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Embarcadero Cove, Suite 400
Oakland, Ca 94606
510-567-8100 / TTY 510-533-5018
심리학 박사, 공인 임상 사회 복지사(LCSW) 캐린 L. 트리블(Karyn L. Tribble)

2020 년 6 월 22 일
제목: 코로나 19 공중 보건 위기 상황 동안의 서비스 관련 중요 정보
이용자 여러분께
앨러미다 카운티 행동 정신 건강(Alameda County Behavioral Health, ACBH)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의 국가 및 지역 사회 내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이에 맞서고자 하는 지역적, 주 정부적, 국가적 노력을
지지합니다. 안전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항상 ACBH 의 최우선 과제였으며, 지난 몇 달간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습니다. 점진적으로 대면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저희는 이용자, 직원 그리고 기관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편지는 귀하 카운티 행동 정신 건강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본 정보를 주의 깊게
읽으신 뒤 문의 사항 또는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ACBH 또는 지역 행동 정신 건강 기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행동 정신 건강 서비스와 관련된 의사 결정
행동 정신 건강 서비스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대면으로, 전화로 또는 원격
의료(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면 서비스를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을 포함해 많은 공공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코로나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택시 또는 승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며 이동한다면 이러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면 서비스를 받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만약 코로나 19 사태가 심각하거나 이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는 등 사태가 변한다면, 모두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전화로 또는 원격 의료로 서비스를 받도록
권고할 것입니다. 만약 원격 의료와 관련한 우려 사항이 있으시거나 필요한 장치(예: 전화)가 없으시다면
귀하의 기관에 먼저 이야기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전화 또는 원격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다시 바꾸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기관은 가능한 한 그리고 의학적으로 적절한 한
귀하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노출을 최소화하는 단계

대면 서비스를 받으신다면 ,귀하는 귀하와 귀하 주위의 모두를 노출, 질병 또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험에서 구할 수 있도록 특정 예방책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제안을 따르실 수 없다면, 전화
또는 원격 의료 진료를 선택해 주십시오.
대면 진료: 건강한 경우(질병 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대면 진료를 받아 주십시오. 발열 또는 다른 질병
증상이 있으신 경우, 진료를 취소하시거나 전화 또는 원격 의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관에 전화해
주십시오. 건강 문제로 이 진료를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서비스 기관은 당연히 이를 이해하고 다른 옵션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기실: 안전한 경우에는 진료 시간 직전에 방문하십시오. 이러한 방법으로 지역 외래 의원 또는 사무실
내 환자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이 방법을 따르실 수 없다면, 공공 대기실 또는 다른 환경에서
필요 이상으로 기다리지 않도록 대기 시간을 제한할 방법을 기관과 함께 논의해 주십시오.
손 씻기: 건물 입장 시 손을 씻으시거나 알코올 베이스의 손 세정제를 사용해 주십시오. 손 씻기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손으로 얼굴 또는 눈을 만지지 마십시오. 만지신다면 재빨리
손을 씻거나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얼굴 덮개(마스크): 코로나 19 영향권 아래에 있는 동안, 추후 건강 시행 명령은 저희 클리닉과 사무실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얼굴 덮개 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마스크와 장갑 및
다른 개인용 보호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얼굴
덮개 착용 및 PPE 는 사용은 적절하게 사용된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늦출 것입니다. 12 세 이하
미성년자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지역 사회적 또는 물리적 거리 두기 의무는 귀하와 다른 방문자가 안전 거리(최소
6 피트)를 서로 유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기실 및 치료실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를 움직이거나 앉지 말라고 하는 표시가 있는 곳에 앉지 마십시오. 그 밖에 직원 또는 다른 고객과
물리적 접촉(예: 악수)을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스템은 귀하와 다른 사람들이
환영받는다고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기관과 함께 계속해서 모색할 것입니다.
미성년자: 진료 시 귀하의 자녀를 동반하신다면, 귀하의 자녀가 모든 안전 예방책 및 거리 두기 규칙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귀하께서 불편 또는 괴로움을 겪게되는 경우. 귀하를 도울 수 있도록 기관 또는 정신
건강팀에 있는 누구에게라도 알려주십시오. 이러한 단계는 힘든 시국에서 가능한 모두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진료 사이 단계 밟기
확진자와 접촉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거나, 가족을 제외한 타인과 긴밀히 접촉해야 하는 다른 의무를
지거나 활동을 완료해야 하는 경우 ,코로나 19 노출 위험이 더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인(특히 65 세 이상 또는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과 함께 거주하신다면 귀하가 노출되는 것이
동거인에게도 위험하다는 사실 또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국에 진료를 받는 최선을 방법을 선택(대면 vs. 전화 또는 원격 의료) 시에 노출에 대한 귀하의
위험과 귀하로 인한 타인의 위험 노출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의 동거인이 감염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 의료 기관에 이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또한 행동 정신 건강팀에 알림으로써 귀하께서
코로나 19 관련 지원책을 받을 수 있고 귀하께서 회복하시는 동안 다른 사람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기에 저희 시스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희가 취하고 있는 단계
저희의 최우선 순위는 변함없이 이용자, 직원 그리고 기관의 안전과 안녕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사무실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으며 카운티 건강 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지점에 의무 공지 사항을 게시했습니다. 저희 팀 멤버 또한 증상이 있거나 아픈 경우 집에 머무는 것에
동의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귀하의 건강과 지역 사회의 건강과 안녕을 중시하며,
귀하의 행동 정신 건강 기관은 적절한 대체 서비스를 준비할 것입니다.
판데믹 및 권장되는 최선의 방법과 관련한 모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현 상황을 전국적,
지역적으로 계속해서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변화 태세에 따라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귀하의 의료 기관과 언제든 상의하시거나 http://www.acphd.org/2019-ncov.aspx 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귀하 정신 건강 치료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귀하의 정신 건강 기관과 논의해
주십시오.

편지와 이 안에 담긴 중요 정보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코로나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단계를 밟아 귀하 그리고 귀하의 가족 모두와 우리 지역 사회가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건강을 기원하며

의학박사 애론 챕먼(Aaron Chapman)
최고 의료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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