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아이가 도움이 

필요합니까? 
 
 
 
 
 
 
 
 
 
 
 
 
 
 
 
 
 
 
 
 
 
 
 
 
 
 
 
 
 

 
 

 

첫 단계: 어린이와 청소년의 

부모를위한 

정보, 자원 및 지원   



불안감… 

슬픔… 

성남감정… 

충동적…  

규칙위반… 

교사나 부모님 말 듣는 

것을 거부함… 

자녀나 십대의 삶의 특정 단계에서,  

이런 감정들과 행동은 이유내에서,   

극히 “정상”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들이 관계 또는 일상 활동을 

방해하기  

시작 할 때가 바로 도움을 찾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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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실재한다,빈번하다, 치료가능하다 

학교에서의 도움 

불안과 주의에 대한 염려 

행동과 감정에 대한 염려 

자해 행동, 충격적인 경험 및 스트레스 

염려가 되는 점이 많습니다…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역사회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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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부모라면, 누구도 당신에게 육아가 가장 어려운 직업이라고 말하지 않아도됩니다.  때로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려는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에 대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압도적이거나 무섭거나 

창피한 느낌이 들지만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파과적이 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사회적, 정서적 또는 

행동적으로 어떻게 처신하는지에 대해 염려가 있으시면 이 책자가 귀하를 위한 것입니다. 이 책자에는 아이들이 겪는 

많은 일반적인 문제와 가족이 도울 수 있는 일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점을 

공유하고자합니다. 

 

실재적

이다 

정서 및 행동 문제는 실재입니다. 

어른처럼, 대부분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사회적 문제나 감정 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성인의 기대에 미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성공을 하는데 빠진 요소가 있습니다. 아마도 빠진 것은 상황에 대한 

다른 접근법, 또는 새로운 기술을 배울수 있는 기회, 또는 의학적 개입일 

것입니다. 어떻든지, 자녀의 성공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은 부모로서 해야 

하는 우리의 일입니다. 

빈번 

하다 

 정서 및 행동 문제는 빈번합니다. 

국립 정신 건강 연구소에 따르면 전년도에 13%의 8-15세가 진단할수 있는 정신 

장애가 있었고 21% (5명중 1명)의 13-18세는 어느 시점에 심각한 정도의 정신 

건강 문제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에 중요한 방식으로 방해를 받았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이러한 부분에서 성공하지 못한 유일한 자녀인지 궁금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귀하와 자녀가 혼자가 아님을 확신하십시오!   

치료 가능 

하다 

정서 및 행동 문제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지금 그전 보다 자녀의 감정과 행동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정적 또는 행동적 문제를 격고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필요한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지만 도움을 받는 아이들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성공에 이룰 

수 있습니다. 시간, 노력과  전문가의 도움으로 이 아이들과 십대들은 계속해서 

행복하고 건강하며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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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일에 학교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체리크릭 학군의 사명에는 자녀 교육에 읽기, 쓰기 및 수학만 가르치는 것 보다 더 많은것이 있음을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정서적 또는 행동상의 어려움이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이러한 

문제중 하나에 어려움을 겪을때 학교는 부모와 협력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어 자녀와 청소년이 학교와 인생에서 성공하도록 

필요한것을 제공합니다. 

첫번째 자원.  체리크릭 학군의 모든 학교에는 학교 정신건강 전문가(심리학자 및 / 또는 사회 

복지사)와 중/고등학교에는 카운슬러가 첫 번째 자원이 될수있습니다.  자녀 또는 십대의 감정이나 

행동이 “정상” 또는“ 단지 “단계”인지에 대한 의견을 원하거나 또는 특정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약간의 조언을 원한다면 학교의 심리학자, 사회 복지사 또는 카운슬러가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연락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마세요.  그들의 도움으로 사소한 문제를 지금 

해결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특정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사회 또는 학군의 자원으로 귀하를 연결시겨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리크릭 학군은 또한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양육 세미나 지원과 자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의 많은 기관과 함께 가족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육아 수업에 대한 

