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 서비스 (Mental	Health	Services) 
정신건강 관련 긴급전화 (Mental	Health	Association	Hotline)  
 301‐738‐2255 
하루 24 시간, 주 7 일에 걸쳐 비밀이 보장되는 전화 서비스 무료 제공 
행동건강 (Behavioral	Health*)	연락 240‐777‐1770 
전화번호는 성인 정신건강 프로그램 (Adult Mental Health Program) 및 
정신 건강 케이스 관리 (Mental Health Case Management) 와 공동 사용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 (Child	&	Adolescent	Mental	
Health	Program) 240‐777‐1450 
고령자 정신건강 프로그램 (Senior	Mental	Health	Program) 
 240‐777‐3990 
외래환자 중독 서비스 (Outpatient	Addiction	Services) 
 240‐777‐1680 
정신건강과 약물중독 증세, 그리고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방문 치료 
제공 
발달장애 환자를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Mental	Health	Service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301‐589‐2303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Mental	Health	Services	for	
People	who	are	Deaf) 301‐838‐4200		
   
위기 서비스 (Crisis	Services) 
위기 센터/이동 위기관리 팀 (Crisis	Center/Mobile	Crisis	Team)	  
 240‐777‐4000 
하루 24 시간, 주 7 일에 걸쳐 전화 서비스 및 무예약 방문 서비스 제공 
피해자 지원 및 성폭력 위기 긴급전화	(Victim	Assistance	&	Sexual	
Assault	Crisis	Line) 240‐777‐4357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학대 피해자 위기 긴급전화 (Abused	Persons	Crisis	Line) 
 240‐777‐4195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게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아동 학대 및 방치 긴급전화 (Child	Abuse	&	Neglect	Hotline)  
 240‐777‐4417 
전국 자살 방지 생명의 라인 및 참전용사 위기 핫라인 (National	
Suicide	Prevention	Lifeline	&	Veterans	Crisis) 1‐800‐273‐8255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환자 네비게이터 프로그램 (Patient	Navigator	Programs) 
건강 정보원에 대한 정보와 추천 및 서비스 통역 제공. 
중국어, 인도어, 한국어 및 베트남어:  301‐760‐4993 
스페인어:                    301‐270‐8432 
 
서비스 수혜자격 (Service	Eligibility	Units	–	SEU)  
연방정부, 주정부 및 카운티 건강 프로그램* 신청 
Germantown	SEU 240‐777‐3591 
Rockville	SEU 240‐777‐3120 
Silver	Spring	SEU 240‐777‐3066	

몽고메리 케어즈 클리닉 (Montgomery	Cares	Clinics) 
보험 없는 저소득 몽고메리 거주민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 (합법 거주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케어 포 유어 헬쓰 (Care	for	Your	Health)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사용 가능) 
   Silver	Spring 1‐240‐844‐2552 
(주) 커뮤니티 클리닉스 	(Community	Clinics,	Inc.)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사용 가능) 
   Gaithersburg 301‐216‐0880 
			Silver	Spring 301‐585‐1250 
   Takoma	Park 301‐431‐2972 
 홀리 크로스 병원 보건 센터 (Holy	Cross	Hospital	Health	Center) 
Silver	Spring,	Gaithersburg,	&	Aspen	Hill 301‐557‐1940                                         
맨스필드 케이스맨 보건 클리닉		(Mansfield	Kaseman	Health	Clinic) 
   Rockville 301‐917‐6800 
메리즈 센터 클리닉  (Mary’s	Center	Clinic)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사용 가능) 
  Silver	Spring 240‐485‐3160 
머시 보건 클리닉 (Mercy	Health	Clinic) 
  Gaithersburg 240‐773‐0300	
(주) 모바일 메디컬 케어	(Mobile	Medical	Care,	Inc.) 
   다수의 분점 및 무예약 방문 301‐493‐2400	  
M무슬림 커뮤니티 센터 메디컬 클리닉	(Muslim	Community	Center	
Medical	Clinic)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사용 가능) 
   Silver	Spring 301‐384‐2166 
팬 아시안 자원봉사 보건 클리닉  (Pan	Asian	Volunteer	Health	
Clinic)	
	 Gaithersburg 240‐599‐6858 
피플 커뮤니티 복지 센터  (Peoples	Community	Wellness	Center) 
		Silver	Spring 301‐847‐1172	
프로옉토 살루드 (Proyecto	Salud)   
 	Wheaton 301‐962‐6173 
  Olney 301‐260‐1073 
스페니시 카톨릭 센터 (Spanish	Catholic	Center)	  
  Silver	Spring 301‐434‐8985	

