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ARS란? 
Emergency Alert Response 

System (EARS)는 신체 부자유 
독거 노인께서 집안에서 발생할수 
있는 응급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 
할수 있도록 해주는 비상경보대웅 
시스팀입니다. 
통 신 기(팔찌 혹은 목걸이) 의 버亡 
을 누르시기만 하면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읍니다. 

EARS는어떻게 

작동하는가  ? 
통 신 기 의 버 튼을 누르시 면 24 시 간 웅 
급대응쎈타로 신호가 보내집니다. 
전화기를 사용할 필요없이 통신기안에 
장치되어 있는 송수신 장치를 통하여 웅 
급 대응센타 요원과 직접통화가 가능하 
게 됩니다. 

통신기를 목에다 걸 수도 있고, 팔찌처럼 
손목에 찰 수도 있어서, 집안 어디에서나 
신호버튼을 눌러서응급대웅 
센타 요원과 통화할 수 있읍니다. 
이경우, 응급대웅센타요원은 노인의 모국 

어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말 통역 

이 가능합니다.

응급상황시에는 구조반이 즉시 
투입되어 응급 구조 요원이나 웅급실 
근무요원에게 노인의 의료정보를 빨리 
전달함으로써 빠른 시간안에 적 절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통신기는 건전지 백업 시설이 있어서 
전기가 끊어져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점검제도 
EARS 서비스는 응급상황시 노인께서 
가족들과 연락이 안되어도, 응급상황요 
원과 통화가 되므로 혼자사시는 노인 

과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또한 통신기를 노인들께서 점검하지 봇 
할때에는 응급대응 센타요원이 동 
신기 소지인에게 신호를 보내게 됩니 

댜 단, 본인이 허락을 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응답이 없으면 구조반을 즉시 
보낼수 있읍니다. 

이 EARS는 노인들과 그 가족들에 개
평안한 마음을 줄수였으며,년중 무휴
24시 간 도움을 받을수 있는 프로그 랜

입니다.

EARS 비용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노인들은 무료一一 
제공됩니다. 그렇지 못한 노인들은 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 
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주어진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됩니다. 

어떤사람이 EARS 
서비스를받을수있나? 
•62세 이상 신체 부자유 독거노인

• 로스엔젤레스시 거주자

• 일정금액 이내의 저소득층분

• 케이스 메니지먼트에 가입하신분

해당지역 다목적 노인 센타의케이 
스 메니지먼트 서비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케이스 메니저가 포괄적인 
평가서를 작성하여 노인국으로 
보냅니댜 

EARS 신청 방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다목적 
노인 센타나 LA 시 노인국으로 
전화주세요. 

LA 시 노인국 전화: (213) 482-7252 

정 보 제 공: (800) 510-2020 

TDD (장 애 자): （213) 473-5990 

웹사이 트: www.aqinq.lacity.orq 

이 메 일 : aqe.webinf0@lacity.o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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