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학교전담 심리학자

학생의 성공적인 학습과 사회 적응,
정서적 안정을 돕습니다.

ROCKVILLE, MARYLAND

학교전담 심리학자가 도울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
입니까?
심리학자는 아래와 같은
행동, 정서와 학습에 관련
된 문제점을 돕습니다.
■ 정신불안 (시험불안)
■ 이혼/이사/죽음 등의
가족문제
■ 우울증/자해행동
■ 특별한 학습형태
■ 학업 수행 능력
■ 괴롭힘/왕따 (피해자, 		
가해자, 방관자)
■ 분노 조절능력
■ 자존감과 정체성
■ 약물이나 알코올 문제
■ 집중과 정리정돈 문제
■ 교우와의 문제
■ 학습기술

학교전담 심리학자는 누구입니까?
학교전담 심리학자는 아동과 청소년 발달에 대한 전
문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가입니다. 이 전문가는 심리
학적 카운슬링과 평가를 제공하며 공식중재와 행동
문제 관리, 사회 대인기술에 대한 훈련을 받은 사람
들입니다.
학교전담 심리학자는 최소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
였으며 대학원 과목의 60학점 이수와 1년의 긴 인턴
십 트레이닝을 거쳐서 메릴랜드주에서 제공하는 자
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입니다. 박사학위와 전국 자격
증을 소지한 심리학자도 있습니다.
학교전담 심리학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상담
심리학자는 가족과 교육자 그리고 지역사회에 학습
기술법, 특수교육 학생의 필요에 대한 조기발견과 중
재,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 우울증 조기발견, 약물남
용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협력적 문제해결
학교 심리학자는 팀을 통해 문제를 평가하고, 학생 프
로그램을 조정하며그 과정을 모니터하는 전문가입니
다.이 과정을 카운티내 학교에 적용하도록 돕습니다.

평가
학교 전담 심리학자는 리서치를 기준으로 한 전문기
술을 적용하여 학생의 장/단점 평가합니다. 평가 결
과는 제한된 교실에서의 학습과정을 돕는데에 사용
됩니다.
중재
학교 전담 심리학자는 학생의 필요에 맞춘 학생 개별
프로그램 개발을 돕습니다. 이는 학업, 사회/정서, 행
동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예방
학교전담 심리학자는 학교환경을 향상시키며 폭력
을 근소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며 긍정적인 태도를
육성하고 문제를 초기에 발견하여 예방하는 학교와
카운티 내의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돕습니다.
리서치/계획
학교 심리학자는 학습, 태도, 학생의 성공에 영향을
주는 정신적 요소에 대해서 교직원을 교육합니다.
학교 심리학자는 프로그램의 필요와 효과적 향상을
돕습니다. 학습향상과 긍정적인 태도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돕습니다.

우리 아이의 학교전담 심리학자
에게 어떻게 연락하면 됩니까?
학교 심리학자에게 직접 연락
하시거나 자녀의 담임, 카운슬
러, 케이스 담당자 및 학교장
에게 추천을 부탁할 수도 있습
니다.

학교전담 심리학자는:

이름
전화

장애우를 위한 본 안내서가 미국 장애인 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은 Public Information Office, 850 Hungerford
Drive, Room 112, Rockville, MD 20850, 전화번호 301-279-3391 또는 1-800-735-2258
(Maryland Relay)로 연락해 주십시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MCPS)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수화 통역 및 기
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분은 청각 시각 장애 프로그램을 위한 통역 서비
스 (Programs for Deaf and Hard of Hearing) 전화 301-517-5539로 연락해 주십시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는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혈통, 국적, 결혼
여부, 연령, 장애 또는 성적 경향에 의한 차별을 금합니다. 차별 또는 Title IX에 관한 문
의 및 민원은 Office of the Deputy Superintendent의 MCPS Compliance Officer
(Compliance Officer), 전화번호 301-517-8265, 1-800-735-2258 (Maryland Relay)로
전화하시거나 다음 주소로 서면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850 Hungerford Drive, Room 170, Rockville, MD 2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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