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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시기에 판데믹의 피로를 극복하고 탄력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알아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판데믹의 심각성과 규모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전례 없는 영향을 미치는 침습적 

조치의 실행을 필요 합니다. 건강 유지에 중점을 두면서 심리적, 정서적 건강을 관리하고 '판데믹의피로'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판데믹 피로는 '일상 스트레스' 이상입니다 

판데믹 으로 인한 지속적인 걱정, 스트레스, 불확실성은 수면 부족을 초래하거나 기존의 수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읍니다. 이러한 수면 문제는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폭식, 운동 

감소, 그리고 다른 나쁜 행동들을 포함한 장시간 집에서의 다른 건강하지 못한 습관들 또한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입니다. 

 판데믹피로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다르며 불면증, 체중 증가, 체중 감소, 피로 또는 에너지 손실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판데믹피로는 건강과 안전에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의 결정을 끊임없이 저울질하는 데 지쳤기 때문에, 전염병 피로가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정보를 

무시할수도 있습니다. 

판데믹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을 다시 평가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위험을 

계산하고, 우리의 스트레스 수준을 과도한 추진력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는 위험 

평가로부터 뇌를 쉬게 하기 위해 건강과 안전 메시지를 무시하고 싶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변했습니다. 공중 보건 지도자들은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의 지속적인 

존재를 계속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것은 또한 예방접종을 받기엔 너무 어린 아이들과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팁입니다. 

약물 남용 및 정신 건강 서비스국(SAMHSA)의 트라우마 정의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개인의 트라우마는 개인의 기능 및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정서적 또는 정신적 행복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치며 육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해롭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경험하는 사건, 일련의 사건 

또는 상황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트라우마와 그 영향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COVID-19 위기를 통해 

복원력을 구축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판데믹스트레스와 싸우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많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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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셀프케어에 참여합니다-------먼저 전에 상기시켜 주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2. 잘 먹고/잘 자 야합니다------좋은 영양을 섭취하고 숙면을 취하는 것은 긍정적인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연결하고 증진시키는 건강한 습관입니다. 

3. 관계에 시간을 투자합니다-----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공중 보건 위기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체크인은 우리의 정서적 행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4. 자기 계발 활동에 참여합니다------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감사를 표현하고, 낙관주의를 실천하고, 

기분을 북돋우는 활동에 집중하세요. 

5.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세요------산책을 하고, 요가를 하고, 수업에 참여하거나, 여러분에게 맞는 

운동을 찾으세요.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과 

긍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까? https://screening.mentalhealthscreening.org/northern-virginia) 

커뮤니티 서비스 위원회 (CSB) https://www.fairfaxcounty.gov/community-services-board/ 와 Fairfax 의 다른 

민간 의료 의료 의료진으로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판데믹 피로가 

우울증 https://www.cdc.gov/tobacco/campaign/tips/diseases/depression-anxiety.html 으로 급상승한다면,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증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즐거웠던 활동을 하고 싶지 않음 

• 짜증을 내거나 쉽게 좌절하거나 안절부절못함 

• 잠이 잘 않오거나 잠들지 못하는 경우 

• 너무 일찍 일어나거나 너무 잠이 많거나 

• 평소보다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식욕이 없음 

•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는 통증, 두통 또는 위장 질환이 있음 

• 집중하거나, 세부 사항을 기억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있음 

• 잠을 잘 자고도 피곤함 

• 죄책감, 가치없음, 무력감을 느낌 

• 자살을 생각하거나 스스로를 해치는 행동 

 

 

https://screening.mentalhealthscreening.org/northern-virgi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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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리소스를 사용할수있습니다. 

CSB(Fairfax-Falls Church Community Services Board)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03-383-8500 TTY 711, 월요일-금요일 오전 9:00 - 오후 5:00 로 CSB 에 문의하십시오. 

https://www.fairfaxcounty.gov/community-services-board/ 24 시간 365 일 응급 정신건강서비스는 703-573-

5679 TTY 711 로 전화하시면 됍니다. https://www.fairfaxcounty.gov/community-services-

board/services/emergencies 

SAMHSA 의 재난 조난 지원헬프라인  https://www.samhsa.gov/find-help/disaster-distress-helpline 은 자연재해 

또는 인명으로 인한 재해와 관련하여 감정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중무휴 24/7 위기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1-800-985-5990 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보내 전문 위기 상담사와 연락하시면 됍니다.  

무료 기밀 PRS CrisisisLink https://prsinc.org/crisislink-hotline-textline/ 핫라인 및 텍스트라인을 24 시간 365 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800-273-YSLK 로 전화하거나 855-11 로 "CONNECT" 문자를 보내십시면 됍니다. 

CSP(Coordinated Services Planning) https://www.fairfaxcounty.gov/neighborhood-community-

services/coordinated-services-planning 는 Fairfax County 주민을 웰빙을 촉진하는 카운티 및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 및 리소스와 연결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703-222-0880 으로 전화 주십시오. CSP 직원은 다양한 

언어로 거주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airfaxcounty.gov/community-services-board/
https://www.fairfaxcounty.gov/community-services-board/services/emergencies
https://www.fairfaxcounty.gov/community-services-board/services/emergenc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