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R코드를 찍으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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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탈출
복지관 텃밭 가꾸기

코로나에 지친 발달장애인
친구들을 위한 노래 게임으로 보는 마스크 쓰기스트레스 해소는 이렇게

운동편 건강한 집콕생활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OX퀴즈

올바른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마스크는 생명이다

보호작업장 모습

소독편

주간보호의 하루 보호작업장 인터뷰코로나로 달라진 일상 원석씨의 하루

마스크쓰기 게임

발달 장애인
자가격리 시 생활 매뉴얼

코로나19 예방수칙
2021 달력

보호작업장 예방수칙장애인복지관
방역단계별 이용수칙

AAC매뉴얼
(시각장애인)

슬기로운 집콕생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서울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청각장애인을 위한 5대 핵심수칙

서울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생활 적용

이럴땐 이렇게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분들을 위한

방 역 안 내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하다면

신나는 실내운동 안내

독서편 맛있는 집콕생활

슬기로운 집콕생활

음성지원 안내

코로나19 속
달라진 일상

예방 수칙 우리를 지키는 습관

시각장애인 지하철 탑승기

코로나 극복을 위한
여가생활 립뷰마스크

함께 보
면 더 유익한 코로나19 대응 안내

장애인과 비장애인 서울시민이 함께 만든 코로나19 대응 장애인유형별 동영상

제작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33인

코로나 19









간과하기쉬운수칙잘지키기



마스크 쓰기

• 마스크는감염예방백신입니다.

• 마스크는 주변에대한

예의와배려입니다.

• 마스크는 나와내가족의건강입니다.



• 콧등양옆은 꾹눌러주세요.



• 마스크착용에따른코로나 19 전파력



•감염의 70%는손으로인한감염! 손톱밑, 손금도 꼼꼼히씻습니다.



• 카드나거스름돈을받은
후에는 손을씻습니다.



• 공용물품, 사용 후에는
손을잘씻습니다.





•기침, 재채기를할때는손수건이나옷소매등으로입을가리세요.



•마스크를벗고소리를내는일은주변을불안, 불쾌하게합니다.



• 실내에서통화는자제합니다.

.

아빠!
전화는
밖에서….



.

•  지인이나가까운사람은안전하다는생각을경계하고예방수칙을준수합니다.



제작 : 코로나19 극복희망일자리사업참여자 이상준, 이정봉

지원 :   



발달 장애인 자가격리
생활 매뉴얼

제작: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이우영, 송동호, 최정은
지원: 



1. 자가격리 매뉴얼
①밖에 나가면 안돼요!

자가격리 중 허가 없이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② 혼자 생활해야 해요!



③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해요!



④ 가족 또는 함께 있는 사람과 대화 등 접촉하면 안돼요!



⑤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해야 해요!



⑥ 자가격리 장소에서 기본 건강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코풀기 할 때도 수건이나
휴지로 가리고 해야 해요!

기침할 때에도 팔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야 해요!

손씻을 때에는 30초이상
깨끗이 씻어요!

휴지는 꼭 휴지통에
버려야 해요!



⑦ 자가 격리 기간 동안에는 관할보건소가, 
격리자에게 연락해서 증상 등을 확인할거에요!



⑧ 주요 감염 증상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두세요!

-발열(37.5⁰C) 이상 /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 / 폐렴



⑨ 격리 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감염이 돼요

코로나 코로나 확진 환자 침 콧물 병에 걸려요

코로나 19는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를 줄인 말이에요.

코로나 19는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퍼트리며 전염이 돼요.

코로나 19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의 침과 콧물이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면 걸려요.

침 콧물 눈 코 입 몸에 들어가요

침, 콧물은 눈, 코, 입 등을 통해서 몸에 들어가요.

코로나 19는어떻게걸려요?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윤한결, 손효정제작 :

코로나 19란?



안 아프다 코로나 병에 걸려요 코로나 확진 환자

발열

열이 나요. (체온계로 쟀을 때, 37.5도 이상)

몸살

몸살처럼 몸이 쑤시고 아파요.

기침

기침을 해요.

가래

가래가 나와요.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코가 막혀요 콧물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나요.

숨 쉬기 힘들어요

숨 쉬는 게 힘들고 불편해요.

