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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카운티 보건국,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및 사망률 

대시보드 출시 발표 

(캘리포니아 산타아나) - HCA(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의 MHRS(정신 건강 및 회복 서비스위원회)는 정신 

건강 제공자, 연구자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약물 및 알코올 오용의 위험이 가장 높은 특정 인구 통계 및 

지리적 영역에 대한 서비스를 타겟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렌지 카운티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및 사망률 추세를 보고하는 데이터 대시보드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HCA 데이터와 함께 이 대시보드는 www.OCHealthinfo.com/data을 방문하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대시보드를 사용시 연령, 성별, 인종, 도시 및/또는 우편 번호에 따라 정보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년마다 또는 새로운 데이터의 가용성에 따라 더 자주 갱신됩니다. 데이터는 

캘리포니아 종합 사망 파일(CCDF)을 통해 제공되고 오피오이드 처방 정보는 캘리포니아 

법무부(CURES)의 물질 활용 평가 시스템에서 제공됩니다. 

“데이터가 마약과 알코올을 오용한 비극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보고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정보가 미래에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제 4 자역구 

감독관인 Doug Chaffee 부회장은 말했습니다. “최근 우리는 회복 희망 행사에서 지역 사회 구성원들과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과 자원과 지원을 공유했습니다.” 

"물질 오남용 방지는 정책을 알릴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이게 됩니다"라고 제4지역구 

감독관인 Donald Wagner 부회장은 말했습니다. "대시보드는 예방 이니셔티브를 목표로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HCA의 MHRS는 대시보드에 제공된 인구 통계 및 지리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NARCAN 커뮤니티에 대한 

교육과 배포 봉사할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NARCAN은 대부분의 과다복용 사망을 초래하는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을 되돌릴 수 있는 생명을 구하는 약물/해결책입니다. 

"마약이나 알코올 사망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인지 더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 커뮤니티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교육하고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제1지역구의 

Andrew Do 감독관은 말했습니다. 



"마약, 펜타닐, 오피오이드 등은 우리 사회의 모든 측면, 즉 커뮤니티, 학교, 가장 취약한 인구 집단에 

침투해 있습니다"라고 제2교육구의 Katrina Foley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도구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확산되고 있는 오피오이드 위기를 추적하고 NARCAN과 같은 생명을 구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교육을 진행하여 장기적으로 비극을 방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런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물질 오용 방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향상시킵니다"라고 제5지역구 Lisa 

A. Bartlett 감독관은 말했습니다. "현재 관련 데이터 리소스를 사용하여 정신 질환 및 약물 오남용과 

관련된 예방차원의 효과를 생성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약 및 알코올 사망률 및 오용 대시보드에 제공된 데이터 갱신은 대중의 인식 캠페인 및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포함한 광범위한 노력의 표현으로 됩니다. 오피오이드 해결을 위한 자금에 대한 플랜이 

시작되고 있으며 이 데이터는 자금의 사용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MHRS의 

회장인 Veronica Kelley 박사는 말합니다. "그것은 문제 영역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예방과 

개입 노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나 또는 귀하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약물 오남용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855) 625-4657번으로 

오렌지 카운티 링크에 전화하거나 www.ocnavigator.org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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