정보 및 추가 자원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cherrycreekschools.org/Page/2780  

 

 

직접 서비스. 자녀의 사회적, 감정적 또는 행동 문제가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학교의 

심리학자나 사회복지사가 자녀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간 그룹 

또는 개별 지원의 형태를 취하거나, 자녀의 교사와 정기적으로 상담하거나, 자녀의 강점과 

필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평가를 수행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상담 서비스는 학교외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되고 지원이되는 학교 기반 서비스는 주말, 저녁 및 방학 중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300-1000 명의 학생당 한 명의 풀 타임 정신 건강 전문가가 

있다는 사실은 한 학생씩 상담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팀의 노력. 어린이의 감정적 또는 행동상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팀의 노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과 학교 간의 협력 

관계 뿐만아니라 자녀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전문가와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개방적이고 정직한 상호 의사소통, 

신뢰와 존중은 이 협력의 필수 요소입니다.

때때로, 자녀가 

감정적이거나 행동적인 

문제를 겪고있을 때,  

다른 곳에서 보다 한 

환경(학교 또는 가정)에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어느 경우에나 

도움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https://www.cherrycreekschools.org/Page/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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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교직원 또는 학부모로서 문제 해결 팀 (PST)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사 및 학교 전문가 그룹이 학부형을 만나 자녀의 요구에 대해 논의하고 그 요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학부형은 이 팀의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이며 학부형의 의견과 제안을 자유롭게 

제공해야합니다. 

감정적 또는 행동적 요구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능력에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학교 정신 건강 전문가가 자녀를 평가해 개별 교육 계획(IEP)에 해당 가능성에 대해 논의 

할 수 있습니다. IEP는 자녀의 필요에 맞는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학교 전문가들과 

학부형을 포함한 팀의 구성원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드물기는하지만 학생의 감정적 또는 행동적 요구가 너무 심해서 학생이 정규 교육에서 합리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군은 자녀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다양한 대안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IEP가 있는 학생만 이용할 수 있는 학습 대안입니다. 모든 중요한 교육 결정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대체 학습 환경에 들어가기 위한 결정은 자녀와 함께 일하는 팀의  전문가들과 학부형이 팀의 필수 구성원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의 초점은 항상 학생의 요구에 있습니다. 

이 책자는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감정적, 행동적 염려중 일부를 설명합니다. 

정신 건강과 관련된 다음 설명중 하나에라도 자녀가 해당될 경우, 학교의 심리학자 / 사회 복지사, 

상담사 또는 의사와 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 책자는 당신이 무엇을 질문하고 어떤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부형이 자녀가 정서적으로 또는 행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식할 때,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뭔가 잘못했나요? 

친구의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선생님이 아이를 힘들게 

하고 있는것 아닐까요? 사회적 영향 때문일까요? 우리 아이의 탓일까요? 알려진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때 정신 건강 상태의 발병에 관한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유전적 및 생물적인것이 종종 중요한 요소이지만 스트레스, 

트라우마 및 긍정적인 사회적 지원의 유무와 같은 다른 문제도 정신 건강 상태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신 건강 상태의 원인을 한 

가지 요인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신 건강 문제의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중재도 다면적으로 중요합니다.  

질병 통제 센터 

(CDC)에 

따르면 정신 

질환을 가진 

어린이의 

절반만이 

적시에 

치료를받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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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문제 

모든 아이들은 불안을 경험합니다. 일부 불안은 심지어 발달중 특정 시간에 예상되고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어린이는 유치원때 약 8개월 동안 부모나 가족과 떨어져있을 때 심한 고통(불안)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특히 어둠, 폭풍 또는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단기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의 

두려움이나 불안이 기능 능력을 방해하기 시작하거나 악화되는것 처럼 보이거나 비정상적인 고통을 유발하면 

불안장애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학부형의 학생이 . . . 

