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할 안내서: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학교 전담 심리학자(School Psychologists)의 역할
...학생의 성공적인 학습과 사회 적응 그리고 정서적 안정을 돕습니다.

학교 전담 심리학자가 돕는 문제의 유형

• 정신 불안(시험 불안)
• 이혼/이사/죽음 등의 가족 문제
• 우울증/자해 행동
• 특수한 학습 스타일
• 학업, 학습 기술
• 괴롭힘/왕따 (피해자, 가해자, 방관자)
• 분노 조절 능력
• 자존감과 정체성
• 약물이나 알코올 문제
• 집중과 정리정돈 문제
• 교우와의 문제

학교 전담 심리학자 
• 모든 학생에게 안전하고 건강하며 협력적인 환경에서의 학습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학교의 심리학자는 심리학과 교육학 모두의 
분야에서 훈련 받은 정신 건강 전문가입니다. 모든 학생이 심리학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과 교육자 그리고 커뮤니티는 학습 방법 등과 같은 문제를 
심리학자에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는 특수교육 학생의 
필요에 대한 조기 발견과 중재,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 우울증 조기 
발견, 약물 남용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 학교 심리학자는 팀을 통해 문제를 평가하고, 학생 프로그램을 
조정하며 그 과정을 모니터하는 전문가입니다. 이 접근 방법을 
카운티 학교 모두에 적용합니다.



• 학교 전담 심리학자는 리서치로 증명된 전문 지식을 적용하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한 점을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는 
제한된 교실에서의 학습과정을 돕는 데에 사용됩니다.

• 학교 전담 심리학자는 학생의 필요에 맞춘 중재의 개발을 돕습니다. 
학생에게 주는 도움은 학업, 사회/정서, 행동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것입니다. 

• 학교 전담 심리학자는 학교 환경을 향상시키고 폭력을 근절하며 
안전한 학교와 학생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려는 긍정적인 
태도를 육성하고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와 카운티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시행을 돕습니다.

우리 아이의  학교전담 심리학자에게 어떻게 연락하면 됩니까? 

학교 심리학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시거나 자녀의 담임, 카운슬러, 
케이스 담당자 및 학교장에게 추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학교 전담 심리학자 리스트는 웹사이트를 봅시다. 
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studentserv ices/
mentalhealth/psych.aspx?id=33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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