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압니다

지속적인 조정, 파트너십 및 협업 조치를 통해 가족이 건강 및 교육에
대한 투자 혜택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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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요소에 의한 성장’의 사명은 모든
어린이가 다섯 요소에 의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원, 교육 및 지원 커뮤니티를
가족과 보호자에게 연결함으로써 DC
어린이들이 최선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다섯 요소에 의한 성장’은 다음에
대한 믿음에 의해 형성되고
안내됩니다.
• 가족 및 커뮤니티 파트너십

• 프로그램 평가 및 지속적인 개선
• 시스템 조정 및 집단적인 조치
• 공평성 및 접근성

특별구(District) 전체가 함께 노력함으로써, 가족을 자녀들 전부를
보살피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자원 및 지원에 연결하고,
일생의 성공에 대해 자녀들을 준비시킬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포괄적인 성공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워싱턴
특별구의 주민들이 시의 성장에 따른 혜택을
누리도록 함으로써 ‘다섯 요소에 의한 성장’ 같은
DC의 이니셔티브는 더 많은 가정을 장기적인
성공으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 Muriel Bowser 시장

다섯 요소에 의한 성장

thrivebyfive.dc.gov

@thrivebyfive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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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일생의 처음
몇년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아주 중요한
발달 기간 동안 부모
및 보호자는 자녀의
첫 교사이자 가장
중요한 지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 Muriel
Bowser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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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

실무 그룹

조정위원회는 대중과 기관 및 정부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모자건강을 개선하고 출생 시부터 5
세까지의 건강한 아동 발달을 증진하는 데 집중하는
컬럼비아 특별구 및 지역사회 차원의 이니셔티브 진행
상황을 측정합니다.
실무 그룹은 헬스케어 및 교육에 있어서 선결 문제 영역,
추세 및 격차, 그리고 혁신 및 긍정적인 결과 사례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는 정부 기관 및 민간 기관으로 이루어진
지원 그룹입니다.

Muriel Bowser 시장이 시작한 DC의 ‘다섯 요소에
의한 성장’은 엄마와 자녀의 건강, 자녀의 발달
및 조기 학습에 초점을 맞춘 특별구의 첫 종합
이니셔티브입니다.

많은 정부 기관 및 민간
기관과 협력하는 데 있어
‘다섯 요소에 의한 성장’
에는 출산 전후의 건강 및
복지, 조기 아동 발달, 교육
분야에 있어서 특별구
가족의 전체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업하고
기존 노력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표

육, 건강 및 복지 사업을
• 교
연결함으로써 자녀를 위하여 더
나은 결과를 창출

마와 가족 사이에 자원 및
• 엄
서비스에 대한 인식 확산

민이 시의 광범위한 조기 건강 및
• 시
학습 자원을 찾는 데 도움을 줌
스케어와 교육의 공통 부분에
• 헬
있어서 집단적인 조치 를 개발하여
엄마와 영아 및 자녀를 위한
결과를 개선함

자원 관련 웹사이트

‘다섯 요소에 의한 성장’이란 프로그램은 온라인 자원
허브를 통해 특별구의 가족 및 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한
정보 취합 간소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가족, 보호자 및
서비스 제공자는 건강, 조기 발달, 조기 돌봄 및 교육,
그리고 가족 지원을 기준으로 분류된 자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thrivebyfive.dc.gov를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