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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위한 추가 자료 – 파트 2 

 

가족 여러분께, 

저희는 여러분께서 이 비상 시기에 매우 빠르게 일상을 바꾸는 무척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 시스템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잘하고 계시며 충분히 많은 일을 해내셨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기간 동안 우선 순위를 관리하고 매일 순간순간 대처하기에 

여념이 없으시겠지만,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이는 엄청난 노력에 대해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모든 어머니, 아버지, 친척, 수양 부모, 조부모 및 보호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간 동안 

자녀가 성장하고 성공하도록 돕는데 필요한 것을 이미 갖고 계시며, 저희가 여러분 

곁에서 같이 도울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여러분께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몇 가지 활동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활동들은 재미있으며, 학습 의욕 촉진을 목표로 하며 여러분 인근에 위치한 유용한 

서비스를 찾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 적합한 활동 및 플랫폼을 선택하고 천천히 해 나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래 활동 중 하나를 해보시거나 서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 자신과 자녀가 새로운 활동과 

경험을 하는 것을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 이들 웹사이트 및 앱은 아직 교육청이나 뉴욕시의 프라이버시 또는 데이터 안전 

요건을 기준으로 상세히 검증된 바 없습니다. 

  

뉴욕시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지역사회에서 검사 받기: 뉴욕시에서는 다섯 개 보로 전역에서 빠르게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검사 장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검사 장소가 늘어나고 있음으로 정기적으로 이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s://www1.nyc.gov/site/coronavirus/resources/covid-testing.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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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가정을 위한 문화 및 언어 지원을 위한 인근 지역의 단체: 뉴욕시의 언어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커뮤니티 기반 

단체들의 목록을 이 쌍방향 지도에서 탐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역사회 내 

단체, 옹호 그룹 및 청소년 단체를 파악하기 위해 보로 또는 우편번호를 이용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뉴욕시의 성인 및 가족 정신 건강 관련 정보 찾기: Health Information Tool for 

Empowerment(HITE)는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또는 저 

비용 지원처들의 종합적인 목록을 제공합니다: 

○ NYC Well 에서는 정신 건강, 회복 및 웰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로 24 시간 

핫라인을 운영합니다. 

○ Family Resource Centers 에서는 상담 및 그룹 지원을 포함한 뉴욕주 전역의 가정을 

위한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 상기 안내해 드린 많은 리소스들이 서비스 이용에 비용이 소요되지 않지만 

뉴욕주에서는 비상 규정을 발표하여 보험회사에서 정신 건강 서비스를 포함한 

네트워크 내에서 공제액(deductible), 자기 부담금(copayment) 또는 공동 

보험(coinsurance)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준 높고, 낮은 비용 및 

무료인 정신 건강 서비스들이 또한 NYC Care 멤버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건강 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없거나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뉴욕 주민들은 

여기를 클릭하여 NYCCare.nyc 가입하시거나 646-NYC-Care (646-692-

2273)번으로 전화하십시오. 

● 전체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을 위한 음식 혜택: Pandemic EBT P-EBT 는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습하는 동안 가정에서 음식을 구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리소스는 뉴욕시에 거주하는 3 세-21 세 사이의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이 수입 또는 

이민 상황에 관계 없이 수혜자격을 갖습니다. 혜택은 자동으로 발급될 것입니다. 

신청서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Growing Up NYC: Growing Up NYC 는 가정에서 영어 및 스페인어로 정부 기관과 

지역사회 협력 기관 및 뉴욕시 프로그램들에 대해 배우고 이용하는 것을 간편하게 

만든 모바일 친화적 웹사이트입니다. DECE 에서 제공하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내용 및 리소스가 해당 사이트의 이 페이지에서 

검색될 것입니다. 

https://sites.google.com/schools.nyc.gov/dmlcbos/home
https://sites.google.com/schools.nyc.gov/dmlcbos/home
http://hitesite.org/
https://nycwell.cityofnewyork.us/en/
https://ocfs.ny.gov/main/publications/Pub5071.pdf
https://www.dfs.ny.gov/reports_and_publications/press_releases/pr20203171
https://www.nyccare.nyc/
https://www.communityfoodadvocatesnyc.org/p-ebt
https://www.communityfoodadvocatesnyc.org/p-ebt
https://growingupnyc.cityofnewyork.us/resources-for-families-with-young-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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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위한 디지털 또는 직접 경험 활동들 

● Khan Academy Kids: 2 세-7 세 어린이들을 위한 수 천개의 활동 및 책을 제공해 

주는 재미있는 무료 교육 앱. 

● Vooks: 스토리북을 생생하게 재현해주는 어린이들을 위한 스트리밍 서비스. 첫 달 

무료. “저희 미션은 더 나은 시청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만화 및 

영화와 달리, Vooks 는 어린이들의 상상력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사이트는 독서를 장려하고, 집중과 주의를 증진합니다. Vooks 는 스토리 북에 

생명을 불어 넣어 시청 시간이 얼마나 유용할 수 있는지를 재정의 합니다.”  

