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int Base Lewis-McChord, WA 
 

ACS Operations 
Telephone: (253) 967-7166, ACS 는  Waller Hall (the “Welcome Center”), Building 2140위치해 있고 ,  Liggett Avenue와 12가 교차하는 곳에는 

다른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밑의 정보를 찹조하십시요.  모든 ACS 건물은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 엽니다. 연방 공휴일과 훈련을 위한 휴일에는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프로그램과 서비스 
 

Financial Readiness Program (FRP) 

Telephone: (253) 967-3525, Waller Hall 

• 군인과 가족들에게 개인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예산계획, 교육 및 

지침서를 제고공하고 있습니다.  
• 재정계획, 관리, 크레딧, 보험 및 소비에 관한 수업이  있습니다.  
• 크레딧 리포트에 관한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보안에 관련된 재정문제도 도와 드립니다. 

 
Army Emergency Relief (AER) 

Telephone: (253) 967-9852, Waller Hall 

• 긴급 재정 위기에 대한 도움: 렌트, 유틸리티, 차 수리, 지급 

만기일 
• 대출/금전제공 

• 일과 후나 주말에는 적십자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무료전화 1-877-272-7337). 
 

Exceptional Family Member Program (EFMP) 

Telephone: (253) 967-9704, Waller Hall 

• 장애에 관한 도움이 필요한 군인과 가족들을 도와 드립니다. 
•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 사회에 안내를 해드립니다. 
• 교육,훈련 및 레크레이션 활동 
• 장애를 위한 특별한 시설위한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 EFMP는 그룹으로도 도움을 드립니다. 

Information and Referral Program (IRP) 

Telephone: (253) 967-6399, Waller Hall 

• 개인과 가족에게 평가 실행; 도움제공 및 도음을 

줄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기관 안내 

• 지역공공 관리기관, 사립기관, 무료서비스 기관 기관의 

광범위한 파일 관리 

• WIC 과 음식 원조 안내 
 

Relocation Readiness Program (RRP) 

Telephone: (253) 967-3628, Waller Hall 

• 재배치(이사) 계획, 정보 및 도움 

• 새로운 사람들과 해외 오리엔테이션 
• 대기하고 있는 가족들을 도와드립니다. 
• 시민권과  이민관련 서비스 
• 컴퓨터 사용가능Computers available for use 
• 수납실 대여 (기본생활용품들) 

 
Mobilization and Deployment Program (MOB/DEP) 
Telephone: (253) 967-6579 / (253) 967-9916, Bldg 2166 

• 개인과 가족들을 준비를 위한 훈련, 상담 및 도움(가족과 
개인을 보살피는 계획들) 

• 개인과 파견준비, 재파견 및 재합동 훈련 
• 아이들과 파견 워크샾 
• 보살피는 팀 훈련 

Army Family Team Building (AFTB)/Army Family Action Plan 
(AFAP),  Bldg 2166, corner of 12th St & Liggett 

Outreach Program 

Telephone: (253) 968-7199, Waller Hall 

생활보조 센터 서비스;군부대로 부터 지역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진 군인과 가족들에게 정보제공, 

교육,보조 및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mployment Readiness Service  (ERS) 

Bldg 2166, corner of 12th  St & Liggett 
Telephone: (253) 967-3538 

• 기술 평가/일자리 카운설링 
• 일자리 신청서/이력서  
• 인터뷰 요령 
• 일자리 안내과 소개 
• 컴퓨터 사용안내 

 
 
Military and Family Life Consultant Program (MFLC) 

th
 

Telephone: (253) 967-AFTB / 967-2382 Bldg. 2166, corner of 12 St & Liggett 

• 매년 건의 사항들을 요청하여 군대와 부대의 프로그램들을 향상 
• 배우자들의 사회활동 기회 지원 

군대문화, 리더십 및 개인 개발에 관한 교육제공 

 
Survivor Outreach Services (SOS) 
Family Resource Center, Bldg 4274 

Telephone: (253) 967-3672 / (253) 967-7501 

• 장기간동안 가족들이 살아가기 위한 도움 

• 정해진 그룹을 상대로 리서치 실행 
• 정보및 도움을 줄수 있는 서비스 안내 
• 재배치 지원 
• 재정 관리 및 빛 관리 
• E-mail:  LewisArmySOS@conus.army.mil 

 
 

Army Volunteer Corps Program, (AVC) 
Family Resource Center, Bldg 4274 

Telephone (253) 967-2324 

• 자원봉사자 관리 정보 시스템 (VMIS) – 

www.myarmyonesource.com; 
• Family Readiness Group (FRG) 교육 
• FRG 연락망 훈련 

Telephone: (253) 495-8425 
• 비밀 보장으로 단기간, 현장 과 문제해결을 위한 

카운설링 서비스 
• 교육 프렌젠테이션, 브리핑 과 서비스를 파견준비,파견, 

파견후, 재결합등과 관련된 문제를 위해 제공됩니다.  
 
Family Advocacy Program  (FAP) 

Telephone: (253) 967-5940,  Bldg 2013-B Pendleton Ave 

• 희생자 변호와 성 추행 관련 도움 

(24/7 # 966-SAFE/7233) 
• 보조와 도움을 군인들과 가족들에게 교육,정보제공 및 

다른 기관으로의 안내를 통해서 가족들끼리의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 커뮤니케이션과 생활에 필요한 기술안내 

• 새로이 부모된 되신 분들을 위한 플레이 모닝, 부모교실 및 
생활방문 보조 서비스. 

 
Airman & Family Readiness Center (A&FRC) 

Bldg 552, McChord Field 

Telephone (253) 982-2695 
• 정보 및 다른 기관 안내 
• 개인과 가족 보조  
• 가족변호 및 새 부모 보조 프로그램 
• 공군 도움 보조 
• Key Spouse 프로그램 

• 공군 전쟁 부상자 도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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