지역 병원 (Local	Hospitals)  
홀리 크로스 병원 (Holy	Cross	Hospital) 301‐754‐7000 
메드스타 몽고메리 메디컬 (MedStar	Montgomery	Medical)	  
 301‐774‐8882 
서버번 병원 (Suburban	Hospital) 301‐896‐3100 
셰이디 그로브 재림 병원	(Shady	Grove	Adventist	Hospital)	  
 240‐826‐6000  
워싱턴 재림 병원 (Washington	Adventist	Hospital)  301‐891‐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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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sian	American	Health	Initiative 
1335	Piccard	Drive,	Lower	Level	

Rockville,	MD	20850	
전화:  240‐777‐4517 
팩스:  240‐777‐4564 

웹사이트:  www.AAHIinfo.org  
이메일: info@AAHIinfo.org 

  
          www.healthymoco.blogspot.com	
             

검색: Asian	American	Health	Initiative	
                 

Twitter	@AAHI_info	
 

동 문서를 다른 포맷으로 원하실 경우 240-777-4517로 연락하십시오. 
TTY 사용자는 메릴랜드 주 연결 번호 711 (메릴랜드 주에서 전화할 
경우) 또는  1-800-735-2258 (다른 주에서 전화할 경우)로 
연락하십시오.  



 
 
 
 
 
 
 
암 관리 프로그램 (Cancer	Control	Program)  
암 검사* 서비스 제공.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240‐777‐1750 
대장암 240‐777‐1222 
 

B형 간염 서비스 (Hepatitis	B	Services) 
스탑 B 프로젝트 (STOP	B	Project) 240‐393‐5950 
무료 교육, 무료 검사, 예방접종 및 치료 추천 서비스 제공. 
주산기 B형 간염 프로그램 (Perinatal	Hep	B	Program)  
신생아의 B형 간염 예방 240‐777‐1736 
 

금연 서비스 (Quit	Smoking	Services)	
금연 긴급전화 (Tobacco	Quit	Line) 1‐800‐784‐8669 
무료 전화, 무료 지원, 무료 의약품 
중국어: 1‐800‐838‐8917 
베트남어: 1‐800‐778‐8440 
한국어: 1‐800‐556‐5564 
 

치과 서비스 (Dental	Services) 
치과 서비스치과 서비스 (Dental	Services) 240‐777‐1875 
일반 치과 진료* 제공 
HIV 치과 서비스 (HIV	Dental	Services) 240‐777‐1737 
HIV 양성 환자를 위한 일반 치과 진료 
 

아동 서비스 (Children’s	Services) 
아동 진료 (Care	for	Kids) 301‐628‐3438 
기본 및 전문 의료 서비스 제공 
차일드링크	(ChildLink) 240‐777‐4769 
정보 및 추천 서비스 제공 
메릴랜드 아동 의료보험 프로그램 (Maryland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	MCHP)		 240‐777‐0311 
0 세부터 19 세까지의 아동 및 연령 무관한* 임산부를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 
학교 보건 서비스 (School	Health	Services) 240‐777‐1550 
공립학교 학생의 건강, 안전 및 복지 보장 및 권장 
면역 프로그램 (Immunization	Program) 240‐777‐1050 
19 세 미만의 자녀 
 

 