● Sesame Street: 루피타 니옹은 자신의 피보를 사랑합니다: 엘모(Elmo)는 좋은 

친구인 루피타(Lupita)와 함께 피부에 대해 대화합니다. 피부는 다양한 질감과 

색깔로 나타납니다. 엘모의 피부는 매우 간지럽게 합니다. 루피타의 피부는 

아름다운 갈색입니다. 무엇 보다도, 엘모와 루피타는 자신의 피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 닥터 굽타가 마스크 만드는 법을 엘모에게 보여줍니다: 세서미 스트리트의 엘모와 

닥터 산제이 굽타는 엘모가 집에서 마스크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짧은 비디오 

입니다. 

● 3-6 세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온라인 일일 미술 클래스: 3-6 세 어린이들에게 딱 

맞는 무료 온라인 미술 수업을 확인해 보십시오. 월요일-금요일 오전 10 시에 

Wendy MacNaughton 씨와 함께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 Noggin: 이번 학년도는 다른 해와는 약간 달라질 것이며 Noggin 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와 함께 무료 온라인 활동에 참여하는 가족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Noggin Cares 에서 무료 Noggin 계정을 시청하십시오. 

 

양육 정보/어린이의 학습 지원하기 

● 어린이들과 인종에 관해 대화하는 방법을 소개한 비디오:The Atlantic 에서 제작한 

이 3 분의 비디오는 어린이들과 인종에 관한 대화를 하는 각기 다른 방법을 

안내하고 이를 어떻게 일상 생활에 접목할 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어른들이 

어린이와 인종에 관해 할 수 있는 최악의 대화는 전혀 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작가인 Jemar Tisby 가 말했습니다. “어린이들과 인종에 관해 

대화하는 것은 가능한 빨리, 자주 그리고 정직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learn.khanacademy.org/khan-academy-kids/
https://watch.vooks.com/
https://www.youtube.com/watch?v=xIC2hHECZ6Y
https://www.youtube.com/watch?v=xIC2hHECZ6Y
https://www.cnn.com/videos/health/2020/04/25/elmo-sesame-street-people-wearing-masks-gupta-sot-town-hall-vpx.cnn
https://insideschools.org/news-&-views/free-daily-online-art-classes-for-3-6-year-olds
https://insideschools.org/news-&-views/free-daily-online-art-classes-for-3-6-year-olds
https://www.noggin.com/noggin-cares-nyc-doe/?step=sign-up
https://www.noggin.com/noggin-cares-nyc-doe/
https://www.youtube.com/watch?v=QNEKbVq_ou4
https://www.youtube.com/watch?v=QNEKbVq_ou4
https://www.youtube.com/watch?v=QNEKbVq_ou4
https://www.youtube.com/watch?v=QNEKbVq_ou4
https://www.youtube.com/watch?v=QNEKbVq_ou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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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R 세그먼트: 어린 아이들과 인종에 대해 대화하기: 이 20 분 간의 오디오 클립은 

어린 아이들(출생에서 5 세)이 인종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및 이것이 

아이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오디오는 어린 아이들에게 

시사 및 일상 매 순간에 이야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 DOH 신생아/영아를 위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지침: 임산부, 수유 및 

신생아를 보살피는 사람들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지침입니다. 

● HITN: 학부모 및 아동을 돌보는 분들이 어린 아이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기사, 인쇄 가능한 플레이시트, 만들기, 활동 및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는 HITN 의 교육 어드바이저와 함께하는 일련의 라이브 

포럼 제공. 

● Let’s Learn, NYC! 3-8 세 어린이들을 위한 이 리소스 모음은 WNET 그룹과 뉴욕시 

교육청이 협력하여 제작하는 공영 방송 시리즈인 “Let's Learn NYC!”를 

지원합니다. 이 시리즈는 원격 학습을 보완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기초적인 읽기 

실력, 읽기쓰기, 과학 및 사회 과목을 포함합니다. 

● SEL 이 순간을 위한 조언: 깊게 숨쉬기에서 자신에게 말 걸기와 같은 여섯 개의 

사회 감성적 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 연습은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아이의 감정이 격해질 때, 학부모가 어떻게 자신의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RULER(Recognize, Understand, Label, Express, Regulate) 방법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감정적 자신감을 강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학부모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인식, 이해, 분류, 표현, 조절(RULER). 

● 어린 아이들을 위한 가정에서의 SEL 전략들: 사회 감성적 웰빙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학년 레벨 및 기간으로 분류하실 수 

있습니다. 

