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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Crisis Response

카운셀러는 당신이 문제를

회사 dedi8cated에 의해

Services

통하여 정리하는 것을 도울

디자인되고, 캘거리

24 - Hour Crisis Line

수 있고, 옵션을 탐험할 수

(캐나다)에 본거지가 있다.

미국의 지원자

있고, 도울 수 있는 자원과

만일 caregivers가 경고의

서쪽 워싱턴

연결할 수 있다. 어떤

표시를 인정하고,

전화 1-800-584-3578

위기도 그렇게 크지 않다

효과적으로 응답하기 위해

425-258-4357

，또는， 너무나 작은

훈련시키게 되면 대부분의

걱정 Crisis Response

?we는 돕기 위해

자살 행동은 막게 될 수

Services

여기에서이다.

있다. 워크샵은

걱정 Crisis Response

정신 Health Emergency

문지기에게 간섭 주역을

Services는 전문적으로

Services

일상적인 연습에 전체로

직원을 두게 되었던 정신

정신병학의 긴급 사태를

합치도록 준비시킨다.

건강 위기 선

위해, Care Crisis

워크샵 촉진자는

(Suicidology의 아메리칸

Response Services는

Livingworks 사에 의해

어소시에이션에 의해

당신의 필요성을 만나기

보증된다, 사회사업,

인가되는)이고, Hopeline

위해 디자인된 처치의

카운셀링 또는 심리학의

(1- 800 - SUICIDE )

범위에 접근하는 전화에서

학위를 앞서 있게 붙들고,

(국가의 자살 방지

수다. 우리 정신 건강

자살 방지, 간섭과

핫라인)의 회원이다. Crisis

전문가는 의무 위에 당신이

postvention.에서의

Line는 5개의 주 북 Sound

다음 서비스를 얻는 것을

완성되는 개업 의사다

지역에서 전문 24시간의

하루 24시간 돕기 위해

현물의 Monetary

위기 개입 카운셀링, 자살

있다:

Donations:

간섭과 긴급 사태으로의

•

전화 안정화

걱정 Crisis Response

접근에 정신 공공 의료를

•

상담

Services는 어떤 재정상의

제공한다.

•

위기 Outreach

선물이라도 환영한다.

24의 Hour Crisis Line

•

긴급 사태

인턴의 지위 Opportunity:

Appointments

정신 건강 산업 경험을

위기 재악의

찾고 있는 대학생은 이것을

listen에서 거기의
밶lways와 준비 자세

•

내리누르게 되는 감각?

훈련과 Community

조사해 보도록 권해진다.

친구 또는 사랑 받는

Education

24시간의 Crisis 제7 행 날

하나에 대해 걱정한다?

교육: Suicide Intervention

매 주:

정신 장애로부터

Skills Training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

Applied했다

자살의 생각과 고투하는

이 2개의 날 워크샵은

것? 말하는 단지 필요성

Livingworks, 회사, 자살의

누구인가? 우리 전문직의

방지에서 공공의 서비스

1-800-584-3578
24시간의 TTY / TTD 선:
1-800-846-8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