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서비스정신건강서비스정신건강서비스정신건강서비스 정신건강협회핫라인정신건강협회핫라인정신건강협회핫라인정신건강협회핫라인 301-738-2255 지원경청  행동건강프로그램행동건강프로그램행동건강프로그램행동건강프로그램    접근접근접근접근 보험이 없는 거주자를 위한 정신건강 및/혹은 규제약물문제를 위한 서비스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데 도와주기 위하여 240-777-1770 성장장애가성장장애가성장장애가성장장애가    있는있는있는있는    사람들을사람들을사람들을사람들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정신건강서비스정신건강서비스정신건강서비스정신건강서비스 301-589-2303 청각장애가청각장애가청각장애가청각장애가    있는있는있는있는    사람들을사람들을사람들을사람들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정신건강서비스정신건강서비스정신건강서비스정신건강서비스 301-838-4200 노인들을노인들을노인들을노인들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정신건정신건정신건정신건강서비스강서비스강서비스강서비스  

 240-777-3990 정신건강커뮤니티관제제도서비스정신건강커뮤니티관제제도서비스정신건강커뮤니티관제제도서비스정신건강커뮤니티관제제도서비스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성인들을 위한 관제제도연결, 소개 및 치료 240-777-1770 아동아동아동아동    및및및및    청소년청소년청소년청소년    외래외래외래외래    정신건강정신건강정신건강정신건강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가족 중심적 정신건강서비스 

Silver Spring & Rockville 240-777-1450 

 

 노인노인노인노인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노화노화노화노화    및및및및    장애장애장애장애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자원자원자원자원    단위단위단위단위240-777-3000 노인과 장애 및 간병인에 관련된 서비스, 자원 및 다른 걱정사항에 대한  상담 노인노인노인노인    영양섭취영양섭취영양섭취영양섭취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240-777-3810 전화하고전화하고전화하고전화하고    차에차에차에차에    타기타기타기타기 301-948-5409 노인 및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교통 운송운송운송운송    연결연결연결연결   301-738-3252 모든 교통 선택에 관한 정보, 지원 및 안내 메디케이드메디케이드메디케이드메디케이드    교통정보교통정보교통정보교통정보    라인라인라인라인 메디케이드 제공자에게 의료약속을 위한               

     240-777-5890 수도권수도권수도권수도권    이용이용이용이용    수단수단수단수단                301-562-5360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공중교통  

버스 타기                 240-777-0311 전화하여 타는 것에 자격이 되지 않는 수도권이용수단 참여자를 위한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클리닉클리닉클리닉클리닉::::    저소득, 자격이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 거주자를 위한 일차 건강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Community Clinics, Inc.  

   Gaithersburg 301-216-0880 

   Silver Spring  301-585-1250 

   Takoma Park 301-431-2972 

Holy Cross Hospital Health Center  

   Silver Spring, Gaithersburg & Aspen Hill 

     301-557-1940 

Mercy Health Clinic 

   Gaithersburg  240-773-0300 

Mobile Medical Care, Inc. 

   Many locations & walk-ins 301-493-2400  

Muslim Community Center  

   Silver Spring 301-384-2166 

Pan Asian Volunteer Health Clinic  

   Gaithersburg 240-773-0366 

Peoples Community Wellness Center 

   Silver Spring 301-847-1172 

Proyecto Salud   

   Wheaton  301-962-6173 

   Olney                                             301-260-1073 

Kaseman Clinic 

   Rockville  301-917-6800 

Holy Cross OB/GYN Clinic 301-754-7630 

Spanish Catholic Center  

   Silver Spring 301-434-8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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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몽고메리몽고메리몽고메리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거주자들을거주자들을거주자들을거주자들을    

위한위한위한위한    건강건강건강건강    및및및및    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    자원자원자원자원 
 

 

 

 

 

 

 

 

 
   건강과 인간 서비스의 몽고메리 카운티 부서 

Asian American Health Initiative 

1335 Piccard Drive, Lower Level 

Rockville, MD 20850 전화: 240-777-4517 팩스: 240-777-4564 홈페이지: www.AAHIinfo.org 전자우편: Info@AAHIinfo.org 
 

  

          www.healthymoco.blogspot.com  

             

Search: Asian American Health Initiative  

                 

Twitter @ AAHI_info 

 

TTY: 240-773-3556 
Please submit alternative format requests to the ADA 

Compliance Officer. The ADA Compliance Officer can be 

reached at 240-777-3050 (TTY 240-777-1398) or at 

adacompliance@montgomerycountymd.gov 

 

지역지역지역지역    병원병원병원병원::::  

Shady Grove Adventist Hospital 240-826-6000 

MedStar Montgomery Medical 301-774-8882 

Holy Cross Hospital 301-754-7000 

Suburban Hospital  301-896-3100 

Washington Adventist Hospital 301-891-7600 

 



 

 

 

 

 

