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havioral Health Services(행동 건강 서비스) 부국장의 메시지 
정신 건강 서비스법 (Mental Health Services Act, MHSA)  연간계획 업데이트 (회계연도 

2019-20 년)는 당국의 진전상황을 검토하고 현재 3 년 MHSA 계획을 재평가 할 수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다가오는 한 해 당국은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예방 및 조기 개입) 프로그램의 한시적 

확장을 통해 예방 노력을 증진하고 Anita Wellness Campus 건설을 통해 위기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선함에 있어 유의미한 진전을 이뤄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비롯한 기타 프로그램을 통해, 

MHSA 는 커뮤니티 협력, 문화적 역량, 웰니스, 회복과 쾌유, 소비자 및 가족 주도의 의사 결정, 통합 

서비스 경험, 그리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지원이 부족한 대상을 위한 접근권 확충을 토대로 

Orange County 의 정신 건강 시스템을 계속 변혁해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진전은 Orange County Board of Supervisors, Mental Health Board, MHSA Steering 

Committee, Community Action Advisory Committee, 지원이 없거나 부족한 계층의 대변자들과 지난 

14 년간 달성한 성공을 이룩하기 위해 아낌없이 시간과 전문 지식을 기여해주신 수많은 

자원봉사자, 카운티 직원 등 다양한 단체와 기관의 지원과 지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당국은 또한 HCA, CalOptima, 지역 병원 시스템과 비영리, 학계 및 종교 단체 등 Orange County 행동 

건강 이해 관계자 연합인 Be Well Oc 와의 흥미로운 민관 제휴 관계에 착수하는 중입니다. 이 제휴 

관계는 당국이 문화적으로 수용적이고 포용적인 시스템을 통해 Orange County 주민을 위해 최적의 

정신 건강과 웰빙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고 노력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연간계획 업데이트 (회계연도 2019-20 년)를 검토하면서 당국의 많은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성공에 대한 

기쁨과, 새롭고 흥미롭게 시스템을 확대해갈 계획에 대한 기대를 갖게되었습니다. 이는 뛰어난 우리 

커뮤니티 파트너들과 Behavioral Health Services 직원의 협력과 노력이며, Orange County 에서 정신 질환으로 

고통받는 개인과 가족들의 삶을 향상하고자 하는 당국의 헌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Jeffrey Nagel, Ph.D. 

Behavioral Health Services 부국장 
  



개요 및 요약 
2004년 11월, 캘리포니아의 투표자들에 의해 Mental Health Services Act(정신 건강 서비스법, 

MHSA)라고도 알려진 Proposition 63(제안 63)이 통과되었습니다. 본 법률은 $1백만 이상의 소득에 

1%의 주민세를 부과했으며,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개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신 건강 복지 시스템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정신 건강 프로그램은 12년 동안의 재정 지원을 통해 

캘리포니아 내 모든 카운티의 다양한 고객 필요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역 커뮤니티와 그 거주자들은 더욱 확대되고 향상된 정신 건강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Orange County Behavioral Health Services는 종합적인 이해 관계자 절차를 통해 예방 서비스부터 

위기 자택 간호를 아우르는 MHSA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의 

핵심은 커뮤니티 협력, 문화적 역량, 고객 및 가족 주도의 서비스, 고객과 가족을 위한 서비스 통합,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지원이 부족한 대상을 위한 우선 서비스 제공, 복지, 회복 및 쾌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2019-20 년 한 해 $268,562,473백만의 예산이 책정된 현재 

서비스의 구성은 2005년 이해 관계자들의 기획 노력을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점차 향상되었습니다. 
 

Board of Supervisors 는 회계연도 2017-18 년 부터 2019-20 년까지 3 년 프로그램및 지출 계획에 

대한 Orange County 의 MHSA 연간 계획 업데이트 (회계연도 2019-20 년) (“계획 업데이트” 또는 

“업데이트)를 <INSERT DATE>에 승인했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근로자 교육 및 트레이닝의 재정을  

제외한 모든 요소에 대해 재정 지원을 확대합니다 

  
 

예산 검토 및 “True Up(조정)” 절차 
BHS 는 현재의 연간 계획 업데이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재정 검토의 일환으로, 최근 회계연도(즉, 

2017~2018 년)부터 기존의 프로그램 예산을 실제 프로그램 지출에 더욱 근접하도록 조정하는 상세 절차를 

밟았습니다. 2018 년 가을에 진행된 이 예산 “True up”은 관리자들이 증가한 예산 보충 및/또는 동일한 요소 

내 다른 프로그램의 실행 비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비용 절감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절감 부분은 프로그램 개발 및/또는 시행 중 사용되지 않고 남은 실제 혹은 

예상 재정이었습니다(예: 급여 절감, 지원 대상 인원수 감소 등). 

