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Se  
(포괄 집중 서비스)

청소년

WISe란 무엇인가?
WISe는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이 자택, 학교,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WISe를 통해서, 청소년은 치료를 
비롯해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는 기타 서비스와 지원을 
받습니다. WISe는 팀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WISe에 
가입한 청소년은 자신들을 지원해주고 서비스 및  
지원을 조율해주는 팀을 갖습니다.

WISe는 다른 서비스와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목표를 정하고 달성합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이용 서비스에 대한 발언권과 
선택권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WISe 팀의  
지원을 받아 목표를 정하고 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장점을 칭찬하기
 WISe 팀은 귀하가 직면한 삶의 문제뿐 아니라  
귀하의 삶에서 일어난 좋은 일과 귀하가 잘하는  
일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때와 장소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WISe 위기 대응 서비스는 연중무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을 이해하고 자택이나 
학교로 또는 귀하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라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발언권과 선택권
 WISe는 또한 청소년이 각자 이용하는 치료에  
대하여 발언권과 선택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는 WISe 과정에서 받는  
의료와 치료에 관하여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율권을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소년에게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WISe를 받을 수 있습니까? 
21세 미만의 Medicaid 수혜 대장자가 WISe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세가 넘는 청소년은 누구나 자신의 서비스 수혜자격을 
알아보기 위하여 WISe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13세 
미만이면, 부모나 후견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WISe가 
이제 막 워싱턴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6월까지 
WISe가 워싱턴 주 전역에 도입됩니다. WISe를 귀하의 거주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지 그리고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는지 
알아보시려면, www.dshs.wa.gov/dbhr/cbh-wise.shtml을 
방문하십시오.  

거주 지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WISe 및 기타 정신 건강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정보도 https://www.dshs.wa.gov/
bha/division-behavioral-health-and-recovery/mental-health-
services-and-informatio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무료 통화 번호 866-789-1511의 Recovery Helpline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십시오.
 
배경 정보
2009년, 열 명의 청소년이 워싱턴 주를 상대로 모든 
청소년이 더 나은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로, 
전문가단이 “WISe(Wraparound with Intensive Services)”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WISe의 목표 중 하나는  
가정에서 방치되어 거리를 배회하는 워싱턴주  
청소년들의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Wraparound는 복잡한 요구가 있는 개인들(대부분이 아동, 
청소년, 그 가족)이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고 
희망과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집중적이고 전인적인 방법입니다.

참여를 원하십니까?
귀하의 의견 제시가 청소년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청소년, 
FYSPRTs(System 
Partner Round 
Tables)는 시스템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지배 
구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FYSPRT.com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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