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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복합적인 필요성이 

있는 개인에게 고급 의료를 

제공하는 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쁩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의뢰하시려면  

다음 주소로 문의해주십시오.
이메일:  

RCSBHST@dshs.wa.gov

전화:  
(360) 725-3445

Residential Care Services
PO Box 45600 

Olympia, WA 98504-5600

본 정보는 다른 언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dshs.wa.gov/altsa/BHSP/ 

를 방문해주십시오.

행동 건강 지원 팀 
(Behavioral Health Support Team) 

은 정신 질환 및 문제 행동이 있는  

개인을 상대하는 일 등 행동  

건강 관리에 전문 경험이 있는 

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 행동이 있는 거주자가  

있어 추가적인 지원, 자원,  

및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신 경우. ..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개개 개개개 개개개개

행동 건강 지원 팀
(Behavioral Health 

Support Team)

요양시설 서비스(RCS)

제공자를 위한 서비스



행동 건강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를 늘리고  
삶을 전환하기 위한 워싱턴주의  
노력의 일환으로 요양 시설 서비스 
(Residential Care Services)는 행동 건강 
지원 팀(Behavioral Health Support Team) 
을 구성했습니다. 이 팀의 역할은 
제공자에게 행동 건강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행동 건강 지원 팀(Behavioral  
Health Support Team)의 목표:

•  복합적인 필요성이 있는 개인에게 고급 
의료를 제공하는 제공자를 지원하며  
기관의 구성에 따라 재배치함

•  문제 행동이 있는 개인이 새로운 동거 
형태로 전환하는데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성공을 거둠 

•  커뮤니티 환경 내에서 전문지식을  
홍보하여 성공적인 규제 제공자가 되도록 
하고 제공자가 개인화된 인간 중심 접근에 
따른 고유한 필요성에 부합하도록 지원함

•  개인이 정신병원에서 커뮤니티 환경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 
걸쳐 긴밀한 협력을 함

•  제공자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서비스하도록 필요한 교육을 미리 제공함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룹 교육
교육은 특수 행동 건강 주제, 추세 및 모범 
사례에 중점을 둡니다. 교육은 개인 중심 
관리 계획을 작성하는 방법, 위험 평가 등을 
완료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등 직원의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맞춤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 
귀하의 시설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집중 상담
상담은 특정 거주자의 필요성 또는  
시설의 문제를 다루는데 도움이 되도록 맞춤 
설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동 문제해결, 
커뮤니티 자원 등의 접근이 포함됩니다.  
이 포함됩니다. 상담은 귀하의 시설에서, 
그리고 전화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사전 기술 지원
문제 행동이 알려진 거주자의 입소를 고려하는 
제공자의 경우, 해당 개인이 입소하기 전에 
저희 팀이 사전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최근 WAC와 거주자 
적용 시 규제에 관련된 논의가 포함됩니다.

행동 건강 지원 팀(Behavioral Health 
Support Team)의 서비스는 관리의 질과 
주 규정의 준수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Washington Administrative 
Code(워싱턴 행정 코드, WAC)와 상호 
연계됩니다.

저희의 자발적인 서비스는 주 전역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희는 불만 조사관, 
감독관, 또는 허가자가 아닙니다.

모든 행동 건강 지원 팀 멤버들은 신고의무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