■ 일이 발생하기 전에 걱정을 합니까? 

■ 가족, 학교, 친구, 또는 활동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 원치 않는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합니까? 

■ 실수를 하는것을 과도하게 두려워하나요? 

■ 사회적 상황을 피하는가요? 

■ 특정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극단적이거나 이상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 학교에가는 것을 거부합니까? 

■ 수면에 문제가 있습니까? 

■ 악몽을 자주 꿈니까? 

그렇다면 학교 심리학자, 학교 사회 복지사, 카운슬러 또는 지역 

사회의 정신 건강 전문가와 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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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충동, 또는 과잉행동 문제 

모든 어린이는 부주의, 충동 및 / 또는 과잉 행동의 징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문제가 있는 어린이는 

같은 연령의 다른 어린이보다 이러한 증상과 행동을 더 자주 그리고 더 강하게 나타냅니다. 이것은 그들의 학습, 행동 

또는 관계를 방해 할 수 있습니다. 국립 정신 건강 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Mental Health)에 따르면 ADHD는 8-

15 세의 8-9 %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아동 정신 건강 상태입니다. 

학부형의 학생이. . . 

■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쉽게 산만해집니까? 

■ 세부 사항에 부주의하고 경솔한 실수를합니까? 

■ 학용품을 잃어 버리거나 숙제를 제출하는 것을 잊고 

있습니까? 

■ 학교 과제와 숙제를 끝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 여러 성인의 명령을 듣고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 조급히 답변을 불쑥 내뱉거나 다른 사람을 방해합니까? 

■ 잠시도 가만히 못있거나, 몸부림 치거나, 뛰어 

다니거나, 지나치게 어디든 기어 오릅니까? 

■ 너무 많이 말하고 조용히 노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학교 심리학자, 학교 사회 복지사, 

카운슬러 또는 지역 사회의 정신 건강 전문가와 

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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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문제 

때때로 모든 어린이와 십대는 저항할수 있고, 규칙을 어기고, 부모와 교사에게 불순종하며, 말로나 

신체적으로 공격적 행동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행동이 너무 빈번하고 일관성 있어 같은 나이의 

다른 어린이들과 비교적 눈에 띄고 일상 생활, 활동 및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됩니다. 

 
 

학부형의 학생이. .. 

■ 사람이나 동물에게 공격적입니까? 

■ 소유물을 파괴합니까? 

■ 기만적이거나, 거짓말 또는 도둑질을 합니까? 

■ 심각한 규칙을 위반합니까? 

■ 분노나 발작을 자주 이르킵니까? 

■ 성인에게 반항적이고 지나치게 말다툼하고 

성인의 요청을 거부합니까? 

■ 고의로 다른 사람들을 짜증나게하거나 

화나가 합니까? 

■ 불을 가지고 놉니까? 

■ 불법 약물 복용이 의심 됩니까? 

■ 통제할 수 없는 화나 분노를 나타냅니까? 

그렇다면 학교 심리학자, 학교 사회 복지사, 

카운슬러 또는 지역 사회의 정신 건강 전문가와 

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1
0 

 

감정적 문제 

슬픔, 우울증, 외로움 및 기분 변화는 어린이와 십대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슬픔이나 기분이 더 나빠지고 

심해져서 자녀 또는 동료관계 및 활동을 크게 방해 할 경우,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상당한 손실이나 트라우마로 유발 될 수 있지만,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자살할 우려나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자녀를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911 또는 콜로라도 위기 

서비스로 전화 연락하시거나 (1-844-493-8255 

또는 “TALK” 라고 38255로 문자하셔서) 훈련된 

위기 상담사와 상담하십시오.  

  

학부형의 학생이. . . 

■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까? 

■ 슬픈 감정이 있거나 심하게 웁니까? 

■ 좋아하는 활동에 관심 또는 

즐거움을 상실했습니까? 

■ 종종 짜증을 냅니까? 

