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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을 위한 정보

뉴욕주 정신건강 협회 (MHANYS)는 학교 정신 건강 자료 와 트레이닝 센터 (School
Mental Resource & Training Center)를 통해서 배포되는 자료와 정보를포함하여 다양한
정보를 통해 청년들과 그 가족들의 정신 건강과 웰빙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센터는 각 학교에 K-12 교육에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뉴욕주 법안의 이행을 돕기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학교와, 교육자,
그리고 가족이 정신건강과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발달을 위한 사회적 정서적
발달 장려에 관한 통일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mentalhelathEDnys.org/parents/를 방문하셔서 가족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정보를 받아보세요. 정신건강에 좋은 습관,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 자녀들과 정신 건강에 대해 대화 하는 방법, 그리고 고등학교 이후에서 자녀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방법등을 소개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알아보세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건강을 지키는 방법

● 저희 Online Wellness Room는 잠깐 휴식하시는 동안 방문하셔서 스트레스해소법,
마음 챙기기, 잠깐 운동, 그리고 자기표현등에 대한 많은 정보와 기술을 알려드립니다.

● Peaceful Tools 와 공동개발한 마음챙김과, 두뇌와 우리 몸의 관계에 중점을둔 9편의
웹 비디오 시리즈를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감사 달력, 친절 카드, 기분 트래커, 웰빙 보드 등정신 회복력을 강화시켜주고
사회성을 길러주는 여러가지 활동가이드

●정신건강에 좋은 6가지 습관을 통해 가족내에서 어떻게 정신건강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https://www.mentalhealthednys.org/education-professional/mental-health-education-in-schools/
https://www.mentalhealthednys.org/parents/
https://www.mentalhealthednys.org/wellnessroom/
https://www.mentalhealthednys.org/mindfulmoments/
https://www.mentalhealthednys.org/coping/
https://www.mentalhealthednys.org/coping/
https://www.mentalhealthednys.org/parents/supporting-mh-at-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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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개발된정신건강 관련 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 가족들을 위한온라인 배움 커뮤니티 (2020 가을) 녹화본을 시청하세요. 트라우마
그리고 정신회복력 관련 세미나 내용을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동발달, 스트레스 해소, 웰빙 마인드, 사별로 인한 슬픔 등 여러가지 주제를 각 30분
동안 다룬가족 교육 웨비나 시리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자료가 필요하시면, mentalhealthEDnys.org를 방문하시거나
schools@mhanys.org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https://cidainfo.com/easy-to-read-information/

https://www.mentalhealthednys.org/education-professional/resources-for-mh-education/
https://www.mentalhealthednys.org/learningcommunities/?sfw=pass1618245042
https://www.mentalhealthednys.org/family-education-webinar-series/
mailto:schools@mhanys.org
https://cidainfo.com/easy-to-read-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