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과 다른 약 규칙
Saint Martin’s 대학은 알콜과 다른약 (Alcohol and Other Drug-AOD) 남용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할하기를 바람니다. 그것의 지역 사회의 모든 일원을 위한
학문적인 성공, 작업 성과, 복지 및 삶의 질의 원조로 이 규칙을 유지한다. 마음의 교육,
몸 및 넋이 는 Saint Martin 대학 에서는 중요합니다. 알콜과 다른약은 이것을 안 좋은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대학은 약물 남용 예방, 교육 및 규칙에 따름니다. Saint
Martin 대학은 알콜과 다른 약에 관하여 정보 및 사용 때문에 생기는 위험; 알콜과 다른
약 사용문제가 생길때 도움 그리고 알콜과 다른 약물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도움을
제공합니다.

기숙사 알콜 규칙
대학구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콜을 소유하거나, 마시거나, 판매가
금지되있습니다. 비어 있는 알콜병 과 콘테이너도 금지되있습니다. 게다가, 알콜이
있는 곳에 참석하는 학생 또는 알콜 때문에 다른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이 규칙에도
위반입니다. 사건의 위반 엄격에 따라서 제재됩니다. 규칙의 위반에 과련된 보고는
기숙사 지도자(Residence Hall Director), Director of Housing and Residence Life,
the Student Conduct Committee 또는 Dean of Student Affairs 에게 하세요.
가능한 제재 (그러나 이것만 제한되지 않는다)
Office of Housing and Residence Life 과 Counseling and Wellness Center 에통해서
학생은 알콜 교육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받아야하고 기숙사 규칙에따라 근신됩니다.
이것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 또는 다시 알콜 프로그램을 받아야합니다. 학생의
비용으로 규칙에따라 약물 남용 평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야합니다. 미성연자(21 이하) 경우에는 우표물을 통해 부모에게 학생의 잘못을
알릴것입니다. 이 제재를 따르지 못하는 학생은 징계 조치를 위해 Student Conduct
Committee 에게 보고됩니다. 학생의 상태를 검토하기위해 Student Conduct
Committee 에보고됩니다.

대학 의 규칙 - 알콜과 약
모든 학생은, 대학 안과 구내에서는 알콜 사용에 관하여 국가 그리고 연방 법률 규칙에
따라야하고 2010 년 9 월 28 으로 대학 규칙방식으로 따라야합니다. 대학은 어떤
학생들에게 알콜의 불법 제조 및 또는 불법 구입, 소비, 소유물, 또는 배급 관대를 용납
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21 이하)나이 또는 알콜 소유 하거나, 마시거나, 판매하는
경우를 대학안 그리고 구내에서는 통제있습니다.

예외가 가능할수있는경우
a.교정 생활의 지도자(director of campus life) 아니면 dean of student affairs 에게서
문서로 승인을 받고

b. 행사가 기숙사안 과 근처 에서 열리지않는다
c. 알콜을 섭치하는 분들이 미성연자(21 이하) 아닌한
d. 주류 취급허가를 워싱턴주 Liquor Control Board 에게서 받고 표시한다, 그리고
e. 필요하면 주류 취급허가 라이센스에 의하여, 알콜이 워싱턴주에 의해 허용된
바텐더에 의하여 봉사한다.

국가와 연방법률은 무엇이든 불법 마취성 위험한 약의 불법 사용, 제조, 소유물, 소비,
통제, 판매 및 분배를 금지합니다. 이 법률은 화폐 과료 및 투옥을 포함하여 위반을
위한 형벌을 받는다. 불법 약품 다른 통제되는 물질의 불법 제조, 소유물, 소비, 통제,
판매 및 분배는 대학 소유되었거나 통제된 재산에서 또는 주위에 엄격히 금지됩니다.
예를들면, 흥분제 (암페타민, 코카인), 저하제 (바르비투르, 진정제), 대마초, 환각제
(엘에스디, 엑스터시), 마취제 (헤로인, 모르핀, 그리고 흡입제). 예외는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은 약.
행위의 기준에서 제시된대로, 대학의 임무와 학계의 정당한 활동에 유해한 활동은 행동
규범의 위반입니다. 무질서 하거나, 음란하고, 외설할 것이 어떤 다른사람 행위는
대학의 임무 또는 학계의 어떤 정당한 활동든지와 방해하는 알콜 약의 오용에서
유래해서 징게 과정에 지배를 받을 것입니다.
대학은 어떤 그룹, 클럽, 팀 또는 가정을 위해, 그것의 재량에 알콜과 다른 약 교육
훈련을 필요한 만큼 받을수있습니다.
알콜과 약 사용과 관련되는 때 Code of Conduct 을위반하는 어떤 학생든지 거기에
개설되는 것과 같이 처벌를 받습니다. 그리고 국가 연방 법률의 위반을 위한 법원에
의해 부과된 어떤 형벌든지 받을수있다.

도음을 청할수있는 약과 알콜 프로그램
(직원 또는 학생에게 상담, 치료, 중독 치료 등)

학교 안
* SMU 상담 센터(Counseling Center): 360-438-4513
* SMU 약물 남용 예방 프로그램 조정자 (Substance Abuse Prevention Program
Coordinator) Jason Kilmer, Ph.D. 360-438-4513 – 평가, 의논, 및 조언을 위해
학생에게 드립니다, 또는 직원은 질문이 있거나 또는 소개가 필료하면 열락하세요.

학교 밖
* Northwest Resources
2708 Westmoor Court SW 428 W. Birch St, Suite 14B
Olympia, WA 98502 Shelton, WA 98584

360-943-8810 360-426-0890
*South Sound Clinic – Evergreen Treatment Services
6700 Martin Way East, Suite 117
Olympia, WA 98516
360-413-6910
*Alternatives Professional Counseling
203 4th Ave, Suite 301-304
Olympia, WA 98501
360-357-7986
*Providence St Peter Chemical Dependency Center
4800 College St SE
Lacey, WA 98503
360-456-7575
*The Right Step, Inc
801 Sleater-Kinney Rd SE, #20
Lacey, WA 98503
360-923-9585
*Olympia Psychotherapy, Inc
1408 State St NE, Suite 110
Olympia, WA 98506
360-352-3034

추가 자원
* BHR Recovery Services: 360-704-7170.
* Safeplace: 360-754-6300
* The Crisis Clinic: 360-586-2800: Provides a 24-hour crisis line and referrals to
providers in the area.
*알코올/약 24 시 도음 (Alcohol/Drug Use 24-hour Help Line): 1-800-562-1240
* 워싱턴주 알코올/약 Clearing House: 1-800-662-9111

후원 그룹
*알코올 중독자 갱생회(Alcoholics Anonymous -AA): 360-352-7344.
*알코올 중독자 구제회(Alanon): 360-352-7745 (친구 또는 가족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것).
* 약 중독자 갱생회(Narcotics Anonymous -NA): 360-754-4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