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로 복귀 
자녀가 처음으로 학교에 등교하든, 졸업 준비를 하든 안전하고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이 끝 무렵에 도달함에 따라 이제 학생들은 새 학년을 준비할 시기를 맞았습니다. 다수의 가정에게 

이 전환의 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시점에 있든 안전하고 건강하게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자녀가 건강한 식습관 및 생활 습관을 기르고 활동적으로 지내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지도하십시오.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정기 예방접종을 모두 마치도록 

하십시오. 자녀의 정신건강을 살피고 새로운 일상과 사람들과 어울리는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 학년도에 자녀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도록 돕는 법들을 익히십시오. 

 코로나 19 안전 학교 

2022/2023 학년 동안 학생과 교직원 모두 학교에 풀타임으로 등교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BC 질병통제센터: 학교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 코로나 19 안전한 학교 

 코로나 19 (COVID-19) 

주요 주제 

따돌림 

따돌림은 어떤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언어적 또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상황이나 

온라인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따돌림의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알아채는 법 등 따돌림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따돌림 

 따돌림: 자녀의 자존심 기르기  

 따돌림: 따돌림 가해자 지도법 

 따돌림: 아이가 따돌림을 받는 징후들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childcare-schools/schools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childcare-schools/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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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ealthlinkbc.ca/sites/default/files/documents/HealthFeature-COVID-19-KOREAN.pdf
https://www.healthlinkbc.ca/pregnancy-parenting/keeping-your-child-safe/bullying-and-online-safety/bullying
https://www.healthlinkbc.ca/pregnancy-parenting/keeping-your-child-safe/bullying-and-online-safety/bullying-building-childs
https://www.healthlinkbc.ca/pregnancy-parenting/keeping-your-child-safe/bullying-and-online-safety/bullying-building-childs
https://www.healthlinkbc.ca/pregnancy-parenting/keeping-your-child-safe/bullying-and-online-safety/bullying-how-help-your-child
https://www.healthlinkbc.ca/pregnancy-parenting/keeping-your-child-safe/bullying-and-online-safety/bullying-how-help-your-child
https://www.healthlinkbc.ca/pregnancy-parenting/keeping-your-child-safe/bullying-and-online-safety/bullying-signs-child-bullied
https://www.healthlinkbc.ca/pregnancy-parenting/keeping-your-child-safe/bullying-and-online-safety/bullying-signs-child-bullied


아동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방접종은 면역체계가 중질환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세균 및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신속하게 싸우도록 도움을 줍니다. 비씨주에서 제공하는 정기 

예방접종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예방접종 

 아동 예방접종은 안전합니다(HealthLinkBC 파일 #50c) 

 자녀 예방접종의 이로움(HealthLinkBC 파일 #50b) 

 BC 주의 6 학년생 예방접종 (HealthLinkBC 파일 #50f) 

 BC 주의 9 학년생 예방접종 (HealthLinkBC 파일 #50g) 

건강한 식사 

어릴 때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한 간식 및 

다양한 식사 메뉴 등 건강한 식사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건강한 식사 

 카페인 함유 에너지 음료(HealthLinkBC 파일 #109) 

 건강한 식사: 자녀가 건강한 식습관을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어린이를 위한 건강한 식사 

 퀵 팁: 건강한 간식 만들기 

건강한 식사에 대한 추가 정보 및 조언은 8-1-1 번으로 전화하여 공인 영양사와 상담하거나 

HealthLinkBC 영양사에게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충분한 수면 취하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전 연령의 아동에게 중요합니다. 취침 습관 형성법, 아이가 숙면하지 못하는 

이유, 충분한 수면이 중요한 이유 등에 대한 팁을 구하십시오. 

 아동이 겪는 악몽 및 기타 수면 질환 

 수면 질환, 만 12 세 이상 

 취침 시간(HealthLinkBC 파일 #92e) 

학교에서 건강 문제 관리하기 

자녀가 천식, 알레르기 또는 당뇨병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자녀가 학교에서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없는 탁아 시설(HealthLinkBC 파일 #100c) 

 천식: 부모 및 자녀 교육 

 소아 당뇨병: 학교 및 보육원 건강관리계획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정신건강 

정신건강 질환은 연령, 성별 또는 인종과 상관없이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 식이장애 

등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십시오. 

