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기 부정적 경험(ACE) 소개

아동기 부정적 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이란
아동기의 방치 및/또는 학대 등 스트레스 또는 트라우마를 주는
경험입니다. ACE는 인생 전반에 있어 두뇌 계발 및 여러 건강 문제에
강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ACE의 예에는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 가정 폭력, 가난한 환경, 부모의
정신 질환, 차별, 약물 남용 또는 투옥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회복력, 보호 요인
회복력이란?

회복력은�어려움과�고난에서�회복할�수
있는�능력입니다.

부모�및�아동�회복력은 ACE의�부정적인
영향력을�경감할�수�있습니다.

 보호 요인

아동 또는 부모 회복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호 요인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및 도움을 주는 관계 및 사회적 연결
• 개인의 배경 및 문화를 이해하는 프로그램

• 꾸준한 운동, 마음 챙김, 충분한 수면,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
등을 포함한 건강한 생활 양식
•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안정 제공

• 어린 시절부터 양질의 돌봄 및 교육 경험

 ACE 및 그 영향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연구 결과:

• 가족이 역사적 및 제도적 인종 차별을 경험하거나 여러 세대에 걸쳐
가난한 생활을 하는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 ACE의 영향력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 ACE는 모든 인구 그룹에서 아주 흔하게 발견됩니다.

• ACE는 아동이 학교에서 성공하는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아동의 정신 건강과 전반적인 웰빙에 악영향을 초래합니다.

• ACE를 경험한 성인은 우울증, 비만, 약물 남용, 불안, 흡연 및 이른
사망에 이르는 부정적인 건강상의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ACE 해결 서비스 및 추가 정보

귀하 또는 귀하가 사랑하는 사람이 ACE를 경험한 경우, 커뮤니티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ocfs.ny.gov/ACEs에 방문해주세요.
이 QR 코드를 스캔하면 ACE에 대한 추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찾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는 웹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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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Washington Street, Rensselaer, NY 12144
ocfs.ny.gov
주�전역�중앙�등록�무료�전화번호
1-800-342-3720

청각�장애인�또는�귀가�잘�안�들리는�경우, TDD/TTY 번호
1-800-638-5163
화상�중계�시스템�제공업체�번호
1-800-342-3720

NYS Project Hope
위기�상담사와�대화할�수�있는�정서�지원�헬프라인:
1-844-863-9314

“우리�아동, 가족, 지역�사회의�안전, 생명, 행복을�지키도록...”

뉴욕주 아동 및 가족 복지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은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요청이 있을 경우 이
자료를 적합한 형태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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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주요 웹사이트:
OCFS 웹사이트 - https://ocfs.ny.gov

OMH 웹사이트 - https://omh.ny.gov/ DOH 웹사이트 - https://www.health.ny.gov/
OTDA 웹사이트 - https://otda.ny.gov/ OASAS 웹사이트 - https://oasas.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