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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역 각색은 기관간 상임위원회 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는 이 번역의/ (IASC) . IASC

내용이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원본 영문판 기관 간 상임위원회 시. ' :

대와 함께 살기 대유행 중 노인을 위한 정신 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COVID-19 ·

도구는 구속력이 있고 정본이 될 것입니다' .

번역 접근 가능 형식과 각색,

번역과 선호하는 형식에 대한 협조에 관한 부분은 부디 ASC Reference Group on Mental
로 연락 바랍니다 완성된모든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mhpss.refgroup@gmail.com) .

번역물과 버전은 웹사이트에 게제 될 것입니다ASC MHPSS RG .

당신이 만약 이 작업물을 번역하고 각색하고자 한다면 부디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

당신의 로고또는 지원기관의 로고를 이 작업물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 .•
각색을 하는 경우예를 들어서 글이나 그림수정 사용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 IASC logo .•
어떤 방식으로라도 이 작업물을 사용하시는 경우 가 어떤 특정 기관 제품이나, IASC ,•
서비스를 지지한다는 시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번역어로 아래의 권리포기 문구를 덧붙여야 합니다 본 번역물과 각색은: “ IASC( the•

에 의해서제작되지않았습니다 는이번역물의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 IASC
정확성이나 내용물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영문 원본인.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Living with the Times: a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toolkit

은 구속력이 있는 원본입니다for older adul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이 시대를 살아가기 코로나 유행동안 노인들을 위한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지지 툴킷의:
모든 완성된 번역본과 형식에 대한 개관은 다음의 사이트를 보십시오.
https://
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mental-health-and-psychosocial-support-resources-co
vid-19



도입

이 시대를 살아가기 대유행 동안: COVID-19 노인을 위한 정신 건강 및 심리사회 지원용
툴킷은 비상 상황에서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Inter-Agency Standing

에 의해서개발되었습니다Committee Reference Group(IASC MHPSS RG) . 이 자료에는노인들이
코로나대유행과그이후의상황에서어떻게자신들을돌보며주변사람들을지지할수있을지에
대한 주요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포스터를 사용하여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지지 를 해야 하는 종사자들이 어떻게 노인들과 안내된 대화를 수행할(MHPSS)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터는 의코로나로인한정신건강과심리적측면에대한중간보고서 그리고 의IASC , IASC
코로나 대유행 시대의 다각적 정신건강과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지침에서 나온 노인을
위한 안내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툴킷의 생산에는 어떤 스타일의 일러스트레이션과 디자인이 노인들에게 가장 적합한지
알기 위해서 사전검사를 시작으로 반복적이고 참여적인 개발 프로세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국에서 세에서 세사이총 명의노인들이온라인설문조사와다수의포커스그룹51 60 90 199

상담을 통해 디자인과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는 국제노화연맹IASC MHPSS RG (International Federation on Ageing),
헬프에이지인터내셔널 알츠하이머병 인터내셔널(HelpAge International), (Alzheimer's Disease

동료들을 포함해서 노인 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개별International) ,
임시 운영 그룹을 통해 포스터를 수정하고 이 촉진자 가이드를 개발했습니다, .
이 과정에는치매 인도주의적환경에서의 노화및 장애를포함하는 다양한분야에서, MHPSS,
온 전문가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부처 간 협력이 있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기술 작업. MHPSS
그룹들의네트워크를통해서이포스터는지리학적위치와다양한소득그룹과상황에기초하여서
방대한 범위의 나라에서 온 노인 명을 대상으로 테스트가 되었습니다80 . 이 테스트 단계는
총 개국의 인도주의적 환경에서 살고 있는 노인들을 포함합니다10 .
진행자 가이드는 회원 기관의 의견을 기반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최소한의IASC MHPSS RG .
읽기 능력을 필요로 하는핵심메시지에담긴 포스터는문화적으로다양하며 대화와 활동에,
노인을참여시키는것을목표로합니다 는이 제품에서당신이발견하게. IASC MHPSS RG IASC
될 지금의 스타일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디자인의 포스터들에 대한 피드백을 모았습니다.

이 개발을안내하고정보를제공한모든노인들에게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이툴킷은노인의.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인 웰빙을 위해 코로나 와 인도주의적 인력들이 최우선적으로-19
사용하게 되는 도구입니다.



