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와 테라스 회보 H
2017 년 9 월

헤이와 소식
 미술반은 금요일, 9 월 1 일 오후 1:30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홈 쇼핑버스는 금요일, 9 월 8 일 오후 1:30 중부시장으로 갑니다. 비용은 $4.00
이고 가실분들은 마이코 사무실에 등록해 주세요.
 제 3 회 헤이와 테라스 미술 공예 전시회는 9 월에 열립니다. 여러분의 작품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전시하겠습니다. 미술품, 공예품 등의 작품을 마이코 또는
제시카에게 9 월 8 일까지 주세요.
 월요일, 9 월 18 일 오후 2 시 옴니 건강센터 방문하시는 의사 Dr Serag 을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만나보셨지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합니다. 헤이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것에 관해 문의하고 의사도
만나보세요.
 옴니 건강센터와 와이스 병원에서는 무료로 건강검진을 금요일, 9 월 22 일 오후
1:30 부터 4:30 까지 진행합니다. 의료진은 콜레스토롤, 혈압, 혈당, 산소측정을
해드립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1:30-4:30 사이 건강센터로 오세요.
 옴니 건강센터에서는 독감예방주사를 주민분들께 제공합니다. 헤이와에서
독감예방주사를 받으실 분들은 반드시 10 월 1 일까지 등록해 주세요. 혹시 주치의
사무실에서 주사를 받으실 분들은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좋은 이웃인 미시오 데 시카고 교회에서는 8 월과 9 월 생일 및 빙고 잔치를 토요일,
9 월 30 일 오후 2 시 식당에서 제공합니다. 모두 환영하며 특히 8 월, 9 월 생신이신
분들을 초대합니다.
 달력에 기록해두세요. 엘파우드 겔러리와 일본 서비스 위원회에서는 2 차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들의 투옥과 시민 자유의 멸망의 주제로 특별한 전시회를 합니다.
헤이와 테라스 주민들은 목요일, 10 월 19 일 오후 1 시에 가이드 투어를 할수
있도록 특별히 초대받았습니다. 이 행사는 무료이며 교통또한 무료로 제공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9 월 29 일까지 등록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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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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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e Murakami

알립니다
사기 및 스켐 워크샾 2017 년 8 월 22 일 헤이와 테라스에서 발표
노인들은 특히 사기꾼들에게 쉬운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람들을
쉽게믿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두세요.
 사기는 전화, 우편 또는 이메일의 형태로 나옵니다.
 사기꾼들이 반드시 원하는 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소셜번호입니다. 우리는 전화를
끊는 것이 무례하다고 여기며 대화를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모르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면 않됩니다. 전화 대화 중 쉽게 이런 정보를
 온라인 또는 전화로 구매를 할때에는 체크카드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세요. 또한
한 번 구매한후 다른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할수도 있기때문에 조심하세요.
 의심스럽거나 확실하지 않는 경유에는 반드시 누군가하고 상의하세요. 돈을 보내거
나 행동하기 전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게 좋습니다.
 사기의 피해자일 경우 반드시 신고하세요.
 뭐든 너무 믿기어려운 좋은 것일때에는 대부분 사실이 아님을 기억해두세요.
요즘 유행하는 일반적인 사기:
1. 국세청 전화 (IRS): 세금이 밀려있다고 즉시 지불하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은행 계좌와 수입을 압류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감옥에서 보낼수 있다고 위협합니다.
2. 보험전화: 새로운 보험카드가 나오니 돈을 내야만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돈을
내지않으면 보험이 끊긴다고 위협합니다.
3. 우편물에 수표 또는 여행권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상금을 받기위해 수수료형태로
돈을 내라고 합니다. 수수료가 작은 금액이라도 절대 보내면 않됩니다.
4. 긴급전화: 손자 또는 가족이 곤경에 처해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전화합니다.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를 먼저 끊고 가족에게 직접 전화해 알아보세요.
5. 은행에서 전화: 은행 계좌가 문제가 생겨서 급히 개인 정보를 요구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를 먼저 끊고 은행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하세요.
사기 관련 연락처:
 허드 주택 상담 HUD Housing Counselor: 202-708-112
 쿡 카운티 검찰 Cook County State’s Attorney: 312-603-8649
 주 검찰 소비자 사기 IL Attorney General Consumer Fraud Hotline: 800-386-5438
 노인 복지 담당 부서 IL Department on Aging Senior Helpline: 800-252-8966
 노인 신원 도용 담당 IL Department on Aging Identity Theft Hotline: 866-999-5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