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HOUSE PROJECT AT
VISTA TOWER
Vista Tower is pleased to present the launch of the Lighthouse
Project!

We are installing WiFi at Vista Tower and offering a Samsung Tab
A7 Tablet to residents - all at no cost to you! By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you will be asked to complete written surveys and
attend in-person training and support to learn how to use your
new device.

The goal of the Lighthouse Project is to help you connect with
family, friends, the Vista Tower community, and health and
wellness information and services.

Please complete the survey attached and return it on your
designated pick up date and time.

Along with your survey, please also bring your GMAIL and GMAIL

(Must be a GMAIL account, not
Yahoo or Hotmail). If you do not have a GMAIL, please come
down to the activity room on Thursday, May 10th between 9
AM- 3 PM so we can help you make one.
PASSWORD, if you have one.

For questions or more information:

Sara Choi
Resident Service Coordinator
Vista Tower
213-386-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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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시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에 를 설치하고 거주자에게
태블
릿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서면 설문 조사를
완료하고 직접 교육 및 지원에 참석하여 새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
을 배우게 됩니다
의 목표는 가족 친구
커뮤니티 건
강 및 웰빙 정보 및 서비스와의 연결을 돕는 것입니다
첨부된 설문조사를 작성하여 지정된 픽업 날짜와 시간에 회신해 주
십시오
설문조사와 함께
및
있는 경우 도 함께
가져오십시오
또는
이 아닌
계정이어야
함 GMAIL이 없으시다면 5월 10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까지 활동실로 오셔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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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또는 추가 정보

:

최사라
상주 서비스 코디네이터
비스타 타워
213-386-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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