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소스 - 코로나바이러스
긴급 재정 지원
Catholic Community Services
수요일 오후 2시~4시 및 금요일 오전 10시~정오

425-213-1963 또는 206-323-6336

Hopelink

425-943-7555

IAWW

253-234-9989

LifeWire(가정 폭력 지원 가능)

425-746-1940

MCRC

1-888-404-6272

구세군

425-452-7300

Solid Ground(2-1-1을 통해 이용 가능)

2-1-1

Bellevue LifeSpring

help@bellevuelifespring.org

법률 지원
Catholic Community Services
(세입자 법률 지원 센터)

206-324-6890

Eastside Legal Assistance(이민 및 세입자 지원)

425-747-7274

IAWW

253-234-9989

King County 변호사 협회

206-267-7090

MAPS

425-861-9555

Tenant Services Hotline(세입자 서비스 핫라인)

206-723-0500 또는 206-694-6767

King County Novel Coronavirus Call Cente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콜센터)
기침이나 열이 있는 경우 응급실에 가기 전에 의사에게 전화하십시오. 본인이
COVID-19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본인이 COVID-19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는 의료인인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태평양 표준시) 사이에 콜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206-477-3977

Washington 주 COVID-19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는 Washington 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콜센터에 문의해주십시오.

800-525-0127

식품 배급 장소는 식품 액세스 정보 전단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BellevueWA.gov – 코로나바이러스 최신 정보 및 리소스에 관한 Bellevue 시 웹사이트.

대체 형식, 통역사 또는 합리적인 편의 수단 요청에 대해서는 적어도 48시간 전에 미리 425-452-2834(
음성)로 전화하거나 hstevens@bellevuewa.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편의 수단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City of Bellevue ADA/Title VI 관리자에게 425-452-6168(음성) 또는 ADATitleVI@bellevuewa.gov
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청각 장애인이거나 난청인 경우 711로 전화하십시오. 모든 미팅은 휠체어를 타고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PKS-20-5683d

웹사이트에는 또한 다양한 언어로 된 정확한 정보가 있습니다.

성인, 청소년, 가족을 위한 정신 건강 지원
단체명
아시안 상담 및 의뢰 서비스
위기 라인(24시간)
Consejo 상담 및 의뢰 서비스

연락처 | 서비스
ρ 206-695-7600
ρ acrs.org/services/behavioral-health-and-wellness/
ρ 866-427-4747-청소년
ρ 206-461-3222-성인
206-461-4880
ρ 425-869-6490
ρ friendsofyouth.org/

Friends of Youth(청소년의 벗)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젊은이의 경우:
ρ 주간 서비스 시간: 오전 9시~오후 4시
ρ 셸터 프로그램 시간: 오후 8:30~오전 8시
ρ 425-449-3868
ρ ypdirectors@iaww.org
ρ executivedirector@iaww.org

IAWW

ρ 253-234-9989
ρ iaww.org
ρ 연령 제한 없음

LifeWire – Together Against Domestic

ρ 425-746-1940

Violence(24시간)

ρ lifewire.org/get-help/

NAMI(National Alliance on Mental

ρ 425-885-6264

Illness) Eastside

ρ nami-eastside.org/

National Suicide Prevention Hotline
(미국 자살 방지 핫라인)
NUhope 커뮤니티 상담 센터
Samaritan Center Puget Sound

ρ 800-273-8255(또는 문자: 741-741)
ρ 425-889-5261
ρ northwestu.edu/nuhope/
ρ 206-527-2266
ρ samaritanps.org/

Sound(fka Sound Mental Health) –

ρ 206-302-2300

Bellevue

ρ hsound.health/

Teen Link

1-866-833-6546
ρ 1-866-789-1511

Washington Recovery Help Line

ρ 약물 사용 장애, 정신 건강 및/또는 도박 문제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치료 리소스에 연결해드립니다.

Westminster Chapel – 상담 센터

ρ 425-747-1461 ext. 115
ρ westminster.org/counseling/
ρ 425-747-4937

Youth Eastside Services(YES)

ρ youtheastsideservices.org/
ρ 현장 의료 및 원격 의료 이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