4

여성과 남성 노인들 노인들집단 안에는 나이와( )
능력들이 아주 다양하다 다른 연령대와 마찬가지.
로 이러한인구의 다양성은 그들의 취약함의 정도
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성적취향 사회적, , , , (LGBTQI+)
연대 문해력수준 빈곤 일할기회 그리고또다른, , , ,
요소들은 개인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아니면
그들을지역사회를지지할수있는위치에놓는결정
적인역할을하게된다 예를들면그들이현재살고.
있는국가로이주한노인들은사회적연결망이부족
하거나사용하는언어로전염병에대한정보에접근
하지못할수도있다 다른노인들은그들의친구를.
적극적으로도울수도있으며운영중인핫라인헬/
프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긴급대응 노력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

코로나 의확산을억제하고노인19
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은
차단과 같은( ) 추가적으로 경제적
압박과 부담을노인들에게야기해
왔다 경제적인 염려로는 가족이.
직면하게되는실직과실업 건강을,
위한 현금지출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 포함되고 자원으로써의
사회복지서비스들은 코로나19
대응정책들로 전환되어졌다.

l

코로나 대유행은 질병이 심각한 증상을 발전되어19 ,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는 노인에게는 불균
형적인 영향력을 끼쳐왔다.
증가된 위험은부분적으로는 나이와관련된 면역체계
의 변화에 기인하고 이로 인해 질병과 감염에 대항하
기 더 힘들어지게 된다 또한 노인들은 폐 신장 심혈. , ,
관 또는 뇌혈관 질환이나 암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여러 약물들을 동시에 복용해서 코로,
나 를 포함한 질병으로부터 회복하고 대처하는 것19
을 더 어렵게 할 가능성도 높다.

코로나 상황을억제하기위한단기적 장기적조치와19 ,
관련된스트레스와경제적어려움 사회적고립은심리,
적 안녕감에 영향을미칠수 있으며 우울이나불안과,
같은 흔한 상황을 포함해서 기저의 정신적 건강이나
신경증적 상황들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인지기능.
저하 또는 자살의 위험성을잠재적으로높일 수 있다.
노인들 특히혼자살거나보통의상황에서사회적접촉,
이 제한된 여성노인 또는 취약한 상황에 살고 있는,
노인들예를들면빈곤 난민환경 폭력 남용 의지박약( , , , , )
은 새로운정신건강과신경증적증상들을경험할위험
도 크다 어떤 노인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더 강하게.
반응할수있고스트레스로부터회복하는데시간이더
걸릴 수 있으며 이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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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들은 그룹리더나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지지 근무자 또는 특정, (MHPSS)
지역사회나 상황에 있는 노인들의 욕구에 익숙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가장 잘 촉진될 수 있다 하지만 노인들은 시간이 날 때.
이 포스터를 재검토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도,
참여할 수 있고 사회적 모임에서 토론의 요소로 포스터들을 사용할 수 있다, .

.

이 포스터들은 최소한의 읽기 능력을 필요로 하는 접근이 쉬운 방식으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는 본질적으로 보편적이며 다른 문화와 배경 그리고 종교를 대표하고 있다 하지만. , ;
삽화에서 나오는 토론은사회문화적 경제적 그리고성별 차의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각 포스터에대한, , .
종사자들의노트는이점에관해서부가설명을하고 각포스터는개별적으로토론될수있도록개발되었다, .
그 결과로 지시문이 때때로 반복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각 포스터들을 따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삽화들은 대화를 이끌 수 있으며 보는 사람이 이미지와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한다. , .
각 포스터는 한 가지 활동 으로 사용될 수 있다 노인들은 포스터를 보는데 시간을 보낼(an activity) ;
수 있고 스스로 또는 그룹 안에서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해결안을 찾을 수도 있다, .

5. 슬픔과 상실감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

3. 가족과 지역사회에 어떻게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나?
4. 필요할 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

2. 기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나?
1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 ?

이 활동 툴킷의목적은노인들이어떻게건강과웰빙을 지키는지 아울러코로나 전염병과그이후에, 19
그들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권장사항을 노인들과 공유하고자 함이다.
이 툴킷은 프린트를 하거나 스크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장의 큰 포스터를 포함하며 각각 각 포스터는5 ,
다음 질문 중 하나를 설명하고 있다.

목적

코로나 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홀로 죽거나19
죽는 것과 관련된 기존의 두려움과 불안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들이 대유행 기간에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활동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들의 건강위험 이력 때문에 노인들은 봉쇄조치가
가장 늦게 해제될 수 있는 즉 잠재적으로는 더 많은,
시간 동안 사회적으로 고립하게 되는 집단인구 중
하나다.
만약코로나 전염율이여전히높으면질병관련조치19
해제 후에도 노인의 감염위험은 더 높을 수 있다.
노인들은특히 코로나 에 자신이감염되거나 친구나19
가족이 감염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진행자 노트

당신이 시작하기 전에 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일반적 설명과 조언들이 여기 있습니다 :

삽화들과 툴킷의 내용에 익숙해지세요 당신의 특정 지역사회나 상황과 관련하여 이 포스터들 안에.•
있는 주제들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 생각하세요.

당신은 집단이나 개인상담을 통해서 이 활동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성별이 구분되도록 이 활동의 집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포스터들은 정해진 순서는 없습니다 이 툴킷에 있는 삽화와 포스터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디자인되어져있습니다 당신이만나는특정노인대상과가장관련이있는포스터로먼저시작하세요. .
이것은 상황예를 들면도시 시골환경 난민 토착민 성별에 따른차이 선호도또는 노인들이( vs , vs (host)), ,
가지고 있을 만한 특정 문제 뿐 아니라 종교적 관습을 고려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포스터는 로프린트하는것이가장좋고최소 또는큰스크린에보여주는것이좋습니다 휴대폰이나A3 ( A4), . (•

태블릿 안 됨 포스터를 보여주기 위한 형식이나 매체는 당신의 특정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되어).

