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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아태노인센터(NAPCA) – 리프트(Lyft), 셰이퍼 핸즈(Shaper Hand)와 파트너쉽 제휴 COVID-

19(코로나바이러스) 격리 기간 중 무료 배달 서비스 제공  
영어, 광동어, 북경어, 한국어 및 베트남어로 서비스 제공 

 

미주 전역을 위해 개설한 NAPCA 전화 상담 서비스를 통한 지원 확대 발표 
 

해당 서비스 2020 년 4 월 15 일부터 제공됨. 
 

시애틀, 워싱턴 주 — 미주아태노인센터 (NAPCA)는 차량 공유 회사인 리프트(Lyft) 및 자원 봉사단체인 

셰이퍼 핸즈(Shaper Hands)와의 제휴를 맺고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노년층과 위험에 처한 개인을 지원하는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파트너십은 NAPCA 의 다국어 

전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언어의 장벽과 인터넷 및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특수계층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면역 결핍 환자와 함께 자택에 홀로 고립된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제도 지역 국가 

출신의 (AAPI)과 다양한 노인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배송 서비스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할 경우, 

셰이퍼 핸즈 홈페이지를 통해 주문을 요청할 수 있다. 주문 요청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은 NAPCA 의 

전화 상담서비스와 연결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NAPCA 는 이러한 개인의 필요사항을 식별하여 

주문내역을 셰이퍼 핸즈(Shaper Hands)에 전달한다. 리프트(Lyft)는 셰이퍼 핸즈(Shaper Hands) 자원 

봉사자들이 식료품 및 기타 필수 품목을 비대면으로 배달할 수 있도록 무료 승차 코드를 제공한다. 

 

“이번 팬데믹은 우리가 미국의 노년층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원의 형태를 재점검할 필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 주 전, 우리는 언어의 장벽 및 인터넷과 전자기기 사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과 
간병인을 지원하기 위해 8 개의 언어로 녹음된 자동 1-800 전화 서비스와 웹 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5 개의 언어 (영어, 한국어, 한국어, 광동어, 북경어 및 베트남어)를 구사하는 전화 
상담원을 통해 격리 기간 중에 외출과 인터넷 사용의 제한을 받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장하였습니다. 우리가 제휴한 Lyft 및 Shaper Hands 와의 파트너십은 다양한 세대와 
민족 그리고 우리가 속한 어려 업계들을 모두 아우르고자하는 취지로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가치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Lyft 및 Shaper Hands 와 맺은 이 파트너십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에게 필수품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미주아태노인센터(NAPCA)의 방준영 

대표는 이와 같이 발표했다. 
 

이번 NAPCA 전화 상담 서비스는 현재 로스앤젤레스와 시애틀 거주자를 위해 영어, 광동어, 북경어, 

한국어 및 베트남어 등 5 가지 언어로 실시간 지원이 가능하다. 식료품 및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자택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개인을 위해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30 분에서 오후 1 시 사이에 

셰이퍼 핸즈(Shaper Hands)로 도움을 요청하면 배달 주문을 할 수 있다. 
 

“셰이퍼 핸즈(Shaper Hands)는 애틀랜타, 로스 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뉴욕시, 포틀랜드, 시애틀, 
새크라멘토 및 샌프란시스코 지역 사회의 노인들과  면역 결핍 환자들에게 무료 배달을 안전하게 
제공하는 자원 봉사 단체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미주아태노인센터 (NAPCA)에서 지원해온 지역 
사회 구성원들과 로스앤젤레스 및 킹 카운티의 주민들을 함께 돕기 시작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셰이퍼 핸즈 (Shaper Hands) 자원 봉사자이자 대표인 무하메드 파젤 (Muhammed 



 
 

 

Fazeel)은 말했다. 

