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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담 재난 복구 툴키트 

재난 발생 후 외상에 대처하기  
재난 동안이나 이후에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외상을 경험하는 것은 자연적인 일입니다. 이 자료표는 재난과 관련된 정신적 

외상에 대처할 때 취할 수 있는 자원 및 조치 목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외상을 다루실 때 개인께서는 헬프라인 및 기타 

정신 건강 전문가의 혜택을 활용하시기를 항상 권장합니다.  

 

스트레스 및 정신적 외상의 징후 인지하기 

스트레스 및 불안은 재난 뒤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정신적 외상에 대처하는 첫 번째 

조치는 그 징후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고통과 외상의 일반적인 징후는 다음 반응을 포함합니다. 

정신적 

❖ 충격, 무감각 및 불신의 감정을 경험함 

❖ 불안하거나 무서운 느낌 

❖ 분노 또는 성마름을 경험함 

❖ 생각을 전달하기 어려움 

❖ 위축, 방향 감각 상실 또는 혼란스러움을 느낌 

❖ 집중하기 어려움 

❖ 집을 나서기에 주저함 

신체적 

❖ 두통, 신체 통증, 위장병 및 피부 발진 증가 

❖ 에너지 및 활동 수준의 변화 

❖ 식욕 변화 

❖ 불면증 및 악몽의 빈도 증가 

❖ 만성 건강 문제의 악화 

❖ 술, 담배 또는 약물 사용의 변화 

❖ 터널 시야 또는 먹먹한 귀 

재난 후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한 조치 

스트레스 및 외상의 징후를 인지하셨다면, 이러한 감정에 대처하기 위해 아래 조치를 취하십시오. 

1. 귀하의 감정을 인정하십시오. 귀하와 귀하가 사랑하는 분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슬픔, 비탄 및 

분노는 재난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며, 본인의 감정을 인정하시면 회복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별개의 

요구 사항이 있고 다른 방식으로 대처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2. 정보를 계속 얻으십시오. 누락된 정보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국의 업데이트에 대한 뉴스를 보고 듣거나 

읽으십시오. 위기 상황에서는 루머가 있을 수 있으니, 신뢰할 만한 뉴스 출처를 이용하시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자신을 돌보십시오. 건강에 좋고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술, 담배 및 약물을 

피하십시오. 정신 건강을 위한 건강관리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4. 정신 건강 휴식을 활용하십시오. 사실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신 경우 뉴스 기사를 보고 읽거나 듣는 것을 적극적으로 

중단하십시오. 위기에 대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듣고 보는 것은 스트레스 촉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귀하가 

즐기시는 다른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시고 뉴스 보도에 대한 노출은 하루 중 정해진 시간으로 제한하십시오. 

5.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십시오. 귀하의 염려와 기분을 친구나 가족과 함께 나누십시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강력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6. 도움을 청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가능하시면 개인 및 지역 사회 정신 건강 리소스를 활용하십시오. 재난 후 

스트레스를 다루는 전문 치료사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https://www.samhsa.gov/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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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담 재난 복구 툴키트 

아이들이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재난은 모든 연령대의 아동을 두렵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재난을 직접 경험했거나 

텔레비전에서 봤거나 어른이 논하는 것을 듣는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른이 재난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아동을 돕기 위해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범을 보이십시오. 아동이 재난이나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은 흔히 아동이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대처를 보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보호자께서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대처하려는 조치를 함으로써 아동에게 재난이 

덜 충격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조속히 일, 학교, 식사 및 휴식을 위한 일과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십시오. 

❖ 가족 재난 계획에 아동을 참여시키십시오. 아동이 가족 재난 계획 준비를 돕게 하시면 재난 이전에 통제감을 확립하고 

자신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가족 모두가 재난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돕고 재난 

후에 필요한 리소스를 식별하고 수집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족 재난 계획하기를 시작하시려면 가정 및 가족 준비 

체크리스트를 보십시오.  

❖ 아동이 자기 생각과 느낌을 나누도록 격려하십시오. 어른은 아동이  자신을 표현할 방법을 찾도록 도우셔야 합니다. 

아동이 질문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개방되고 지지하는 환경 을 조성하십시오. 동시에, 아동이 준비될 때까지 

말하도록 강요하지 마십시오. 아동이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림을 그리거나 이야기를 하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 아동의 염려를 경청하시고 오해를 풀어주십시오. 재난 사건에 대한 사실적 정보와 현재의 안전 및 복구 계획을 

침착하게 제공하십시오. 아동에게  정직한 답변 및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아동의 염려를 경청하고 질문에 답함으로써 

오해와 잘못된 정보를 명확히 하십시오. 아동의 연령, 언어 및 발달 수준에 맞춰 설명해 주십시오.  

❖ 미디어에 대한 노출을 모니터링하고 제한하십시오. 재난 관련 뉴스 보도는 아동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특히 대규모 재난 또는 테러 사건의 경우). 사건의 반복된 이미지가 아동을 사건이 거듭 발생하고 있다고 

믿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이 재난에 대한 이미지나 뉴스를 중계하는 텔레비전과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경우, 

의사소통을 장려하고 설명을 제공하도록 어른이 아동과 함께 계셔야 합니다. 