질 것입니다.

집단이나 개인상담 동안 거리두기국가별로 권장지치에 따라서를 유지하며 코로나 에 대한 안전과( ) , 19•

위생조치를 적절히 하세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

손을 자주 씻기 비누와 물을 사용하거나 알코올로 손 비비기- . .

기침하거나 재채기하는 사람으로부터 안전한 거리 유지하기-

거리두기가 안 되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쓰기-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기- , ,

당신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티슈나 팔꿈치 안으로 코와 입을 가리기-

몸이 안 좋을 때는 집에 있기- .

- 열이 있거나 기침 또는 호흡에 어려움이 있으면 진료받기, .

따뜻하고 친절한 분위기를 조성하시고 노인들이 공유하고자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을•
확인하세요.

이동이 제한적인 노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구에 경사진 진입로 를 포함하여 의자나 공간이. (ramps)•

적합한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적절히 편안한지 확인하세요, .

당신이 노인들과 함께이야기하고눈과몸짓을통해 소통할수있도록 그들과마주보세요 또한마스크를.•

써야 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세요 청각장애가 있는 노인들이 당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크고 분명히.

말하세요 포스터를 보는데 노인들이 돋보기가 필요한지도 확인하세요. .

• 노인들이 경청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촉진자 자신이 내용을 정리하고 노인들에게 그들이, ,

이해한내용을요약하도록요청함으로써공유된정보가잘이해되었는지확인하십시오. 예를들어서당신은

저의 말이 명확한가요 정보를 다시 말씀해 드릴까요 라고 물을 수 있으며 또는 진행이 어때요 라고“ ? ?” “ ”

체크할 수 있습니다.



포스터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1 ?

왜 이것이 중요한가?
코로나 대유행에 반응하여 종종 불안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거나 때때로 외로운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19 , .
이것은 특히 일상에서 사회적 접촉이 제한되거나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노인들이 그들의 정신적 안녕을 도모할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조치로 인해서. 19
노인들에게는 더 오랫동안 봉쇄상태로 남아있도록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신체적 건강과 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노인들에게특히중요합니다 활동적이고건강한라이프스타일은장기적으로는신체적 정신적건강을유지하는데. ,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유연성과 활동성을 유지하고 어느 정도의 기능적이고 인지적인 저하를 경감시켜줍니다, .

주요 메시지
대유행 동안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인들은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일상을 유지하고 새로운 일을 만들기•
매일 일정 시간에 자고 먹기.•
수분 섭취와 건강하게 먹기.•
신체활동 하기최소 하루에 분은 저강도 운동을 목표로 하기( 30 )2•
정신적인 활동하기 퍼즐 크로스워드 정신건강 운동 악기 연주 체스 또는 도미노 등을 포함하는 활동들을. , , , , ,•
제안함.
의료전문가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고 의사의 지시 없이는 약을 중단하지 말기, .•

포스터에서 당신은 혼자 혹은 여럿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조깅1.
규칙적으로 잠자고 일어나기2.
정원 가꾸기와 집안일 하기3.
신문 읽기4.
건강한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기5.
자전거 타기6.
정신활동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안전한 거리를7.
두고 게임 하기 물리적 거리두기가 사회적 고립을.
의미하지는 않음)
걷기8.
차를 만들기9.
충분한물마시기 그리고밖에나가서도마찬가지임10. ,
예를 들어서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동안에( )
처방약 먹기 복용법에 따라서 먹는 것은 중요함11. . :
의사의 지시 없이는 약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
야외 힐링운동예를 들어서 태극권 등12. ( )
약국가서처방약을사오기 미리약리필을준비하고13. : ,
처방약을 갱신할 것 스스로를 위해서 알람 설정을.
할 것
매일 일과로 식료품을 사고 건강하게 먹기 당신의14. .
일과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음 마스크 쓰기 바쁜( ,
시간 피해서 쇼핑 도움을 타인에게 요청하기 등, )

1. WHO guidelines: Risk reduction of cognitive decline and dementia.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9. https://www.

who.int/publications-detail/risk-reduction-of-cognitive-decline-and-dementia

2 WHO guidelines on physical activity and sedentary behaviour.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https://apps.who.int/

iris/bitstream/handle/10665/336656/9789240015128-eng.pdf?sequence=1&isAllowed=y

7



봉사활동이나믿음을가진활동또는남녀집단에참여하는
것은 정서적연결감을주고동기와가치를느끼는데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수준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일이
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나와 있는 모든 활동들을
다 해야 하나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스터에

코로나 상황에서 포스터에서 보여주는19
활동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요?

제안 드리는 답변들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요??

포스터를 보면서 혹여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르나요 코로나 대유행 동안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포스터에 있는 활동 중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고려해 볼만한 활동이 있나요?

