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카운티 관련 유용 자료
일반적 정보와 의뢰 관련: 211
응급 및 위기 관련 서비스
상시 운용 위기 상황 서비스
클라커머스 카운티: 503-655-8585
멀트노마 카운티: 503-988-4888
워싱턴 카운티: 503-291-9111
정신 건강 위기 전화: 888-414-1553
클라커머스 여성 서비스: 503-654-2288
성인 보호 서비스
클라커머스 카운티: 971-673-6655
멀트노마 카운티: 503-731-3100
워싱턴 카운티: 503-681-6917
어린이 보호 서비스 24시간 직통 상담 전화
클라커머스 카운티: 971-673-7112
멀트노마 카운티: 503-731-3100
워싱턴 카운티: 503-681-6917 또는
1-855-503-SAFE
발달 장애 보호 서비스
클라커머스 카운티: 503-557-2874
멀트노마 카운티: 855-503-SAFE
워싱턴 카운티: 503-846-3150
정신 건강 보호용 서비스
클라커머스 카운티: 503-650-3000
멀트노마 카운티: 503-988-8170
워싱턴 카운티: 503-846-4515
극단적 위험 보호 명령 (ERPO): 503-655-8447
군대 전화 상담 서비스: 888-547-4838
군대 전화 상담 서비스: 888-547-4838
정신병 환자 전국 연합 (NAMI): 1-877-553-TEEN;
또는 839863에 teen2teen이라고 텍스트를 보낼것
성적 학대 도움 센터: 503-640-5311
안전 위기 전화: 503-235-5333
가정 폭력 직통 상담 전화: 1-800-799-7233
희생자를 위한 서비스
클라커머스 카운티: 503-655-8616
멀트노마 카운티: 503-988-3222
워싱턴 카운티: 503-846-3020
교육과 취업 유용 자료
클라커머스 커뮤니티 칼리지: 503-594-6000
클라커머스 교육 서비스 학군: 503-675-4000
클라커머스 노동 프로그램 (IRCO): 971-271-6467
클라커머스 카운티 어린이와 가족 연결 지원:
503-655-8840
노동 관련 자료: 971-673-6400
실업 수당: 503-292-2057
클라커머스 카운티 헤드 스타스 프로그램:
503-675-4565
직업 재활: 971-673-6130

유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유용 자료
오레곤 주 정부의 어린이 복지, 인간 복지부 (DHS):
971-673-7200
어린이 돌봄 유용 자료와 의뢰: 211
고졸 학력 인증서(GED) 보조: 503-594-3959
건강한 가족: 503-546-6533
유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진로: 503-224-4339
페어 멘토 (P:ear Mentor): 503-228-6677
성 소수자 청소년 도움 센터 (SMYRC): 503-872-9664
리빙룸 (성 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제공 장소):
503-901-5971
여성, 아기, 어린이 영양 프로그램 (WIC Program):
503-655-8476
유청소년 위기 지원: 877-968-8491
유스에라 (유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YouthEra):
971-334-9295
성 소수자 유용 자료
큐 커뮤니티 센터: 503-234-7837
트레버 프로젝트 성 소수자 지원: 1-866-488-7386
세이지 (Sage, 노년 성 소수자 지원 프로그램):
503-228-4391
기본 서비스
오레곤의 기본 권리: 503-222-6151
클라커머스 카운티 사회 복지 서비스
503-655-8640/ 텔레타이프라이터프로토콜(TTY)
503-650-5646
지역 공동체 서비스 센터
캔비 센터: 503-266-2920
클라커머스 서비스 센터: 503-771-7914
에스타카다 지역 푸드뱅크: 503-630-2888
파더스 하트 거리 사역: 503-722-9780
몰랄라 커뮤니티 액션: 503-668-4746
샌디 커뮤니티 액션: 503-668-4746
윌슨빌 커뮤니티 나눔: 503-682-6939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 503-650-5640
도박 도움 상담 전화: 877-695-4648
클라커머스 카운티 글리너스: 503-655-8740
오레곤 법률 보조 서비스: 503-224-4086
러브 ICN/브리지 오브 호프: 503-650-0153
오레곤 군대 원조: 503-584-3980
자립 센터
노스 클라커머스 지부: 503-731-3400
오레곤 시티 지부: 971-673-7300
세인트 빈센트 드 폴 응급 서비스:503-235-8431
재향 군인 서비스 사무실: 503-650-5631
주택 관련 유용 자료
협동 주택권 접근 (코디네이티드 하우징 액세스, Coordinated Housing Access): 503-655-8575
지역 공동체 발달 분과: 503-655-8591
압류 도움 상담 전화, 법률 지원: 503-227-0198
주택 당국: 503-655-8267
주거권과 자료 프로그램: 503-650-5750
렌트 웰(Rent Well): 503-650-5647
내후성: 503-650-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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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트라이멧 리프트: 503-962-8000
트랜스포테이션 리칭 피플: 503-655-8208
자원 봉사자 네트워크: 503-650-5796