 

MHSA 요소 및 재정 범주 
MHSA 재정은 법률에서 정의한  커뮤니티 서비스 및 지원, 예방 및 초기 개입, 혁신, 인력교육 및 

트레이닝, 자본 시설 및 기술적 필요의 5 가지 요소로 나누어집니다. 더불어 커뮤니티 서비스 및 

지원은 MHSA 주택 지원을 위한 재정으로 할당될 수 있습니다. 각 영역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재정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커뮤니티 서비스 및 지원 요소(Community Services and Supports Component) 
 
Community Services and Supports(커뮤니티 서비스 및 지원, CSS)는 MHSA 의 다섯 가지 요소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Mental Health Services Fund(정신 건강 서비스 펀드)의 76%를 지원받습니다. 이 

요소는 심각한 정서 장애(Serious Emotional Disturbance, SED) 또는 심각한 정신 질환(Serious Mental 

Illness, SMI)을 앓고 있는 모든 연령의 대상을 위한 종합적 정신 건강 치료를 지원합니다. CSS 는 

지원이 부족한 그룹에 대한 서비스 접근을 증가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며, 결과를 개선하고, 

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한 입증 사례를 개발 및 실행합니다. 



 
  



회계연도 2018-19년도 CSS 예산 조정에 이어  Crisis Assessment Teams(위기 평가팀), Children’s Full 

Service Partnerships(아동 전체 서비스 파트너십) 및 Courtyard Outreach(정원 외부 지원) 프로그램의 

확장은  회계연도 2019-20년도까지 계속 되었고, 이 외 기타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Permanent Supportive Housing(영구 지원 주택)에 새 프로그램 Supportive Services for 

Clients(고객 지원 서비스) 추가. 이 프로그램은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살아가는 성인들이 각자 주거 배치 내에서 성공적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dolescent Dual Diagnosis Residential Treatment(청소년 이중 진단 가정 치료)에 대한 MHSA 

재정 지원 중단. 서비스를 계속되며 대신 Drug Medi-Cal 및 Medi-Cal을 통해 재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Mental Health Collaborative Courts(정신 건강 협력 법원) – Probation Services(보호관찰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MHSA 재정 지원 중단. 경찰 직책, 임무 또는 기능에 대해 MHSA 

자금을 사용할 수 없음이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MHSA 자금이 아닌 대안을 

통해 계속 재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 결과 회계연도 2019-20년의 CSS 예산은 $171,195,419입니다. 이 금액은 회계연도2019-20년도 

예상자금을 초과하지만, CSS 지출은자금 한도 이내로 유지될 것이 예상되며 대신 전체 프로그램 

비용으로 예산이 충당될 것입니다. 이는 역사적 동향으로 보아 예상치 못한 수입으로 인한 상쇄나 

비용 절감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실제 지출은 연간 예산 이하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재무팀이 

회계연도 전반에 걸쳐 수입과 지출을 모니터링하고 계획해 자금이 과지출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위의 변경 사항을 포함해 각 CSS 프로그램의 전체 설명은 본 계획의 커뮤니티 지원 및 

개인/가족 지원 섹션에 나와 있습니다. 
 

예방 및 초기 개입 요소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Component) 
MHSA는 정신 질환이 심각해지거나 장애로 발전되는 것을 예방하고, 정신 건강 시스템의 지원이 

부족한 대상을 위한 적시의 서비스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예방 및 

초기 개입, PEI) 요소에 재정의 19%를 할당합니다. HCA는 최근 이전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미지출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한시적 자금 지원을 받을 PEI 프로그램을 파악하기 위해 (본 계획의 나중에 

설명된) 광범위한 커뮤니티 기획 절차에돌입했습니다. 회계연도 2019-20년 연간 계획 업데이트에 

통합된 일부 중요한 변경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PEI 자금으로 혁신 프로그램, Strong Families - Strong Children(강한 가족과 강한 어린이): 

Behavioral Health Services for Military Families(군인 가족 행동 건강 서비스)를 지속 

 커뮤니티 칼리지 및 대학의 TAY와 청년들을 위한 신규 및/또는 확대 서비스에 자금 지원 

 K-12 학교 기반 정신 건강 서비스 확대 

 가족과 어린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기 보육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프로그램에 자금 지원 

 계약된 제공자가 조직 개편 후 해당 체육관 시설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Physical Fitness and 

Nutrition(신체 건강 및 영양) 프로그램 중단 
 

해당 요소는 수정된 회계연도 2018-19년 계획 업데이트에서 약 $5백만 가량 자금을 확대해 

회계연도 2019-20년의 총 요소 예산은 $43,490,187가 되었습니다. PEI 규정에 따라, 총 PEI 자금의 

64%는 26세 미만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용합니다. PEI 프로그램의 설명은 커뮤니티 

지원 및 개인/가족 지원 섹션에 나와 있습니다. 
 