혹시 포스터에
나와 있는 활동 중에
이미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5 몇 분후에 대화를 시작할 안내 질문을 하세요 여기에 몇 가지 제안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

그림을 보는 동안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세요.

포스터를 검토할
시간을 드리세요.

4

집에서 혼자 있는 사람들이 왜
마스크를 끼지 않나요?

마스크를쓰는것은당신과다른사람을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서입니다 만약당신이집에혼자있으면.
마스크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8

포스터를 보시고요
몇 분 동안 생각하실
시간을 가지실 것입니다.

이제 포스터를 보여드리세요.
인쇄물은 최소 더 나은 크기는A4,
입니다 그들에게 말하세요A3 . :

3

생각할 드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
적어두세요.

2

건강은 어떻게
유지하세요?

포스터 보여 드리기 전에
노인에게 물어보세요 :

1

현지 제한사항을 최대한 준수하시고 물리적;
거리를 두시고 마스크를 쓰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사람과 환경 그리고 문화적 맥락이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저한테 이.
활동들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이 그림들은 보편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면과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 더 친숙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당신의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
활동들이 있고 남 여 집이 어떻게 생겼어요, / , ?

설명

아니요 이포스터는아이디어범위를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흥미롭고 일상에서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활동들을.
선택하세요.



조언과 주의

코로나 대유행동안에 규칙적인 손 청결 물리적 거리두기 기침 에티켓 마스크 쓰기 등과 같은올바른 신체적19 , , ,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많은 활동이 있는 반면 이 포스터와 활동 툴킷은 일반적으로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지지 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일반 건강 은 다음을 보세요(MHPSS) . TIP .
“Coronavirus disease (COVID-19): Risks and safety for older people”
https://www.who.int/news-room/q-a-detail/q-a-on-on-covid-19-for-older-people
“Older people & COVID-19”
https://www.who.int/teams/social-determinants-of-health/covid-19

어떤 노인들은 포스터에서 묘사된 장면 장소와 문화가 많이 다르다는 사실에 혼란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

이 장면들을 그들이 해석하고 그들에게 가장 관련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도록 격려하세요.•
건강을 유지하는 많은 다른 방법이 있고 포스터에 전부 다 묘사되지는 않았음을 반드시 언급하세요, .•
노인들에게 그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그들이 고려하지,•
않았던 활동들을 포함해서 포스터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무엇이지 물어보세요.
노인들에게포스터에 있는 활동 중 그들에게 가장잘 맞을 것 같은 활동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격려하세요.•
그들은 어떤 활동들을 시도해 보고 싶어 할까요?

노인들을 위한 더 많은 건강 조언은 를 방문해 보세요WHO’s website on COVID-19 and older adults .
: https://www.who.int/teams/social-determinants-of-health/demographic-change-and-healthy-ageing/covid-19



포스터 기분을 나아지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2 ?

왜 이것이 중요한가?
노인들은 코로나 로부터 심각한 병에 걸릴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특히 그들은 감염이 되거나 죽거나 홀로19 , , ,
죽거나, 특히 가족 친구가 감염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친구나 가족을 잃게 되는 경험을 할 수도, .
있고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노인들은 방역조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됨을 느낄 수, .
있고 그들의고위험병력으로인해서봉쇄조치에더오래머무르거나보호받아야할수있습니다 노인들은학대와, .
방치의 위험이 또한 더 높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요소들은 노인들이 새로운 증상을 경험할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
동기나심리적안녕에영향을미칠수있는기저의정신건강의요소들과신경증적상태들을악화시킬수있습니다.

주요 메시지
전염병 기간에 노인들의 기분이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아래와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상을 유지하기•
즐거운 활동에 참여하기•
가족과 친구들과 주기적으로 얘기하기.•
즐거움을 주는 활동들에 집중하고 그 활동들의 일상의 부분으로 만들기•
이완 명상 호흡과 저강도 운동 시도하기, , .•
공황을 유도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미디어 소식으로부터 마음을 쉬기 위해서 새로이 업데이트되는 뉴스를,•
줄이기또는 최소한 균형을 찾기( )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그들의 힘 경험 그리고 지식을 활용또는 사용하기, , ( ) .•

포스터에서당신은혼자 혹은여럿이다음의활동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

별보기 삶에긍정적인것들을마음챙김하고 돌아보고1. , , ,
감사함을 연습하고 느끼기
뜨개질이나 바느질하기2.
색칠하기 그림그리기3. /
가족이나 친구들과 식사하는 것을 즐기기4.
전화로 정기적으로 친구와 가족과 얘기하기5.
도예나 기타 공예활동을 하기6.
친구 또는 가족과 카드놀이7.
책읽기8.
외출하기 또는 다른 사람이 외출 할 수 있도록 돕기9. ,
이완 명상 호흡연습10. / /
정원 가꾸기11.

10



11

마스크를 쓰는 것은 감염으로부터 당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집에 혼자 있다면 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어요.

