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동 건강 
내비게이션 
서비스

하워드 카운티               
보건부

행동 건강 내비게이터
__

행동 건강국 (Bureau of 

Behavioral Health)

8930 Stanford Blvd.

Columbia, MD 21045

전화: 410-313-6240

팩스: 410-313-6212

bhnavigator@howardcountymd.gov

행동 건강국 (Bureau of 
Behavioral Health) 

8930 Stanford Blvd. Columbia, MD 21045
전화: 410.313.6202 • 팩스: 410.313.6212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시 ~ 오후 4시 30분

hchealth.org

지방 서비스      
하워드 카운티 
보건부
행동 건강국 (Bureau of 
Behavioral Health)
지방 행동 건강 당국
www.hchealth.org/gethelp
410-313-6202

풀뿌리 위기 개입
24/7 서비스에는 위기 핫라인, 모바일 
위기 팀 및 방문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물질 사용에 대한 서비스는 다음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전 11시 – 오후 7시, 주 7일
410-531-6677 또는 9-8-8
www.grassrootscrisis.org

마약이 엾는 하워드 카운티
물질 오용 방지
443-325-0040
www.hcdrugfre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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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참조. 후속 조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서비스를 검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워드 카운티의 행동 
건강 서비스 수가 많기 때문에 자원을 
탐색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행동 건강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고객, 
가족 구성원 및 제공자에게 하워드 
카운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행동 건강 
네비게이터는 고객, 가족 구성원 또는 
제공자가 고객의 요구와 관심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런 다음 행동 건강 네비게이터가 
클라이언트를 지역 사회 자원 및 
서비스에 연결하고 추천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자원 유형

행동 건강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하워드 
카운티 지역의 다음 유형의 리소스와 
연계성을 제공합니다: 

        • 위기 대응 서비스

        •  정신 건강 서비스

        •  물질 사용 서비스

        •  사례 관리 서비스

        •  보험 자격

        •   기타 서비스 필요

행동 건강 내비게이션 서비스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동 건강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고객과 
제공업체가 하워드 카운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를 인식하도록 합니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행동건강검진, 
의뢰, 기관과의 사후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행동 건강 네비게이터는 
고객, 가족 구성원, 제공자 및 
에이전시와 의사 소통하여 연결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불필요한 추천 횟수를 
줄입니다.

자원 확인 과정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고객 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추가 정보와 지침이 제공됩니다. 행동 
건강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하워드 
카운티의 많은 자원을 얻기위한 원활한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저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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