 정신건강 및 약물 사용 

 정신 및 행동건강(학습 센터) 

https://www.healthlinkbc.ca/sites/default/files/documents/healthfeature/immunizations-ko.pdf
https://www.healthlinkbc.ca/sites/default/files/documents/healthfiles/hfile50c-k.pdf
https://www.healthlinkbc.ca/sites/default/files/documents/healthfiles/hfile50b-k.pdf
https://www.healthlinkbc.ca/sites/default/files/documents/hfile50f-K.pdf
https://www.healthlinkbc.ca/sites/default/files/documents/healthfiles/hfile50g-k.pdf
https://www.healthlinkbc.ca/health-topics/healthy-eating
https://www.healthlinkbc.ca/sites/default/files/documents/hfile109-K.pdf
https://www.healthlinkbc.ca/health-topics/healthy-eating-helping-your-child-learn-healthy-eating-habits
https://www.healthlinkbc.ca/health-topics/healthy-eating-helping-your-child-learn-healthy-eating-habits
https://www.healthlinkbc.ca/healthy-eating-physical-activity/age-and-stage/infants-children-and-youth/healthy-eating-children
https://www.healthlinkbc.ca/healthy-eating-physical-activity/food-and-nutrition/plan-shop-and-prepare/quick-tips-making-healthy
https://www.healthlinkbc.ca/healthy-eating-physical-activity/food-and-nutrition/plan-shop-and-prepare/quick-tips-making-healthy
https://www.healthlinkbc.ca/healthy-eating-physical-activity/email-healthlinkbc-dietitian
https://www.healthlinkbc.ca/pregnancy-parenting/parenting-preschoolers-3-5-years/good-sleep-habits-10-tips/nightmares-and-other
https://www.healthlinkbc.ca/illnesses-conditions/fatigue-and-sleep/sleep-problems-age-12-and-older
https://www.healthlinkbc.ca/sites/default/files/documents/hfile92e-K.pdf
https://www.healthlinkbc.ca/sites/default/files/documents/healthfiles/hfile100c-k.pdf
https://www.healthlinkbc.ca/illnesses-conditions/asthma/asthma-educating-yourself-and-your-child
https://www.healthlinkbc.ca/illnesses-conditions/asthma/asthma-educating-yourself-and-your-child
https://www.healthlinkbc.ca/health-topics/diabetes-children-care-plan-school-or-daycare
https://www.healthlinkbc.ca/health-topics/diabetes-children-care-plan-school-or-daycare
https://www.healthlinkbc.ca/sites/default/files/documents/healthfeature/severe_allergic_reaction-k.pdf
https://www.healthlinkbc.ca/node/570
https://www.healthlinkbc.ca/health-topics/mental-and-behavioural-health


 
 

 비씨주의 정신건강 및 약물 사용관련 지원서비스  – 아동 및 청소년 

신체 활동 

자녀가 충분한 신체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성장과 발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매일 얼마나 

많은 운동을 요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어린이를 위한 건강한 습관 

 장애아동이 활동적 신체 활동을 하도록 돕기 

 어린이 및 십 대를 위한 신체 활동 

 퀵 팁:가족끼리 활동적 신체 활동하기 

신체 활동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나 조언은 8-1-1 번으로 전화하여 운동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신체활동 서비스 센터에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정기 검진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가정의, 간호사, 안과, 치과 의사 등에게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어떤 정기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십시오. 

 기본 치아 관리 

 초등학생 자녀와 시력(HealthLinkBC 파일 #53b) 

 청소년을 위한 의료 검진 

 정기 검진 

성 및 생식기 건강 

성매개감염(STI) 예방법, 피임법 등 성 및 생식기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피임 

 응급피임법(EC)(HealthLinkBC 파일 #91b) 

 성매개감염(STI) 예방하기(HealthLinkBC 파일 #08o) 

 성 건강(학습센터) 

첫 등교 

새로운 학교에 등교하는 것은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어울리며 

새로운 일과에 적응하는 동안 스트레스나 불안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러한 전환기에 잘 

적응하고 사교성 및 자존감을 키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자녀가 사교성을 기르도록 돕기 