■ 피곤해하거나, 에너지 수준이 

낮거나 집중력이 떨어집니까? 

■ 평소보다 수면을 더 많이 또는 적게 

취합니까? 

■ 평소보다 더 많이 먹거나 적게 먹습니까? 

■ 두통이나 복통과 같은 신체적 

질병에 대해 종종 불평 합니까? 

■ 절망감을 느끼거나 낮은 

자존감을 나타냅니까? 

그렇다면 학교 심리학자, 학교 사회 복지사,  

카운슬러 또는 지역 사회의 정신 건강 전문가와 

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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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해 

최근에, 청소년들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스스로 자르거나 태우는 것과 같은 자해를 

의도적으로 하는 현상이 점점 일반화 되고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해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고통스러운 감정과 생각을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관리하려는 시도입니다. 그것은 또한 자기 처벌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마비 될 때 더 생생하게 느끼는 방법, 친구의 모방, 특정 음악에서 영광을 받는 행동을 

실험하거나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을 조작으로 실험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해에 종사하는 경우 

몇 가지 사항을 기억해야합니다: 

■ 자녀에게 도움과 희망이 있습니다. 자해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그들은 

더 건강하게 어려운 감정에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정신 건강 

전문가와 즉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침착하고 자신이나 자녀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비난을 받거나 

공격을 받는다면 마음을 열기가 힘들 것입니다. 수치심은 또한 건강에 

해로운 자기 부상의 순환을 영속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편안하게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하십시오. 

■ 자녀가 자해를 할 느낌이 들때 이를 알리고 어려운 감정과 활동을 다루기 위한 보다 건강한 대처 전략을 개발하도록 자녀와 

함께 계획을 세우십시오. 

■ 적절한 경우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대치와 징계를 계속 유지하지만 자해에 대해 처벌하거나 침입하듯 자녀의 신체를 검사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려는 노력에 긍정적인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 자해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적그적으로 자살하려고 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자살 생각이 있는지 물어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 자녀의 그러한 생각과 행동이 의도하지 않게 강화 될 수 있으므로 그것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개방적이고 

안전한 의사 소통 환경 조성 : 자녀에게 왜 자해를 했는지 대화를 나누십시오. 어른의 관점에서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자녀의 

감정과 관점이 현실임을 기억하십시오. 

■ 자해에 사용 된 물건을 제거하고 자해 의식 주변의 일상을 방해합니다. 

학부형의 학생이. . . 

■ 특이한 옷을 입나요 (여름에 긴 바지나 

긴소매만 입나요)? 

■ 과도한 시간을 소비해 가족과 격리되어 

있습니까? 

■ 설명되지 않는 상처, 타박상, 흉터 

또는 적절하지 않은 화상이 있나요? 

■ 자해를 영화롭게 하는 음악을 듣나요? 

■ 자해하는 동료들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학교 심리학자, 학교 사회 복지사, 

카운슬러 또는 지역 사회의 정신 건강 

전문가와 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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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과 만성 스트레스   

적당하고 예측 가능한 스트레스는 아이들이 세상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그러나 어린이의 발달 기간동안 장기간, 심각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스트레스 또는 반복적인 충격은 문제가됩니다. 뇌 발달에 영향을 미쳐 어린이의 신체적,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반복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때 실제로 안전한 상황에서 위협을 받는 것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격적인 행동, 도전, 또는 “무관심” 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녀와의 

관계가 손상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녀가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다음을 경험한 경우… 

■ 만성 방치 또는 버림당함 

■ 침습적인 의료 절차 반복 

■ 보호자가 약물 남용을 했거나 정신 질환자 

■ 신체적, 성적 또는 감정적 학대 

■ 가정 폭력  

■ 가족의 축적된 경제적 어려움 

■ 기타 상황 충격 (자연재해, 사고) 

