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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팩트시트에서 다룹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건강상 위험  

● 학교 휴업이 자녀의 IEP 에 
미치는 영향  

●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와 보호자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 

● 자녀들의 불안감을 감소할 
수 있는 방법   

● 성인자녀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과 서비스  

전세계 모든 인구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장애 인구는 특히 더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치는 영향  
코로나바이러스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건강과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가족에게도 스트레스 가중을 가져다 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건강상 위험은?  

장애를 가진 자녀들은 코로나바이러스, 또는 그로 인한 합병증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저지 건강보건부 (The NJ Department of Health)를 통해서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24 시간 주지역내 번호 (800) 222-1222 를 운영하고 있으며, , 뉴저지 지역 

외부로부터는 번호 (800) 962-1253 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뉴저지 지역관련 정보는 

아래 웹페이지에 자주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https://www.nj.gov/health/cd/topics/ncov.shtml).  

질병관리국 (CDC) 또한 유용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가 고 위험군에 

해당하는지, 증상이 나타날 경우 조치방법, 세균 감염방지 방책과 소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cdc.gov/coronavirus/2019-nCoV/summary.html.   

페밀리 보이시스 (Family Voices) 에서는 특수의료케어를 받고 있는 자녀룰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월간 뉴스레터 및 다양한 자료도 이 링크 

https://familyvoices.org/coronavirus/ 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부 (EPA) 에서도 각 가정에 필요하신 정보를 한국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필리핀 타갈록어, 베트남어를 통해 다국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epa.gov/lep. 

 

가족들에게 어떤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뉴저지는 Special Child Health Services Case Management Unit 네트워크를 통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특수의료케어가 필요한 자녀가 있는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nj.gov/health/fhs/specialneeds/case-management/for-parents/.  

자녀가 심한 행동문제나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뉴저지 Children’s System of 

Care 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www.performcarenj.org/families/resources/index.aspx.  

 

학교 휴업이 IEP 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가정에서 자녀분들의 교육과 그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교육부 (NJ Department of Education)는 공공보건상의 이유로 학교 휴업기간중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추가정보를 발행하였으며, 여기에 원격서비스에 

관한 새로운 승인에 대한 정보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www.nj.gov/education/topics/index.shtml. 중재나 법적인 절차 진행에 관련된 정보는 

www.state.nj.us/oal/ 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 교육부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에서도 www.ed.gov/coronavirus 를 통해 장애학생의 권리, 장애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 서비스에 관련 질의응답, 개인 교육/건강 정보 보호보장에 대한 

정보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nj.gov/health/cd/topics/ncov.shtml
http://www.cdc.gov/coronavirus/2019-nCoV/summary.html
https://familyvoices.org/coronavirus/
http://www.epa.gov/lep
http://www.nj.gov/health/fhs/specialneeds/case-management/for-parents/
http://www.performcarenj.org/families/resources/index.aspx
http://www.nj.gov/education/topics/index.shtml
https://www.state.nj.us/oal/
https://www.ed.gov/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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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불안감은 어떻게 하면 감소 할 수 있을 까요?  

유행병에 관련된 정보나 이야기들이 아이들의 불안감 감소에 도움에 될 수 있습니다. 

케롤 그레이가 저술한 My Story About Pandemics and Coronavirus 또는 아만다 

맥기네스가  저술한  What is the Coronavirus? 가 좋은 예 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사실에 

기반하고 나이에 맞는 정보를 차분하게 전달 하며, 예방에 관한 확실하고 정확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ists (학교심리학자협회) 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아이들과 이야기하기 | 부모를 위한 가이드 Talking to Children 

About COVID-19 | A Parent Resource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The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 약물중독과 

정신건강 서비스청) 또한 스트레스와 행동건강 관리법 그리고 아이들과 대화법에 대한 

팩트시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소아학과협회 (AAP)도 가정에서 알아두어야 하실 점, 가족을  보호하는 방법, 불안 

상승에 대해 자녀와 대화할 때 유의사항등의 정보를 공유 하고 있습니다.  

