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동안 아동, 청소년 및 가정 

학교 

3 월 봄방학이 종료된 이후부터 K-12 교직원, 학생, 학교 방문객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중 보건관의 지난 마스크 착용 권고는 개인의 선호에 

따른 선택사항이 되었습니다. 일부 학생 및 교직원들은 종일 또는 특정 활동에만 비의료 마스크 

또는 안면 가리개 착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내 마스크 착용 여부는 개인의 결정으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BC 질병통제센터: 보육, 학교 및 캠프 

 BC 질병통제센터: K-12 학교 및 코로나 19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 코로나 19 안전한 학교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 부모 및 가정을 위한 정보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 K-12 일일 상태 점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 K-12 학습 환경에서 코로나 19 전염병 지침서(PDF, 585KB) 

교내 바이러스 노출 
학교가 수업을 재개함에 따라 코로나 19 바이러스 노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지 

보건 당국의 교내 바이러스 노출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프레이저 헬스: 교내 집단발병 

 인테리어 헬스: 코로나 19 교내 바이러스 노출 

 아일랜드 헬스:  코로나 19 안전한 학교 

 노던 헬스: 공중 노출, 발병 및 시행 

 벤쿠버 코스탈 헬스: K-12 학교 및 보육 커뮤니티 

귀하와 자녀는 코로나 19 검사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검사 대상 어린이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BC 어린이 병원에서 유익한 비디오를 제작했습니다. 어린이 

검사전문가는 비디오를 통해 검사 방식을 소개하고 검사 동안 어떤 느낌이 들지에 대해 

보여줍니다. 어린이 코로나 19 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지금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감기,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와 유사한 증상이 있는 사람 모두 증상이 가볍더라도 검사가 

권장됩니다. 증상이 없다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의 추천서나 8-1-1 번으로 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 및 검사 장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childcare-schools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childcare-schools
http://www.bccdc.ca/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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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2.gov.bc.ca/gov/content/education-training/k-12/covid-19-safe-schools
https://www2.gov.bc.ca/gov/content/education-training/k-12/covid-19-safe-schools
https://www2.gov.bc.ca/gov/content/family-social-supports/caring-for-young-children/child-care-response-covid-19/child-care-response-covid-19-parent
https://www2.gov.bc.ca/gov/content/family-social-supports/caring-for-young-children/child-care-response-covid-19/child-care-response-covid-19-parent
http://www.bced.gov.bc.ca/bulletin/20220121/daily-health-check---jan-2022.pdf
https://www2.gov.bc.ca/assets/gov/education/administration/kindergarten-to-grade-12/safe-caring-orderly/k-12-covid-19-health-safety-guidlines.pdf
https://www2.gov.bc.ca/assets/gov/education/administration/kindergarten-to-grade-12/safe-caring-orderly/k-12-covid-19-health-safety-guidlin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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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slandhealth.ca/learn-about-health/covid-19/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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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rthernhealth.ca/health-topics/public-exposures-outbreaks-and-enforcements#https://www.northernhealth.ca/health-topics/public-exposures-outbreaks-and-enfor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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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ch.ca/covid-19/k-12-schools
https://www.youtube.com/watch?v=AhC6_JXagxE&feature=youtu.be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testing/children-youth


산모 및 영아의 건강 

임신 

임신이 코로나 19 감염 위험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임신부는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자가격리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임신 중에 몸이 아프게 될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여 코로나 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임신 및 코로나 19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BC 여성병원, 코로나 19 환자를 위한 정보(흔한 질문) 

 캐나다 정부: 코로나 19: 임신, 출산 및 신생아 보살핌 

영아 수유 

모유수유는 아기가 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모유수유를 계속하고 아기의 

피부가 엄마와 닿도록 자주 안아주십시오. 자주 손을 씻는 것이 아기가 아프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을 때에는 마스크 착용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수유하십시오. 유축기를 사용하는 경우, 유축기 및 수유 용품 모두를 매번 깨끗히 세척해야 

합니다. 분유로 보충하거나 분유만 수유할 경우 2 주 동안 먹일 양을 확보해 두십시오. 

코로나 19 동안 영아 수유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BC 질병통제센터: 영아 

 BC 질병통제센터: 모유수유 및 코로나 19 (PDF, 590KB) 

 주산기서비스 BC: 코로나 19 및 모유수유 자주묻는질문 (PDF, 89KB) 

 주산기서비스 BC: 코로나 19 및 분유 수유 자주묻는질문 (PDF, 139K)  

코로나 19 동안 육아 
팬데믹은 육아에 관련된 전례없던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거나 친구들을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더이상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팬데믹 중 긍정적 육아 

어린이 및 청소년은 친구와 떨어져서 일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에 대해 아동 및 청소년과 대화하는 법을 

알아보십시오. 

