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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를 그 외 형식으로 요청하려면 1-800-525-0127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청각 또는 

난청 장애 고객의 경우, 전화 711 (Washington Relay) 또는 이메일 civil.rights@doh.wa.gov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발행 번호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정보 또는 추가 사본은 다음으로 요청하십시오. 

Division of Prevention and Community Health (예방 및 지역사회 보건부) 

Office of Family and Community Health Improvement (가족 및 지역사회 건강 개선 사무국) 

PO Box 47855 

Olympia, Washington 98504-7855 

360-236-4501

800-525-0127

ohc@doh.wa.gov 

Umair Shah, MD, MPH 

보건부 장관 

DOH 141-037 August 2021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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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nal and Child Health Services Block Grant (모자 보건 서비스 

정액 보조금) 소개 

Department of Health (DOH, 워싱턴주 보건부)는 워싱턴 주 전역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여성, 영아, 아동, 청소년 및 그 가족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주 및 연방 자금 지원처에서 모자 보건 프로그램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Maternal and Child Health Block Grant (모자 보건 정액 보조금)는 필수적인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0년 연방 회계연도에, 워싱턴 주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약 

88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매년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DOH의 Office of Family and Community Health Improvement 

(가족 및 지역사회 건강 개선 사무국)는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미국 보건복지부),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건강 자원 및 서비스 

관리청), Maternal and Child Health Bureau (모자보건국)에 신청서를 제출 및 보고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 국가 및 주의 여러 성과 평가 데이터   

• 예산 요약   

• 과거, 현재, 계획된 활동에 대한 보고서  

 

정액 보조금 기금에 대한 현재 전략  

 

올해도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DOH는 워싱턴 주의 5개 모자 보건 인구집단 각각에 

가장 잘 기여할 것으로 믿는 전략을 확인했습니다. DOH는 해당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다음을 이행했습니다.   

• 각 인구집단의 요구 평가   

• DOH와 다수의 파트너 역량 고려   

• 파트너의 이해 및 우선순위에 대해 파트너와 상의   

• 2020년 요구 평가를 통해 대중의 피드백 수집   

• 연방 요건과 워싱턴 주의 기존 전략 계획 및 우선순위 고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보조금 요건에 따라 DOH는 본 5개년 보조금 주기(2020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에 대한 국가적 성과 평가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로 워싱턴 

주의 모자 건강 인구집단의 건강과 웰빙이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해당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적 성과 평가(들)  인구집단 분야  

여성 건강 검진  여성/산모 건강  

모유 수유  영아/출산 전후 건강  

발달 검사  아동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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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건강 검진  청소년 건강  

메디컬홈 및 적절한 보험  특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또한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둔 주정부의 성과 평가도 포함됩니다.  

• 우울증 감소와 행동 및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성 개선   

• 청소년을 위한 긍정적 성인 멘토   

• 청소년 음주 방지   

• 의료 서비스의 적정 가격 및 접근성   

• 다음 모자 건강 요구 평가를 위한 준비  

 

보건 형평성 중점사항  

 

보조금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이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사람들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 업무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기반 보건 센터와의 협력을 지원합니다. 해당 센터는 정기적인 건강 관리를 받기 

힘든 청소년이 더욱 쉽게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희 업무는 형평성, 소외된 인구 계층,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해결책을 지원하며, 격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흑인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아메리칸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의 출산 결과를 개선하는 데 특히 업무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더 큰 경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촌 

지역의 출산 전후 및 유전학적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해당 지역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과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모든 노력을 통해 모두를 위한 형평성과 최적의 건강을 실현한다는 DOH의 목표에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현재 보조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 

 

•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보고서 전문을 다운로드하십시오: Washington State 

Maternal and Child Health Block Grant Federal Fiscal Year 2022 Application and Federal 

Fiscal Year 2020 Annual Report  (PDF, 414페이지, 영어로만 제공).  

• 질문 또는 나누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OHC@doh.wa.gov 또는 360-236-4501(지역) 

또는 800-525-0127(무료)로 연락하십시오.  

 

 

https://www.doh.wa.gov/Portals/1/Documents/8330/140-139-MCH-ServicesTitleVBlockGrantWashington.pdf
https://www.doh.wa.gov/Portals/1/Documents/8330/140-139-MCH-ServicesTitleVBlockGrantWashington.pdf
https://www.doh.wa.gov/Portals/1/Documents/8330/140-139-MCH-ServicesTitleVBlockGrantWashingt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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