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와 테라스 회보
2016 년 10 월
헤이와 소식


장애인과 노인 법률선터에서는 대리인 과 생존유서 서류 워크샾을 10 월 4 일 오후
1 시 식당에서 진행합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아이디를 지참하시고, 지정하는 대리인
정보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지참하세요.



홈 쇼핑버스는 이번에 타켓과 알디를 금묘일, 10 월 7 일 1:30 출발합니다. 쇼핑
시간은 1 시간입니다. 휴지, 세제 등 크고 무거운 물건들을 구입하기 좋은 기회
입니다. 비용은 $4.00 이며 마이코 사무실에 등록해 주세요. 자리는 한정되있어
선착순입니다.



헤이와 주민이신, 그랜드 마스터 후지마 수노조께서는 헤이와 주민분들을 40 주년
기념 공연에 초대합니다. 일요일, 10 월 16 일 오후 1 시이고 입장이 무료입니다.
자리가 한정 13 분에게 무료 차량이 제공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마이코 사무실에
10 월 5 일까지 등록해 주세요.



예술작품이되는 꽃꽃이를 배우시고 작품을 집에 장식하세요. 꽃꽃이 선생님 유코
이노달시께서는 수요일, 10 월 26 일 수업을 진행합니다. 마이코 사무실에 월요일,
10 월 24 일까지 등록하시고 $15 지불해 주세요.



에이미 야히로께서는 영양소개를 주제로 월요일, 10 월 24 일 오후 2:30 오락방에서
강좌를 진행합니다. 에이미 야히로는 영양사이며 시카고 북부교외헤서 자랐으며
일리노이 샾페인대에서 영양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하인즈 유공자병원에서
인턴쉽을 하고있으며 알라바마대학에서 영양학 석사 과정에 있습니다.



옴미건강센터에서 제공하는 독감예방주사에 등록하신분들에게 화요일, 10 월 25 일
오후 2 시 접종을 실시합니다. 혹시 옴니건강센터에서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치의를 만나 접종하시면 됩니다.



11 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마당집에서 투표워크샾을 수요일, 10 월 26 일
오후 2 시 오락방에서 실시합니다. 투표등록, 투표방법, 우편투표 등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우편으로 투표를 하기원하시면 투표용지를 인테넷
http://www.chicagoelections.com/en/vote-by-mail-application.html 에서 요청하실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마이코 또는 제시카를 만나세요.



미시오 디 교회에서는 10 월 생일 빙고파티를 토요일, 10 워러 29 일 오후 2 시
식당에서 진행합니다. 모두 참여하시기 바라며 특히 10 월 생신이 있으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로윈 파티는 월요일, 10 월 31 일 오후 2 시 식당에서 진행합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재미난 복장을 감상하고 간식을 즐기세요. 많은 분들이 할로윈 의상을 입기 바랍니다.



시카고 경찰서에서는 비상 ID 팔지를 노인분들께 제공합니다. 이 팔지에는 개인
정보로,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의사이름, 알레지 등을 세겨넣을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http://directives.chicagopolice.org/lt2015/forms/CPD-52.300.pdf 로
가시거나 마이코 또는 제시카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비용은 $7.9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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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하신분 (8/28-9/25)
Alice Murata
Myong Sun Whittle
Bob Ide
Waldermar Szparadowski
Kazuko Nukuto

Anna Lobanova
Jeong Ja Yoo
Donna Ogura
& Hanna Buchholz

Renee Murakami
Rose Moy
Atsuko Tamura
Zhaoxia Yu & Shenggeng

Angela Felipe
Lillian Morimoto
Anonymous
Wang

If you do not wish to have your name listed, please notify Jessica or Maiko. Names are not in any particular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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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립니다
연간 아파트 점검이 실시되고 있고 곧 하시게 될것입니다. 점검의 목적은 아파트 기구가
(싱크, 변기,등) 작동하고 모든 안전 및 위험문제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아파트 점검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출입구 (앞문) 이 저절로 닫힙니까?
 카펫, 매트 등으로 문이 닫히는것을 방지하면 않됩니다. 바람 막이 또는 매트
등으로 외부 문 손잡이에 무엇이 달려있어도 않됩니다.
 아파트는 어지러워 있습니까? 바닥에 물건들이 놓여져있나요? 복도에 물건이
쌓여있어 다니기가 어렵습니까?
 비상시 반드시 윌체어 또는 비상침대가 아파트출입, 침실, 거실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화조들로 냉방기를 막아둬있습니까? 창문이 막혀있습니까?
 의류 및 기타 물건들이 옷장안밖에 쌓여있습니까?
 날짜가 만료된 캔 식품, 개봉된 곡물, 상한 음식이 있나요?
 곡물벌레, 나방 등 해로운 해충이 생깁니다.
 냉장고 및 냉동고가 가득 채워져 문이 닫히지 않나요?
 음식물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신문, 플라스틱 물품등이 쌓여져 있나요?

화재 위험이 있으며 해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침실과 거실 창문이 가구 또는 물건들로 막혀있나요? 창은 통로로 유지되야 합니다.
 비상연락 스위치가 묶여있거나 가구로 차단되어있나요? 이것은 안전 위반입니다.
 전기패널이 가구 또는 물건들로 차단되어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