집에 혼자 있는 사람들은 왜
마스크를 쓰지 않나요?

아니요 포스터는 아이디어 범위를 제공해주는 것을 의미해요.
흥미롭고 당신은 일상에 가장 잘 맞는 활동을 고르세요.

건강을 유지하려면 포스터에 나오는
모든 활동들을 다 해야 하나요?

이 그림들은 보편적인 것을 의미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
어떤장면이나사람들은다른것보다더친숙하게보일수있어요 당신의/ . :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있고 남 여 집이 어떻게 생겼어요, / , ?

함께 연습을 해보시겠어요?

이운동들은 이완이나호흡에집중을하게도와서긴장을
줄이고 수면을 좀 더 나아지게 합니다.

사람과 환경 문화적 맥락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한테 이 활동들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호흡이나 이완운동이 뭐에요?
어떻게 효과가 있나요?

마스크쓰기나물리적거리두기를포함한현지지역사회준수사항을
지키는가운데 일상유지와즐거운활동에도참여하고 가능한많이, ,
전화로나 대면으로 가족과 친구와 이야기하기를 포함해서 기분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다른 많은 방법이 있어요.

제안하는 응답들

만약 코로나 관련 조치로 가족이나19
친구를 방문하지 못하게 된다면 내
기분을 어떻게 나아지게 할 수 있나요?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요?

뉴스를 보고나 읽거나
들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포스터에 있는 활동 중에

기분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고려해볼만한활동이있나요?

포스터에 나오는
활동 중에 이미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포스터를보고떠
오르는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나
요?

5 몇 분후에 대화를 시작할 안내 질문을 하세요 여기에 몇 가지 제안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

그림을 보는 동안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세요.

그들이 포스터를
검토 할 시간을
드리세요.

4

포스터를 보시고요 몇 분 동안.
생각할 시간을 가지실
것입니다.

이제 포스터를 보여드리세요.
프린트를 한다면 적어도I A4,
더 나은 크기는 입니다A3 .
그들에게 말하세요:

3

생각할 시간을
노인들에게 드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적어두세요.

2

기분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포스터 보여드리기 전에
노인에게 물어보세요:

1

설명



조언과 주의

노인에 대한 폭력을 포함해서 코로나 대유행 동안 폭력의 수준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폭력의 조짐을19 .
찾고 적절한지지를해주세요 에서유용한정보를찾을수있어요 이는개인간폭력을막거나완화하기, . WHO brief ,
위해서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주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WHO-2019-nCoV-Violence_
actions-2020.1.

어떤 노인들은 포스터에 묘사된 장면과 장소가 많이 다르다는 사실에 혼란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장면들을해석할수있도록그들을격려하고 어떤것이그들과가장관련이있을지생각하세요 그들의기분을, .•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많은 방법들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언급하세요.
기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전에는 고려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활동들을 포함해서 포스터가 이끌어내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노인들께 물어보세요 어떤 활동을 시도해 보고 싶어 할까요. ?
그들한테 가장 효과가 있을 수 있는 포스터에 그려진 활동들에 대해서 노인들이 생각해보도록 격려하세요.•
어디에서 어떻게 뉴스들을 접하게 되는지와 이러한 방식이 그들의 욕구와 잘 맞는지를 물어보세요 필요하다면.•
받은 정보를 유지하는 것과 과다한 공황을 유발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미디어를 보거나 읽는 것 사이의 균형을
노인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대유행동안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19 :
https://www.who.int/docs/default-source/coronaviruse/coping-with-stress.pdf?sfvrsn=9845bc3a_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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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보는 동안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세요.

포스터를 재검토할
시간을 드리세요.

4

포스터를 보시고
몇 분정도 생각해 보세요.

이제 포스터를 보여드리세요.
프린트를 한다면 적어도I A4,
더 나은 사이즈는 입니다A3 .
그들에게 말하세요.

3

노인들에게
돌아볼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적으세요.

2

최근에 가족과 지역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1

포스터를 보여 드리기 전에
노인에게 물어보세요:

포스터 3: 가족과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이것이 중요한가?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것은 몸의 스트레스 반응을 경감시켜줍니다 물리적 거리두기가 사회적 고립과 같은 것은.
아니며 외로움으로 이어질 필요도 없음을 명심하세요 사회적으로 연결되도록 유지하는 것은 심리적 안녕감과.
인지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메시지
노인들이 가족과 지역사회와 연결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들이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타인을돕기 자원봉사 하기 의미있는일이나 작업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이가치가 있음을 느끼게(ex. :•
된다)
정기적으로 가족과 친구들과 얘기 나누기•
지역사회나 종교 영적관계 유지하기 예를 들면 기능하면 나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를 따라할 수/ . , TV•
있다.

할 수 있다면 지역사회 동료지원그룹에 가입하거나,•

전화나 헬프라인을 사용하거나 소셜미디어 그룹에,

가입

포스터에서 당신은 혼자 혹은 여럿이 다음의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종교적 영적 기도에 참여하기1.
지역사회 집단과 가볍게 얘기 나누기2.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3.
가족과의 시간으로 시청4. TV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기5.

