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시기의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 건강
코로나바이러스 2019(COVID-19)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COVID-19는 아동 및 청소년의 신체적 건강은 물론 사회적, 정서적, 정신적
안녕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일상이 변하고, 공부하던 장소와 방법이 변하거나
멈추고, 안전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 상당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달 단계에서
트라우마에 직면하면 평생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의미할 수 있는 자녀의 행동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어린이의 과도한 울음 또는 짜증.
퇴화 증세(예: 어린이의 배변
사고 또는 야뇨증).

과도한 걱정이나 슬픔.
건강에 해로운 식사 또는 수면
습관.
10대의 과민성 및 돌출 행동.

학교 성적이 떨어지거나
학교를 기피함.
주의력이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함.
과거에 즐겼던 활동을 피함.
설명할 수 없는 두통 또는
통증.
술, 담배 또는 기타 약물 사용.

귀하 또는 가족이 COVID-19로 인한 트라우마나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VA COPES Warm
Line(수신자 부담) 877-349-6428번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십시오.
월~금 오전 9시~오후 9시, 토~일:
오후 5시~오후 9시
재난 고충 도움의 전화: 1-800-985-5990
국립 자살 예방 생명의 전화: 1-800-273-TALK(8255) (영어), 1-888-628-9454(스페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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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취해야 할 단계:
새로운 구조 및 일상 지원
외부 활동 시간, 가상 학교 활동, 운동을 하루 일정에 포함시키고Zoom이나 FaceTime과 같은
기능으로 거리를 두면서도 오락의 밤과 같은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스마트기기 이용 시간을 건설적으로 사용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학습과 놀이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이의
관심사에 따라 춤 경연, 사진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에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면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뉴스는 아이가 잘못 이해하거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보여주지 마십시오.

경계 설정 및 목적 제공
나이에 맞는 집안일을 맡기고 자녀를 가족 활동에 참여시키십시오.

COVID-19와 팬데믹에 관한 토론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토대로 어른과 아이가 함께 COVID-19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보십시오. 아이의 오해를 해소하고 아이의 질문에 정직하고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숨어있는 불안을 인식
아이에게 제약 없이 아이의 걱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아이가 두려움을 표현할 기회를 주십시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행동을 칭찬하여 아이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롤 모델 되기
낙인 및 차별은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모든 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픈 사람들을 공감하고 지지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보이면 자녀는 부모를 따라 합니다.

안심시키기
과학자들이 바이러스에 대해 열심히 연구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아이들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COVID-19 및 아동의 정신 건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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