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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Youth Advisory Council(청소년 자문위원회)에서 함께할 청소년 여러분을 모집합니

다.
 이 위원회는 공중 보건 사업의 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 전략이 청소년들에게 적절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
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통찰력, 전문성, 경험 및 기여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청소년으로서 자신에게 중요한 문제와 효과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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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ory Council이란 무엇인가요?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

Youth Advisory Council(청소년 자문위원회)는
Washington 인근 출신의 다양한 청소년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이 Department of Health(보건부)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공중 보건 주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Washington 주에 거주하는 13-21세 청소년

청소년 자문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위원회는 두 달에 한 번 약 1시간 30분 동

안 온라인(Zoom) 회의를 합니다.
 회원들은 생식 건강,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및 건강한 관계를 비롯해서 현재 건강 주제
에 대한 중요한 생각, 의견, 조언 및 권장
사항을 공유합니다.
 더불어, 가족 및 청소년들에게 나눠줄 전단
지 및 웹페이지와 같은 청소년 건강 자료를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회원이 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전문가들이 청소년을 위한 공중 보건 서비

스 제공 관련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또는 지역사회 봉사 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관리 기관에서 허용하는 경우).
 모든 회의 또는 활동 후에 $50 상당의
Amazon 전자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회원이 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나
요?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의 참여 허락
 회의 중에 도와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성인(회의에 참석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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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누구나
 인터넷, 소셜 미디어(예: Facebook, Twitter
또는 Instagram), 이메일 및 Zoom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의료 불평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
역사회의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됨.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지원
할 것을 권합니다.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 소년법 또는 아동 보호 서비스 관련
• 정신 건강 질환 및 치료
• 약물 사용 및 치료
• 학교에서의 어려움
• 건강 관리의 어려움
• 무주택 및/또는 주택 불안정
• LGBTQIA+(성소수자) 및 BIPOC
(흑인, 원주민 및 유색 인종) 커뮤
니티와 농촌 지역사회와 같은 소
외된 취약 계층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웹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2022

년 1월 31일까지 지원하십시오: https://

waportal.org/partners/home/adolescenthealth/youth-advisors
 또는 QR 코드를 사용하여 지금 바로 지

원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 코드를 스캔하십시오:

본 문서를 다른 형식으로 요청하려면,

To request this document in another format,

1-800-525-127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청각of또는
난청 장
call 1-800-525-0127.
Deaf or hard
hearing
애인customers,
고객의 경우,
전화 call
711(Washington
Relay) Relay)
또는
please
711 (Washington

or email civil.rights@doh.wa.gov.
이메일(civil.rights@doh.wa.gov)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