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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카운티, 2760만 USD를 
행동 및 정신 건강 인프라에 수여 

(샌타애나, CA) – OC 의료기관(HCA)의 정신 건강 및 회복 서비스는 아동, 청소년, 전환 연령 청소년,

그리고 정신 건강 및/또는 약물 사용 장애를 가진 임산부를 지원하는 신규 또는 기존 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의 일환으로 캘리포니아주로부터 27,659,059 USD를 수여받았다. 이 기금은 오렌지 카운티 내 56개 

기관의 약물 사용 장애(SUD) 입원 치료 전용 병상을 늘리도록 지원할 것이다.  해당 기금은 32개의 신규 

입원 치료 병상(남성 16, 여성 16)과, 추가로 임신 중 또는 양육 중인 어머니 전용 병상 24개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필수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오렌지 카운티는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고 필요도가 높은 카운티 내 

지역에서 매우 필요로 하는 약물 사용 장애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신 건강 및 회복 

서비스 최고 담당자인 Veronica Kelley 박사는 말했습니다. “남성 청소년과 임산부 및/또는 육아 여성,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한 주거용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침대를 추가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 대한 판도를 바꿀 겁니다.” 

주가 수여한 2760 달러로 카운티는 다음을 포함하는 이상적인 설정 하에서 대상 인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외래 환자 대안 및 웰니스 센터

보도 자료 
오렌지 카운티 – 의료 기관



• 응급 치료 및 입원 환자 병상 

• 동료 휴식 프로그램 및 사회적 재활 모델 

서비스가 증가하면 수감, 입원, 노숙자, 제도화에 대한 대안을 허용하고 청소년들의 치료 격차를 줄이는 

데 유용할 것이다.  

“HCA는 저희 MHRS 팀과 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할 자금을 확보하려는 그들의 노력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HCA 디렉터인 Clayton Chau 박사는 밝혔다. 이러한 서비스는 우리 젊은이들의 

성공과 그들을 위한 의미 있는 치료를 촉진하는 핵심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는 현재 한 곳의 임신 중 및/또는 양육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SUD 입원 치료 

제공자가 있으며 청소년기 남성에 대한 SUD 병상은 없다. 기금을 마련하면 필요한 추가 침대를 제공할 수 

있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 청소년을 위한 수용력이 연간 486명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의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행동 건강 인프라를 개선하는 54개의 프로젝트에 4억 

8050만 달러를 수여했다. 지원 대상에는 주 전체의 도시, 카운티, 부족 단체, 비영리 단체 및 영리 단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보조금 및 기타 캘리포니아 의료관리서비스부의 기금 마련 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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