 캐나다 소아학회: 아동 및 십 대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외부 일들에 대처하도록 돕기 

 캐나다 소아학회: 아이들과 코로나 19 에 대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안심”시키십시오. 

 캐나다 소아학회: 코로나 19 동안 육아: 뉴프런티어 

 미디어 스마트: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며 친구들과 연락하도록 돕기 

 미디어 스마트: 팬데믹 동안 소셜 미디어 및 스크린 타임 

http://www.bcwomens.ca/health-info/covid-19-information-for-patients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2019-novel-coronavirus-infection/prevention-risks/pregnancy-childbirth-newborn.html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2019-novel-coronavirus-infection/prevention-risks/pregnancy-childbirth-newborn.html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2019-novel-coronavirus-infection/prevention-risks/pregnancy-childbirth-newborn.html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covid-19-and-children/babies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covid-19-and-children/babies
http://www.bccdc.ca/Health-Professionals-Site/Documents/COVID19_LactationInfographic.pdf
http://www.bccdc.ca/Health-Professionals-Site/Documents/COVID19_LactationInfographic.pdf
http://www.perinatalservicesbc.ca/Documents/Resources/Alerts/FAQ-Covid19-Breastfeeding.PDF
http://www.perinatalservicesbc.ca/Documents/Resources/Alerts/FAQ-Covid19-Breastfeedi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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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aringforkids.cps.ca/handouts/disaster
https://www.caringforkids.cps.ca/handouts/disaster
https://www.cps.ca/en/blog-blogue/how-can-we-talk-to-kids-about-covid-19
https://www.cps.ca/en/blog-blogue/how-can-we-talk-to-kids-about-covid-19
https://www.cps.ca/en/blog-blogue/how-can-we-talk-to-kids-about-covid-19
https://www.cps.ca/en/blog-blogue/how-can-we-talk-to-kids-about-covid-19
https://www.cps.ca/en/blog-blogue/parenting-during-covid-19-a-new-frontier
https://www.cps.ca/en/blog-blogue/parenting-during-covid-19-a-new-frontier
https://www.cps.ca/en/blog-blogue/parenting-during-covid-19-a-new-frontier
https://mediasmarts.ca/blog/helping-kids-stay-touch-while-social-distancing
https://mediasmarts.ca/blog/social-media-screen-time-during-pandemic
https://mediasmarts.ca/blog/social-media-screen-time-during-pandemic


청소년 및 부모를 위한 리소스 

팬데믹 동안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캐나다 소아학회: 코로나, 청소년 및 약물 사용: 청소년 및 가족을 위한 중요 메시지 

 캐나다 소아학회: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청소년을 지원하는 요령 

 어린이 상담 전화: 코로나 19 동안 도움을 드립니다 

아동 및 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 
물리적 거리두기 요건 및 격리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동 

지원 리소스를 찾아보십시오. 

 캐나다 소아학회: 코로나 19 및 #physicaldistancing 기간 중 청소년이 우울감을 극복하도록 

돕는 방법 

 캐나다 소아학회: 코로나 19 기간 중 불안장애 청소년 지원 

 캐나다 소아학회: 두려움 및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한 CARD 시스템 

 IASC: 나의 영웅은 당신입니다: 아이들이 코로나 19 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법! 

 정신 건강 및 코로나 19 

코로나 19 를 겪는 아동 
일반적으로 아동의 경우 코로나 19 증상이 성인에 비해 경미합니다. 코로나 19 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 및 안전 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C 질병통제센터: 코로나 19 및 어린이를 

참조하십시오. 코로나 19 기간 중 언제 의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건강 BC: 코로나 19 팬데믹 중 부모 및 보호자를 위한 메시지 (PDF, 351Kb)를 

참조하십시오. 

발진 및 염증 반응 

아동은 또한 코로나 19 에 감염된지 몇 주 후부터 발진, 피부 병변 또는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동창과 유사한 병변으로도 알려진 “코로나 발가락"은 코로나 19 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피부 병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발진은 독특한 양상을 띄며 이 질환은 

일반적으로 어린이나 젊은 성인에게 나타나며 중증 질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동 다기관염증증후군(MIS-C) 

아동 다기관염증증후군(MIS-C) 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서 새롭게 나타나는 임상 증후군입니다. 

