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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및 텔레헬스 카운슬링을 받는 학생을 위한 학부모 동의 
 

본인은 본인의 아이                                                  , 학번 ID#                                 가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에서 배정한 정신 건강 제공인이 제공하는 대면 또는 텔레헬스 카운슬링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동의합니다. 본인은 배정된 서비스 제공인은 유면허, 공인된 준의료인 또는 인턴/수습생 

중 하나이라고 이해합니다.      
 

비밀 유지 

법령에 의해, 책임이 있는 성인 (미성년자의 부모, 후견인 또는 성년후 후견인) 및 미성년자는 비밀 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서비스 제공인은 서면 허가 없이 치료 세션 정보 공개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현행법과 

직업 윤리 기준에 의해 요구되는 비밀 유지에 대한 특정 예외가 있습니다. 허가 없이 비밀 유지가 

배제되는 세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가 신체, 성적 또는 정서적 학대 또는 방치를 나타내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인이 미성년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믿는 경우 

3. 법적 소환에 응하는 경우  

    
아래에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을 이해합니다;     
 

1. 본인은 이 동의가 대면 및/또는 텔레헬스를 통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필요에 근거하여, 서비스 제공인은 치료를 위해 보충 동의를 추가적으로 받을 필요없이 

대면으로부터 텔레헬스 그리고 그 반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은 앞으로의 관리 또는 치료를 받을 본인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언제라도 본인의 

동의를 보류 또는 철회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3. 본인은 캘리포니아 주 안에 있으며 모든 텔레헬스 카운슬링 세션 동안 캘리포니아 주 안에 있을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4. 본인은 텔레헬스 이용과 관련하여 잠재적인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경우에 따라, 

적절한 카운슬링 세션을 위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낮은 이미지 해상도).  

5. 본인은 본인 아이가 대면 또는 텔레헬스 카운슬링 세션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결과를 

보장하거나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6. 귀 자녀가 방과 후 오후 5 시 이후에 임상적으로 긴급상황 (예: 자살/살해적 생각 또는 시도, 

공황 발작 등)을 겪는 경우, 도움을 받기 위해 911 로 전화를 하거나 가장 가까운 응급실 

(Adventist Health Glendale Hospital, Glendale Memorial Hospital)로 가십시요. 귀하는 또한 

도움을 위해 24 시간 무료 핫라인인 전국 자살 방지 라이프라인, 988 또는 틴 라인 (Teen Line), 

(310)855-HOPE 또는 (800) TLC-TEEN (전국 무료 통화) 또는 839863 으로 “TEEN” 

텍스트를 보내십시요.  

 

 

학생 복지 서비스부 

Ilin Magran 박사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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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인은 텔레헬스 서비스에 참여하는 동안 본인이 혼자 사용하는 방에 있지 않는 경우, 근처에 

있는 누군가가 엿들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텔레헬스 세션을 위해 (1) 필요한 

컴퓨터, 통신 장비 및 인터넷 접속 그리고 (2) 충분한 조명과 산만함이나 개입이 없는 사적인 

장소를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목적에 맞는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8.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개인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이미지나 정보를 텔레헬스 또는 대면 상호 

활동으로부터 연구자 또는 다른 단체에 유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정신 건강 서비스는 12 주 동안 제공될 것이며 이 시점에 의뢰인은 다음을 결정하기 위해 평가를 다시 

받을 것입니다:  

 

•   학생은 치료 목적을 달설하였고 추가적인 서비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   학생은 추가적인 12 주 서비스로 계속 혜택을 받을 것이다.   

 

•   현재 드러난 문제들의 심각성에 근거하여, 학생은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클리닉에 

의뢰될 것이다.  
   

본인은 대면 및 텔레헬스 카운슬링에 관해 상기에 제공된 정보를 읽고 이해하였으며, 본 문서에 의해 

본인은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후견인 이름 정자체              학부모/후견인 서명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후견인 주소 (거리, 도시, 우편번호)                           학부모/후견인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후견인 이름 정자체              학부모/후견인 서명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후견인 주소 (거리, 도시, 우편번호)                           학부모/후견인 전화번호 

 

 

  
의뢰인을 위한 고지: 행동 과학 위원회(BBS)는 (혼인 및 가족 치료사, 임상 소셜 워커, 전문적인 임상 카운슬러 

또는 유면허 교육 심리학자) 업무 범위 안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관한 불만제기를 받고 응답합니다. 여러분은 

온라인 www.bbs.ca.gov, 또는 전화 (916)574-7830 에서 BBS 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