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와 검진 내용 소개

CSB로 알려진 페어팩스-폴스처치 커뮤니티 서비스 이사회는 커뮤니티 내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페어팩스 지역에서 50년 이상 봉사하고 있으며  페어

팩스 카운티와 페어팩스 및 폴스처치 도시들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가장 최상

의 치료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도우려고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인 청소년 또는 성인 주민들을 돕습니다. 

• 정신질환 
• 약물 사용 질병(중독)과/또는 
• 발달 장애 

회복과 치유를 위한 단계를 밟기 위해서는 귀하와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로 합

니다.   

CSB 직원들과 계약을 맺은 서비스 제공사들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청소년과 성인들은 사전예약 없이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위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SB 가입 & 소개 서비스

는 메리필드 센터(8221 Willow Oaks Corporate Parkway, 
Fairfax)에 소재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

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오시면 다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데스크에서 체크인하고 안

내 부스에서 사인하도록 안

내해드릴 것입니다. 안내 부

스에서는 영어와 스페인어

로 안내해드립니다.  

• 

필요하시면 

 

• 

알려주시면 

 

• 저희 

 

귀하의 

• 저희 

 

• 전자 건강기록

에는 개인 정보

를 포함하며 귀

하의 허락 없이

는 절대로 외부 유출되지 않습니다. 연방 개인정보보

호와 안전과 법원 결정에 따른 예외조항들은 의료진

들과 추후 논의될 것입니다.  

• 

받을 

 

자격

을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 

귀하가 가입 소개 서비스 에 오면 거치는 절차들 



만약 가입 과정, 서비스 분야 그리고 첫 방문에 무엇을 지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웹사이트  

www.fairfaxcounty.gov/csb 를 방문하시거나 ‘가입 & 소개’ 사무실(703-383-8500)로 연락 주세요.  

제공 서비스 

• 개별 치료 
• 사례 관리/지원 협업 
• 그룹 치료 (telehealth를 통해) 
• 정신의학 서비스 
• 간호 서비스 
• 약 서비스 

• 응급 서비스 
• 약물 중독 치료 서비스 
• 노숙자 방문 
• 거주치료 
• 위기 안정화 
•  

서비스 장소 

제한된 시간 동안이지만 아래 번호를 통해서 전화 또는 화상 통화를 

통해 ‘telehealth’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챈틀리 센터, 703-968-4000  
• 카틀랜 센터, 703-360-6910 
• 뉴스웨스트 센터 레스턴, 703-481-4100 
• 헤리티지 센터, 703-533-0180 
• 사우스카운티 센터, 외래환자: 703-704-6355, 청소년: 703-704-6707 
• 메리필드 센터, 703-383-8500 

응급 서비스(메리필드 센터), 703-573-5679(주 7일 24시간 운영) 8221 
Willow Oaks Corporate Dr., Fairfax, VA 22031, Lower Level  
 
가능하면,  703-573-5679로 telehealth로 상담할 수 있는지 확인해주시

기 바랍니다. telehealth. 

페어팩스 카운티는 카운티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 등에서 장애를 기반으로 한 어떠한 차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요청 시에 합리적인 서비스 조
율이 제공됩니다. 전화 703-324-7000, TTY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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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과  소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용

저희가 여러분과 가족들을 돕겠습니다

Reasonable accommodations made upon request; call 
703-324-7000, TTY 711.  

응급 시 취해야 할 행동 

생명이 위독한 응급 상황에는 911로 전화하세요. 
 

응급 서비스, 703-573-5679, 주 7일 24시간  

메리필드 센터 (8221 Willow Oaks Corporate Drive, Fairfax VA 22031, 
Lower Level) 
 

가능하면, 703-573-5679로 원격 헬스로 상담이 가능한지 확인해주시

기 바랍니다. 
 

위기 안정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페어팩스 약물 중독 치료 센터, 703-502-7000, 주 7일 24시간 
4213 Walney Road, Chantilly VA 20151 

https://www.fairfaxcounty.gov/community-services-board
https://www.facebook.com/FairfaxCSB/
https://twitter.com/fairfaxcs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