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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보건 기관,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애너하임 덕스와 
파트너십 발표 

  
SANTA ANA, 캘리포니아 –  OC 보건 기관(HCA)은 정신 건강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처음으로 다년 파트너십으로 

애너하임 덕스 내셔널 하키 리그(NHL) 클럽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3년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HCA는 정신 건강 웰니스 자원 플랫폼인 OC Navigator를 애너하임 덕스와 교차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모션에서 모든 선수 헬멧에는 OC Navigator 로고가 표시됩니다. OC Navigator 도구는 

지역사회를 지역 정신 건강 및 지원 서비스와 연결하도록 설계된 회복 자원을 포함한 강력한 온라인 자원입니다.  

 
"정신 건강에 중점을 두는 것은 모든 연령대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애너하임 덕스 조직과 이러한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4지구 감독관 Doug Chaffee 회장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Orange 카운티 전체를 정신 건강 자원으로 연결하는 OC Navigator와 같은 효과적인 도구를 갖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3지구 감독관 Donald P. Wagner 부회장은 말했습니다. "메시지 공유가 핵심입니다." 

 
파트너십은 덕스 조직 전반에 걸쳐 HCA의 정신 건강 캠페인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혼다 센터와 애너하임 덕스 

조직 외에도 HCA는 Orange 카운티와 ARTIC 교통 센터 전역의 스케이트장에 시각 표지판을 설치할 것입니다. 

NHL 클럽의 디지털 미디어 채널, 웹사이트, TV 및 라디오 플랫폼에 추가 인식이 표시될 것입니다. 

 

보도 자료 

ORANGE 카운티 – 보건 기관 



"매일 조용히 고통받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이 있습니다."라고 1지구 감독관 Andrew Do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할 수 없다면 내셔널 핫라인 9-8-8에 들어 줄 

사람이 항상 있으니 전화하세요." 

 

"여기 Orange 카운티의 정신 건강 위기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신 건강에 대한 오명을 벗고 도움을 

구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라고 2지구 감독관 Katrina Foley가 말했습니다. 죽음, 암, 슬픔, 우울증, 그리고 

우리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이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이를 돕기 위해 우리는 Orange 카운티 주민들의 

다양한 지역사회가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광범위한 정신 건강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 

 
"정신 건강은 우리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5지구 감독관 Lisa A. Bartlett는 말했습니다. "정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도움과 자원이 있음을 깨닫고 그와 접촉하도록 장려하고 그와의 연계를 

좋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애너하임 덕스와 파트너가 되어 함께 전달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HCA는 건강한 생활을 장려하고 캘리포니아 체력 테스트를 준비하는 5학년 학생들을 위한 덕스 프로그램인 

캡틴스 챌린지(Captain's Challenge)의 발표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HCA의 정신 건강 및 회복 서비스 책임자인 Veronica Kelley 박사는 "좋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좋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파트너십을 축하하기 위해 10월 12일 시애틀과 진행하는 팀 개막 밤 경기에 참석하는 덕스 팬들은 HCA가 

제공하는 OC Navigator 종이 하키 헬멧을 받게 됩니다.  

 
연락: 

• 정신 건강 웰니스 자원은 www.OCNavigator.org를 방문하거나 OC Links(855) 625-4657 로 전화하십시오.  

• OC 무료 정서 지원 웜라인 연중무휴, 전화 또는 문자 (714) 991-6412 

• 위기 라이프라인 연중무휴, 9-8-8로 전화하십시오. 

http://www.ocnavigat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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