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Se: 가족 정보 
 
 

WISe란 무엇인가? 
WISe는 팀 차원에서 아동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문제에 접근하는 자발적 서비스입니다. 아동을 
위한 집중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WISe의 중점 사항: 
• 아동과 가족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내 주민들간 관계를 
강화할 있도록 돕기 위한 집중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족 문화, 가치, 규범, 및 선호를 존중하며 
장점과 요구에 바탕을 둔 개인 맞춤형 의료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의 길잡이 겸 
원동력의 주체는 아동과 가족이며 팀은 이용 
수단입니다. 팀원으로는 자연적 지원(예: 가족, 
친구, 종교 지도자)과 가족을 지원하는 
전문가(예: 카운슬러, 학교, CPS, 보호 관찰관) 
등이 있습니다. 

• 아동과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장소와 
시간대(집안이나 선택한 공공 장소, 저녁 시간 
또는 주말)에 행동 건강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 물질 사용 치료 또는 응용 행동 분석 등 아동과 
가족에게 제공할 다른 자원과 지원을 
파악하고 조율합니다. 

• 위기 발생 시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아동을 위한 
위기 대응 서비스를 연중무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과 가족의 요구와 상황뿐 아니라 
현재의 위기 대응 계획도 알고 있는 개인들이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합할 겨우, 
위기 발생 장소에서 직접 개입 활동을 펼치는 
것과 필요 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자원들을 파악하는 것 등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누가 WISe를 받을 수 있습니까? 
WISe는 WAC 182-505-0210에 따라 Apple Health 
수혜 자격이 있고 이 서비스의 의학적 필요성 
기준을 충족한 20세 이상 청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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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를 언제 이용하는 것이 제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귀하께서는 언제든지 WISe 심사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치료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아동의 나이가 13세를 넘으면 아동이 서비스에 
동의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아동인 경우, 
WISe 심사를 의뢰하는 문제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 정신 건강 문제로 위기 대응 라인 또는 
응급실을 자주 이용하는 아동인 경우. 

• 귀하, 기타 간병인 또는 치료사/임상의가 
감당하기 벅찬 이해할 수 없는 행동(예: 가출 
또는 정신 건강 문제로 자주 체포됨)을 하는 
아동인 경우라면 전통적인 서비스만으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가 될 위험이 높은 
아동인 경우. 

• 보다 집중적이고 개인별 맞춤 치료 접근법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보다 유연하고 상대의 마음을 얻는 
접근법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아동이 여러 제도(즉, 정신 건강, 
아동복지(CPS), 청소년 사법 제도, 발달 장애 
서비스, 및/또는 약물 사용 장애 치료)에 
참여하고 있고 그 제도들이 힘을 합쳐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 

• 특수 교육 및/또는 504 Plan 대상자이며 정신 
건강 및/또는 행동 문제로 여러 차례 학교를 
휴학한 아동인 경우. 

저의 아이를 어떻게 WISe에 
보냅니까? 
언제든지 WISe 심사 의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별 WISe 계약 제공자 명단을 얻고 싶을 경우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알아보려면 
https://www.hca.wa.gov/assets/program/rolling-
update-wise-referral-list.pdf로 이동하십시오. 

귀하의 자녀가 정신 건강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시면, 위의 사이트에 있는 
연락처로 서비스 의뢰를 하거나 무료전화 866-789-
1511의 Recovery Helpline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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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진행됩니까? 
모든 의뢰는 CANS(아동 청소년 요구 및 장점 도구) 
검사를 받습니다. CANS 심사는 의뢰 접수 후 14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모든 CANS 심사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CANS 심사 완료를 위해 정보 수집. 이 심사를 
통해서 WISe 수준의 의료가 아동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심사 도구를 이용해 
전화 통화나 대면 접촉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심사 도구를 이용한 심사에서 WISe가 아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아동을 WISe 
기관에 의뢰하여 가입 평가를 받게 합니다. 
아동에게 WISe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WISe 제공 기관이 아동에게 새 팀을 
배정하고 모든 치료가 그 기관/팀을 통해 조율될 
것입니다. 

 

WISe가 제공하는 의료 수준이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아동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정신 건강 서비스에 
아동을 의뢰합니다. 

참여를 원하십니까? 
귀하의 의견 제시가 청소년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청소년, FYSPRTs (Family, 
Youth, System Partner Round Tables)은 WISe를 
포함해 아동 행동 건강 시스템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지배 구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https://www.hca.wa.gov/fysp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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