혁신 요소 (Innovation Component) 
MHSA 는 서비스 전달의 확대보다는 학습에 투자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기 위한 재정으로 

혁신 요소에 독점적인 5%의 자금을  지정하였습니다.  프로젝트들은 최대 5 년으로 한시적이며  

유효성 평가를 통해 CSS, PEI 또는 기타 기금을 통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고려됩니다.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는 커뮤니티 지원, 개인/가족 지원 및 특별 프로젝트 섹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HCA 는 다양한 단계에서 새 혁신 프로젝트를 개발 중입니다. 

 Orange County 는 최근 MHSOAC 의 승인을 받아 Statewide Early Psychosis Learning Health 

Care Network(주 전체 조기 정신 질환 교육 의료 네트워크)에 가입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조기 정신병 프로그램의 평가를 표준화하고, 공유 학습을 수립하고, 또 

지역별 조기 정신병 프로그램의 참여자 결과, 프로그램 영향 및 비용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파악된 전략을 적용하도록 카운티들이 협력할 것입니다. 

 Orange County 는 Behavioral Health System Transformation Project(행동 건강 시스템 변혁 

프로젝트) 제안을 개발 중입니다. 이는 보험 상태 또는 유형과 관계없이 행동 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시스템을 만들 최선의 방법에 관한 개념 검증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지급원이 아닌 서비스를 받는 개인이 환자 케어의 중심에 남아 있도록 

하려면 Orange County 가 어떻게 자금원을 구성하고 기존 규정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 제공자들이 자체 프로그램 연락처와 서비스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게 해줄 실시간 디지털 리소스 디렉토리의 개발을 통합할 

것입니다. 

 

인력교육 및 트레이닝 요소 (Workforce Education and Training Component) 
Workforce Education and Training (인력교육 및 트레이닝, WET)은 정신 건강 서비스인력을  늘리고 

직원의 문화적 및 언어적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WET는 행동 건강 트레이닝을 

지원할 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자본 시설에 $65,000를 이전하고 있지만, 회계연도 2019-

20년에 동일한 연간 예산 $5,150,282를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2019-20년의 총 요소 

예산은 $5,085,282입니다. 각 프로그램의 전체 설명은 시스템 지원 섹션에 나와 있습니다. 
 

자본 시설 및 기술 필요 요소 (Capital Facilities and Technology Needs Component) 
Capital Facilities and Technology Need(자본 시설 및 기술 필요, CFTN) 요소는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돕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프로젝트에 재정을 지원하며 자금은 현재 CSS 로부터의 이전을 통해 

지원됩니다. 회계연도 2019~20 년에 몇 가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총 $17,645,000 가 

자본 시설로 이전되었습니다.  

 Anita Wellness Campus 서비스가 제공될 건물 건설 

 Crisis Stabilization Unit(위기 안정 병동) 리노베이션 

 행동 건강 트레이닝 시설 리노베이션 

 MHSA 서비스/행정에 사용되는 건물의 리노베이션 완료  
 

Orange County 는 또 BHS Electronic Health Record(전자 건강 기록, EHR)의 이행 지속과 기업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작업 확대를 위해 $11,142,797 를 기술 필요에 이전합니다.  
 

회계연도 2019~20 년의 총 CFTN 요소 예산은 $28,787,797 입니다. 모든 프로젝트의 전체 설명은 

시스템 지원 섹션에 나와 있습니다. 
 



주택 (Housing) 
Board of Supervisors의 지도로 회계연도 2018-19년 커뮤니티 기획 절차 동안 영구 지원 주택을 

개발하기 위해 총 $70,500,000가 지급되었습니다. 일부 자금은 개발 중인 프로젝트에 지원 되었고 

나머지 잔액 $30,500,000는 회계연도 2019-20년에 Orange County가 SMI를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한 

영구 주택 옵션을 계속 만들어나가는 데 사용 가능합니다. 각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은 본 계획 

업데이트의 개인/가족 지원 섹션에 나와 있습니다.  
 

Proposition 63 이 통과된 올해 동안 본 법률은 지속적으로 진화하였으며,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전체 Orange County 커뮤니티의 보다 나은 삶을 지원해왔습니다. 

앞으로도 Orange County 의 MHSA 실행을 위한 여러 이해 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