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전후 약물 사용 장애(SUD) 치료 서비스 

알라메다 카운티 행동건강 간호 서비스 (ACBHCS) 
 

알라메다 카운티 행동건강 간호 SUD 서비스 

ACBHCS는 알라메다 카운티 주민들에게 정신건강 및 약물사용 관련 예방, 교육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CBHCS 는 아래와 같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합니다. 

 노인층 (60세 이상)  

 성인 (18세 이상)  

 과도기 청년 (16-24세) 

 청년 및 아이들 (출생부터 17세) 
 

ACBHCS는 약물사용 장애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약물중독 치료 시설 

 주거형 치료 시설 

 주거형 회복/단주(sobriety)생활환경  

 일반 외래환자 및 외래중환자 치료 

프로그램  

 마약류 치료 프로그램 
 

ACBHCS는 약물을 사용하며, 동시에 다음에 해당하는 여성들을 위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산부 또는 어린 아이와 함께 사는 여성 

 과거에 투옥되었던 여성   

 주택(housing) 및/또는 채용(employment)관련 도움이 필요한 여성 

 회복 및/또는 약물사용 예방 및 치료 서비스에 대한 커뮤니티의 지원 관련 정보가 필요한 여성 

 

출산전후 치료 및 서비스 

약물을 사용하는 상태의 출산전후의 여성들이 약물사용에 대한 치료를 받고자 

하면, 그들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저희는 약물을 사용하는 상태의 여성들, 

특히 임산부들에게는 특별한 니즈가 있음을 이해합니다. ACBHCS 는 임산부 

또는 어린아이와 함께 사는 여성으로써 일반 외래환자, 외래중환자, 주거형 치료 

및 마약류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ACBHCS에서 저희의 출산전후 SUD 

제공자들이 (1) 다양한 SUD 치료 서비스 (2) 의료, 주택, 취업 및 소셜 서비스로 

여성들과 연결하는 사례관리 (case management) (3)차일드 케어 및 (4) 육아기술 

훈련을 통하여 여성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외래환자 치료 

 

 

주거형 치료 

 

주거형 회복/알코올 

없는 생활환경 

마약류 치료  

프로그램  

일주일에 9시간 

미만의 서비스   

24시간 거주지에서 숙달된 

인원/카운셀러가 임산부나 

육아중의 여성에게 트라우마 및 

육아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필요에 따라 교육, 

직업훈련, 주택, 운송 및 기타 

서비스와 연계되는) 개인 및 단체 

카운셀링, 회복 모니터링과 

사례관리 (case management)가 

포함됩니다. 

매주 일반 외래환자 

치료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단주(sobriety) 및 

회복(recovery)을 돕기 

위하여 같이 기거하는 

집(group homes) 

매일 또는 일주에 

여러번에 걸쳐 주로 

메타돈(methadone)의 

약물 복용에 의한 

치료와, 심각한 

오피오이드 

중독자들이 안정된 

신체기능을 지속하기 

위한 카운셀링   

외래 중환자 치료 

일주일에 9시간 

이상의 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11/08/17 

출산전후 병원(clinic)과 서비스 제공자 프로그램 

 

외래환자 치료 

알라메다 건강 시스템 하이랜드 병원 약물남용 프로그램  
(http://www.highlandahs.org/our-services/specialty-services/substance-abuse) 

1411 E. 31st Street, Oakland, CA 94602 | 전화: 510-437-5192 

 

La Familia Counseling, Inc. (http://www.lafamiliacounseling.org) 

3315 International Boulevard, Oakland, CA 94605 | 전화: 51-536-4764 

 스페인어  
 

외래 중환자 치료 

알라메다 건강 시스템 하이랜드 병원 약물남용 프로그램 
(http://www.highlandahs.org/our-services/specialty-services/substance-abuse) 

1411 E. 31st Street, Oakland, CA 94602 | 전화: 510-437-5192 

 

주거형 치료   

Bi-Bett Orchid주거형 여성 치료 프로그램 

1342 E. 27th Street, Oakland, CA 94606 | 전화: 510-535-0611 

 Includes women with AB109 status 
 

이스트 베이 커뮤니티 회복 프로젝트 (EBCRP)/ 프로젝트 프라이드 (http://www.ebcrp.org/) 

2545 San Pablo Avenue, Oakland, CA 94609 | 전화: 510-446-1190 #5 
 

매그놀리아 여성 회복 프로그램 (http://www.magnoliarecovery.org/contact.html) 

682 Briergate Way, Hayward, CA 94544 | Phone: 510-487-2910  

34089 Andover Street, Oakland, CA 94609 | 전화: 510-547-1351  
 

회복하는 거주지 (RR)/ 단주(sobriety) 생활환경(SLE)  

Bi-Bett Orchid 여성 주거형 치료 프로그램 

3232 14th Avenue, Oakland, CA 94602 | 전화: 510-842-8453 

 Includes women with AB109 status 
 

마약류 치료 프로그램  

버클리 중독 치료 서비스 (BATS) (http://www.batsrecovery.org/) 

2975 Sacramento Street, Berkeley, CA 94702 | 전화: 510-644-0200 

 

대안적 중독 연구 및 치료 (H.A.A.R.T.) (http://www.haartoakland.org/) 

10850 MacArthur Boulevard Suite 200, Oakland, CA 94603 | 전화: 510-875-2300 

 

웨스트 오클랜드 마약류 치료 프로그램 (http://www.wohc.org/wohc.html) 

700 Adeline Street, Oakland, CA 94607 | 전화: 510-835-9610 x 2155 
 

 

알라메다 카운티 행동 건강 간호 서비스 

2000 Embarcadero Cove Suite 400, Oakland, CA 94606 

Info Line: 510-567-8100 

www.acbhc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