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보건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세계적 유행 기간 중 정신 건강, 약물 남용 및/또는 발달 장애 보건 지원
Fairfax-Falls Church Community Services Board는 정신 질환, 약물 사용 장애 및/또는 발달 장애가
있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신청

위치

CSB 등록 및 의뢰: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발달 장애 내원 및 의뢰, 703-324-4400
이 기간 동안 CSB는 전화나 비디오가 가능한 Zoom을 활용하여 원
격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비상 시기 특별 지원
• 커뮤니티 리소스 정보
• CSB 서비스 심사 및 평가

아래 기관에서 제한된 업무 시간 동안 비디오나 전화로 원격 보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
•
•
•

Chantilly Center, 703-968-4000
Gartlan Center, 703-360-6910
Heritage Center, 703-533-0180
Merrifield Center, 703-383-8500
Northwest Center Reston, 703-481-4100
South County Center, 외래 환자: 703-704-6355, 청소년: 703-704-6707

응급 서비스: Merrifield Center, 703-573-5679, 24/7 연중무휴
8221 Willow Oaks Corporate Dr., Fairfax, VA 22031, 아래 층

제공 서비스
•
•
•
•
•
•
•

개인 진료
사례 관리/조정 지원
그룹 진료(원격)
정신과 서비스
간호 서비스
발달장애 서비스
약국 서비스

+

•
•
•
•
•
•

가급적이면 방문 전 703-573-5679로 전화하셔서 원격 보건 서비스를 받
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응급 서비스
해독 서비스
노숙자 방문 진료
거주 지역 진료
위기 안정화 서비스
마약(Suboxone) 중독자 약물 보조
치료

현재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

사례 관리자, 치료사, 정신과 의사 및 간호사 서비스
제한된 업무 시간에는 전화 또는 비디오를 통한 원격 보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SB는 현재 Zoom을 이용해 전화나 비디오로 치료, 상담, 사례 관리 및 처방과 같은 원격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및 전화 상담으로 쉽고 편리하게 원격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치료사 또는 사
례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행동 건강 관련 응급시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 발생시 911로 전화하십시오.
응급 서비스, 703-573-5679, 24/7 연중무휴
Merrifield Center, 8221 Willow Oaks Corporate Drive, Fairfax VA 22031,
아래 층

가급적이면 방문 전 703-573-5679로 전화하셔서 원격 보건 서비스를 받
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위기안정화서비스(Crisis Stabilization Services)도 제공드립니다.
Fairfax Detoxification Center, 703-502-7000, 24/7 연중무휴
4213 Walney Road, Chantilly VA 20151

약물치료 클리닉 진료 시간

•

Chantilly Center, 703-968-4047

•

Gartlan Center, 703-360-6910

•
•

−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5시
− 월요일~목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Northwest Center Reston, 703-481-4097

− 월요일~수요일, 오전 11시~오후 5시
Merrifield Center, 703-207-7700

− 화요일~목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약국 영업 시간

?

추가 문의 사항

•

Chantilly Center, 703-449-6135

•

Gartlan Center, 703-253-7697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703-383-8500으로
전화하십시오.

•

궂은 날씨로 인해 카운티 업무가 마비될 경우 대부분의 CSB 서비스는

•

원격의료를 통해 제공될 것입니다.
www.fairfaxcounty.gov/csb

03/04/2021

@FairfaxCSB

@FairfaxCSB

위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Merrifield Center, 703-852-0041

− 월요일~목요일, 오전 8시~오후 7시
− 금요일, 오전 8시~오후 5시
Northwest Center Reston, 703-467-7467

−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30분~오후 5시

약국 서비스는 Genoa Healthcare에서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