가슴이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요.

단, 증상이 없어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어요.

코로나 19에걸리면어떻게아플까요?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윤한결, 손효정제작 :



질병관리청 번호 지역 보건소 전화해요

1. 먼저 1339나 지역 보건소에 연락해요.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1339 카카오톡 상담, 129 콜센터 영상 수어 상담을 이용해요.

자

설명이 힘들어요 가족 활동지원사 대신해요

혼자 설명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활동지원사가 대신 설명해요.

설명해요 이름 나이 사는 곳 어디가 아파요?

외국 갔어요? 확진자 만났어요? 확진자 나온 곳
갔어요?

지원이 필요해요?

2.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요. 
이름, 나이, 사는 곳, 어디가 아픈지, 외국에 다녀왔는지, 확진자와 만났는지,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를 갔는지, 지원이 필요한지(이동지원, 의사소통지원, 활동지원)

코로나 19에걸린것같아요

카카오톡 콜센터

신고했어요 안내에 따라요

3. 신고 후에는 안내에 따라요. 
필요 시 자가격리를 하거나 검사를 받아요.

자가격리 검사 확진 검사를 받아
요

1339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윤한결, 손효정제작 :



자

흐르는 물 비누 손을 씻어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깨끗이, 자주 씻어요. (30초 넘게)

코로나 19에걸리지않으려면?

집 밖 마스크를 써요

집 밖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써요.

물건 소독해요

사람들 거리를 둬요

사람들과 가까이 있지 않도록 해요.
(두 팔 거리 정도 떨어져 있도록 해요.)

외출하지 않아요 집에 있어요

꼭 필요할 때만 외출하고 집에서 지내요.
- 아프면 3일에서 4일 정도 집에 머물러요.

아파요 외출하지 않아요

자주 쓰는 물건은 잘 소독해요.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윤한결, 손효정제작 :



검사 신청해요 선별 진료소

1. 검사를 신청해요. 검사는 선별 진료소에서 할 수 있어요.

자

코로나 19검사를받아야한다면?

검사 결과 들어요 지켜야 할 수칙 교육 받아요

4. 검사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듣고, 당분간 지켜야 할 것에 대해 교육 받아요. 

선별 진료소 가요 걸어요 자동차 타요

마스크를 써요 기다려요

2. 마스크를 쓰고 본인의 차례를 기다려요.

자가 문진표 작성 검사 받아요

3. 자가 문진표를 쓰고 검사를 받아요.
검사 중, 면봉을 입이나 코에 넣어서 바이러스를 채취할 수 있어요.

주의 사항 : 선별 진료소에 갈 때는 반드시 도보로 가거나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해요.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윤한결, 손효정제작 :

구강 검사 면봉 검사 코로나 바이러스



외출하지 않아요 외출 보건소 연락해요 알려요

1. 외출을 하지 않아요. 병원 등 외출을 꼭 해야 할 때는 먼저 보건소에 연락해 알려요.
※ 자가격리 해야 할 사람이 외출하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낼 수 있어요.

자

자가격리하는사람이지켜야할것

검사 결과 따로 써요

4. 수건, 그릇, 수저 등 물건을 따로 사용해요.

손을 씻어요 마스크 써요

나만의 공간 혼자 생활해요

2. 나만의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요. 밥을 혼자 먹고, 자주 환기해요.

가족 친구 거리를 둬요

3. 가족 등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5. 손을 자주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를 사용해요.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윤한결, 손효정제작 :

혼자 밥 먹어요 환기해요



자

코로나관련연락처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윤한결, 손효정제작 :

코로나19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ncov.mohw.go.kr
인터넷에서 “코로나19” 검색합니다.

우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 동선을 알고 싶다면?
• 각 지역 시청 / 군청 / 구청 홈페이지

코로나19가 의심되면?
• 전화상담 1339 / 지역 보건소
• 카카오톡 상담(질병관리본부)

그외

AAC 상징표 출처
한국형 AAC 상징
국립특수교육원 위톡AAC 상징
망고보드 COVID19 버전
USAAC 상징

뇌병변장애인을위한
매뉴얼음성파일QR 코드

시각장애인을위한
매뉴얼음성파일QR 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