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C  

가족 간병인 

지원 센터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전역의 가족 

간병인을 위한 지원 제공 

본 프로그램은 CA Health Care Services(CA 헬스케어 서비

스), Los Angeles County Community and Senior Services(LA 

카운티 커뮤니티 및 노인 서비스), USC Leonard Davis 

School of Gerontology(USC Leonard Davis 노인학부)에서 후

1-800-540-4442 
1-855-872-6060 

www.fcscgero.org 

USC Leonard Davis School of Gerontology

(Leonard Davis 노인학부) 소개 

USC Leonard Davis School of Gerontology(Leonard Davis 

노인학부)는 주 전역에 마련된 California Caregiver 

Resource Centers(캘리포니아 간병인 자원 센터) 시스템 

소속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Los Angeles Caregiver 

Resource Center(로스엔젤레스 간병인 자원 센터)가 있

는 곳입니다. 1975년 설립된 USC Davis School of 

Gerontology(Leonard Davis 노인학부)는 이 분야에서 가

장 오래되고 가장 큰 규모의 학교입니다. 본 학부는 노

인학 분야의 리더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참

여와 상호작용은 저희 학부 사명을 위해 매우 중요하

며, "현실 세계"와 강의실 안에서 관계를 구축하고 차

별화를 이루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USC Family Caregiver Support Center 
3715 McClintock Ave. 
Los Angeles, CA 90089 

 

무료전화: 1‐855‐872‐6060 

웹사이트: www.fcscgero.org 

이메일: fcscgero@usc.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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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에서  

만나요 

Facebook.com/USCFCSC 

Twitter.com/USCFCSC 

Instagram.com/USCFCSC 

U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Leonard Davis 

School of Gerontology(노인학부) 

LOS ANGELES CAREGIVER RESOURCE CENTER( 

로스엔젤레스 간병인 자원 센터) 
USC Family Caregiver Support Center(USC 가족 간병인 지원 센터) 프로그램 



가족이나 노인분을 위해 다음과 같

은 일들을 도와드리고 계십니까? 

 

 식사 준비 

 목욕 및 옷 입기 

 침대에서 일어나기 및 눕기 

 장보기 

 집 청소 

 투약 관리 

 주택 청구요금 납부 

 의사 진료받기 

 서비스 계획 

 

위의 답변 중 하나라도 "예"를 선택 

하셨다면, 당신은 간병인입니다. 

일대일 상담 

저희는 간병인들의 개인 맞춤 간병 계획 

개발을 지원합니다. 또한 커뮤니티 내의 

이용가능한 자원 정보와 위탁을 제공합니

다. 
 

간병인의 휴식 

간병인은 간병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

나" 본인의 삶과 건강에 집중할 수 있습니

다. 
 

지원 그룹 

지원 그룹(대면 및 전화)은 정보를 나눌 

기회와 함께 극복하기 위한 도움말을 제

공합니다. 
 

커뮤니티 교육 및 훈련 

저희는 간병 커뮤니티를 위한 교육과 훈

련을 제공합니다. 

USC Family Caregiver Support Center 
(USC 가족 간병인 지원 센터, FCSC)에 소

속된 Los Angeles Caregiver Resource Center 

(로스엔젤레스 간병인 자원 센터)는 로스엔

젤레스 카운티 가족 간병인들에게 종합 지

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간병을 도와 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희는 개인 맞춤 서비스, 위탁, 상담, 기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간병인들이 

가족의 의무와 일, 자기 관리의 균형을 유지

하도록 도와드립니다. 누군가를 간병하는 

것은 당신의 생활을 크게 바꾸어 놓을 수 있

습니다. 도움을 청하고 정보와 지원을 구하

는 일은 이기적이거나 나약한 것이 아닙니

다. 간병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나 오래 경험

하신 분 모두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봉사는 내가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

는 힘을 주었습니다." 

간병인이란? 소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우리의 사명 
 

"기술과 연구, 교육을 통해 간

병과 장기요양 체계를  

변혁함으로써 로스엔젤레스와, 

주, 그리고 국가의 모범이 됩니

‐P. Miller, 2009년 이후 수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