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 Connects에 
연락하는 세 가지 방법
전화. 

1-800-342-987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난청 또는 청각 장애가 
있으신 분은 NY 중계 시스템 7-1-1
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nyconnects.ny.gov

방문. 

가까운 NY Connects 사무소를 
찾으시려면 무료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웹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아래의 주소를 
참조하십시오.

    지역 NY Connects 사무소:

본 문서는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미국 보건복지부), Medicare 및 Medicaid 서비스 센터의 승인 
CFDA 93.778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문서의 내용이 
반드시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정책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방 정부의 보증을 받았다고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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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내 장기적인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연결
• 개인 의료 서비스

• 교육 및 상담

• 건강 및 복지

• 행동 건강 지원 및 서비스

• 지적/발달 장애 지원 및 서비스

• 사회적 지원

도움받기
장기 서비스  

및 지원 요구 사항 관련.

전화 311
여 자치구에 뉴욕 연결 요청

Bronx 
Brooklyn 
Manhattan

Queens
Staten Island 



NY Connects

NY Connects 
의 지원 사항...
• 케어 및 지원 파악

• 독립적인 생활 유지

• 케어 옵션 이해

• 교통편 찾기

• 간병 지원에 대해 알아보기 
• 지원 고용 프로그램 찾기

• Medicare 관련 문의에 답변

• Medicaid 및 기타 혜택 신청

지역사회 장기 서비스 및 지원은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 장애인 및 간병인 대상 

NY Connects는 장애가 있는 어린이나 성인, 고령자, 가족 및 간병인, 친구나 이웃, 
재향군인, 도움을 주는 전문가를 비롯해 장기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의료 서비스

• 식사 준비

• 가사 도우미 
• 목욕시키기 
• 교통편

• 가정 안전 및 접근성

• 가정 금융

교육 및 상담

• 독립 생활 프로그램 
• 지원 고용

• 성인 교육 
• 직업 기술 구축 

행동 건강/발달 지원 및 서비스

• 지적/발달 장애 지원 및 서비스

• 정신 건강 서비스

• 약물 사용 장애 서비스

건강 및 복지 

• 학대 방지 및 보호 
• 만성 질환 관리

• 지역사회 협력 관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