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우리의 사명은 입법부의 성
과가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
에게 안전한 양질의 서비스
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입니
다.
프로그램은 발
달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다
가가서 그들이 안전하며 요
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는
불만을 해결하고, 학대를 찾
아 해결하는 것을 돕습니다.

팩스
이메일
웹사이트

즉시 도움이 필요할 때
는 긴급 서비스를 제공하
지 않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즉
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에 전화하
십시오

어디에 전화하실 건가요

아동 또는 취약한 성인의 학대 방치
유기 또는 재정적 착취가 의심될 경
우
으로 전화하십시
오

는
나
의 일부가 아니라 민영
독립 기관입니다.

에 전화해 주세요

연락처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는
직원 및 자문위원회 위원들

전화
웹사이트

우리가 하는 일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
여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합니다

어떨 때 불만을 제기하나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보살피는 사람이
올바로 대우 받고 있지 않습니다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불만 제기 양식을 사용하거
나 무료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모니터링 방문 중에 직접 불
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 및 추천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원이 필요하지만 어디서 얻
을 수 있는지 모를 경우
가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할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
다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익명으로 불만 제기를 할 수도 있습
니다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불만 제기 절차

불만 해결

받고 있는 서비스가 불만족스럽습니다

개인과 함께 발달 장애 서비
스에 관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방문 모니터링
민영 및 국영 지원 생활 시설
기관 그룹 홈 개인 주택은 물
론 고용 또는 레크리에이션
환경 등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서비스를 받는 곳을 정기적으
로 방문합니다

시스템 개선
서비스 제공 업체 주 및 입법
부에 서비스 개선 방법에 대
한 권장 사항을 제시합니다

누군가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들어 줄 때까지 문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세요

누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워싱턴주에서 발달 장애 서비스를 받

고 있는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을 대신
하여 친구 가족 보호자 또는 직원이 저
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무실에 전화하여 정보를 받
고 해당 기관에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
다

는 모든 불만 사항을 검
토하지만 모든 건을 조사하지는 않
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
다고 판단되면
사무실
직원이 연락을 드립니다
해당 지역의
지사가 여
러분과 협력하여 최대한 편안하게 불
만을 해결합니다
집이나 직장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경우
가 향후 그 장소를
우선적으로 방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