■ 임신중 약물이나 알코올 노출 

■ 보호자 상실 

■ 유아 시절 보호자 부재 

■ 인종 차별이나 다른 형태의 차별 또는 

비인간화에 대한 반복된 경험 

그렇다면 학교 심리학자, 학교 사회 복지사, 카운슬러 

또는 지역 사회의 정신 건강 전문가와 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에 노출된 어린이와 청소년이 

보여주는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격적 또는 반항 

■ 격리 

■ 사회적 및 / 또는 학습 어려움 

■ 충동 

■ 두려움 

■ 분리 불안 (특히 어린이의 경우) 

■ 수면 장애 / 악몽 

■ 정상적인 활동에 대한 관심 상실 

■ 감소된 정신 집중 

■ 학업 감소 

■ 분노 / 과민성 

■ 과도한 감시 : 주위의 모든 것을 지나치게 

인식함 

■ 분리 : 발생한 상황과의 연결 끊기 

■ 신뢰하는 관계 형성의 어려움 

■ 저조한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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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하나요?   

이 정보를 읽고 나면 더 많은 질문이 있을 것이고 전문가와 대화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자녀 또는 십대 자녀에게 필요한 도움을 얻는데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제공되는 학교 지원, 지역사회 지원 및 권장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의 심리학자, 사회 

복지사 또는 카운슬러에게 문의하십시오. 

■ 자녀의 정신 건강 치료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건강 보험을 사용하려면 먼저 어떤 유형의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특정 제공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치료 제공자 목록을 받으면 학교의 

심리학자나 사회복지자에게 추천을 받기위해 제공자 목록을 공유하십시오. 치료 제공자에게 연락할 때 

해당 보험 공급자와 협력 관계인지 확인하십시오. 

■ 건강 보험이 없거나 보험 회사를 통해 정신 건강 보험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학교 간호사에게 

어린이를 위한 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수 있습니다. 아동 건강 플랜 www.cchp.org 을 

온라인으로 방문해 보십시오. CHP + (Child Health Plan Plus) 및 메디 케이드는 콜로라도의 무보험 

아동 및 임산부를 위한 무료 또는 저렴한 건강 보험 옵션입니다.  가족들은 종종 그들이 이러한 보험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또한, 다음 섹션에 나열된 많은 지역 사회 기관은 보험이 없는 가정을 

위해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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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자원 

자녀의 우려 사항에 대해 의사와 상담 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감정적 또는 행동 기여하는 신체 상태를 배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역 사회 정신 건강 센터, 개인 클리닉, 개인 치료사, 종교 단체, 병원등과 같이 지역 

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치료 지원에 대해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사는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와 감정 및 행동 문제에 대한 교육 및 경험 수준이 동일하지 않은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음은 정신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도우미입니다. 그들은 모두 감정 및 행동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 

또는 상담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제공자는 서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 분야에서 자녀, 십대 및 / 

또는 가족의 필요에 따라 가족, 그룹 또는 개별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치료자가 가족 상담을 제안하는 경우, 

부모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종종 어린이나 십대를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온 가족과 함께 상담을 받아 새로운 

상호 작용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정신 건강 전문가 

■ 아동 / 청소년 정신과 의사 – 아동의 감정 및 행동 문제 진단에 대한 특별 교육을 받은 

의사. 정신과 의사는 필요한 경우 약물을 처방 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 건강 분야의 

대부분의 전문가는 감정적 또는 행동적 문제에 대해 상담과 약물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약물 치료만 하는 것 보다 효과적이라고 권유합니다. 

■ 임상 심리학자 – 심리학 박사 학위 (Psy.D. 또는 Ph.D.) 

■ 임상 사회 복지사 – 사회 복지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M.S.W. 또는L.C.S.W.)는 

인간 복지부 (Department of Human Services)의 사회 복지사와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 면허 전문 상담사 – 심리학, 상담 또는 관련 분야 (L.P.C.)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 결혼 및 가족 치료사 – 결혼 및 가족 치료 (L.M.F.T.)에 대한 특별 교육 석사 학위자 

■ 정신과 간호사 – 간호학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P.M.H.N.P. 인증을 받기 

위해 시험을 치른 간호사. 