인터넷이나 전화로(ex. )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고 함께 활동하기6.

대가 새장을 같이 짓기(ex. 3 )
이웃이나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기 담장 너머로7. :
이야기 나누기
도움이 필요한 친구와 같이 걷기 또는 걷기 집단을8.

만들기

설명



집에 혼자 있는 사람들은 왜
마스크를 쓰지 않나요? 마스크를 쓰는 것은 감염으로부터 당신과 타인을

보호하기위한거예요 집에혼자있다면마스크를쓸필요는.
없어요.

조언과 주의

어떤 노인들은 많이 다른 장면이나 장소 문화들이 포스트에 그려져서 혼란함을 느낄 수 있어요,

• 이 장면들을 그들이 해석하고 어떤 것들이 그들과 가장 관련이 있는지를 고려해 보도록 격려하세요, .
가족과 지역사회와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는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언급하세요.

• 그들의가족과지역사회와의연결감을가지기위해서전에는별로고려대상에놓지않았던활동들을포함해서,
포스터가 이끌어내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노인들에게 물어보세요.

• 포스트에그려진활동중에서그들에게가장좋을것같은활동에대해서 생각해보도록노인들을격려하세요.

• 노인에게영향을미치는디지털격차를염두에두세요 이것은사회적상호작용에서의맥락뿐아니라 원격진료. . ,
식료품쇼핑등과같은서비스에접근을위한디지털플랫폼을사용하는데있어서그들을방해할수도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에서 가능하고 적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제공하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마스크를 써야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의 보세요WHO on mask-wearing, :
https://www.
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advice-for-public/when-and-how-to-use-masks

14

이 그림들은 보편적인 것을 의미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
어떤장면이나사람들은다른것보다더친숙하게보일수있어요 상상력을/ .
발휘해 보세요 :
당신의 지역사회에서는 활동들이나 남 여 집이 어떻게 생겼어요/ , ?

사람과 환경 문화적 맥락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한테.
이 활동들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가족과 지역사회와 관계를 유지하는 많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현지규정물리적 거리두기와 마스크쓰기를 포함을( )
준수하면서 전화나 온라인으로 가족 친구 이웃과 이야기, ,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제안 드리는 답변들

만약 코로나 관련조치가 가족과19
친구를 방문할 수 없게 한다면 어떻게
가족과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나요?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연결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스터에 보이는
어떤 활동들을 앞으로 해보고 싶으세요?

포스터에 있는 활동 중에
이미 당신이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포스터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나요?

아니요 포스터는 아이디어 범위를 제공해주는 것을.
의미해요 흥미롭고당신의일상에가장잘맞는활동을
고르세요.

건강을 유지하려면 포스터에
나오는 모든 활동들을 다 해야 하나요?

5 몇 분후에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안내 질문을 하세요 여기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



포스터 4 필요할 때 나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특히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노인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도움을 구해야할 지모를 수 있습니다 일상과, .
역할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타인에게 의지해야하는 장애를 가진 노인 인지적 손상이나,
치매노인을 포함한 일부 노인들은 봉쇄기간이나 간병인이 아픈 상황에서 그들이 필요한 지지를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도움에 의지해야 하는 노인들은 간병인이나 그들의 생활환경 인도적 환경으로부터 감염의 위험성이, (ex. )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장애가 있거나 인지적 손상 또는 치매가 있는 사람들은 감염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
가이드라인을따르는데어려움이또한있을수있습니다 여성들노인자신이거나또는어리거나이종종비공식적. ( ) ( )
노인들을 위한 간병인들이며 이는 그들을 감염과 질병을 전파할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 처하게 합니다. 많은
조부모들은 손자들을 시간제로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해왔던 그들의 능력은 코로나 와. 19
관련된 방역조치로 인해서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 대처전략과 지지 옵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어떤 노인들은 봉쇄 동안 주요 필수 서비스 및 보호에 대한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관련. 19
조치로 인해서 감염에 대한두려움과 또는이동성이감소하기 때문이며 여기에는음식 약품 피난처 성과 재생산, , ,
건강(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서비스와 기타 자원들이 해당됩니다.

주요 메시지
노인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음이 중요합니다, :
특히스트레스 걱정 슬픔으로연속해서며칠동안일상이방해되면의료종사자 혹은사회복지사에게연락하세요, , , .•
가족과 친구랑 이야기 얘기하세요.•

지역사회 지도자나 종교적 영적 지도자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

포스터에서 당신은 혼자 혹은 여럿이 다음의,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의료종사자 또는 사회복지사를 방문하기1. ,
지역사회종교또는영적지도자와이야기하기2.
가족과친구에게이야기해서사회적도움찾기3.
의료종사자혹은사회복지사의가정방문받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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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스터를보여드리기전에
노인에게 물어 보세요:

2

노인에게 돌아볼
생각을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적으세요.