 

Psychology Today 에서도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유행병을 설명하는 방법에 대한 

기사를 발행하였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에 관한 링크를 공유하고 있으며, 

Scholastic 무료 온라인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성인 자녀들에게 유용한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뉴저지 민권담당국 내 (The NJ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발달장애 부서는 서비스 

관련 및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정기적으로 사이트에 업데이트 

(www.nj.gov/humanservices/ddd/resources/coronavirus.html)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다양한 방안을 확장 시키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Support Coordinator 를 통해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새로운 수당에 대한 정보는 NJ Time to Care, www.njtimetocare.com/ESL, 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뉴저지 노동부 (The NJ Department of Labor)에서도 유급병가, 유급가족 돌봄휴직, 

실업보엄등에 관련된 팩트시트 (www.nj.gov/labor/assets/PDFs/COVID-

19%20SCENARIOS.pdf)를 발행하였으며, 스페인어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nj.gov/labor/assets/PDFs/COVID-19%20SCENARIOS_SPANISH.pdf).   
 

최신 뉴스/속보 

SPAN 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가정에서필요하신 건강, 교육 및 다양한 정보와 뉴스를 공유하고 

있으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https://spanadvocacy.org/home/spans-covid-19-information-

page/ 보실 수 있습니다.  

유급 가족돌봄 휴직 지원  

연방정부시행 새로운 응급 유급가족휴직 

(Emergency Family Leave)규정에 대한 정보는 

이 링크를 통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dol.gov/whd/fmla/index.htm).  

가족 돌봄 휴직보험 (Family Leave Insurance) 

관련 뉴저지 정부 

규정은 www.nj.gov/labor/forms_pdfs/tdi/fli_reg

s.pdf 에  명시되어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njleg.state.nj.us/2018/Bills/A4000/3975_R

3.HTM 

 

추가적, 강화된 실업수당 및  혜택 

연방정부 주 정부산하 추가적, 강화된 실업 수당 

및 혜택 지원 관련 정보는 아래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myunemployment.nj.gov/labor/myune

mployment/covidFAQ.shtml. 

유급병가(Paid Sick Leave) 

지원  

뉴저지 Earned Sick Leave 유급병가는  

공공보건응급 사태에도 적용됩니다 – 

유행병으로 인해 직장, 자녀들의 학교나 

어린이집 휴업 또는 보건당국에서 격리를 

선포한 경우, 직원/피고용자들은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Earned Sick Leave Benefits and the 
Coronavirus (COVID-19): What You 
Should Know.  

• www.nj.gov/labor/assets/PDFs/Famili
esFirstCoronaResAct.pdf 

• 뉴저지 유급병가 규정  

https://nj.gov/labor/wagehour/lawre
gs/nj_state_wage_and_hour_laws_an
d_regulations.html#11D1. 

