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카운티 비상 정보
Howard County Crisis Resources - Korean. Please post in a prominent location and make copies as necessary.
비상시 핫라인 전화
아동보호서비스 (Child Protective Services)
410-872-4203 아동보호서비스 신고
410-872-8823 성인보호서비스 신고
410-313-2929 업무 시간 외에는 하워드 카운티 경찰서에 또는
응급상황은 911 로 전화하세요.
크라이스트 처치 링크 (Christ Church Link)
비상 정보와 소개, 퇴거 방지, 전기 수도 가스 잠김, 그 외 보조
410-309-9695 www.ChristChurchLink.com
그래스루트 크라이시스 인터벤션
(Grassroots Crisis Intervention) www.grassrootscrisis.org
대피소, 상담, 자살 방지/개입, 법률 지원, 그리고 정신질환 위기
대응팀.
410-531-6677 (24 시간 핫라인)
1-800-422-0009 (메릴랜드 크라이시스 핫라인)
호우프 웍즈 (HopeWorks, 예전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행, 데이트 및 가정 폭력 상담, 응급 대피소 그리고 법률 지원.
성폭행, 데이트 및 가정 폭력 상담 핫라인,
410-997-2272 or 800-752-0191 (24 시간)
www.wearehopeworks.org
2-1-1 메릴랜드 (2-1-1 Maryland, 예전 First Call for Help),
주 전역의 지역보건 복지 서비스 자원과 연결: 24 시간, 150 언어.
2-1-1 또는 1-800-492-0618 또는 410-685-0525

www.211md.org
외국출생인을 위한 서비스
퍼어른 (FIRN) www.firnonline.org
외국 출생인, 이민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410-992-1923
노인, 장애인, 아동 서비스
하워드 카운티 노인국, 메릴랜드 악세스 포인트
(Howard County Office on Aging, Maryland Access Point)
50 세 이상 성인과 장애를 가진 18 세 이상 성인을 위한 옹호.
410-313-5980, www.howardcountyaging.org
하워드 카운티 아동 서비스국 케어 센터

(Howard County Office of Children’s Services CARE Center) 가족을
위한 정보 및 자원 연계.
410-313-2273 www.howardcountymd.gov/children
식량 및 재정 지원
커뮤니티 액션 카운씰 (Community Action Council)
www.cac-hc.org 410-313-6440
퇴거 방지, 식량 지원 후드 뱅크 (food bank), 집세 및 연료기금 지원,
저소득 거주자를 위한 비상 서비스, 해드 스타트
하워드 카운티 사회 복지국 (Howard Coun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http://www.dhr.state.md.us/blog/?p=228
푸드스탬프, 의료보조, 가족 지원.
410-872-8700
하워드 카운티 피시 (FISH of Howard County)
식량, 재정 지원 (퇴거, 전기 수도 가스 잠김, 처방약 등)
410-964-8660 www.FishHowardCounty.com
정신질환, 중독 및 약물 남용
하워드 카운티 정신건강청
(Howard County Mental Health Authority) www.hcmha.org
410-313-7350 대표 전화
410-313-7375 성인 서비스
410-313-7378 아동, 청소년 서비스
410-3-3-5706 노인/노화 서비스
하워드 카운티 보건국, 약물 남용 및 중독 서비스
(Howard County Health Department, Substance Abuse & Addictions
Services) 410-313-6202
http://www.howardcountymd.gov/Departments.aspx?ID=290
세레니티 센터 (The Serenity Center) www.theserenitycenter.org
중독 및 약물 남용. 410-884-60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