 아이가 내적으로 강해지도록 돕기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적응하도록 돕기 

 어린이 및 청소년의 스트레스 

안전하게 지내기 

자녀가 운동장에서 놀든, 학교에 도보로 등교하든, 책가방을 제대로 착용하든 어느 상황 속에서도 

안전이 제일입니다.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어린이 안전: 도로 및 자동차 

 운동장 안전

https://www2.gov.bc.ca/gov/content/mental-health-support-in-bc/children-and-youth
https://www2.gov.bc.ca/gov/content/mental-health-support-in-bc/children-and-youth
https://www.healthlinkbc.ca/pregnancy-parenting/healthy-habits-healthy-life/healthy-habits-kids
https://www.healthlinkbc.ca/health-topics/helping-children-disabilities-stay-active
https://www.healthlinkbc.ca/health-topics/physical-activity-children-and-teens
https://www.healthlinkbc.ca/healthy-eating-physical-activity/being-active/getting-started/quick-tips-getting-active-family
https://www.healthlinkbc.ca/healthy-eating-physical-activity/being-active/getting-started/quick-tips-getting-active-family
http://www.healthlinkbc.ca/email-physical-activity
https://www.healthlinkbc.ca/health-topics/basic-dental-care#hw144416
https://www.healthlinkbc.ca/sites/default/files/documents/hfile53b-K.pdf
https://www.healthlinkbc.ca/pregnancy-parenting/parenting-teens-12-18-years/caring-your-teen/medical-checkups-adolescents
https://www.healthlinkbc.ca/health-topics/routine-checkups
https://www.healthlinkbc.ca/pregnancy-parenting/birth-control/birth-control
https://www.healthlinkbc.ca/sites/default/files/documents/healthfiles/hfile91b-k.pdf
https://www.healthlinkbc.ca/sites/default/files/documents/healthfiles/hfile08o-k.pdf
https://www.healthlinkbc.ca/illnesses-conditions/sexual-reproductive-health/sexual-health
https://www.healthlinkbc.ca/pregnancy-parenting/parenting-school-age-children-6-11-years/caring-your-school-age-child/help-your
https://www.healthlinkbc.ca/pregnancy-parenting/relationships-and-emotional-health/helping-your-child-build-inner-strength
https://www.healthlinkbc.ca/pregnancy-parenting/parenting-teens-12-18-years/caring-your-teen/helping-your-child-transition
https://www.healthlinkbc.ca/pregnancy-parenting/relationships-and-emotional-health/stress-children-and-teenagers
https://www.healthlinkbc.ca/pregnancy-parenting/keeping-your-child-safe/child-safety-streets-and-motor-vehicles
https://www.healthlinkbc.ca/pregnancy-parenting/keeping-your-child-safe/child-safety-streets-and-motor-vehicles
https://www.healthlinkbc.ca/pregnancy-parenting/keeping-your-child-safe/playground-safety


더 많은 HealthLinkBC 파일 주제를 찾아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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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팁: 자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돕기  

 퀵 팁: 책가방 안전하게 착용하기 

약물 사용 

아동이 십 대로 성장하는 시기는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는 시기입니다. 시도하는 경험의 대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일부는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술 및 약물 사용에 대해 

알아보고, 약물 및 과다 복용 등 복잡한 문제에 대해 자녀와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십시오. 

 청년의 술 및 약물 사용 

 지혜롭게 약물 사용하기 

 날록손: 오피오이드 과용 치료(HealthLinkBC 파일 #118) 

 담배 끊기(HealthLinkBC 파일 #30c) 

 담배 끊기 

 약물 사용에 대한 부모의 지도 

보건 당국 

보건 당국으로부터 학교에 관련된 건강 정보를 얻으십시오. 

 퍼스트네이션 보건국: 교실로의 등교, 불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프레이저 헬스: 학교에서의 건강 

 인테리어 헬스: 학교에서 건강 관리 

 아일랜드 헬스: 취학아동의 건강 

 노던 헬스: 취학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 

 벤쿠버 코스탈 헬스: 학교에서의 건강 

유용한 웹사이트 

따돌림 없애기(ERASE Bullying) 

따돌림 없애기(Expect Respect and A Safe Education, ERASE)는 학부모와 청소년에게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따돌림 관련 정보도 제공하는 교육부 웹사이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BC 정부: 따돌림 없애기 

비씨주 건전한 학교 (Healthy Schools BC) 

건전한 학교(Healthy Schools)는 지역사회, 보건 및 교육 부문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평생 지속되는 

건강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프로그램 및 지원 서비스에는 활동적인 생활, 건전한 

사귐, 건강한 식사 및 건강한 생활 방식 등을 포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비씨주의 건전한 학교 

최종 검토: 2022 년 9 월 

http://www.healthlinkbc.ca/more/resources/healthlink-bc-files
http://www.healthlinkbc.ca/more/resources/healthlink-bc-files
https://www.healthlinkbc.ca/
https://www.healthlinkbc.ca/pregnancy-parenting/keeping-your-child-safe/quick-tips-helping-your-child-stay-safe-and-healthy
https://www.healthlinkbc.ca/pregnancy-parenting/keeping-your-child-safe/quick-tips-helping-your-child-stay-safe-and-healthy
https://www.healthlinkbc.ca/pregnancy-parenting/parenting-school-age-children-6-11-years/caring-your-school-age-child/quick
https://www.healthlinkbc.ca/pregnancy-parenting/parenting-school-age-children-6-11-years/caring-your-school-age-child/quick
https://www.healthlinkbc.ca/health-topics/alcohol-and-drug-use-young-people
https://www.healthlinkbc.ca/sites/default/files/documents/healthfeature/be_drug_smart-korean.pdf
https://www.healthlinkbc.ca/healthlinkbc-files/naloxone-treating-opioid-over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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