약물
알콜
알콜
마약

건강 관련 자료
클라커머스 카운티 건강 센터 의료 및 치과 서비스:
503-655-8471
클라커머스 카운티 정신 건강 서비스: 503-655-8401
멀트노마 카운티 정신 건강 서비스: 503-988-4888
워싱턴 카운티 정신 건강 서비스: 503-291-1155
성병 정보 및 검사 장소
클라커머스 카운티 건강 클리닉: 503-655-8471
멀트노마 카운티 건강 클리닉: 503-988-5558
워싱턴 카운티 건강 클리닉: 503-846-8851
케스케이드 원조 프로젝트 비밀 검사:
503-223-5907
파운더스 클리닉: 503-722-4400
오레곤 의료 보험 등록 지원: 503-655-8336

지역 치료 프로그램
성경 훈련 센터-신앙 기반 (월/수): 503-632-1953
블랜쳇 농장-(월): 503-852-6626
레티 오윙스 센터-(수/여성과 어린이): 503-235-3546
시티 팀-(월): 503-231-9334
드폴 성인 치료 센터-(월/수): 503-535-1151
후퍼-(월/수): 503-238-2067
라이프웍스 NW-프로젝트 네트워크-(수/여성과 어린
이): 503-335-0855
라이프웍스 NW-마운튼데일 회복 센터-(수/여성과 어
린이): 503-647-0165
나라 노스웨스트(미 원주민 재활 협회, NARA Northwest)-(월/수): 503-621-1069
하버-(월): 503-980-3307
구세군 성인 재활 센터-(월): 971-230-5300
세퍼즈 도어-(수/여성과 어린이): 503-906-7650
유니언 가스펠 미션-(월): 503-274-4483

사교
엘더스 인 액션(노인 지원 단체,Elders in Action):
503-235-5474
포크 타임:
오레곤 시티: 971-888-1784
포틀랜드: 503-709-2450
연로자와 장애인 서비스
성인과 커뮤니티 센터
캔비 성인 센터: 503-266-2970
에스타카다 커뮤니티 센터: 503-630-7454
글래드스톤 노인 센터: 503-655-7701
후드랜드 노인 센터: 503-622-3331
레이크 오스위고 성인 커뮤니티 센터:
503-635-3758
밀워키 센터: 503-653-8100
몰랄라 성인 커뮤니티 센터: 503-829-4214
파이어니어 커뮤니티 센터: 503-657-8287
샌디 센터: 503-668-5569
웨스트 린 성인 커뮤니티 센터: 503-557-4704
윌슨빌 커뮤니티 센터: 503-682-3727
노화 및 장애 자료 네트워크: 503-650-5622
성인 위탁 돌봄 가정 목록: 971-673-6604
메디케이드 장기 돌봄 서비스 조사: 971-673-7601
발달 장애 프로그램 사례 관리: 503-557-2824
가족 도우미 지원 프로그램: 503-650-5605
독립 생활 관련 자료: 503-232-7411
금전 관리 프로그램: 503-650-5623
오레곤 프로젝트 인디펜던트 (OPI): 503-650-5769
노인 시민 의회: 503-657-1366
노인 동반자 프로그램: 503-655-8875
시바 (SHIBA)/처방약 보조 상담 전화:
503-655-8269 ×4
노인 고독감 상담 전화: 503-200-1633
사회 복지/메디케어: 1-800-772-1213

남용 및 회복 보조
및 약물 도움 전화: 800-923-4357
중독자 갱생회: 503-223-8569
중독자 갱생회: 503-345-9839

애도/지원 그룹 자료
어드벤티스트 의료 센터: 503-251-6192
프로비던스 유용 자료 전화: 503-574-6595
레거시 헬스: 503-220-1000
자살 애도 원조: 503-200-0382
미, 투: 503-228-2104
컴패셔니트 프렌즈 포틀랜드 지부: 503-248-0102
두기 센터: 503-775-5683
쉼터
카톨릭 자선 단체: 503-231-4866
브래들리 앵글 하우스 (가정 폭력): 503-281-2442
시티 팀 선교 (남성 쉼터): 503-231-9334
데이브레이크 쉼터: 503-477-9724
두 굿 멀트노마 (재향 군인 쉼터): 503-490-0285
구스 할로 가족 쉼터: 503-915-8306
그레셤 여성 쉼터: 971-339-2987
휴먼 솔루션즈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이 있어야
함): 503-477-9724
마이 파더스 하우스 (자녀가 있는 가족들):
503-492-3046
포틀랜드 원조 사역: 503-906-7690
로즈 헤이븐 (여성과 아이들): 503-248-6364
구세군 여성 응급 쉼터: 971-202-5360
트렌지션 프로젝트 데이 센터: 503-280-4700
유니언 복음 사역: 503-274-4483
베츠 (VEST, 재향 군인 응급 전환기 쉼터):
503-239-1259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욜란다 하우스: 503-535-3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