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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포인트 이해하기
시스템의 역할 – 성인을 위한 서비스들

연방정부
SSI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 기초생활 수당
• 메디케이드 연결

SSDI/DAC

• 미국 시민권
• 신체적 장애인
• 18세 이상 신청, 또는 18세 이하는 수입에 따라 측정

• 주정부 커뮤니티

• 직장의 수입
• 부모의 수입
• 메디케어

866-563-4595 에버렛

서비스

877-575-5197 린우드
800-772-1213 www.ssa.gov

부서

주정부 기관들
DCYF

DSB

아이, 청년, 가족부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부서

*아동보호국 *조기학습
*가정위탁 *면허/입양
425-339-4768 에버렛
425-977-6700 린우드

집, 학교, 이동성, 그리고 취업을 위한 서비스
800-552-7103
www.dsb.wa.gov

360-651-6900 스모키포인트Smokey Point
https://www.dcyf.wa.gov/

사회복지국 (DSHS)

DDA 장애복지부서
아무때나 신청 가능합니다:
• 초기 교욱 서비스 (출생에서 3세까지)
• 케이스 담당 서비스
• 취업 서포트 (자리가 있는 경우)
• 생활유지 서포트 프로그램
• 가정양로원 소개/연결
• 가정 간병인 서비스 (자격조건필요)
425-740-6400….에버렛
www.dshs.wa.gov/dda

ODHH
청각장애인과 청력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부서

대화, 주정부, 일상생활을 위한 도움,
800-552 7103
https://www.dshs.wa.gov/altsa/officedeaf-and-hard-hearing

DVR

HCS
노인과 장애를 가진 성인

직업소개/복직 부서

취업준비를 위한 졸업반 학생들을
위한 부서
425-339-4880 에버렛
425-977-6600 린우드
360-651-6120 스모키포인트
www.dshs.wa.gov/dvr

(DDA서비스 부자격자) 을 위한 가정 &
커뮤니티 서비스

•
•
•
•
•

콥스 (신체적 도움 필요)
엠피씨 (개인 간벙)
양로원
가정양로원
주거보조시설 (assisted living)
425-339-4010 에버렛
425-977-6530 린우드

CSO

360-651-6800 Smokey Pt
www.dshs.wa.gov/altsa

커뮤니티 서비스 사무실

* 메디케이드* 보육 * 기본 음식보장

APS

* 경제적 *취업
에버렛
스카이 벨리

린우드
스모키 포인트

1-877-501-2233
https://www.dshs.wa.gov/esa/onlinecommunity-services-office-cso

성인 보호 서비스
학대받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노약자를
위한 조사 서비스 1-866-363-4276

지역 정부기관
스노호미시 카운티 발달 장애 부서
www.snohomishcountywa.gov/dd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계약들:
•
•
•
•
•

초기 교육 서비스 (출생에서 3세까지)
취업 공급자 (취업 창출/취업 코치)
사람중심 계획 서비스 (취업)
가족연결 - Arc of Snohomish County
리더십과 변호 - Arc of Snohomish County

• 커뮤니티 설립 – 가족 서포트 센터

장애 복지 부서 직원 연락처:
프로그램 매니저/복지부서 이사회
초기교육 서비스 (출생에서 3세까지)

425-388-7208
425-388-7402

경력 서비스 (취업서비스)

425-388-7475

소셜 연금 혜택 플래너

425-388-7259

트렌지션 자원 책임자 (18-21)

425-388-7476

정보/교육/커뮤니티 컨트렉

425-388-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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