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및 건강 관리 분야의 문화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 적절한
서비스(CLAS)의 국가 표준
국정 CLAS 표준은 건강과 건강 관리 관련 조직들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건강 관련 평등을
촉진하고, 수준을 향상하고, 건강 관리 관련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표준:
1.

다양한 문화적 건강 관련 신념 및 관행, 선호하는 언어, 건강 관련 정보 해독 능력 및 기타 의사소통 관련 필요사항에 대응하는
효과적이고, 평등하고, 이해 가능하고 존중하는 수준 높은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

거버넌스, 리더십 및 인력:
2.

정책, 실천 관행 그리고 배정된 자원을 통해 CLAS 와 건강 평등을 촉진하는 조직적 거버넌스와 리더십을 발전시키고 유지.

3.

서비스 제공 지역의 주민들에게 적절히 대응하는 문화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 다양한 거버넌스, 리더십 및 인력을 채용, 촉진 및
지원.

4.

문화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 적합한 정책 및 실천 관행으로 지속적으로 거버넌스, 리더십 및 인력을 교육하고 훈련.

의사소통 및 언어 지원:
5.

영어 구사 능력에 제한이 있고 그리고/또는 기타 의사소통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있는 개인들에게 비용 부과 없이, 모든 건강 관리
및 서비스를 시기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도록 언어 지원을 제공.

6.

모든 개인들에게 언어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그들이 선호하는 언어로 말과 글로 알림.

7.

언어 지원을 제공하는 개인들의 역량을 확인하고, 훈련되지 않은 개인 및/혹은 미성년자를 통역으로 활용하는 것은 피해야 함을
인지.

8.

서비스 제공 지역의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된 이해하기 쉬운 인쇄물 및 멀티미디어 자료 및 신호 체계를 제공.

참여, 지속적인 개선 및 책임:
9.

문화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 적절한 목표, 정책 및 경영 책임을 설정하고 그것들을 조직의 계획 수립 및 운영 과정을 통해 주입.

10. 조직의 CLAS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CLAS 관련 조치를 측정 및 지속적인 수준 개선 활동에 통합.
11. 건강 평등과 성과에 대한 CLAS 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서비스 제공을 알리기 위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구통계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유지.
12. 공동체의 건강 자산 및 필요 사항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서비스 제공 지역의 주민들의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 다양성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사용.
13.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체와 제휴하여 정책, 실천 관행 및 서비스를 설계, 시행 및 평가.
14. 분쟁 및 불만을 파악, 방지 및 해결하는 데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으로 적절한 분쟁 및 불만 해소 절차를 수립.
15. CLAS 시행 및 유지와 관련된 조직의 진전 사항을 모든 이해당사자, 주민 및 일반 대중에게 알림.

개선된 국정 CLAS 표준 사례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가운데, 건강 관리에서의 불평등이 가장 충격적이고 비인간적이다.
—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박사
건강 평등은 모든 국민들의 건강의 최고 수준의 성취입니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Office of Minority
Health, 2011). 현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미국 전역의 개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건강상의 최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들, 개인들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생활하고 나이 들어 가는 환경들(WHO,
2012), 사회경제학적 신분, 교육 수준 및 건강 서비스의 가용성(HHS Office of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2010) 등이
포함됩니다. 건강 불평등은 과거 및 현재의 차별과 사회적 불평등의 존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만, 그러한 요소 중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모든 개인의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 필요 사항을 존중하고 대응하는 관리 및 서비스로 폭 넓게 정의되는,
문화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 적절한 서비스(CLAS)의 부족입니다.
건강 불평등은 모든 개인의 생활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격차를 초래합니다. 건강 격차는 이웃, 공동체와 더 넓은 의미의
사회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건강 불평등 문제는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공 건강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
부적절한 그리고/또는 불평등한 관리로 인한 건강 격차 및 그에 따른 사망의 결합 비용이 1 조 2,400 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LaVeist, Gaskin, & Richard, 2009). 문화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 적절한 서비스는 관리 및 서비스의 수준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점점 더 인정받고 있습니다(Beach 외, 2004; Goode, Dunne, & Bronheim, 2006).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개선된 국정 CLAS 표준은 관련 기관들이 건강 관리 불평등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개선할 것입니다.
개선된 국정 CLAS 표준은 HHS 인종 및 민족 건강 불평등 감소 실행 계획(HHS Action Plan to Reduce Racial and Ethnic Health
Disparities (HHS, 2011)) 및 건강 평등 달성을 위한 전국 이해당사자 전략(National Stakeholder Strategy for Achieving Health Equity
(HHS National Partnership for Action to End Health Disparities, 2011))과 조율되어 있습니다. 상기 계획 및 전략은 미 전역의 인종적
그리고 민족적 건강 불평등에 대처하는 협력적 노력을 지도하기 위해 명확한 계획과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평등을 촉진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에 발맞춰, 개선된 국정 CLAS 표준은 문화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개인
및 건강 및 건강 관리 관련 기관들을 위한 청사진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평등을 발전시키고, 수준을 개선하고, 건강 관리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을 채택함으로써 미국에서 더 나은 건강 및 건강 관리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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