❖ 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십시오. 가족, 친구, 지역 사회 조직 및 기관, 신앙에 기반한 단체 또는 귀하의 가족을 위해 

일하는 기타 리소스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시고 활용하십시오. 어떤 아동은 각별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각별한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는 몇몇 징후는 지속적인 수면 장애, 거슬리는 생각이나 걱정, 사건에 

대한 염려에 몰두 또는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지속되는 경우, 아동의 소아과 

전문의, 가정의학 전문의 또는 학교 상담 전문가에게 적절한 위탁 주선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정신 건강 전문가 찾기 

외상 또는 스트레스를 겪고 계신다면 전문 정신 건강 전문가와 연락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아래 정보들는 귀하의 

지역 사회 내에서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식별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이 리소스는 영어로 된 자료를 

제공하는 외부 기관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리소스에 적절히 접근하기 위해 번역 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HUD 인증 

주택 카운슬러와 협조해 주십시오.   

❖ 심리학자 로케이터(미국 심리 학회[APA]): APA 심리학자 로케이터는 개인분들이 본인의 지리적인 지역을 사용하여 

심리학자를 검색하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제공자 이름이나 전문 분야로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 행동 건강 치료 서비스 로케이터(약물 남용 및 정신 건강 서비스국[SAMHSA]): 이 페이지는 약물 남용/중독 및/또는 

정신 건강 문제로 미국 또는 미국 영토에서 치료 시설을 찾는 분들을 위한 기밀 및 익명의 정보원을 제공합니다. 

❖ 재난 고충 헬프라인(SAMHSA): 

❖ (800) 985-5990 으로 전화하십시오. 

❖ 청각 장애 또는 난청이신 개인분들은 본인이 선호하시는 중계 서비스를 사용하여 (800) 985-5990 으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 66746 으로 TalkWithUs 문자를 보내십시오. 

https://www.hudexchange.info/resources/documents/OHC-DR-Toolkit-Home-and-Family-Preparedness.pdf
https://www.hudexchange.info/resources/documents/OHC-DR-Toolkit-Home-and-Family-Preparedness.pdf
https://locator.apa.org/
https://findtreatment.samhsa.gov/
https://www.samhsa.gov/find-help/disaster-distress-hel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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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정보 

재난 후 외상에 

대한 반응 
❖ 재난의 영향: 위험 및 회복력 요인(미국 보훈부[VA]): 미국 보훈부의 국립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센터(National Center for PTSD)에서 작성한 이 자료표는 재난과 관련된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 끔찍한 일들이 발생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사항(국립 아동 외상 스트레스 네트워크[NCTSN] – 

심리적인 응급 처치): 이 페이지는 재난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 목록을 제공합니다. NTCSN은 

SAMHSA가 관리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및 

대처 

 

❖ 재난 또는 기타 충격적인 사건의 생존자를 위한 조언: 스트레스 관리 (SAMHSA): 재난 및 기타 

충격적인 사건의 생존자를 위한 이 안내서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 ‘도움 요청’: 방법을 아십니까? (외상 스트레스 연구 센터): 이 자료표는 스트레스를 겪고 계신 

분들이 도움을 청하는 방법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대처 및 회복: 

특정 상황 

 

❖ 재난 후 술, 약물 및 마약 사용(NCTSN – NCTSN – 심리적인 응급 처치): 이 자료표는 재난 스트레스를 

처리하기 위한 대처 심리적 기제로 술과 약물 사용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합니다. 

❖ 가족이 재난 후 이주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독성 물질 및 질병 등록 기관): 이 유인물은 

재난 후 이주와 관련된 가족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합니다.  

아동을 돕기 위한 

정보 

 

❖ 연령별 재난에 대한 아동의 반응(FEMA): 이 페이지는 다양한 연령대에서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 아동 및 청소년이 폭력과 재난에 대처하도록 돕기 –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사항(국립 정신 건강 

연구소): 이 안내서는 부모님과 간병인께서 아동이 충격적인 경험을 극복하도록 돕는 조언을 

제공합니다.  

❖ 재난 또는 충격적인 사건 후 아동 및 청소년과 대화 및 지원을 위한 조언 (SAMHSA): 부모, 간병인 및 

교사를 위한 이 안내서는 충격적인 시간 내내 아동을 돕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 아이들 대처 돕기 (NCTSN): 이 앱은 부모님과 간병인께서 아동과 재난에 대해 이야기하며, 10가지 

유형의 재난 이전, 도중 및 이후에 해야 할 일을 이해하고, 모든 연령대의 아동을 지원하여 “그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대학생을 위한 조언 (SAMHSA): 이 SAMHSA 리소스는 재난이나 충격적인 사건에 대처하는 대학생을 

위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승인 
이 재난 후 외상 대처 자료표는 다음 리소스를 근거로 수정되었습니다. 개인분들께서 이 자료표를 검토하신 후 추가 정보를 찾고 계신다면, 아래 정보를 

검토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재난 또는 충격적인 사건에 대처하기  

❖ 연방 비상 관리국(FEMA): 재난에 대처하기 

❖ 미국 심리 학회: 재난, 외상 후 대처하기 

https://www.ptsd.va.gov/understand/types/disaster_risk_resilence.asp
http://www.nctsn.org/sites/default/files/pfa/english/appendix_e3_when_terrible_things_happen.pdf
https://store.samhsa.gov/product/Tips-for-Survivors-of-a-Disaster-or-Other-Traumatic-Event-Managing-Stress/SMA13-4776
https://www.cstsonline.org/assets/media/documents/CSTS_CTC_Asking_for_Help_Do_You_Know_How.pdf
https://www.cstsonline.org/assets/media/documents/CSTS_CTC_Asking_for_Help_Do_You_Know_How.pdf
http://www.nctsn.org/sites/default/files/pfa/english/appendix_e90_tips_for_substance_us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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