● 즐거운 감정 놀이: 즐거운 감정 놀이 카드는 자녀분과 함께 즐기면서 자녀가 감정에 

대해 배우고 관리하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이 리소스는 지금 다운로드하여 

가정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나이와 관련된 반응: 가정에서 어떻게 어린이들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스트레스를 표현하며 어떻게 어린이와 가족의 삶의 밸런스를 

회복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https://www.npr.org/2019/04/24/716700866/talking-race-with-young-children
https://www.npr.org/2019/04/24/716700866/talking-race-with-young-children
https://www.npr.org/2019/04/24/716700866/talking-race-with-young-children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imm/covid-19-guidance-for-pregnant-people.pdf
https://hitnlearning.org/parents-corner/advice-from-hitn-learning-experts/
https://ny.pbslearningmedia.org/collection/lets-learn-nyc/
https://www.morningsidecenter.org/teachable-moment/lessons/sel-tips-moment
https://www.kqed.org/mindshift/55708/when-a-childs-emotions-spike-how-can-a-parent-find-their-best-self
https://ggie.berkeley.edu/practices/?level=11
https://infohub.nyced.org/working-with-the-doe/early-childhood/early-childhood-educators/building-family-community-relationships
https://www.nctsn.org/sites/default/files/resources/age_related_reactions_to_traumatic_event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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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하기가 지도하기입니다: 클린턴 재단의 Too Small To Fail 에서 제공합니다. 

어린이와 함께 매일 대화하기, 읽기 및 노래하기에 관한 간단한 요령과 대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리소스입니다.  

● 유치원 및 그 이후의 모든 것: 출생-5 세 어린이들을 위한 쉽고, 연령대에 적합한 

활동 요령 및 어린이들의 학습과 학교 생활 준비를 돕는 활동들을 알려 드립니다.  

● 중요한 대화: 세상의 큰 문제들에 대해 어린이와 대화하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어린이들과 대화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NAEYC 성명. 

어린이들이 이해하고 안전에 대한 더 깊은 믿음을 갖게 해줄 수 있도록 이런 대화를 

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ReadyRosie: Healthy at Home 코로나바이러스의 커가는 영향과 함께, 

ReadyRosie 는 가정에서 돌보는 어린이를 지원해줄 정보 및 리소스와 함께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제공처인 이 무료 툴키트를 개발하였습니다. 

● Para Padres: 이원언어학습학생들의 가족을 위한 스페인어 리소스 

Habladll.org 에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하나 이상의 언어를 배우는 5 세 이하의 

어린이가 있는 가정을 위한 연구 기반 스페인어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 35 개 언어로 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정보 보고서: 하버드의 Health 

Literacy and Covid-19 프로젝트는 다양한 언어로 연령대 별 정보 양식을 

개발하였습니다. 

● Sparkler: Play for Parenting: 지금 뉴욕시 교육청 가족들에게 무료입니다! Sparkler: 

Play for Parenting 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기반 학습 활동을 제공합니다. 

무료로 이 앱을 App Store 또는  Google Play 에서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처음으로  

Sparkler 앱을 열 때, 새로운 계정을 만드십시오. 다음에는 선택 하신 방법을 

이용하여 로그인 하십시오. 무료로 Sparkler 를 이용하기 위해 등록하려면 코드 2-

1-2-1 을 이용하십시오.   드롭 다운 메뉴에서 “Family”를 선택하십시오. 자녀의 

마음, 생각, 육체 및 언어를 성장시킬 수 있는 화면 밖 연극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Play”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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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y4K: 무료 이용 기간이 현재 연장되었습니다! Ready4K 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달되는 증거 기반 가족 참여 커리큘럼입니다. 매주 재미있는 사실들과 기존의 

가족 일상에 더해 자녀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예, 목욕 시간에 샴푸 

병에 써 있는 글자들을 찾아 발음해 보기)들을 문자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NYC”를 70138 로 보내면 가입됩니다 가입은 무료지만 매주 약 3 건의 문자를 받기 

위해서 귀하에게 데이터 및 문자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70138 로 

문자 STOP 을 보내 문자 받기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 왜 우리 모두 실내에 있어야하나요? 이 키트는 가족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어려운 질문에 답하는 것을 도와주는 한편 어린 아이들이 움직이고, 만들고, 

실험하고 심지어 청소를 하게 만들어줄 즐거운 활동을 제공합니다. 이 키트는 

여러분 가정의 창의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자녀분의 성격과 갖고 계신 것을 

바탕으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 가정을 위한 NAEYC: 아동 발달, 읽기, 쓰기, 음악 및 더 많은 내용에 관한 리서치 

기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언이 필요하십니까? 10 프롭박스 아이디어:가정의 

미니 학습 센터 읽기. 

● 책가방 안의 메시지 Teaching Young Children 의 기사: 유아원 연령 대의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학습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요령 및 아이디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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