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지역 계획에 대한 공공 의견 조사 

앤아룬델 카운티 노인 및 장애 복지부는 카운티 내 노인, 장애인 그리고 보호자에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이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답변이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부의 지역 계획의 길잡이가 되고 어떤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 질문은 이름이나 다른 신원 확인 사항에 관해 묻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편번호:* 

어떤 분류 집단이 귀하를 가장 잘 기술합니까? (해당하는 것 모두를 선택해 주십시오.)* 

60세가 넘는 노인 및 장애 복지부 프로그램 참여자  

60세 미만의 노인 및 장애 복지부 프로그램 참여자  

노인 및 장애 복지부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60세 이상의 사람  

노인 및 장애 복지부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60세 미만의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가족 보호자 

커뮤니티 파트너/서비스 제공자 

정부 단체 



작성한 설문지를 agstei59@aacounty.org로 이메일로 보내거나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Area Plan Surveys, Anne 

Arundel County Department of Aging and Disabilities, 2666 Riva Road, Suite 400, Annapolis, MD 21401. 질문이 

있으면 410-222-4843으로 전화하십시오.  

노인 및 장애 복지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래에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래 목록에 

없지만 귀하가 느끼기에 중요한 서비스가 있거나 노인 및 장애 복지부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정보를 드리며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과 

연결되도록 도와드립니다.   

● 주택 및 교통편을 찾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 시니어 액티비티 센터 

● 온라인 시니어 센터(Zoom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R.O.V.E.R.S.” 온라인과 케이블 TV로 

제공되는 프로그램) 

● 집에 배달해 드리는 식사와 커뮤니티 식사  

● 의료 교육 수업 

● 여러분의 메디케어 옵션을 이해하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 가족 보호자 지원 그룹, 교육 및 휴식 자금  

● 손주를 키우는 조부모: 캠프, 학용품 등을 살 수 있는 자금 

● 알츠하이머병과 치매 교육  

● 택시 바우처 쿠폰  

● 케이스 관리 

● 상실로 인한 아픔 상담 

● 개인 위생, 허드렛일 등을 집에 와서 도와주는 서비스 

● 양로원과 노인 지원 시설 거주자 옹호 활동 

● 매일 전화로 하는 안전 점검 

● 미국 장애인법 사무실 

다가오는 해에 복지부가 우선시하는 문제는 사회적 격리, 상실로 인한 아픔이나 다른 우려 점을 

도와주는 정신 건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위 목록에 나오지 않는 서비스 중에서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있으면 저희에게 알려 주십시오.* 

mailto:agstei59@aacounty.org


작성한 설문지를 agstei59@aacounty.org로 이메일로 보내거나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Area Plan Surveys, Anne 

Arundel County Department of Aging and Disabilities, 2666 Riva Road, Suite 400, Annapolis, MD 21401. 질문이 

있으면 410-222-4843으로 전화하십시오.  

온라인 시니어 센터 프로그램, 의료 교육 그리고/또는 보호자 워크숍/지원 그룹과 같은 복지부의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온라인 프로그램의 어떤 점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온라인 프로그램이 더 나아질 것 같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노인 및 장애인 복지부가 추가 질문을 위해 연락을 드려도 괜찮으면 이름과 전화번호를 아래에 

적어주십시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mailto:agstei59@aacounty.org

	지역 계획에 대한 공공 의견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