■ 목회 상담사 – 임상 및 목회 훈련 및 교육 (C.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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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와 만나기 전에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와 만나기 전에 몇 분 동안 전화 통화를 해야합니다. 환자와 함께 일하는 방식, 철학, 전문성, 

어떤 종류의 보험을 수락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십시오.  각 개인에게 제공자가 편하다고 느끼면 예약하십시오. 

예약을 하기전 치료를 준비 하기 위해 자녀와 대화를 나누십시오.   자녀의 나이에 따라 치료사를 도우미, 코치 또는 

의사로 소개 할 수 있습니다.  치료사와의 만남은 나쁜 행동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변화의 기회라는 점을 자신과 

자녀 또는 십대에게 상기 시키십시오. 

시도한 첫 번째 치료자가 도움이되지 않거나 자녀 또는 가족에게 가장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학부모는 치료사와 문제를 공유하거나 다른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자녀 또는 청소년이 필요로하는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치료자에게 할 수 있는 질문 : 

■ 학업 배경과 치료 훈련은 무엇입니까? 

■ 어떤 전문 교육 및 자격증이 있습니까? 

■ 어떤 전문 교육 및 자격증이 있습니까? 

■ 어떤 유형의 치료를합니까? (말하기, 시각화, 예술 / 음악 요법, 역할놀이, 놀이 요법 

등) 

■ 자녀의 상담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상담 시간은 얼마나 지속됩니까? 

■ 자녀의 치료에 부모를 어떻게 참여 시키십니까? 자녀를 다루는 다른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 자녀 또는 십대의 기밀은 어떻게 보장됩니까? 귀하와 제 자녀 또는 십대 사이에는 어떤 

정보가 공유되고 어떤 정보가 기밀입니까? 귀하와 자녀의 기밀 유지에 대한 법적 

제한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 제 자녀의 학교 정신건강 팀과 대화하거나 만날수 있습니까? 

■ 연구 기반 치료 (예 :불안과 우울증에 대한 인지 행동치료)를 제공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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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단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기로 결정한 후에는 다음 질문 “어떻게해야합니까?” 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정신건강 치료사 업체 목록 요청 

보험 회사에 전화하여 서비스 제공자 목록을 요청하십시오.  종종 부모와 보호자는 해당 목록을 학교 정신 건강 

팀에 가져 와서 이름이 지정된 제공자에 대해 알려진 정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알아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장 범위가 얼마나됩니까? 

■ 어떤 종류의 코페이가 예상됩니까? 

■ 공제액이 있다면? 

■ 어떤 제공자에게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승인된 제공자 목록을 사용해야합니까? 

소개 요청 

학교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역사회 정신건강 치료자의 추천을 요청하십시오.  학교 정신 건강팀에는 

지역 사회 정신 건강 센터를 포함한 포괄적인 자료 목록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 건강 센터 

지역 사회 정신 보건 센터 (CMHC)는 다음과 같은 정신 건강 서비스 및 약물 남용 치료를 위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개인치료, 가족치료, 지원 그룹 상담, 부모-수업 및 정신과 서비스.  각 센터에는 응급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CMHC는 다양한 보험 플랜, CHP + 및 Medicaid를 수락합니다. 일부 센터에는 비보험 개인을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제공된 전화 번호로 연락하여 예약을 정하는 것입니다. 인태익(intake) 면담은 상담 세션이 

아닙니다.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전화하면 많은 질문에 해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 가능한 옵션에 대해 문의하십시오.CMHC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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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ado Crisis Services 
1-844-493-8255 (TALK) 

Or text TALK to 38255 

www.coloradocrisisservices.org 

24/7 confidential crisis support, information and 
mental health referrals to anyone in need. 

