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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평병원, 코로나19 극복 위한‘발달장애아동 및 가족 행동지침’안내

- 은평병원, 발달장애아동의 조기 진단 및 치료 전문기관으로 코로나 19
사태중에 엄격한 방역지침 준수와 치료 지속에도 힘써
- 다양한 치료영역 전문가들이 치료가 중단된 발달장애아동 및 가족을
위해 일상생활 적응 지침과 각 치료영역별 가정연계 활동 안내
- 어린이발달센터 낮병원 입원 환아들을 위한 놀이활동 지침서 및
놀이키트 제공을 통해 가정내 치료활동 활성화 도모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남민 병원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하여 일상에 큰 변화
가 닥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발달장애
아동들의 지속적인 치료에 힘쓰고 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 철

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2020년 3월
부터 은평병원 어린이발달센터 낮병원에서는 15명의 발달장애아
동이 입원하여 발달증진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자칫 치료의

- 1 -

결정적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판단과 부모님들의 요구였으며,
더불어 발달지연·심리정서 등 어려움을 보이는 환아들도 외래치

○

료를 지속하여 치료의 단절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입원 환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한 설문조
사 결과, 대부분의 아동들은 가정에서 놀이감을 이용하여 놀이를
하거나 tv 등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았으며 부모들은 전염
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다. 또한

가정 내에서 안전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영역별 가이드 제시와 놀이 및 중재에 대한 요구
가 가장 높았다.

□ 은평병원 어린이발달센터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을 위하여, 소아심
리•언어•소아작업•인지학습•놀이•미술•음악 등 다양한 치료영역의
전문가들이 코로나극복을 위한 발달장애 아동과 가족을 위한 지침
을 작성하여 안내하고 있다.
○
발달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행동 지침 “우리 아이와 건강하고
안전하게 코로나 극복하기”에서는 발달장애아동의 특성에 맞게
코로나 19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과 활동목록 만들기, 구조화된
환경 만들기, 나와 가족을 위한 ‘나를 돌보는 날’ 만들기 등의 구

○

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언어치료 영역에서는 “우리 아이와 함께 의사소통해요”라는 주제
로 집에서 하는 의사소통 촉진 전략 안내와, 소아심리 영역에서
는 정서장애 아동들을 위한 가정에서 아이의 정서상태를 살피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대응을 통해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
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등 각 치료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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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주제로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한 지침에 대해 소개하
고 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야외활동이 어렵고 가정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어린이낮병원 입원 환
아들을 위한 가정연계 놀이활동 지침서
및 놀이키트 제공을 통하여 가정에서 아
동 및 가족들이 질높은 놀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
로 발달장애아동들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각 치료영
역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안내를 할 예정이다.
□ 각 치료 전문영역별 지침 및 가정연계 놀이활동에 대한 정보는 서
울특별시은평병원 홈페이지(https://ephosp.seoul.go.kr/) 및
어린이발달센터 블로그 (https://blog.naver.com/ephosp)에
서 확인할 수 있다.
□ 남 민 병원장(서울시 은평병원)은 “우리병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 엄격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도 지속적인 치
료에 힘쓰고 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병원 어린이발달센터
를 찾는 발달장애 환아 및 보호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슬기롭게 코
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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