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라메다 카운티  

약물사용 관련 정보 및 지원 추천 

헬프라인 ("헬프라인")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약물사용 관련 치료에 대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헬프라인에 전화하십시오. 

약물사용 관련 정보 및 

지원 추천 헬프라인 

운영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8 시- 오후 6 시 

아래 번호로 전화주세요: 

1-844-682-7215 

약물중독 금단 증상 관련 도움요청은 24 시간 

연중무휴 이용가능한 지원 서비스인 체리 힐 

디톡스에 문의 하십시오: 

전화: 1-866-866-7496  

이메일: acdetox@hsimail.org  

방문: 2035 Fairmont Drive,  

San Leandro, Ca 94578 

알라메다 카운티 

이 브로셔를 대체형식으로 요청하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SUDSystemofCare@acgov.org 

또는  

전화번호: 1-844-682-7215 

약물사용 관련  

정보 및 지원 추천  

헬프라인 

www.acbhcs.org  

아래 번호로 전화주세요: 

1-844-682-7215 

 

mailto:이메일:
mailto:SUDSystemofCare@acgov.org
http://www.acbhcs.org/


  

 

네트워크에 소속된 관련 제공자들: 전화를 걸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알라메다 카운티 

약물사용에 관한 지속적인 관리 

프로그램에 연결해 드립니다. 

알라메다 카운티의 약물사용에 관한 

지속적인 관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래 환자 치료: 그룹 및 개인 상담을 

포함하여 주당 최대 19 시간 서비스 제공 

 

회복 거주지: 오프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외래 환자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약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낼 수 있는 

거주지   

 

주거 치료: 현장치료가 제공되는 거주형 

치료 프로그램 

 

금단 증상 관리: 연중무휴 임상적으로 

관리되는 해독 및 약물 사용방지를 위한 

도움 제공 

 

오피오이드 치료 프로그램(OTP): 해독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약물 보조 치료와 

상담 제공 

 

당신은 15 분 동안 전화심사에 

참여하게 되며 임상직원과 함께 

당신의 우려사항을 논의하게 

됩니다. 직원은 당신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적합한 

치료 유형을 결정하기 위해 일련의 

질문을 할 것입니다. 대면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헬프라인 직원이 주거치료와 회복 

거주서비스에 참여하는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탐색을 제공합니다.  

 

전화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알라메다 카운티에 거주하는 

18 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헬프라인에 전화 할 수 있습니다. 

1-844-682-7215 
 

Aegis Treatment  

AC Collaborative Courts  

Alameda Health System  

BAART Programs  

Berkeley Addiction Treatment  

Bi-Bett Inc.  

Center Point Inc.  

Fremont Youth & Family Services  

CURA Inc.  

HAART Programs  

HealthRIGHT 360  

Horizon Services Inc.  

La Familia Counseling  

Lifeline Treatment Services  

Lifelong Medical Care  

Magnolia Women's Recovery  

MedMark Treatment Centers  

New Bridge Foundation  

Options Recovery Services  

Second Chance Inc.  

West Oakland Health Council 

더 자세한 제공자에 관한 정보 웹사이트: 

http://www.acbhcs.org/provider-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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