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성 기금 커뮤니티 포럼
장애 및 고령 서비스부(Department of Disability and Aging Service)는 노인 및
성인 장애인을 위한 현재 서비스의 장점, 기회, 문제,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시 전반의
커뮤니티 필요 평가를 수행 중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노인 및 성인 장애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온라인 및 대면 커뮤니티 포럼을 열 예정입니다. 이 포럼은 시가 커뮤니티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존엄성 기금의 사용 방식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노인 및 성인 장애인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기금 우선순위 및 투자에
대한 앞으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존엄성 기금 소개
2016년 11월, 샌프란시스코 유권자는 존엄성 기금을 수립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I(Proposition I)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노인 및 성인 장애인의 건강과 웰빙을
지원합니다. 현재는 앞으로 4년 동안 커뮤니티에 필요한 사항과 존엄성 기금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계획 단계입니다.

노인과 성인 장애인이 존엄성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십시오! 샌프란시스코 커뮤니티 일원이라면 누구든지
포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존엄성 기금 커뮤니티 포럼 | 이벤트 일정
오늘 sfhsa.org/DFCNA 에서 커뮤니티 포럼에 온라인 등록
온라인 커뮤니티 포럼: 이메일로 Zoom 미팅 링크 전송
관리 지구 중심 내용

위치

시간

언어 통역

1지구

11/29

오후 3:30~5:00

광둥어, 러시아어

2지구

11/30

오후 3:00~4:30

광둥어, 러시아어

3지구

12/2

오전 9:00~10:30

광둥어

4지구

12/2

오후 1:00~2:30

광둥어, 러시아어

5지구

12/2

오후 3:30~5:00

광둥어,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

12/3

오전 9:30~11:00

7지구

12/6

오전 11:00~오후 12:30

광둥어, 러시아어

8지구

12/6

오후 3:30~5:00

광둥어, 스페인어

9지구

12/7

오후 2:30~4:00

광둥어, 스페인어

10지구

12/8

오전 9:00~10:30

광둥어, 스페인어

11지구

12/8

오후 1:00~2:30

광둥어, 스페인어

6지구

미국 수화(American Sign Language, ASL),
광둥어, 러시아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대면 커뮤니티 포럼: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지원
장소. 항상 COVID-19 백신 접종 증빙 및 얼굴 마스크 필수.
위치
Jackie Chan Senior Center
5757 Geary Boulevard
San Francisco, CA 94121
Stonestown YMCA
3150 20th Avenue
San Francisco, CA 94132
Curry Senior Center
333 Turk Street
San Francisco, CA 94102

위치
12/9

시간
오후 2:30~4:30

12/10 오후 2:30~4:30

언어 통역
광둥어,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

광둥어, 러시아어
미국 수화(American Sign

12/11

오후 2:00~4:00

Language, ASL), 광둥어, 러시아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Mission Neighborhood Center
362 Capp Street
San Francisco, CA 94110
Bayview Senior Services
1751 Carroll Avenue
San Francisco, CA 94124

12/13

오후 1:00~3:00

12/15

오전 11:00~오후 1:00

광둥어, 스페인어

광둥어, 스페인어

For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합리적 편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Melissa McGee에게
Melissa.McGee@sfgov.org또는 415-355-6782번으로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