 
연방정부 시행 신 비상 유급병가 (New Emergency 

Federal Paid Sick Leave) 정책정보는 아래의 링크는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https://carolgraysocialstories.com/wp-content/uploads/2020/03/Pandemics-and-the-Coronavirus.pdf
https://littlepuddins.ie/coronavirus-social-story
http://r20.rs6.net/tn.jsp?f=001lFqOa0LZf3TOk1RiGDINHPuEzhlSCr5j2O0bizpmDx3rCLv-diJUqSi3qovSeJfAtgt1zks83Fds-qGlcD4nOk8CioK3zMSY-cvGs35rQrfgq4M1CO8negPcZRFtgWtTSOPIFe6fuOkIULf8OTQ_hRNnCXTQzFPKWMB8LtpesySKwhjzDd6FtOZoV77sswgTTmN2hMt3fIAi9ym1wU2XMadvfzStQ9N17O8YTc2E1DBBoEyAhA7dxzLJboPvSAd2RLO5I1YVyovrirGtYmnTTTbjL-pVUQjDNZfWeGyhSyzf-_XqdNRlkxt-vALEqHCcSmzhENWQZ81KoMOYwOnz874LUHlOssA3w_Qkw-_e97XMRMK-BNYvPIX-atudxRxyJYJwPGMsS4Y=&c=9UiXo3X4QfTuZ3uA2ZByPhcjgZ6Fb9Krvqom6v59dJu8FJJOyt94bw==&ch=fBAe3wv_qRGoGh4JaLtmfrL9JkQb6ViUuPF48z4GSNoRtdR5JJKhBw==
http://r20.rs6.net/tn.jsp?f=001lFqOa0LZf3TOk1RiGDINHPuEzhlSCr5j2O0bizpmDx3rCLv-diJUqSi3qovSeJfAtgt1zks83Fds-qGlcD4nOk8CioK3zMSY-cvGs35rQrfgq4M1CO8negPcZRFtgWtTSOPIFe6fuOkIULf8OTQ_hRNnCXTQzFPKWMB8LtpesySKwhjzDd6FtOZoV77sswgTTmN2hMt3fIAi9ym1wU2XMadvfzStQ9N17O8YTc2E1DBBoEyAhA7dxzLJboPvSAd2RLO5I1YVyovrirGtYmnTTTbjL-pVUQjDNZfWeGyhSyzf-_XqdNRlkxt-vALEqHCcSmzhENWQZ81KoMOYwOnz874LUHlOssA3w_Qkw-_e97XMRMK-BNYvPIX-atudxRxyJYJwPGMsS4Y=&c=9UiXo3X4QfTuZ3uA2ZByPhcjgZ6Fb9Krvqom6v59dJu8FJJOyt94bw==&ch=fBAe3wv_qRGoGh4JaLtmfrL9JkQb6ViUuPF48z4GSNoRtdR5JJKhBw==
https://store.samhsa.gov/
http://www.healthychildren.org/English/health-issues/conditions/chest-lungs/Pages/2019-Novel-Coronavirus.aspx
http://www.psychologytoday.com/us/blog/neuroscience-in-translation/202003/how-explain-global-health-crisis-children-autism
https://classroommagazines.scholastic.com/support/learnathome.html
http://www.nj.gov/humanservices/ddd/resources/coronavirus.html
http://www.nj.gov/humanservices/ddd/resources/coronavirus.html
http://www.njtimetocare.com/ESL
http://www.nj.gov/labor/assets/PDFs/COVID-19%20SCENARIOS.pdf
http://www.nj.gov/labor/assets/PDFs/COVID-19%20SCENARIO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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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panadvocacy.org/home/spans-covid-19-information-page/
https://spanadvocacy.org/home/spans-covid-19-information-page/
http://www.dol.gov/whd/fmla/index.htm
http://www.dol.gov/whd/fmla/index.htm
http://www.nj.gov/labor/forms_pdfs/tdi/fli_reg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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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jleg.state.nj.us/2018/Bills/A4000/3975_R3.HTM
http://www.njleg.state.nj.us/2018/Bills/A4000/3975_R3.HTM
https://myunemployment.nj.gov/labor/myunemployment/covidFAQ.shtml
https://myunemployment.nj.gov/labor/myunemployment/covidFAQ.shtml
https://www.nj.gov/labor/worker-protections/earnedsick/covid.shtml
https://www.nj.gov/labor/worker-protections/earnedsick/covid.shtml
https://www.nj.gov/labor/worker-protections/earnedsick/covid.shtml
https://www.nj.gov/labor/worker-protections/earnedsick/covid.shtml
https://www.nj.gov/labor/worker-protections/earnedsick/covid.shtml
https://www.nj.gov/labor/worker-protections/earnedsick/covid.shtml
http://www.nj.gov/labor/assets/PDFs/FamiliesFirstCoronaResAct.pdf
http://www.nj.gov/labor/assets/PDFs/FamiliesFirstCoronaResAct.pdf
https://nj.gov/labor/wagehour/lawregs/nj_state_wage_and_hour_laws_and_regulations.html#11D1
https://nj.gov/labor/wagehour/lawregs/nj_state_wage_and_hour_laws_and_regulations.html#11D1
https://nj.gov/labor/wagehour/lawregs/nj_state_wage_and_hour_laws_and_regulations.html#11D1
http://www.dol.gov/sites/dolgov/files/WHD/posters/FFCRA_Poster_WH1422_Non-Federal.pdf
http://www.dol.gov/sites/dolgov/files/WHD/posters/FFCRA_Poster_WH1422_Non-Federal.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