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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CI (아키) 는 어떤 곳 인가요?

● AACI 는산호세위치한아시아인들을위한커뮤니티센터이자정신건강센터, 
그리고메디컬센터입니다.

● 위치: 2400 Moorpark Ave. Suite #300, San Jose, CA 95124
● 연락처: (408) 925- 2730

● 전연령 (미취학아동~노인)에걸쳐한국어로상담이가능하며성인의경우에는

인지/심리평가서비스도제공합니다.
● 메디칼이나메디케어보험이있으신경우에는무료로서비스를이용할수

있으며설령없다고하더라도 KACF의지원을받아낮은비용으로상담받으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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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1. COVID-19 상황으로 인한 일상의 변화

2. COVID-19 로 인해 받는 학생들의 스트레스

3. 올바른 관리방법

4.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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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로 인해 내 생활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 여행, 그리고 야외 활동의 제한

► 사회 활동, 취미 활동의 제한

► 수업 방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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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로 인해 내 생활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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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때문에 학생들이 겪는
변화는 무엇일까?

► 코로나바이러스의확산으로인해 2020년 3월 14일부터

현재까지근 7개월에걸쳐대면수업금지및전면적인

화상수업실시

► 자녀들은하루중대부분의시간을자신의방에서보냄

► 친구들과함께놀면서즐거운시간보내거나스트레스를

낮출수있는기회가현격히줄어듦

► 학교내에심리상담실을찾아갈방법이줄어듦

► 학습능률의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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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상황에서
자녀들의 스트레스 (1)

► 스트레스란 무엇인가요?

► ‘팽팽하게죄다’ (라틴어 stringer)

► 외부자극에대한몸과마음의반응

스트레스요인에
대한적응력

스트레스
요인의압력

스트레스에의한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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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상황에서
자녀들의 스트레스 (2)

Eustress 긍정적인결과를가져오는긍정적인스트레스 (예) 진급, 결혼, 
등 = 동기부여, 생산성향상, 집중도향상

Distress 부정적인결과를초래하는부정적인스트레스 (예) 실직, 사별, 
등 = 걱정, 불안, 생산성저하, 자신감저하

(Fevre et al., 2003)

► 좋은 스트레스 vs. 나쁜 스트레스? 

No! Eustress (쾌-스트레스) vs. Distress (불쾌-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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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상황에서
자녀들의 스트레스 (3)

► 정신건강의위기 – 우울증, 불안증세

► 현실적인방제노력과그한계

► 자녀들의흔한스트레스표출방법

► 정신건강변화 - 쉽게피로를느끼고잦은짜증과감정

조절에어려움을겪음

► “Quarantine Fatigue” (자가 격리 피로) 또는 “Caution Fatigue”

(경계 피로) (Zhao et al., 2020)

► 4월 15일 즈음부터 미국 전역에서 관측 되기 시작함

► 사회적 거리 두기에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주의를 게을리 함 9



자녀들의 스트레스
관리방법 및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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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코비드19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

► 아이의롤모델이되기: 새로운소식에대한부모님의반응이아이의

반응을결정합니다.

► 사회적거리두기 (Social distancing)에대한시범과교육

► 긍정적인측면을함께탐구하기

► 규칙적인일상생활을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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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자녀의 줌 피로 (Zoom Fatigue) 
줄이기

1. 멀티태스킹을하지말것 - 여러가지일을동시에해야한다면

15분간의간격을유지하여각각의업무에집중하세요

2. 휴식시간을반드시지킬것 - Pomodoro 사용을권장

► 온라인 Pomodoro [https://pomofocus.io/]

3. 자기얼굴감추기기능을활용할것 - 자신의얼굴에계속신경을

쓰는것은미팅이나수업자체의집중력을떨어뜨리고피로를

가중시킵니다.

4. 화상미팅/수업대신전화나이메일을활용할것 - 중간중간 Zoom 

대신다른소통수단의활용은줌피로를크게줄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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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의 코비드19 관련 대화 (1)

► 부모님들은코비드19 관련최신내용에대해정확한정보를

잘알고, 아이들에게혼란한감정을불러일으키지않아야

합니다.

