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지원
세계적인 COVID-19 유행 중 DFS 서비스를 원격으로 이용하는 방법

아동, 청년 및 가족
아동 보호 서비스 핫라인:

육아 팁, 동영상 및 팟캐스트

703-324-7400

학교가 휴교하고 아이들이 집에 있는 동안 육아
전문가로부터 팁을 배우세요:

우리는 모두 아이들을 돌보는 데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복리에 대해 걱정이 되거나, 가능한 학대 또는 방임
상황에 대해 신고 혹은 논의하고 싶거나 조언, 상담, 자원
또는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 주세요.

www.fairfaxcounty.gov/familyservices/children-youth/
parenting-education-programs

노년층
성인 보호 서비스 핫라인:

703-324-7450

만 60세 이상 또는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만 18세 이상 성인의 학대,
착취 또는 방임을 신고하십시오.
혼자 또는 친척과 거주하는 사람
또는 요양원, 주거복지시설, 병원
혹은 대용 수용 시설의 주민을 위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노화, 장애 및 간병인
자원 라인:

703-324-7948
국내 서비스, 건강 프로그램,
지역사회 참여 기회 및 봉사 기회를
찾아보려면
www.fairfaxcounty.gov/OlderAdults
에 방문하거나 또는 월-금 오전 8
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사회 복지
전문가에게 전화해 대화를 하세요.

장애인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자원:

703-324-5421

www.fairfaxcounty.gov/familyservices/disabilities 에 접속하거나
장애 전문가에게 전화해 서비스, 법적 권리, 보조 기술,
운송 등에 대한 정보를 찾으십시오.

자급자족

식사 배달 서비스:

703-222-0880

Fairfax County의 식사 배달 프로그램은
이제 주 1회로 운영되며 고객들에게
급속 냉동 식사를 배달합니다.
• 식사 배달 서비스는 만 60세
이상의 새 고객을 받고 있습니다.
703-222-0880으로 카운티의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에 전화해
자격 요건 정보를 알아보고
프로그램에 신청하세요.

가정 폭력 및 성폭력 서비스
가정 폭력 및 성폭력 서비스 핫라인:

703-360-7273

가정 폭력은 침묵과 두려움을 먹고 자랍니다. 귀하
또는 아는 사람이 학대를 경험하고 있다면, 가정 폭력
혹은 성폭력에 대한 자원과 정보를 얻기 위해 핫라인에
전화해주십시오. 우리의 핫라인 지지자들이 도울 수
있습니다. 통역 서비스를 통해, 140개가 넘는 언어로
이용 가능합니다.

의료 및 재정적 혜택(SNAP, MEDICAID 등):
www.fairfaxcounty.gov/familyservices/financial-and-medical/apply

서류 제출 방법:

경력/취업 서비스:

이메일: DFSMyCase@FairfaxCounty.gov

Alexandria: 703-704-6286, DFSVCWAlexandria@fairfaxcounty.gov
Annandale: 703-533-5400, DFSVCWAnnandale@fairfaxcounty.gov
Reston: 703-787-4974, DFSVCWReston@fairfaxcounty.gov
Fairfax: 703-324-7280, DFSVJC@fairfaxcounty.gov

팩스: 703-653-6679
우편: 12011 Government Center Parkway
Suite 232
Fairfax, VA 22035

도움을 받을 다른 방법
DFSMyCase@FairfaxCounty.gov에 메세지를 보내십시오.
EBT 교체 카드를 받으려면 866-281-2448로 전화주십시오.
전화: 703-324-7500

TTY 번호가 없는 경우, 711/Virginia Relay를 사용하십시오. 요청
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703-324-5870로 전화하세요.

• 모든 Virginia Career Works-Fairfax Center 및 VIEW JOB Center는 향
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음을 포
함하여 웹사이트 및 전화 옵션을 통해 서비스를 계속
할 것입니다:
• 직업 탐색, 면접 준비 및 경력 발전을 위한 수단, 자원
및 지원
• 온라인 취업 자원 은행 및 교육과 훈련 옵션 이용
• 인력 정보 및 현지 노동 시장 정보
• 경력 코칭
• 실시간 구직자 웨비나(인터넷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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