3

이제 포스터를 보여드리세요.
프린트를 한다면 적어도I A4,
더 나은 사이즈는 입니다A3 .
그들에게 말하세요:

포스터를 보시고
몇 분정도 생각해
보세요.

4

포스터를 검토할
시간을 드리세요.

그림을 보는 동안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세요.

5 몇 분후에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안내된 질문을 하세요 여기에 몇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

포스터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나요?

포스터에 있는
활동 중에
이미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필요할 때 도움을 얻기 위해서 포스터에
보이는활동들중에앞으로해보실의향이
있는 것이 있나요?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요?

만약 코로나 관련 조치로 집을19
나갈 수 없다면 내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제안 드리는 답변들

당신이집을나갈수없을때도움을받을수있는다른방법들이
있습니다 전화로 의료종사자 사회복지사와 이야기하는 것을. ,
포함하여 전화 헬프라인 또는 지역사회와 동료지지 그룹을
활용하거나 친구와 가족에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 문화적 맥락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한테.
이 활동들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건강을 유지하려면 포스터에
나오는 모든 활동들을 다 해야
하나요?

이 그림들은 보편적인 것을 의미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
어떤장면이나사람들은다른것보다더친숙하게보일수있어요 상상력을/ .
발휘해 보세요 :
당신의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있으며 남 여 집은 어떻게, / ,
생겼어요?

아니요 포스터는 아이디어 범위를 제공해주는 것을 의미해요.
흥미롭고 당신의 일상에 가장 잘 맞는 활동을 고르세요.

집에 혼자 있는 사람들은 왜
마스크를 쓰지 않나요? 마스크를 쓰는 것은 감염으로부터 당신과 타인을

보호하기위한거예요 집에혼자있다면마스크를 쓸필요는없어요. .

조언과 주의Tips-ALERTS

어떤 노인들은 포스트에 묘사된 장면과 장소와 문화가 많이 다르다는 사실에 혼란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장면들을 해석하게 격려하고 어떤 그림이 가장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생각하도록 격려하세요.•
도움을 얻을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음을 반드시 언급하세요.
• 노인들에게 전에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고려하지 않았던 활동들을 포함해서 포스트가 이끌어내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 포스터에 묘사된 활동 중 노인들에게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활동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격려하세요.
어떤 활동들을 그들이 시도하고 싶을까요?
•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지 전화번호와 기관 파트너 연락처 번호를 기록해 두세요/ .
의료시설에 갈 때 유용한 정보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 https://www.who.int/images/

default-source/health-topics/coronavirus/health-care-facilities_8_1-01.png?Status=Master&sfvrsn=823c9ad5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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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필요할때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도입Instructions



Poster 5 슬픔과 상실감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Why is this important? ?
모든 사람들처럼 한 노인이 가족과 친구를 코로나 로 잃었을 때 그들은 슬픔 죄책감 분노와 모호한상실감을19 , , ( )
포함해서 광범위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잠자기 어렵고 피로감을 느끼거나 낮은 수준의 에너지를. ,
경험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죽음과 죽어야 하는 운명과 관련된 생각에 더 많이 잠기게 될 수있으며.
이는 더 불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감정은 자연스러우며 슬픔을 느끼거나 상실을 대처하는데 있어서. ,
옳고 그른 방법은 없습니다 국가나 현지 조치에 따라서 죽은 사람을 방문하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장례식도. ;
허락되지않을수도있습니다 이를둘러싸고괴로움을느끼는것은당연하고이는애도의과정을더어렵게만듭니다. .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한 적절한 문화적 영적 종교적 관행과 의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들의 괴로움을 덜어,
모호한상실감을 표현하는 것을 도울 수 있으며 애도와 슬픔을 도울 수 있습니다( ) , .

주요 메시지
노인들이 슬픔과 상실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들은 그들이 느끼는 슬픔과 아픔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슬픔은 완화됩니다 슬픔의 강도는 보통 가족이나 친구들이 살아 있었을 때.
그 사람에게 느꼈던 강도와 상관관계가 있어요.
가족이나친구를잃어버렸다는것을인정하는것은많은다른감정들을불러일으킬수있는매우어려운상황입니다.•
이 모든 감정들은 자연스러우며 슬픔을 느끼거나 처리하는데 있어서 옳고 틀린 방법 또한 없습니다, .
돌아가신 분과 함께 보냈던 시간에 대해서 행복과 순간과 추억을 기억하세요.•
그들이 신뢰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감정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슬픔에 빠진 사람을 돕고 그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지역 봉사자들과 연락을 취하세요.
지역사회지도자나종교및영적지도자에게기대세요 이러한지도자들은사람들이슬픔과상실과의미를찾도록.•
돕는데 노련하며 그들이 애도과정을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즐겁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활동들에 집중하세요.•

포스터에서당신은 혼자나여럿이다음과 활동을하는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과 보낸 행복한 순간과 시간을 기억하기1.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억하며 일상을2.
유지하기
돌아가신 가족 일원과 보냈던 행복했던 순간들이나3.
추억들을 생각하기
사진첩을 보기4.
음악 연주하기5.
죽은 친구와 보냈던 행복했던 순간과 추억들에 대해서6.
이야기하기
지역사회 종교 영적지도자를 방문하기7. , ,
자연 속에서 걷기8.
컴퓨터나 폰에 저장된 사진보기9.