이는 과잉면역반응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신체 부위로 퍼지는 중증 염증을 

초래합니다. 심장, 위장, 폐, 신장, 뇌, 피부, 눈, 림프절 등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증으로 발전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나, 대부분의 아동은 치료를 

통해 호전됩니다. 

https://www.cps.ca/en/blog-blogue/covid-youth-and-substance-use-critical-messages-for-youth-and-families
https://www.cps.ca/en/blog-blogue/covid-youth-and-substance-use-critical-messages-for-youth-and-families
https://www.cps.ca/en/blog-blogue/covid-youth-and-substance-use-critical-messages-for-youth-and-families
https://www.cps.ca/en/blog-blogue/tips-and-tricks-to-help-adolescents-cope-during-the-covid-19-pandemic
https://www.cps.ca/en/blog-blogue/tips-and-tricks-to-help-adolescents-cope-during-the-covid-19-pandemic
https://kidshelpphone.ca/get-info/were-here-for-you-during-covid-19-novel-coronavirus/
https://kidshelpphone.ca/get-info/were-here-for-you-during-covid-19-novel-coronavirus/
https://www.cps.ca/en/blog-blogue/how-to-help-youth-tackle-the-blues-during-covid-19
https://www.cps.ca/en/blog-blogue/how-to-help-youth-tackle-the-blues-during-covid-19
https://www.cps.ca/en/blog-blogue/how-to-help-youth-tackle-the-blues-during-covid-19
https://www.cps.ca/en/blog-blogue/supporting-youth-with-anxiety-disorders-during-the-covid-19-pandemic
https://www.cps.ca/en/blog-blogue/supporting-youth-with-anxiety-disorders-during-the-covid-19-pandemic
https://assets.aboutkidshealth.ca/AKHAssets/Anxiety%20Individual%20Handout_Eng%2004_03_2020_v2.pdf
https://assets.aboutkidshealth.ca/AKHAssets/Anxiety%20Individual%20Handout_Eng%2004_03_2020_v2.pdf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2020-04/My%20Hero%20is%20You,%20Storybook%20for%20Children%20on%20COVID-19.pdf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2020-04/My%20Hero%20is%20You,%20Storybook%20for%20Children%20on%20COVID-19.pdf
https://www.healthlinkbc.ca/mental-health-and-covid-19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covid-19-and-children
https://www.childhealthbc.ca/sites/default/files/a-message-to-parents-and-caregivers-june01.pdf
https://www.childhealthbc.ca/sites/default/files/a-message-to-parents-and-caregivers-june01.pdf
http://www.bccdc.ca/health-professionals/clinical-resources/case-definitions/covid-19-(novel-coronavirus)/multi-system-inflammatory-syndrome-in-children-and-adolescents-(mis-c)


HealthLinkBC 파일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HealthLinkBC.ca/more/resources/healthlink-bc-

files 또는 관내 보건소를 방문하십시오. BC주 비응급 건강 정보 및 조언은 www.HealthLinkBC.ca를 

방문하거나 8-1-1번(수신자부담)으로 전화하십시오. 청각 장애 및 난청이 있는 경우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번역 서비스는 요청 시 130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됩니다. 

특수 어린이 
특수 아동 자녀가 있는 경우 염려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자폐증을 말하다: 자폐가정을 위한 코로나 19 정보 및 리소스  

 BC 질병통제센터: 면역저하아동 

 BC 어린이 병원: 흡입기 회분추적양식 (PDF, 129KB) 

 캐나다 소아학회: 소아 천식 및 코로나 19 

 캐나다 소아학회: 제 1 형 당뇨병 및 코로나 19: 학교 복귀 

 캐나다 소아학회: 자녀가 ADHD 를 앓고 있는 경우: 팬데믹 중 대처법 

 SickKids: 코로나 19 위기를 겪는 신경발달장애 자녀 지원하기 

안전 
팬데믹 동안 상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코로나 19 동안 상해 예방 

 캐나다 소아학회: 코로나 19 중 집에 있는 동안 부상 방지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  2022 년 3 월 11 일 
위 정보는 2021 년 8 월에 BC 주 질병통제센터: 검사 정보 웹페이지, BC 주 질병통제센터: 발진 및 염증 

반응 웹페이지, BC 주 질병통제센터: 영유아 웹페이지, BC 주 여성병원, 환자를 위한 코로나 19 정보 

(흔한 질문) 웹페이지, BC 주 질병통제센터: K-12 학교 및 코로나 19 및 BC 주 질병통제센터: 검사의 

종류 웹페이지를 열람하여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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