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BHA 활동기록 2013-2016 

 2013-2014 

Mental Health Awareness and Community Education Projects  

정신건강 증진 교육 프로그램 

 

1. 워크샵 및 컨퍼런스  

 

2013 년 6월 15일 

중독 컨퍼런스: 플러싱 병원  

 

2014년 2월 22일  

우울증에 관한 open discussion 을 개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need assessment 을 함  

 

2014년 6월 21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와 우울증에 관한 컨퍼런스 개최  

미주사회 한인 최초의 토크 콘서트 형식  

 

2.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자료보급  

 

2013년 10월 11일  

YWCA 에서 주최하는 시니어 미니 올림픽에 참가  

치매 스크리닝 테스트를 진행  

 

3. 미디아 캠패인   

 

2013년 1월과 6월 

라디오 코리아에서 정신건강 및 중독에 관한 내용 소개  



 

2013년 6월  

TKC 에서 “정신건강 캠패인" 을 진행   

 

2013년 10월 17일  

MK TV 를 통하여 전반적인 정신 건강 및 우울증에 관한 내용 소개  

 

2014년 6월 7일 - 2014년 7월 12일 

6 월 7 일을 시작으로 카톨릭 방송을 통해 “정신건강 캠패인"을 6 주에 걸쳐서 진행  

● 6월 7일: 협회와 토크 콘서트 소개  

● 6월 14일: 노인문제와 이용가능 서비스  

● 6월 21일: 중독 문제  

● 6월 28일: 정신건강 전반에 걸친 문제  

● 7월 5일: 발달장애 (자폐 어린이의 학습성향)  

● 7월 12일: 조기교육  

 

4. Gatekeeper 트레이닝 프로젝트  

Gatekeeper 트레이닝 프로젝트는 2012 년 11 월 19 일 처음 시작하여 2013 본격적으로 진행  

2013년 2월 22일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정신관련 질환에 관한 내용을 강의 

   

Developmental Disability  Committee 발달장애 위원회 

 

2013년 3월 1일 

발달장애 교육/서비스 정보사이트 완성 

  

2013년 4월 30 

New York State Developmental Disability Planning Council (NYS DDPC) conference 

funding $ 2,500취득 (배영서 Young Seh Bae, PhD) 

  



2013 6월 22일 

New York State Developmental Disability Planning Council 후원 발달장애  위원회 

(배영서) 주최 학부모 교육 세미나 – 발달장애 청장년 전환프로그램과 Applied Behavior 

Analysis 에 관한 워크샾 개최 

❖ 초청강사:    Helen Yoo, PhD (NYS OPDWW – NYS  Institute of Basic Research) 

                 Ms. Pat Liu (General Human Out Reach) 

  

2013년 11월 2일 

Developmental Disability Conference – Service EXPO 

New York State Developmental Disability Planning Council , Teachers College at 

Columbia University 협력 컨퍼런스, 서비스 엑스포 

❖ 플러싱 병원에서 150 여명의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들, 서비스 에이전시, 

전문인들을 초대하여 특수교육,  주정부 발달장애 서비스에 관한 정보세미나와 

에이전시 서비스 엑스포를 개최 

❖ 뉴욕주 하원의원 론킴 (NYS Assemblyman Ron Kim)으로부터 주하원의 감사장 수여 

2014년 2월 12일 

뉴욕발달장애국 Front Door 세미나 개최 

뉴욕주의 새로운 서비스 관문인 Front Door 에 관한 서비스 워그샾을 뉴욕주 Queens DDSO 와 

함께 개최 

  

2014년 4월 12일 

밀알 장애의 날 행사 – 학부모 대상 강좌 

밀알 주최 장애의 날 행사에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IEP (개별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워크샾을 진행 

  

2014년 5월 14일/15일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의 모임 – 첫모임 행사 

  

 



2014년  8월 6일  

발달장애 청소년과 성인의 성교육 - 부모님과 보호자를 위한 워크샆 

 

2014년 10월 20일 

연방정부지원 학부모 정보센터 3곳 (RCSN, Sinergia, and Advocacy for children of NY) 과 

한인사회 특수교육 학부모들의 교육 및 기술지원에 관한 협력 및 협조 약정 

 

2014년 11월 6일/11일 

성교육 문제가 관한 포커스 그룹 부모 모임  

성교육 전문가인 멜빈 리트너씨와 로나 리트너 여사와 함께 문제점에 관한 토의 

 

Other Projects 기타 활동 

2014년 10월 10일 – 10월 19일  

한국복지사 협회 해외 연수 

워크샾 및 방문일체 호스트: NYS Psychiatric Institute at Columbia University Hospital, 

Creedmoore Psych Center, Teachers College, Beth Israel Hospital and NYC Department of 

Aging 

 

2015  

 

2015 년 1 월- 12 월 (매월)  

장애 가족 및 부모 교육 프로그램  

뉴욕시 학부모 정보센터 (Include NYC)와 협력, 교육정보 워크샾 

배영서 회장 학부모 지원 모임 

 

2015 년 5 월 – 9 월 

정신건강 미디어 캠페인 

재미동포재단 지원, TKC 와 공동으로 한인커뮤니티에 정신건강에 대한 지식, 서비스에 관한 

정보 방송프로그램 송출  

5월: 이민가정 패밀리 다이나믹스 



6월: 소아 청소년 정신건강  

7월: 발달장애가족 

8월: 성인정신건강 

9월: 노인정신건강 

 

2015 년 4 월 10 일  

전문인 연구자 협력모임 

한인사회 이민가정의 정신건강의 문제, 미국주류사회에서의 적응 및 문화 언어의 문제로 

야기되는 서비스 및 지원 부족등의 타계책 논의 

 

2015 년 6 월 6 일 

연례학회  

Intervention and Support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ulturally Sensitive Approaches 

for Behavioral Health Issues in Diverse Community 

80여명의 한인 및 주류사회 정신건강 및 관련분야 임상전문인 참여, 한인사회 소아 청소년 

정신건강문제 및 자살문제등에 대한 연구발표 및 세미나  

 

 

2016 (6 월 말 마감기준)  

 

2016 년 1월 – 2월   

발달장애 성교육 프로그램 ( 배영서 회장 NYS DDPC Funding Program 밀알선교단의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2016년 5월 – 7월  

KABHA- TKC 미디어 캠페인 (동포재단 지원 프로젝트) 방송녹화 

http://www.tkctv.com/video/boardList.asp?pBoardType=KABHA 

1. 이민가정의 어린이 청소년 정신건강 

2. 심리검사에 대한 지식 

3. 중년 갱년기 부부의 정신건강  



 

2016 5월 26일  

한미정신건강협회 15 주년 기념 행사 및 멤버시상식  

플러싱 병원 강당: 멤버 및 미디어 등 70여명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