         성인성인성인성인    건강보호건강보호건강보호건강보호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암 제어 프로그램 자격조건이 주어진 카운티 거주자들에게 암 진단 및 관제제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방 및 경부 암 240-777-1750 결장암 240-777-1222 독감독감독감독감    예방접종예방접종예방접종예방접종 240-777-1050 성인을 위한 계절마다 연간 독감 예방접종이 유효합니다. 
 아동아동아동아동    건강보호건강보호건강보호건강보호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아이들을아이들을아이들을아이들을    위한위한위한위한    보호보호보호보호 301-628-3438 자격이 있는 아동들을 위한 일차보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년시대유년시대유년시대유년시대    납납납납    중독중독중독중독    예방예방예방예방 240-777-3118 아동들을 위한 관제제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방접종예방접종예방접종예방접종 240-777-1050 자격조건이 주어지는 사람들을 위한 예약 없이 예방접종을 제공합니다. 학교건강서비스학교건강서비스학교건강서비스학교건강서비스 240-777-1550 공립학교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장려합니다. 아동복지서비스아동복지서비스아동복지서비스아동복지서비스 240-777-4417 수입수입수입수입, , , , 식품식품식품식품    및및및및    의료의료의료의료    지원지원지원지원 

Germantown 240-777-3420 

Rockville 240-777-4600 

Silver Spring 240-777-3100     식중독식중독식중독식중독 240-777-3986 음식으로 인한 중독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설비료공익설비료공익설비료공익설비료    및및및및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보조보조보조보조 240-777-4450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자격조건자격조건자격조건자격조건    단위단위단위단위 (SEU): (SEU): (SEU): (SEU):    연방, 주 및 카운티 건강프로그램을 위한 도입지점/신청서 

Germantown SEU   240-777-3591 

Rockville SEU   240-777-3120 

Silver Spring SEU   240-777-3066     치과치과치과치과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치과치과치과치과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240-777-1875 주치 및 예방 치과 보호 HIVHIVHIVHIV 치과치과치과치과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240-777-1737 HIV 감염의뢰인들을 위한 일반 치과 보호     공공공공공공공공    건강건강건강건강    응급응급응급응급    준비준비준비준비    및및및및    반응반응반응반응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준비에 대한 인식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240-777-3038     질병질병질병질병    억제억제억제억제 질병질병질병질병    억제억제억제억제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240-777-1755 전염병의 사건을 조사합니다. HIV HIV HIV HIV 관제제도관제제도관제제도관제제도 240-777-1869 전반적인 HIV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난민난민난민난민    혹은혹은혹은혹은    이민이민이민이민    노동자노동자노동자노동자    건강건강건강건강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결핵, 간염, 기생충 및 다른 것들 포함한 전반적인 검사를 제공하며 카운티 건강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확인합니다.   240-777-3102 성병성병성병성병 240-777-1760 성병의 검사 및 치료  결핵결핵결핵결핵    제어제어제어제어 240-777-1800 결핵 예방 및 치료  국제국제국제국제    여행여행여행여행    정보정보정보정보 240-777-0311 주산주산주산주산    기기기기 B B B B 형형형형    간염간염간염간염    예방예방예방예방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신생아 B 형 간염 예방 240-777-1736     면허면허면허면허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240-777-3986 기관 및 개인 면허를 받고, 절차를 시키고 발행하며 면허기관 및 쥐에 관한 공중불평을 받았습니다. 
 

응급응급응급응급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주택주택주택주택    안정안정안정안정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전기 끊김 및 퇴거를 피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Germantown  240-777-4448 

Rockville 240-777-4550 

Silver Spring  240-777-3075     위기서비스위기서비스위기서비스위기서비스 위기위기위기위기    센터센터센터센터 240-777-4000 위기을 위한 전화 및 예약 없이 24 시간 / 주 7 일피해자피해자피해자피해자    보조보조보조보조    및및및및    성폭행성폭행성폭행성폭행    위기라인위기라인위기라인위기라인  

 240-777-4357 학대학대학대학대    당한당한당한당한    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    위기위기위기위기    라인라인라인라인 240-777-4673 이동이동이동이동    위기위기위기위기    팀팀팀팀 240-777-4000     출생출생출생출생    및및및및    사망사망사망사망    기록기록기록기록  출생기록출생기록출생기록출생기록                                                                                                                                410-764-3036 사망기록사망기록사망기록사망기록                                                                                                                                240-777-1757     약물남용프로그램약물남용프로그램약물남용프로그램약물남용프로그램 성인성인성인성인    중독중독중독중독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240-777-4710 마약 및 알코올에 개입된 성인들을 위한 평가 및 소개 서비스 금연라인금연라인금연라인금연라인 1-800-7848-669 무료전화, 무료지원 및 무료 약제 중국어 위한:  1-800-838-8917 베트남어를 위한:  1-800-778-8440 한국어 위한:  1-800-556-5564     환자환자환자환자    네비게이터네비게이터네비게이터네비게이터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건강자원 및 통역서비스에 관한 정보 및 안내를 제공합니다. 중국어, 힌디어, 한국어, 베트남어를 위한  

 301-760-4993 스페인어를 위한 301-270-8432 

 
  

****다음의다음의다음의다음의    서비스는서비스는서비스는서비스는    특정한특정한특정한특정한    자격조건의자격조건의자격조건의자격조건의    요구를요구를요구를요구를    충족하는충족하는충족하는충족하는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거주자를거주자를거주자를거주자를    위한위한위한위한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  .  .  몽고메리몽고메리몽고메리몽고메리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에에에에    전화하여전화하여전화하여전화하여    문의하시거나문의하시거나문의하시거나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에홈페이지에홈페이지에홈페이지에    방문하시기방문하시기방문하시기방문하시기    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   .   .   .   
www.montgomerycountymd.gov/hhs  
 

몽고메리 카운티 건강 및 인간 서비스 부서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받기 위하여 240-777-0311 의 MC 311 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언어라도 전화는 받습니다.  홈페이지:   
www.montgomerycountymd.gov/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