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ian Christian Counseling &  
Educational Seminar Services, Inc. 

 
WHO WE ARE: Asian Christian Counseling & Educational Seminar Service, Inc. (ACCESS) 는 
아틀란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비 영리 카운셀링 센터로서 인종, 문화, 종교에 제한없이 
모든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 영리 카운셀링센터입니다.  
 
OUR MISSION: 
-아틀란타 지역에 늘어나는 아시안 이민자와 아시안 아메리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주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관으로서 고객의 편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문적인 카운셀링 
서비스 제공.  
-목회자들, 커뮤니티 그룹, 다른 자문기관들과의 협조체제를 통한 통합적인 서비스제공.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  
-고객의 정신 건강과 사회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제공.  
 
CULTURALLY SENSITIVE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카운셀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이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ACCESS센터는 전문적으로 훈련된 아시안과 아시안 아메리칸 카운셀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민사회와 아시안 아메리칸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영어카운셀링외에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카운셀러가 필요한 분들에게 서비스 해 드릴 수 있는 체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CHRIST-CENTERED 
저희 ACCESS는 주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기관으로서 인간관계나 가족관계 또는 
정신적인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힘들어 하는 분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OUNSELING SERVICES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심한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의ACCESS는 개인은 물론 
가족 전체에 관련된 문제에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시는 분들이 신변 보장의 
염려없이 계속적인 카운셀링을 통해 치유와 성장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THE SERVICES WE PROVIDE INCLUDE:  
Family Counseling : 자녀양육 상담, 가족 세대간의 문제 상담, 문화 충돌에 관련된 상담, 
가족관계의 변화로 수반되는 다양한 문제등의 상담.  
Couples Counseling: 커뮤니케이션 문제 상담, 결혼전 상담, 결혼생활 상담, 이혼관련상담.  
Individual Counseling: 불안, 염려, 우울증, 스트레스등의 상담, 사별 또는 정신적 충격이나 
고뇌에 관한 상담, 커리어 상담,  청소년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문제 상담, 사회, 환경 부적응에 관한 
상담. 
Group Counseling: 자녀 양육문제 지원, 여성문제 지원, 가족의 사별이나 이별로 인한 고통, 또는 
이혼후의 정신적 휴유증등에 관한 문제 상담.  
Preventive & Educational Programs : ACCESS는 세미나, 워크샵등을 통해 다양한 문제들에 
관한 정보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Consultations & Referrals: 다른 자문기관들과의 긴밀한 상호 협조를 통해 아시아인과 아시안 
아메리칸의 정신 건강과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ARING PROFESSIONALS: ACCESS 소속 카운셀러들은 마스터 교육과정을 거치고 
라이센스를 취득한 카운셀러들로서 전문적인이고도 최고의 서비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ALL FOR AN APPOINTMENT: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저의 ACCESS를 
방문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770-986-0800으로 전화를 주시면 전화 상담을 통해 적절한 상담코스에 
대한 설명 등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성메세지를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또한 바로 
연락을 드려서 빠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음성메세지 내용에 대한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장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