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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교육받은 건강
전문가들의 재취업 지원

무엇을?

Welcome Back Center of Suburban Maryland는 미국 내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의
개인적, 전문적 자산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건강 전문가의 부족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룸. 건강 분야 인력을
다양화함. 유휴 인원들이 건강 관련 업무 현장에 복귀해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기회를 제공함. 커뮤니티 전체의 건강 결과를 개선함.

언제?

라티노 건강 연구 협회(Latino Health Initiative)(몽고메리 카운티 보건복지부,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는 Maryland
의 건강 관련 직업에 대한 면허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06년에 외국에서
교육받은 건강 전문가 프로그램(The Foreign-Trained Health Professionals Program)
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0년에 미국 내 “Welcome Back Initiative”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여러 센터 중 하나인 “Welcome Back Center of Suburban
Maryland”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센터는 몽고메리(Montgomery), 프린스 조지스(Prince Georges) 및 프레더릭
(Frederick) 카운티에 중점을 두고 메릴랜드에 현재 거주 중인 해외에서 교육을 받은
모든 건강 전문가를 위해 서비스합니다.

왜?

다른 국가에서 수여된 건강 관련직을 위한 학위 및 자격증을 소지하고 메릴랜드에
거주 중인 고학력의 숙련된 많은 이민자들이 현재 불완전한 고용 상태에 있으며 건강
관련 현장에서 자신들의 소중한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인력이
더욱 다양해질수록 서비스 소외 계층에게 보다 나은 의료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와
건강 관리 제공자 간의 보다 효과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개선된 건강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센터의 모델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누가?

•

개별화된 사례 관리를 포함한 안내 및 지원

•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교육 및 자격 시험 준비를 포함한 학술 교육

•

미국 건강 관리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실질적 현장 실습 기회 및 메릴랜드
내 병원들과 기타 건강 관리 기관들에서의 멘토링 기회 제공

•

건강 관련 직업을 위한 사전 취업 서비스, 경력 개발 지원 및 취업 준비 교육

•

문화적으로 유능한 전환형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개발

센터의 파트너에는 지방 및 주 정부, 학술 부문 및 건강 관리 기관의 고용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을 확인하시려면 240-777-3168번으로 연락하시거나
http://www.lhiinfo.org/en-programs-and-activities/Welcome-Back-Center.asp를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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