4. Ambiguous loss refers to situations where people cannot – for various reasons – find closure in their grieving process which leaves

them searching for answers

5. WHO mhGAP Humanitarian Intervention Guide. Geneva: WHO; 2015.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

dle/10665/162960/9789241548922_eng.pdf;jsessionid=C59290F0F882248BE1FC7CEAD638D0BB?sequence=1

6. IASC Guidelines on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in Emergency Settings. Geneva: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2007. Action Sheet 5.3: Facilitate conditions for appropriate communal cultural, spiritual and religious healing practices (pp. 106-

109); and Action Sheet 8.2: Provide access to information about positive coping methods (pp. 163-167). https://interagencystanding-

committee.org/system/files/iasc_guidelines_on_mental_health_and_psychosocial_support_in_emergency_settings.pdf



1

포스터를 보여드리기 전에
노인에게 물어 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슬픔과 상실에
대처하나요?

2

노인에게 돌아볼 수
있는 생각을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적으세요.

3

이제 포스터를 보여드리세요.
프린트를 한다면 적어도I A4,
더 나은 사이즈는 입니다A3 .
그들에게 말하세요:

포스터를 보시고
몇 분정도 생각해
보세요.

4

포스터를 검토할
시간을 드리세요.

그림을 보는 동안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세요.

5 몇 분후에 대화를 시작을 위해서 안내된 질문을 하세요 여기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 :

포스터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나요?

포스터에 있는
활동 중에
이미 당신이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필요할 때 도움을 얻기 위해서 포스터에
보이는 활동들 중에 앞으로 해보실 의향이
있는 것이 있나요?

나올 가능성이 있는 질문들

만약 죽어가는 친구나 가족을 방문할 수
없거나 장례식에 참석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슬픔과 상실감에 당신은 대처할 수 있나요?

사람과 환경 문화적 맥락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한테.
이 활동들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제안하는 답변들

만약 당신이 죽어가는 친구나 가족을 방문할 수 없거나 장례식 참석을
할수없어도슬픔과상실을대처할수있는다른많은방법들이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도 주기적으로 가족과 친구에게 전화하고 지역사회 종교, , ,
영적지도자와 이야기를 하고 즐겁고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당신은애도의과정을돕기위해서개인적의식을수행할수도있고요,
또는 만약 죽은 이가 친구라면 당신의 애도를 표하고 당신의 감정이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가족에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보편적인 것을 의미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어떤 장면이나 사람들은 다른 것 보다. /
더 친숙하게 보일 수 있어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당신의. :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있고 남 여 집은 어떻게 생겼어요, / , ?

건강을 유지하려면 포스터에
나오는 모든 활동들을 다 해야 하나요? 아니요 포스터는 아이디어 범위를 제공해주는 것을 의미해요.

흥미롭고 당신의 일상에 가장 잘 맞는 활동을 고르세요.

집에 혼자 있는 사람들은 왜
마스크를 쓰지 않나요? 마스크를 쓰는 것은 감염으로부터 당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거예요 집에혼자있다면마스크를쓸필요는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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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과 주의

어떤 노인들은 포스트에 묘사된 장면과 장소와 문화가 많이 다르다는 사실에 혼란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장면들을 그들이 해석하고 어떤 것들이 그들과 가장 관련이 있는지를 고려해 보도록 격려하세요 슬픔과, .•
상실에 대처하고 반응하는 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꼭 언급하도록 하세요.
노인들에게슬픔이나상실에대처하기위해서전에는고려하지않았던활동들을 포함해서 포스트가 이끌어내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노인들에게포스트에묘사된활동들에서그들에게가장잘맞을것같은활동들에대해서생각해보도록격려하세요.•
노인들이자신의강점과경험들에의지해보고 과거슬픔과상실을대처하는데도움이되었던전략들을이용하도록,•
격려하세요.
복잡한 슬픔의 징후를 보이거나 우울이나 자해 위험이 있는 노인들을 식별하세요 추가지침을 제공하고 그들을.•
사회복지기관 보호기관 의료기관 또는 다른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보내세요, , .

코로나 대유행동안슬픔과상실에어떻게대처하는지에대한더많은정보는노인들을위한 페이지19 WHO’s Q&A
를 찾아보세요 :
https://www.who.int/news-room/q-a-detail/coronavirus-disease-covid-19-risks-
and-safety-for-older-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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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포스터들은 로 프린트 하거나 최소 또는 큰 스크린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A3 ( A4) .
휴대폰이나 태블릿은 아님( ).

높은 해상도의 개 포스터와 프린터 인쇄지침5 :
https://app.mhpss.net/toolkit-for-older-adults-during-covid-19-pandemic
또는 email: mhpss.refgroup@gmail.com.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