► 거짓정보나루머들을해소해주시고사실에근거하여

대화하는것이좋습니다.

► 아이들의소셜미디어에지나친노출은피하는것이좋습니다. 

대신즐거운놀이나활동을장려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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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의 코비드19 관련 대화 (2)

► 아이들의질문에대해사실에근거해서답해주되불필요하거나지나친세부

사항에대해서는설령사실이라할지라도말하지않는것이좋습니다. 

아이들에게스스로대비할수있다는자신감을북돋아주는것이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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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나이에 따른 코비드19 설명 방법

1. 초등학교저학년: 코비드19에대한대략적이고간단한정보만알려주세요. 

아이들을안심시키는것에집중하시고손씻는법이나마스크제대로쓰는

방법등을알려주세요. “어른들이너희를안전하게지키기위해최선을다하고

있다” 라는말을직접적으로해주는것이좋습니다.

2. 초등학교고학년 ~ 중학교저학년: 사실과루머를구분하도록알려주세요. 국가, 

주, 그리고지역사회리더들이코비드19에대처해어떠한방역노력을하고

있는지알려주세요.

3. 중학교고학년 ~ 고등학생: 코비드19 관련정확한정보를스스로찾아볼수

있도록지도해주세요. 코비드19 대처를위한가족계획, 학교일정, 

가사분담등에대해서깊이있게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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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상 생활 습관의 중요성

1. 손을씻을때충분한시간동안꼼꼼히씻기위해 ‘생일축하
송’을부르는것이추천되고있습니다 (한곡은대략 20초
정도이므로한번에 3번이상부르는것이좋습니다).

2. 아이가기침을할때는꼭티슈에하거나팔을굽혀입을
막도록하게해주시고, 이러한행동을보였을때에는꼭
칭찬해주세요.

3. 아이에게스스로건강을지킬수있는행동과습관이있음을
인지시키고잘지키도록권장해주세요.

4. 균형잡힌식단, 충분한잠, 규칙적인운동은면역체계를
강화하기위한가장좋은방법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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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상태 파악

► 아이들이 무조건 힘들고 우울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 위험 요소
1. 코비드19 발생이전이미가지고있던정신건강관련문제

2. 과거트라우마경험이나학대경험

3. 가족관계의불안정성

4. 사랑하는사람에대한상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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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 알기

1. 미취학아동: 엄지손가락빨기, 소아야뇨증 (자다가이불에오줌

누기), 부모에게매달리기, 잠설치기, 식욕저하, 어둠에대한

지나친공포, 행동퇴행, 회피

2. 초등학생: 잦은짜증, 공격성증가, 부모에대한지나친애착, 악몽, 

학교회피, 집중력저하, 각종활동이나친구관계에대한회피

3. 중고등학생: 수면장애 (불면증혹은과다수면), 식욕의급격한

변화 (폭식혹은식욕저하), 정서불안, 동요, 잦은마찰/의견충돌, 

신체기능/감각에대한불편함, 비행, 집중력저하

18



코비드19로 인한 아시아계 학생들을 향한
인종차별

► 대처 방법

► 문제점 인지 (Acknowledge)

► 문제점 확인 (Validate)

► 재구조화 (Reframe)
► 구체적인 행동 방법

1. 자리 피하기 (Walk away)
2. 무시하기 (Ignore)

3. 문제점 말하기 (Talk it out)

4. 도움 요청하기 (Seek help)

[https://www.youtube.com/watch?v=iQaD8-6cluU]

[https://www.youtube.com/watch?v=UijL-kXgo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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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생님과의 교류

1. 온라인수업및학습자료에대한다양한자료를잘활용하도록하세요.

2. 학교나지역사회에서제공하는물질적, 기술적지원이있다면빠짐없이
챙기도록하세요.

3. 학교에서제공하는정보나뉴스레터를꼭신청하고주위에도공유하세요.

