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HI 에 관하여: 

아시아계 미국인 건강 이니셔티브(Asian American Health Initiative, AAHI)는 몽고메리 카운티 보건 사회 복지부  

(Montgomery County’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MCDHHS)의 일부이며, 카운티에 거주하는 범 아시아계 미

국인들의 건강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기관으로서 2004 년 설립되었습니다. 창설 이래, AAHI 는 아시아계 미국인과 비 아

시아계 미국인 사이에 존재하는 건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무:  

AAHI 의 임무는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의 건강관리 요구 확인, 문화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의료 서비스 개발, 몽고메

리 카운티의 모든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접근 및 사용할 수 있는 건강 교육 프로그램 시행입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건강 이니셔티브 

보건 사회 복지부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 카운티  

인구 통계:  

아시아계 미국인은 몽고메리 카운티 인구의 13.9 %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AAHI 연락처:  
1335 Piccard Drive 
Rockville, MD 20850 
Tel: 240-777-4517 
Fax: 240-777-4564 
Email: info@AAHIinfo.org 
Website: www.AAHIinfo.org   

 Twitter @AAHI_info   

AAHI 활동: 

AAHI 의 다국어 홈페이지  

AAHI 환자 안내자가     

의료 통역으로 환자를 돕

고 있습니다 

AAHI 건강 프로모터가 

커뮤니티 주민의      

골밀도 검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AAHI 인턴이 봉사활동 행사에서       

유방암 자가진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아시아계  

미국인의 개인적 이야기들을 

집대성한 AAHI 간행물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인구 추세 아시아계 미국인 소집단 

Sources: 2006 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2010 Census, 2000 
Census, 1990 Census U.S 
Census Bureau 

www.healthymoco. 
blogspot.com 

Search: ‘Asian American 
Health Initiative’  



커뮤니티 지원 

운영위원회 

AAHI 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인종과 전문가 그룹을 대표하는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AAHI 가 임무의 완수를 

위한 지지와, 자문, 도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건강 프로모터 프로그램 

지역사회 보건 근로자와 유사한 건강 프로

모터는 이중언어와 이중문화 자원봉사자들

의 모임으로서 프로그램 직원들을 도와   

지역사회 파트너를 식별하고, 문화의식을 

개발하며, 봉사활동 이벤트 기간 동안 언어지원을 제공합

니다. 
 

환자 안내자 프로그램 

AAHI 환자 안내자는 영어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중국어, 힌디어, 베트남어, 

한국어, 영어로 제공되는 카운티의 두가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다국어 건강정보 및 추천 전화선 2) 훈련된 

다국어 의료 통역사 

커뮤니티 프로그램 

봉사활동 및 보건교육 

AAHI 는 지역단체 및 

종교단체와 협력하여 

예방검진과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질병에 대한 

건강교육 등의       

직접 서비스를 커뮤니티에 제공합니다. 평균적으로, AAHI 는   

연간 40 ~ 50 개의 이벤트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E.C.H.O. 

2011 년 시작된 지역사회 건강증진 단체 
(Empowering Community Health Organizations, 

E.C.H.O.)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단체들의 능력

과 지속 가능성 구축을 목표로 하는 실용적이

고 전문적인 교육 워크샵 시리즈입니다. 워크샵

은 일년에 두 번, 봄과 가을에 개최됩니다. 
 

B 형간염 예방                                                                                                                                                                            

AAHI 는 아시아계 미국인 지역사회를 위한 B 형 

간염 교육, 검진, 예방접종과 치료 추천을 확장하

기 위해 지역단체 및 종교단체와 협력하고 있습니

다. 

건강 통신 

교육자료 

AAHI 는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를 위해 

문화 및 언어 맞춤형 건강교육 자료를  제

작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은 영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그리고 힌두어로 제공되

고 있습니다. 자료들은 www.AAHIinfo.org 에서 무

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및 소셜 미디어 

AAHI 의 홈페이지 및   

소셜 미디어는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지역사회에 예정된     

이벤트 및 기타 중요한 정보를 알리는   

발판입니다.   
 

뉴스 속의 AAHI 

AAHI 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건강 주제에 관한 교육 기사들

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들은 영어와  

아시아 언어들로 여러 뉴스 미디어 출처에  

발표됩니다. 

특별 프로젝트 

요구평가 

2005 년과 2008 년에 실시된 요구평가는  몽

고메리 카운티의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

의 건강상태를 검사합니다. 그것은 AAHI 의 

지침이 되는 권장사항들을 제공합니다. 

 

전략계획 

AAHI 는 요구 평가, 과학 문헌, 그리고       

몽고메리 카운티 보건 사회 복지부의 우선 

순위에 따라 2011 년 부터 2015 까지의 목표

와 목적을 정의하고 안내하는 전략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컨퍼런스 

2006 년과 2009 년 AAHI 는 아시아계 미

국인의 건강과 관련된 개념적이고 실질적

인 발표/설명을 제공하고 AAHI  전략계획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의 공중보건 

전문가 및 실무자를 소집, 아시아계 미국

인 건강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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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Outreach 
Activity Evaluation  

Implementation of 
Outreach Activities  

Planning  

Pre-
Plan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