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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지원처를 원하시면 211 또는 1-866-698-6155번으
로 전화주십시오. TTY : 711번을 누르고 1-866-698-6155번으
로 전화주십시오. 문자: 우편 번호를 898211(TXT211)번으로
보내 주십시오. 이메일: help@211inf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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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teen2teen 발송. 청소년은 태평양 표준시로 오후
4-10시에 이용 가능.

대한 학대, 방치, 재정 착취 또는 자기 방임을 신고하
십시오.
ability Resource Connection): 1-855-673-2372 (ORE-AD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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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우리 지역사회를 견고하게 유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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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원하는 다른 형식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Oregon.MassCare@state.or.us로 문의하십시오. 통신중계
서비스를 지원하며 711번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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