4. 아이의건강이나학습에대한걱정이있다면학교선생님이나교직원분들과
꼭상의하도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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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스트레스 관리

► 가족 외에도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해 안부를 묻거나 필요한
물품을 전해 주는 것도 사회적인 고립감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 일을 위한 시간과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을 분리하세요

► 아이의 하루 계획표 만큼이나 본인의 하루 계획표를 짜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 하루 30분 만이라도 낮잠 시간, 조용한 시간, 아무것도 안하는
시간, 혹은 나만을 위한 시간을 꼭 갖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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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22AeSLOAXk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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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22AeSLOAXk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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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22AeSLOAXk4
24



화를 다스리는 법

► 인정하기: 자녀에게학교에서수업받을때와비슷한수준의학습

능력과생산성을기대하는것은사실상어렵다는것을인정해야

합니다

► 만성스트레스는뇌부분중기억력과학습력을담당하는전두엽의축소에

영향을미칠수있음

► 스트레스에장기간노출될경우우울증, 불안증,  수면장애, 행동발달

장애등과같은정신건강질병을겪을확률이높아짐

► 우울증, 불안증등과같은정신건강질병은청소년과아동들에게집중력

저하, 학습능률저하의증상으로나타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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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다스리는 법

1. 기다리고 격려하기: 아이들도 많이 힘든 상황이니 집중을 못하는

아이에게 즉각적으로 바로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치기보다는 기다려

주시고 격려해주세요

► 멈춤훈련: 1) 손을무릎에놓고편안히앉아눈을감습니다 2) 스스로에게

지금무슨생각과감정을느끼는지, 내몸은그에어떻게반응하고있는지

살핍니다 3) 나의숨쉬기에 5분간집중해봅니다 4) 주변소리에집중합니다

5) 스스로감정변화가있는지확인하고천천히눈을뜹니다

2. 긍정적인 보상 하기: 자주 짜증을 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자녀에게 큰 소리로 꾸짖거나 따끔하게 훈육하는 것 보다는, 아이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기분 좋은 보상을 해 주는 것이 행동 교정에 더

효과적입니다

3. 긍정적인 언어 사용하기: 부정적인 말 (예, “Don’t make a mess”) 보다는

긍정적인 말 (예, “Please put your clothes away”)를 사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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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받을 수 있는 곳

► 학교상담실

► Palo Alto School District - Wellness center 
https://gunn.pausd.org/wellness/wellness

► 개인상담 - 건강보험이용이가능하기도함

► Mobile crisis unit (24 hour crisis hotline) - Crisis 발생시연락하면팀원들이
나와서 assessment 가능, 필요하면병원으로후송해줌

► (408) 379-9085 or toll-free 1-877-41-CRISIS
► Santa Clara County Crisis Text Line text RENEW to 741741
► AACI - https://aaci.org or 408 - 975 - 2730

► 메디칼 (Medi-Cal) 보험이있는경우무료

► 보험이없는경우 KACF 프로그램을통해상담가능

► 연락처: minsu.kim@aaci.org, jenny.kim@aaci.org, jenny.lee@aac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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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받을 수 있는 곳
Crisis Response for Children & Young Adults
https://www.sccgov.org/sites/bhd/gethelp/Child/Pages/home.aspx

Mobile Crisis Response Team
https://www.sccgov.org/sites/bhd/Services/Pages/mobile-crisis-response-team.aspx

Suicide Prevention
https://www.sccgov.org/sites/bhd/services/sp/pages/spc.aspx

Immigration Legal Services
https://www.sccgov.org/sites/oir/Pages/immigration-legal-services.aspx

Domestic Violence Resources
https://www.sccgov.org/sites/gbv/need-assistance/Pages/survivors.aspx

