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ashington State
Children & Youth with

Special Health Care Needs
(CYSHCN, 워싱턴주  특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소아청소년)  

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나요?CYSHCN이란?

이메일 CYSHCN@doh.wa.gov로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가족을 옹호하고 가족이 필요로 하는 자원 및 돌봄 서비스와 
연계해 줍니다. 다음을 이용할 수 있게 조정관이 도와드립니다. 

CYSHCN은 다음 아동을 말합니다.

아동의 건강 또는 발달 필요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가족 안내자와 상의해 답을 찾으시려면 WithinReach Help Me 
Grow Washington 상담전화에 전화해 주십시오!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무상 또는 저비용의 자원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지원 검색: www.ParentHelp123.org

자세한 정보에 대한 링크가 있는 
인터랙티브 PDF는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웹사이트 방문:
doh.wa.gov/CYSH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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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조기 개입
충족되지 않은 필요 사항에 대한 자원
장애 관련 서비스
치료 및 전문 서비스

만성적인 신체, 발달, 행동 또는 정신 건강 질환이 있거나 
질환의 위험이 높은 위험군

일반 아동에게 필요한 종류나 수준 이상의 의료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함

부모 및 형제자매 지원
청소년 전환 관련 자원
사회적 기회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
일시 교대 간병 정보
발달 검사
의료 서비스 
...기타!

관할  CYSHCN 조정관  

Help Me Grow Washington 상담전화
1 (800) 322-2588

CYSHCN 지원  수신함

본 문서를 그 외 형식으로 요청하려면 1-800-525-0127로  
전화하십시오. 청각 또는 난청 장애인 고객의 경우, 
711(Washington Relay)로 전화하거나  
civil.rights@doh.wa.gov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CYSHCN과 그 가족이 신체 및 정신 건강, 발달, 
사회정서적 행복을 공정하게 지원하는 이용하기 쉬운 
통합 시스템을 통해 지역사회에 소속되고, 참여하며, 

그 안에서 번영을 누립니다.

당국의  비전

doh.wa.gov/CYSHCN

워싱턴주 아동의 

특수 의료 서비스 필요 

0-17세 소아청소년의 19.7%는 특수 의료 서비스 필요

자료 출처: 2019-20 National Survey of Children’s Health,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보건자원 및 서비스관리

청), Maternal and Child Health Bureau(모자보건청)

5명 중 1명 꼴!

mailto:CSHCN.support%40doh.wa.gov?subject=
http://www.ParentHelp123.org
https://www.doh.wa.gov/Portals/1/Documents/Pubs/970-141-CoordinatorList.pdf


의료 서비스 파트너 가족을 위한 기타 자원가족 리더십, 참여 및 지원 파트너

Partnerships for Action, Voices for Empowerment(PAVE) 
일부 Partnerships for Action, Voices for Empowerment (PAVE, 
실행을 위한 파트너십, 역량 강화를 위한 목소리) 프로그램은 
가족에게 다음을 지원합니다.

모든 카운티의 Parent to Parent(P2P, 학부모 대 학부모) 
프로그램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Washington State Fathers Network(워싱턴주 아버지 
네트워크)는 아버지와 남성 돌봄제공자를 위한 활동 및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Washington State Leadership Initiative(워싱턴주 리더십 
이니셔티브) 뉴스레터는 CYSHCN의 가족이 활동, 이벤트, 웨비나, 
컨퍼런스, 교육, 자원봉사 및 취업 기회,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돕습니다.

가족에게 알리기 – 발달장애인들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보와 자원 제공

Early Support for Infants & Toddlers(ESIT, 영유아 조기 
지원) – 발달 지연 또는 장애가 있는 신생아부터 3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Developmental Disabilities Administration(DDA, 
발달장애관리청) – 개인 돌봄 및 일시 교대 간병 등 서비스와 
프로그램 제공

Office of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OSPI, 
공교육감실) – 교육구의 서비스 관리감독

Office of the Education Ombuds(OEO, 교육옴부즈사무국) – 
교육구에 정보 및 갈등 해법 제공

The Arc – 모든 지적 및 발달 장애인의 권리 옹호. 관할 지부에서 
가족에게 정보 제공

Developmental Disabilities Council(DDC, 발달장애협의회)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계획  

DD Ombuds - 발달장애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민원 
수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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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to Family Health Information Center, 의료 
서비스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림

Lifespan Respite WA, 돌봄제공자를 위한 일시 교대 
간병(단기 휴식)에 자금 지원

Parent Training and Information(PTI, 부모 교육 및 정보), 
장애 학생 지원

Specialized Training of Military Parents(STOMP, 군인부모 
전문교육), 군인 가족 지원

비슷한 경험을 한 부모의 일대일 지원 및 공유 그룹 
최신 정보 및 교육 
비슷한 경험을 한 부모의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CYSHCN 형제자매를 위한 Sibshops 프로그램

자원 및 소개

영양 네트워크는 CYSHCN과 그 가족을 위한 영양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특수 교육을 받은 등록영양사(RDN) 또는 지역사회 
영양사팀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Maxillofacial Review Boards(MFRB, 상악안면 심의위원회)는 
의료제공자가 구순열/구개열이 있는 아동을 위해 효과적으로 
조율된 치료를 계획 및 수행하도록 합니다.

자녀의 담당의 및 그 밖의 자녀 돌봄팀 구성원에게 효과적인 
협력자가 되는 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medicalhome.org에서 
확인하십시오.

Neurodevelopmental Centers(NDC, 신경발달센터)는 작업 치료, 
언어 치료, 물리 치료 및 기타 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DC는 
종종 지역 조정관 및 기타 의료제공자와 협력관계를 맺습니다.

CYSHCN 영양  네트워크

Maxillofacial Review Boards

메디컬홈  파트너십  프로젝트

우수  Neurodevelopmental Centers(NDC)

https://wapave.org/
https://fathersnetwork.org/
https://fathersnetwork.org/
https://wslicoalition.org/
https://wslicoalition.org/
https://informingfamilies.org/
https://www.dcyf.wa.gov/services/child-development-supports/esit
https://www.dcyf.wa.gov/services/child-development-supports/esit
https://www.dshs.wa.gov/dda
https://www.dshs.wa.gov/dda
https://www.k12.wa.us/student-success/special-education/family-engagement-and-guidance
https://www.k12.wa.us/student-success/special-education/family-engagement-and-guidance
https://www.oeo.wa.gov/en
https://arcwa.org/
https://arcwa.org/connections/chapters/
https://ddc.wa.gov/
https://ddombuds.org/
https://www.familyvoicesofwashington.org/
https://www.lifespanrespitewa.org/
https://wapave.org/parent-training-and-information-program/why-get-help-from-pti/
https://wapave.org/specialized-training-of-military-parents-stomp/
https://wapave.org/specialized-training-of-military-parents-stomp/
https://nutritionnetworkwa.org/nutrition-network/
https://nutritionnetworkwa.org/feeding-teams/locating-feeding-teams/
https://nutritionnetworkwa.org/feeding-teams/locating-feeding-tea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