요. 비용은 

$12.00 입니다. 추워지기전 마지막 나들이입니다. 쇼핑목록도 챙기고 좋은시간 

보내세요. 

 6 층 주민분들께: 추수감사전 연휴로 살충제는 화요일, 11 월 24 일 9:30 부터 

시작됩니다. 

 메디케어 등록기간은 10 월 15 일 부터 12 월 7 일 이며 메디케어 파트 C 와 D 

(약보험) 를 바꿀수 있는 기간입니다. 혹시 지금 플랜이 좋지 않다고 여기시면 

바꾸실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가 있으신 분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궁금한점은 

제시카나 마이코에게 문의하세요. 

 당구 또는 탁구를 즐기시나요? 그렇다면 오락방에 모여서 함께 당구와 탁구를 매주 

목요일, 오후 2 시부터 4 시까지 즐기세요. 주민이신 루비 수지께서 팀을 

이끌어주십니다. 당구대 또는 탁구채가 필요하시면 헤이와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야채시장 크리스프사무실 소식: 매주 금요일 배달 시간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배달 

시간은 목요일에 크리스프 사무실에서 직접 연락을 드릴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로 목요일, 11 월 26 일과 금요일, 11 월 27 일에 사무실은 쉽니다.  

알립니다 

주방화재 방지와 음식 태우지 않는 방법 

(https://www.agingcare.com/Articles/seniors-kitchen-fires-safe-cooking-149302.htm) 
 

 음식이 서서히 끊거나, 베이킹 또는 구이를 할때는 절대로 출타를 하지마세요. 

 음식을 튀기거나, 굽거나, 끓고있을때 절대로 주방에서 나가지 마세요.  

 외출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토브를 확인하세요. 

 요리를 하다 바쁠게 될때에는 알람을 사용해 불위에 음식이 있는지 알리는 장치를 

사용하세요. 

 요리할때에는 큰 옷 또는 소매가 느슨한 옷을 입지마세요. 옷이 불에 가까이 닿아 불

이 붙을수 있습니다.  

  

  

 

 11월1일 부터는 시계는 1시간 뒤로 돌립니다.  

열광시간 해지입니다. 

https://www.agingcare.com/Articles/seniors-kitchen-fires-safe-cooking-149302.htm


 요리할때에는 반드시 팬을 사용하세요. 

 음식이 타거나 연기가 많이 날때에는 절대 아파트문을 열지 마시

고, 창문을 열어 연기가 빠지게 합니다.  

 

관리사무실 소식- 과대 축적의 흔적: 

과대 축적으로 인해 자신과 다른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방지를 

해야합니다.  매년 안전 과 보건 위험 그리고 축적문제를 제어하기 위해 매년 아파트 

점검을 합니다. 정기 검사로 과대 축적문제로 임대 계약을 파괴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5%에 미국인은 과대 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는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1.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지속적으로 구입하거나 다른곳에서 구해 놓습니다.  

2. 사재기 또는 모으기로 집안이 가득합니다.  

3. 의자에 물건이 놓여져있어 사용할수 없습니다. 또한 방이 알맞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강한 소유욕이 있습니다. 

5.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거나 제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6. 집안에 물건이 많거나 어지러워 주변사람들을 집에 초대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도움을 요청했던 분의 집안의 전과 후의 사진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여기시면 – 관리사무실 또는 서비스 코디네이터에 문의하세요.  

 
 
 



 

11 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헤이와에서 사용되는 여러 언어들을 알아두어요.   

Thank You   땡큐 

일본어: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Arigatou gozaimasu)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한국어:    감사합니다  (gam sa ham ni da) 

중국어:  谢谢  (세세) 

스페인어:    gracias  그랏시아스 

필리핀어:    Salamat  살라맛 

 태국어:  ขอขอบคุณ (kau kaukhun)  카우 카우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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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코 또는 제시카에게 알려주세요. 무순입니다. 
 

 
 

기부하신 분  (9/24 – 10/23) 

Fumiyo Uchida  Hisako Kometani  JinDi Ma  Ui Chang Pyon 
Kye Soon Ryu  Ellyn Iwaoka  George Neeno May Nakano 
Dao Thanh Ta  Doris Jin    Hideo Sugiura  Atsuko Tamura 

Donna Ogura  Yung Ja Jin   Soon Hee Lee  
Tadashi & Kazuko Nukuto  Anonymous  Anonymous  Anonymous 
 

 
 
---------------------------------------------------------------------------------------------------------------------------------------------------------------------------------------- 

헤이와 사무실 773/989-7333 MON. – FRI.:  9AM – 5PM   

서비스 코디네이터 

    마이코 야나이 773/989-5906   MON. – FRI.  8:30AM – 4:30PM 

   제시카 문 773/989-5672      MON. – FRI.  9AM – 5PM 

또렉 건강센터 

제니 김 간호사  773/271-0144 MON, WED. THUR. FRI. 8AM – 4:30PM, TUE. 2PM – 4:30PM 

DR. SUESAKUL:    773/271-0144        Check with the nurse for schedule 

DR. CHI (발 전문의)        LAST FRI. OF EVERY MO. 8AM – 11A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