SSA for Basic Needs
https://www.sccgov.org/sites/ssa/Pages/default.aspx

211 for Basic Needs
https://www.211.org/pages/about 28

https://nam10.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sccgov.org%2Fsites%2Fbhd%2Fgethelp%2FChild%2FPages%2Fhome.aspx&data=01%7C01%7Ckatie.nice%40aaci.org%7C061d916f7e5c4bcb83d108d86ae21be3%7C1fcf3150afad40bb9b8a94a8d0861c64%7C0&sdata=MEES5fcA4ge79BCpt45Enf9xDQ3uCBfQNicxTHIOrlw%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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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10.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sccgov.org%2Fsites%2Fbhd%2Fservices%2Fsp%2Fpages%2Fspc.aspx&data=01%7C01%7Ckatie.nice%40aaci.org%7C061d916f7e5c4bcb83d108d86ae21be3%7C1fcf3150afad40bb9b8a94a8d0861c64%7C0&sdata=75FpbgVMd5RctbwUGMuRr%2FzdfaKIFEdb1G95LNutFso%3D&reserved=0
https://nam10.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sccgov.org%2Fsites%2Foir%2FPages%2Fimmigration-legal-services.aspx&data=01%7C01%7Ckatie.nice%40aaci.org%7C061d916f7e5c4bcb83d108d86ae21be3%7C1fcf3150afad40bb9b8a94a8d0861c64%7C0&sdata=vTc%2FSK7AxTkJzXu9gw0GQ1BjYpdHPcUeqDuIRq5eeFU%3D&reserved=0
https://nam10.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sccgov.org%2Fsites%2Fgbv%2Fneed-assistance%2FPages%2Fsurvivors.aspx&data=01%7C01%7Ckatie.nice%40aaci.org%7C061d916f7e5c4bcb83d108d86ae21be3%7C1fcf3150afad40bb9b8a94a8d0861c64%7C0&sdata=Q%2B0%2BibsqcFiG04mmibWGRym3Gl8jW2oeOSI0GzxDwrg%3D&reserved=0
https://nam10.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sccgov.org%2Fsites%2Fssa%2FPages%2Fdefault.aspx&data=01%7C01%7Ckatie.nice%40aaci.org%7C061d916f7e5c4bcb83d108d86ae21be3%7C1fcf3150afad40bb9b8a94a8d0861c64%7C0&sdata=3d%2F5kZATVmRsMYtusONs0efF3jXAPaDennCe5Os5m2w%3D&reserved=0
https://nam10.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211.org%2Fpages%2Fabout&data=01%7C01%7Ckatie.nice%40aaci.org%7C061d916f7e5c4bcb83d108d86ae21be3%7C1fcf3150afad40bb9b8a94a8d0861c64%7C0&sdata=bjQFr6%2FvlvJM8QIxoQmotUHRMZSw7FmCHrLCrbNIRwk%3D&reserved=0


유용한 사이트

► AlertSCC Santa Clara County Emergency Alert System 
(https://member.everbridge.net/453003085615038/ov)

► Free COVID-19 Testing Sites 
(https://www.sccgov.org/sites/covid19/Pages/covid19-testing.aspx)

► Santa Clara County Behavioral Health Services

https://www.sccgov.org/sites/bhd/Pages/hom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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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1. 사회성관련: 외부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친구들과의 왕래가 드물어지고 그에 따라
사회성이 떨어질까봐 고민입니다. 또는 아이들이친구들을직접적으로만날수가
없어전화나채팅앱을통해연락을하며지내고있습니다. 쿼런틴이전에는하루
종일친구들과붙어다녔다면, 지금은수업을마치고친구와별대화도없는데계속
통화를하고있는것을보게됩니다. 어느범위까지용인해줘야하는지, 다른방법을
제시해줘야하는데그기준이어때야할지의견부탁드립니다.

1. 감정 조절: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짜증도 자주 내고 화를 자주 냅니다. 
도울 방법과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1. 일정/스케쥴관리: 아이가 온라인 수업 계획을 헷갈려하고 시험이나 숙제를
깜빡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서 속상합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1. 일과 양육의 밸런스: 맞벌이를 하다보니 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기 힘든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과 양육을 해야하니 어느것에도 집중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31



5. 집에서있는시간이많아지면서유튜브나게임을하는시간이많이늘어났어요

안그래도화상수업에집중이힘든데방해가되지않을지걱정됩니다

6. How to guide kids when they secretly play video games and web-based games while
attending their online school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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