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쉬운 방법

Alameda 카운티 SUD 치료 시스템은 공공 예산의 새로운

Alameda 카운티 주민은 더 많은 SUD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SUD 치료 시스템에서 귀하를 우선시합니다. 먼저 이

증거 기반 서비스가 새로운 SUD 치료 시스템의 초석입니

는 약물 사용 장애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려면 약

서비스는 미국중독의학협회(ASAM) 기준을 사용한 개별

다. 누구나 결과를 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비스를 받

물

화된 심사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 니즈를 평가합니다.

을 것입니다.

1-844-682-7215로 문의하십시오. SUD 서비스에

이 평가로 귀하는 본인의 개별 니즈를 위해 최상의 치료

Alameda 카운티 주민은 다음과 같은 더 많은 SUD 치료

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귀하가 회복과 독립을 더욱

및 회복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 중심의 개별화된 심사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당 최대 9시간의 서비스

일단 귀하가 치료에 참여하면 지속적 성공과 기타 전반
적 웰빙을 진작시키기 위한 자원에 연계하기 위해 케이
스 관리를 받을 것입니다.
치료 서비스에서 물러나면, 귀하는 회복 여정의 지속을
돕기 위한 회복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래환자 치료: 그룹 및 개별 카운슬링을 포함하여



Alameda 카운티 SUD 치료 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

사용

접근

및

의뢰

헬프라인(“헬프라인”)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고, 귀하를 심사하여 필요한
대로 적절한 서비스에 의뢰할 수 있는 약물 사용 카
운슬러에게 연결될 것입니다.
헬프라인은 월요일~금요일의 오전 8시~오후 9시에
열려 있습니다. 운영 시간 이후에 걸려온 전화는 위

집중 외래환자: 그룹 및 개별 카운슬링을 포함하여

기지원서비스(CSS)가 받을 것입니다. CSS에 남긴 메

주당 9~19시간의 서비스

시지는 그 다음 근무일에 헬프라인이 답변할 것입니
다.



회복 거주(별칭: 미취 거주 환경): 병원 외에서 제공
되는 숙식과 함께 외래환자 치료 서비스에 참여.

참고: 헬프라인이 SUD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주 치료: 저집중 및 고집중 SUD 상주 치료 서비스



금단 관리: 24/7 임상적으로 관리되는 해독 및 각성
지원



아편유사제 치료 프로그램(OTP) / 보조 투약 치료
(MAT)

새로운 SUD 치료 시스템은 귀하의 성공적 참여와 회복 성공을 위해 임상의와 서비스 요원이 제휴하여 회복의 각 단계마다 귀하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
력합니다.
** 공공 예산의 SUD 서비스는 Medi-Cal 및 HealthPAC의 수혜자와 Medi-Cal 가입 자격자, 그리고 다른 형식의 보험이 없는 극빈 의뢰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Alameda 카운티 SUD 치료 시스템이
제공하는 SUD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음으로 전화하십시오:
약물 사용 접근 및 의뢰 헬프라인
1-844-682-7215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시 ~ 오후 9시
2018년 7월 1일부터 Alameda 카
운티 SUD 치료 시스템은 개선된 서

운영 시간 이후에 걸려온 전화는 위기
지원서비스(CSS)가 받을 것입니다.
CSS에 남긴 메시지는 그 다음 근무일
에 약물 사용 접근 및 의뢰 헬프라인이

Alameda 카운티 SUD 치료 시스템은

귀하를 우선시합니다.

답변할 것입니다.
긴급 금단 관리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
전화번호:

귀하가 다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Alameda 카운티
약물 사용 장애
(SUD) 치료 시스
템의 개선

체리힐해독각성센터(Cherry Hill Detox and Sobering Station)
1-866-866-7496

더 많은 SUD 의뢰 및 치료 서비
스를 이용



가장 적절한 수준의 치료 서비스
를 위해 심사 및 평가 받기



Alameda 카운티 행동 건강 치료 서비스
2000 Embarcadero Cove
Oakland CA 94606

귀하의 성공과 회복에 전념하는
이 브로슈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Alameda 카운티 행동 건강 치료 서
비스,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

SUD@acgov.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