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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GUSD 는 우리 의뢰인들에게 그룹 세션을 계속 제공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텔레헬스 (상호작용의 오디오 및 비디오 전화 소통) 및 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서의 

목적은 텔레헬스나 전화 수단으로 자녀의 그룹 카운슬링 세션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중요한 정보를 

의뢰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와 의뢰인과의 논의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각 부분 옆에 귀하의 이니셜을 하십시요:  
 

  분노 관리            불리/사이버 불리             대처 기량              애도 및 상실                          

  명상                   동기                               자긍심                 기타                  
 

      ________   그룹 세션들은 승인된 보안 플렛폼을 사용하여 실시되지만 이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오류를 

방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테크놀러지와 마찬가지로 귀하의 개인 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공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_______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귀하가 세션에 참여하는 까닭에 우리는 귀하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귀하 자신과 다른 그룹 구성원들의 프라이버시와 신뢰성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귀하께 다음을 요청합니다:     
 

▪ 어떠한 사람도 방안에 귀하와 함께 있지 않는 사적인 장소이며 방해 상황 (예: 다른 사람이 

방에 들어오거나 다른 방에서 귀하의 대화 듣기)을 가능한 한 최소화 시키십시요.  

▪ 다른 사람이 비밀스러운 정보를 엿들을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헤드폰을 사용하십시요.  

▪ 다른 그룹/가족 구성원의 가족 이름 사용을 삼가하십시요.   

     ________  학생이 신체적, 성적 또는 정서적 학대 및/또는 방치를 공개하지 않는 한, 또는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에 있지 않는 한, 그룹 세션에 대한 기존의 모든 비밀 규칙들이 적용됩니다.  

   
  ________  이 세션들은 우리(GUSD)에 의해 녹화되지 않습니다. 귀하 역시 이 세션 동안 어떤 녹화   

                  소프트웨어도 사용하지 마십시요.   
  

     ________   귀하는 이 과정 동안 어느 때라도 텔레헬스 또는 전화를 통한 그룹 세션 참여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보류하거나 철회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다른 관리/치료를 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상기의 조언을 이해하고 텔레헬스 및 전화를 통한 그룹 세션 수용을 구두로 동의하였지만 

COVID19 공공 보건 위기로 실시되는 대처 절차로 인해 본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치료사 이름 및 서명                                                    학부모/후견인 이름 및 서명    
  
This confidential information is provided to you in accord with State and Federal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pplicable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Civil Code and HIPAA Privacy Standards.  Duplication of this information for further disclosure is prohibited without prior 
written authorization of the client/authorized representative to who it pertains unless otherwise permitted by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