 

셰이퍼 핸즈(Shaper Hands)는 로스앤젤레스와 시애틀의 미주아태노인센터 (NAPCA) 및 리프트(Lyft)와 

협력하여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제도 지역 국가 출신의 (AAPI) 노인 커뮤니티 및 사회 취약 계층에게 

식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하기 위해 참여하는 자원 봉사자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셰이퍼 핸즈(Shaper 

Hands)는 대부분 노인과 면역 결핍 환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리프트(Lyft)의 소셜 임팩트 디렉터인 리사 보이드(Lisa Boyd) 또한 이와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이런 
시기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지역 사회의 식료품과 같은 중요한 품목이 고루 
분포될 수 있는 운송에 대한 접근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파트너쉽으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주아태노인센터 (NAPCA)와 셰이퍼 핸즈(Shaper Hands)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품을 쉽게 배송 할 수 있으며 Lyft 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추가 수입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프트(Lyft)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기간 중 필수 교통 수단이 필요한 가족 및 아동, 저소득층 노인 및 

간병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수만 건의 승차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차량 서비스를 

배포하기 위해 리프트업 (LyftUp)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필수 교통편이 필요한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확대하였고 사회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공 보건 단체, 지방 정부, 비영리 단체 및 지역 사회 단체와 

협력하기 하는 등의 포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리프트(Lyft)는 이번 미주노인아태센터(NAPCA) 및 

셰이퍼 핸즈(Shaper Hands)와의 협력을 통해 자체 교통 수단이 없는 셰이퍼 핸즈(Shaper Hands) 자원 

봉사자에게 승차 코드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에 참여하는 자원 봉사자들이 안전하게 배달 요청을 

완수하기 위해 리프트(Lyft)의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다. 
 
NAPCA Helpline 

미주아태노인센터(NAPCA) ‘헬프라인’ 전화 상담 서비스 
 

미주아태노인센터(NAPCA)는 최근 발표한 ‘헬프라인’ 자동 전화 상담을 통해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증상 및 현황에 대한 관련 정보를 8 개 국가 언어 (보도 자료 링크)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어 ‘헬프라인’ 전화 상담 서비스는 사용자들에게 명상, 휴식, 호흡법 및 자가 체력 

단련 운동법을 포함하여 노인들의 생활을 위한 지원을 확장하였다. 

 

또한 미주아태노인센터(NAPCA)의 ‘헬프라인’ 자동 전화 상담 서비스는 발신자에게 서비스 사용에 대한 

간략한 메세지를 남길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하였으며, 이는 추 후 담당 공무원 및 정부 기관에 제공될 

예정이다. 
 

“우리는 ‘헬프라인’ 서비스에 실시간 통화 안내가 가능한 전화 상담원을 배치하고 리프트(Lyft) 및 셰이퍼 
핸즈(Shaper Hands)와 협력하여 배달 서비스를 활성화 시키는 것 외에도 두가지의 지원책을 더 
보충하였습니다. 첫번째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명상과 자가 정신 단련법, 두번째는 
대유행 기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음성 메일 옵션입니다. 정부 기관과 담당 
공무원들은 우리 사회의 노인과 간병인이 겪고 있는 생활적인 어려움과 경험에 대해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음성 메일 옵션을 통해 사회 취약 계층인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상황을 
대변 할 수 있습니다.우리 직원들은 전국적으로 1,600 명 이상의 취업 인력 프로그램 참여자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으며 새로운 서비스와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https://myemail.constantcontact.com/NAPCA-Launches-Automated-In-Language-Helpline-and-Website-for-Older-Adults-and-Caregivers-in-Response-to-COVID19.html?soid=1107588344789&aid=MxJ5gp6jHpY


 
 

 

미주아태노인센터(NAPCA)는 미 전역의 노인들에게 우리는 당신과 함께 있으며, 언제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취할 것이라는 메세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방준영, NAPCA 대표 
 

NAPCA 헬프라인 전화 상담 서비스는 24 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English: 1-800-336-2722 

廣東話/Cantonese: 1-800-582-4218 

普通话/Mandarin: 1-800-683-7427 

한국어/Korean: 1-800-582-4259 

日本語/Japanese: 1-800-398-1117 

Tagalog/Filipino: 1-800-593-8087 
Tiếng Việt/Vietnamese: 1-800-582-4336 
Español/Spanish: 1-800-948-3844 
 

미주아태노인센터 National Asian Pacific Center on Aging (NAPCA) 

 

1976 년에 설립된 미주아태노인센터(NAPCA)는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제도 지역 국가 출신의 

(AAPI)과 다양한 노인들의 존엄성, 복지 및 삶의 질을 보존하고 장려하는 전국 비영리 단체입니다. 

미주아태노인센터(NAPCA)는 지난 40 년 동안 단체에서 운영해 온  SCSEP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SEE (Senior Environmental Employment Program) 및 지원센터를 통해 10 만 

명 이상의 다양한 노인들을 지원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napca.org 를 방문하십시오. 
### 

 

http://www.napc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