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는 노령화 또는 장애로 

인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분들의 권익을 대변해 드리는 

네트워크입니다. 노인, 장애인,  

간병인, 가족 및 전문가들께서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옵션에 

관한 객관적이고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커뮤니티 리빙 

커넥션 (Community 

Living Connections)

이란 기관입니다.

1-844-348-5464

저희는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의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존중하는 파트너로 이루어진 

광범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 적절한 지원도 제공합니다.

저희는 지역사회 

중심 기관입니다.

노령화 또는 장애로 

인한 문제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신자 무료전화 

1-844-348-5464 

로 연락 주시면 저희 

직원 중 한 명과 

연결될 것입니다.
연락처

1-844-348-5464 (KING) 또는 206-962-8467

이메일:  info@communitylivingconnections.org

www.communitylivingconnections.org

지원 기관:

노령화 및 장애 서비스 국  

(Aging and Disability Services)

(시애틀 및 킹카운티 노령화를 위한 지역 기관)

 

후원 기관:

킹 카운티(King County) 

킹 카운티 유나이티드 웨이 (United Way) 

시애틀 시 (City of Seattle)

KO2016



1-844-348-5464수신자 무료 전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수신자 무료전화 

1-844-348-5464

로 연락 주시면 저희 

직원 중 한 명과 

연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며,  

지역사회 파트너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올바른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질문에 대하여 무료로 

답변해 드립니다. 모든 

전화는  무료이며, 

비밀로 처리됩니다. 

저희 직원들은 

시간을 들여 여러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할 것입니다. 

직원들은 폭 넓은 

지식을 갖고 있으며 

지역 사회 자원에 

접속하여 여러분의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해드릴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옵션도 제공해 

드릴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범위의 지역사회 

파트너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 또는 

지역사회에 근접해 

있는 자원과 연결해 

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의 

요구에 부응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내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나 서비스가 
있나요?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도움

• 장기 요양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개별 
상담 및 계획 지원 

• 가족 간병인 지원 
서비스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