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예방접종 맞기

• COVID-19 예방 주사 후 마스크 착용

• COVID-19 예방 주사 후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 손 씻기

• COVID-19 검사 받기

간병인 또는 보호자를 위한 안내서

COVID-19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설명을 하고, 또한 이를 극복해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귀하께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보호자 혹은 간병인으로서 보호하는 대상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래 자료들은 COVID-19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나 어려운 정보를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비디오, 포스터, 소셜 스토리, Cut-out 활동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상황을 참고하십시오.

자료는 5가지 기본 주제를 다룹니다.
 

비디오

비디오를 함께 시청하여 COVID-19으로 부터 안전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COVID-19 예방주사 후 몇 주까지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하는지 등, 

영상에 들어있는 아이디어를 자신의 일상에 적용하십시오.

포스터

포스터는 피보호자가 시각을 활용하여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엌, 거실, 또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다른 장소들에 포스터를 붙이십시오. 또한 학교, 직장 및 기타 

다른 환경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소셜 스토리

소셜 스토리를 함께 읽으면서 마스크 착용과 같은 습관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COVID-19 검사나 백신을 맞는 것과 같은 새로운 상황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배우십시오. 

소셜 스토리는 대화방식으로 되있므로 함께 빈칸을 채우고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예를 들어 "안전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 내용의 소셜 스토리를 사용하여

피보호자에게 직장이나 학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Cut-out 활동

이러한 활동은 손 씻기 단계를 검토하거나 COVID-19 테스트를 준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피보호자와 함께 사진을 잘라내면서, 순서대로 단계를 정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COVID-19로 부터 안전하게 지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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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한 팁
 

 

COVID-19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피보호자가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을 숙지하고 

이해하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관련 팁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다른 보호자 및 간병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해야하는지 모범을 보이고 설명하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손을 씻는 등의 조치를 취할 때, 하고 있는 행위를 손으로 가리키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마스크를 쓰면서 

“저는 밖에 나갈때 마스크를 써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해냈음을 인정해주시고 그 어려움에 대해 공감을 표현하십시오.

COVID 19 예방 수칙에 따른 마스크 착용 및 백신접종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감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해주십시오. COVID 19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내

기 위해 규칙을 꼭 지켜야함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피보호자가 좀 더 쉽고 편하게 관련 생

활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피보호자에게 잘 맞고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찾도록 돕는 것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안전거리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귀하께서 돌봄 일을 마치실 때 피보호자에게 안전거리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상기시켜주십시오. 

(가장 최근에 COVID19 백신을 맞은 후 몇 주 까지) 매번 같은 단어를 사용하셔서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외출할 때는 항상 나와 다른사람 간에 거리를 두고 활동해야합니다."

COVID 19으로 변화된 일상의 루틴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COVID 19이 자신의 계획이나 매번 해오던 루틴을 더이상 가능하지 않아질 때 우리는 이것이 COVID 19

으로 인한 변화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마커스 삼촌과 저녁을 먹으러 갈 수 없어요. 삼촌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리운 것은잘 잘 알고

있지만 COVID 19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때문에 아직은 어렵습니다.” 만약 가능한 경우라면 영상통화를

하도록 도와주시는 등의 안전한 대안을 제안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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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the latest information about COVID-19 from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cdc.gov/coronavirus/2019-ncov/. 

•Learn ways to cope with stres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f you’re a professional caregiver, CDC has more tips to help you stay safe from COVID-19:

cdc.gov/coronavirus/2019-ncov/hcp/direct-service-providers.html. 

새로운 환경이나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십시오.

새로운 곳으로 갈 때, COVID 10으로 인해 익숙한 곳 들도 평소와 다를 수 있고, 또한 어떤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지에 대해 미리 설명해주세요. 

예를 들어 병원에 갈 때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한다거나 

또는 진료를 보는 의사가 마스크를 쓰고 있을 것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소셜 스토리는 

이러한 새로운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보호자들의 불안을 덜어주세요.

COVID-19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피보호자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을 때 불안해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는지 상기시켜주십시오. 

: 백신접종, 마스크 착용, 마지막 백신맞은 후 2주까지 안전거리 유지, 그리고 손 씻기 등.

유용한 정보링크

        cdc.gov/coronavirus/2019-ncov/daily-life-coping/managing-stress-anxiet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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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lation completed by Community Inclusion & Development
Alliance (CIDA) with a COVID-19 Funding from the NYS Disability

Planning Council. 
 

 CIDA is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serves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CIDA is a federally funded

Community Parent Resource Center serving Korean-American
families in Queens, Nassau and Suffolk County, NY. 

 
위의 번역은 Community Inclusion & Development Alliance (CIDA) 와 뉴욕

주 발달장애기획위원회(NYS DDPC)의 협력으로 제공되었습니다. 
 

CIDA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돕기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 (501(c)3 Non-
Profit organization)로서, 뉴욕 주의 퀸즈, 나소 및 서포크 카운티의 한인 가족을

지원하는 연방 학부모 지원센터입니다.
 

 www.cida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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