노령자 및 장애인 서비스 (Senior	&	Disability	Services) 
노령화 및 장애 정보원 (Aging	&	Disability	Resource	Unit) 
 240‐777‐3000 
노령자 및/또는 장애인, 그리고 그들의 건강관리인/가정 방문 
지원자를 위한 서비스 
노령자 의료 프로그램 (Senior	Care	Program) 240‐777‐3000 
노령자의 필요사항을 위한 자금 제공  
노령자 영양공급 프로그램 (Senior	Nutrition	Program) 
단체로 식사를 제공합니다 240‐777‐3810 
코넥트-어-라이드 (Connect‐A‐Ride) 301‐738‐3252
50 세 이상 장애인을 위해 교통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콜 앤 라이드 (Call	‘N’	Ride) 301‐948‐5409 
노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 
메디케이드 교통 정보 긴급전화 (Medicaid	Transportation	
Information	Line) 240‐777‐5890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메디케이드 서비스 제공업체 방문 
 

산모/출산 보건 치료 서비스 (Maternal/Reproductive	Health	
Care	Services) 
산모 파트너십 (Maternity	Partnership) 1‐800‐456‐8900 
산전관리* 제공 
홀리 크로스 OB/GYN 클리닉 (Holy	Cross	OB/GYN	Clinic)  
산전 및 산후 관리* 제공 301‐754‐7630 
가족계획/출산 보건 (Family	Planning/Reproductive	Health)		
출산 건강관리 및 상담 서비스* 제공 240‐777‐1635 
청소년 임신 (Teen	Pregnancy) 240‐777‐1570 
전화번호에는 예방 교육 및 미성년자 부모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Community	Health	Services) 
질병 관리 (Disease	Control) 240‐777‐1755 
전염병 발생에 대한 조사  
독감/Tdap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예방주사 (Flu/Tdap	Shots) 
독감 및 Tdap의 계절별 백신 제공	 240‐777‐1050 
HIV 사례 관리 (HIV	Case	Management) 240‐777‐1869 
종합 HIV 서비스 제공 
망명인 및 이민 노동자 건강 프로그램/클리닉	(Refugee	&	Migrant	
Workers	Health	Program/Clinic) 240‐777‐3102 
종합 건강 검진 서비스 제공, 카운티 보건 서비스 접속 보장 
STI/HIV 검사 (STI/HIV	Testing) 240‐777‐1760 
STI 및 HIV* 검사 및 치료  
결핵 검사 및 치료* (TB	Testing	and	Treatment)	 240‐777‐1800 
 
 

해외여행 정보	(International	Travel	Info) 240‐777‐0311	
식중독 (Food	Poisoning) 240‐777‐3986 
전화번호는 음식/설비 면허 및 설비 관련 공공 고소와 공유 
 

공중 보건 비상 사태 대비 및 대응 프로그램 (Public	Health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Program)  
 240‐777‐3038 
  
의료비 지원범위 (Medical	Coverage) 
메디케이드/보건 선택 (Medicaid/Health	Choice)	 240‐777‐1635 
임산부, 아동 및 성인 장애인을 위한 의료지원 협업 
성인 노숙자를 위한 의료 지원 (Medical	Care	for	Homeless	Adults)
 240‐777‐0311 
  
재정지원/주택 (Financial	Assistance/Housing) 
공공 지원 프로그램	(Public	Assistance	Programs) 
수입원, 음식 및 의료 지원* 제공 
Germantown 240‐777‐3420 
Rockville 240‐777‐4600 
Silver	Spring 240‐777‐3100 
월세 지원 프로그램* (Rental	Assistance	Program) 
 240‐777‐4400 
긴급 퇴거 방지 (Emergency	Eviction	Prevention) 
위기 개입 지원*을 제공합니다.  
Germantown 240‐777‐4448 
Rockville 240‐777‐4550 
Silver	Spring 240‐777‐3075 
수도, 전기요금 지원 프로그램	(Utility	Assistance	Program)	  
난방비 및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240‐777‐4450 
   

*	아래	서비스들은	자격요건을	갖춘	카운티	거주자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를	하시거나	
몽고메리	카운티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montgomerycountymd.gov/hhs	

몽고메리	카운티	보건후생국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위하시면	240‐777‐0311로	전화하시어	MC311로	
연락하십시오.	모든	언어를	지원합니다.	웹사이트:	
www.montgomerycountymd.gov/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