Health One Behavioral Health and 
Wellness Center 
303-360-3125 (main number) 
844-556-2012 (crisis line) 
https://auroramed.com/campaigns/behavioral-
health Two locations for crisis assessment 
services, open 24/7. Medical Center of Aurora – 
700 Potomac St., Aurora 80111 (Walk-in) 
Centennial Medical Plaza – 14200 E. Arapahoe 
Rd., Centen- nial 80112 (Please note: the crisis 
assessment will take place via video chat at this 
location.) 

Children’s Hospital 
Anschutz Medical Campus 
Pediatric Mental Health 
Institute 720-777-6200; M-F, 
8am-6pm 
https://www.childrenscolorado.org/doctors-
and- departments/departments/psych/ 
13123 E. 16th Ave., Aurora 80045 
Provides mental health services to children, 
adolescents and their families. 

Aurora Mental Health 
Center 303-923-6500 (Crisis 

Walk-in Center) 303-617-2300 
(Non-emergency) 
www.aumhc.org 

Walk-in Center – 2206 Victor St., Aurora, 80045 
Connect to Care Services – 791 Chambers Rd., 
Aurora, 80011 No appointment needed; open M-Th 
8am-7pm, F 8am-5pm Specialized programs to help 
children, teens and their families cope with the 
challenges of mental illness and emotional 
disturbances. 

Other locations can be found on the website. 
 
 
 

Keep this page as a handy future reference. 

Highlands Behavioral Health System 
720-348-2805 (intake) 

www.highlandsbhs.com 

8565 S. Poplar Way, Littleton 80130 
24/7 mental health assessments; walk-ins welcome. 

All Health Network 
303-730-3303 (Emergency/crisis intervention) 

303-730-8858 (Non-emergency) 

www.allhealthnetwork.org 
24/7 Walk-in Center – 6509 S. Santa Fe Dr., Littleton, 
80120 Provides treatment for mental health, behavioral 
health and substance use. 
Other locations can be found on the website. 

Families First 
877-695-7996 

www.familiesfirstcolorado.org 

Parent education classes and resources. 

National Suicide Prevention Lifeline 
800-273-8255 (TALK) 
24/7, free and confidential support for people in distress, 
pre- vention and crisis resources for you or your loved 
ones. 

CCSD Parent Academy 
720-554-4247 

https://www.cherrycreekschools.org/Page/2780 

Range of low-cost parenting classes facilitated by 
CCSD men- tal health and counselors. 

Parent Information Network (PIN) 
www.pinccsd.org 

Local and national speakers on topics relevant to 
current parenting. 

 

Colorado Safe2Tell 

1-877-542-7233 
safe2tellco.org 

Report Tips and Safety 
Concerns using the 24/7 
anonymous reporting tool. 

http://www.coloradocrisisservices.org/
http://www.childrenscolorado.org/doctors-and-
http://www.childrenscolorado.org/doctors-and-
http://www.aumhc.org/
http://www.highlandsbhs.com/
http://www.allhealthnetwork.org/
http://www.familiesfirstcolorado.org/
http://www.cherrycreekschools.org/Page/2780
http://www.pinccsd.org/


 

YOUR SCHOOL 

RESOURCES 

 

 
 
 
 
 
 
 
 
 
 
 

 

자녀를 다시 한 번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먼저 자녀에게 자존심을 쌓아주고 나중에 집을 

짓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자녀와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것을 적게 할것입니다.  나는 자녀를 덜 

수정하고 자녀와 더 많은 연결을 할 것입니다.  시계에서 눈을 

떼고 눈으로 자녀를 볼것입니다.  더 많은 하이킹을 하고 더 

많은 연을 날릴 것입니다.  나는 진지한 역할을 중단하고 

진지하게 자녀와 놀 것입니다.  나는 더 많은 들판을 누비고 

더 많은 별을 바라 볼 것입니다.  나는 자녀를 더 많이 

포옹하고 덜 줄달리기를 할 것입니다. 

                                                         Diane Loomans, from “If I Had My Child To Raise Over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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