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행동 건강 가정 및 지역 사회 기반 서
비스(Behavioral Health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BH HCBS)란 무엇입니까?
성인 BH HCBS는 정신 건강 및/또는 약물 남용 장
애를 안고 사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회복 및 웰니
스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이나 지역 사회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치료에 대한 플랜.
건강 및 회복 플랜(Health And Recovery Plan, HARP)은
신체 및 행동 건강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Medicaid 관
리 의료 플랜입니다. 행동 건강(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을 전문으로 하는 HARP 직원이 귀하의 말에 귀를 기울
이고 협력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성인 행동 건강

가정 및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

BH HCBS는 보다 나은 사회 생활, 취업 또는 교육
등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돕는 지원
을 제공합니다.
BH HCBS는 Medicaid 관리 의료 건강 및 회복 플
랜(Health and Recovery Plan, HARP)에 등록되었
고 간단한 평가를 받은 후 자격이 되는 21세 이상
인 성인에게 제공됩니다.
특별 요구 플랜(Special Needs Plan, SNP)
에 등록한 성인도 BH
HCBS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성인 행동 건
강(BH) 가정 및 지역 사회 기
반 서비스 이용 방법이 궁금
하시면 Medicaid 건강 및 회
복 플랜(Health and Recovery
Plan) 공단에 전화하십시오.
해당 지역 제공업체:

Department
of Health

행동 건강
가정 및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는 삶의 목표를 달성하고 귀하의 지역 사
회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 서비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

위기 관리

일상 생활 및 사회적응 기술

위기 관리 서비스(Creatis Respite Services)는
안전한 환경에서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위기
를 관리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립니다.

• 사회적응 연결이나 예산 책정 등 삶의 기술 습득
또는 되찾음
• 자신을 옹호하고 관계를 협상하는 방법 학습
• 필요한 경우 자택에서 치료 및 재활 서비스 받기

교육 및 취업
• 개인 취업 지원

• 지역 사회에 머물고 정신 장애 및 약물 남용 장
애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오십시오.
• 대처 기술 및 향후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취업 목표 및 수혜 상담 선택

또래 및 가족 지원

→→취업 및 재직에 대한 지원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 받기

→→재직 활동 및 진로 계획 지원
• 취업 또는 재직 기술을 학습하기 위해 학교에 입학
하거나, 돌아오거나, 졸업하는 교육 지원

• 회복 중인 환자들에게 도움 받기
•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지
식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