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아동 보육 시설 폐쇄에 대한 가족 리소스 가이드
ODHS 자활 프로그램, 기타 주 기관 및 지역사회 기반 조직에서 제공
리소스

연락처
 온라인 자격 신청: one.oregon.gov
 자격 센터: 800-699-9075

ODHS 혜택 및 지원

 지역 사무소 찾기
https://www.oregon.gov/DHS/Offices/Pages/i
ndex.aspx

정보

온라인 신청서를 사용하거나, 자격 센터에 전화하거나,
지역 사무소에 연락하여 식료품, 현금, 육아, 의료 등을
포함한 ODHS 혜택을 신청하십시오. 직접 방문하기
전에 지역 사무소로 전화하십시오.

조기 학습 부서(ELD):

https://oregonearlylearning.com/COVID-19-

COVID-19 기간 동안 자녀를 돌보는 방법, 보육 옵션

COVID-19 관련 정보

Resources/For-Families

등에 대한 가족을 위한 리소스입니다.

 고용부 COVID-19 리소스
unemployment.oregon.gov
 정규 실업 수당
실업 및
밀린 임금

877-345-3484번으로 전화하거나 여기에서
신청하십시오
 팬데믹 실업 지원
833-410-1004번으로 전화하거나 여기에서
신청하십시오

자금 지원이 특정 리소스의 가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고용부 웹사이트를 자주 확인하십시오.
COVID-19 임시 유급 휴가 프로그램은 격리 또는 자가
격리가 필요하지만 COVID-19 관련 유급 병가에 대한
자격이 없거나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VID-19 임시 유급 휴가 프로그램
식료품 지원

 https://govstatus.egov.com/or-dhs-food

식료품 저장실, 픽업 장소 및 배달 옵션에 대한 정보를

 WIC 프로그램

제공합니다.

리소스

연락처
oregon.gov/OHA/PH/HealthyPeopleFamilies/

WIC는 5세 미만의 자녀와 임산부가 있는 가족을 위해

wic/Pages/index.aspx

건강한 음식과 영양, 모유 수유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역 사회 활동 기관
임대 지원

 211info / 211info.org
 오리건 에너지 펀드 에너지 지원 도움말 찾기
oregonenergyfund.org/energy-assistance/

공공요금

 Assurance Wireless Lifeline Assistance
Program(AWLAP)
assurancewireless.com/lifelineservices/what-lifeline

미등록 커뮤니티를 위한
리소스

비응급 의료 수송

COVID-19 관련 리소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할 수 있는 COVID-19 리소스는 특정
유틸리티 제공업체에 문의하십시오.
AWALP는 자격이 있는 저소득 가정에 무료 월별 전화
데이터, 문자 메시지 및 통화 시간과 무료 스마트 폰을
제공합니다.

오리건 근로자 구호 기금

이 기금은 실직을 했지만 실업 또는 연방 경기 부양

https://workerrelief.org/find-a-navigator/

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888-274-7292

제공합니다.

OHP 비응급 의료 수송
oregon.gov/oha/hsd/ohp/pages/nemt.aspx
https://www.oregon.gov/oha/ph/ProviderPartner

지자체 공중보건 당국

정보

Resources/LocalHealthDepartmentResources/
Pages/lhd.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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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는 오리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보장됩니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리소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리소스

연락처

정보

 https://www.211info.org/
211info

 211 또는 1-866-698-6155번으로 전화

211info는 보건 및 사회 서비스 조직과 사람들을

 898211에 문자 메시지로 우편번호 전송

연결합니다.

 이메일 help@211info.org
 오리건 보건 당국의 COVID-19 최신 정보
 COVID-19 지역사회 지원
추가 COVID-19 리소스

 접촉자 추적
 안전하고 강한 오리건
 Brown 주지사의 COVID-19 웹페이지
 오리건 마스크 착용 요건

SSP.DirectorsOffice@dhsoha.state.or.us
Rev. 02/23/2021
PN 1128107 KOREAN

govstatus.egov.com/OR-OHA-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