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 통신
14 - 91호

7월 보건소식지

7월은 지루한 장마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
는 달입니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찬 음식을 많이
찾게 되고 음식이 쉽게 상해 식중독 등 배탈설사가
잦아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또 여름방학을 맞아 야외
활동이 많아져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됩니다.
보건소식지를 꼼꼼히 읽어서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는 어린이가 되길 바랍니다.

폭염에서의 건강관리

◆ 음식을 먹은 직후에는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준비운동을 합니다.
심장에서 먼 곳부터(팔, 다리⟶몸통)물을 묻힙
니다.
◆ 물속에서 장난치지 않고, 너무 깊은 곳이나 위험
한 곳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119 및 주위사람에
게 도움을 청하도록 합니다.
◆ 눈병이나 피부병에 걸리지 않도록 수영한 후에는
몸을 깨끗이 씻도록 합니다.

여름철 건강 이렇게 지켜요!

일사병은 무더운 곳에서 태양의 직사광선을 장시
간 쬐어 발생하는 병이며, 열사병은 덥고 습기가 많
은 실내에서 오래 있을 때 발생하는 병입니다. 일사
병은 응급처치로 체온 조절을 하면
쉽게 나을 수 있지만, 열사병의
경우는 치료시기를 놓치면 사망에
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 예방

☞식 중 독
◆ 증상 - 설사, 구토, 복통, 발열, 오한, 식은땀
◆ 예방수칙
- 물과 음식은 끓여서 먹는다.
-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말고 조리 직후 먹는다.
- 냉장고에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는다.
- 행주, 도마는 소독해서 사용.
- 손발은 깨끗이 자주 씻고, 특히 손톱을 깨끗이
관리한다

- 충분한 수분과 영양섭취를 해주
어야 합니다.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맹물보다는 흡수가 빠른 주스, 스포츠음료
등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 일사병이나 열사병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햇볕이 강한 날
오전 10시∼오후 3시 사이의 외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환기가 안 되는 고온다습한 실내에 오래 있는 것
도 피해야 합니다.
- 몸이 약한 사람에게 자주 나타나므로 계속된 과로
나 수면부족 및 음주를 피하도록 합니다.
◆ 응급처치

☞유행성 결막염

- 환자를 우선 시원한 곳으로 옮깁니다.
- 다리 쪽을 높게 해 피가 뇌로 잘 전달되도록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회복이 빠릅니다．
- 체온이 떨어지지 않으면 찬물에 적신 수건이나
담요를 덮어주거나 얼음찜질을 해서 체온을 섭
씨 38∼39도로 낮추고, 빨리 병원으로 옮기도
록 합니다．

☞냉 방 병

물놀이 안전수칙
◆ 물놀이는 부모님과 함께 하고, 안전 요원이 있는 곳에
서 하도록 합니다.

◆ 증상 눈이 따갑고
충혈, 이물감, 눈곱이 끼고
눈물이 나며 심하면 시력이 떨어짐.
◆ 예방수칙
- 자주 손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깨끗이 씻기.
-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수영장 등의 출입 금지
-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않기.
- 눈병 걸린 사람의 손을 만지거나 수건 등을 함께
쓰지 않는다.
- 안약은 같이 쓰지 않으며 반드시 전문의의 치료
를 받는다.
◆ 증상 - 감기증상 (춥고,두통 ,어지러움 ,목이아픔 ),
피로감 , 복통 , 설사나 변비
◆ 예방수칙 - 실내기온을 25-28도 정도 유지.
( 기온차는 5도를 넘지 않도록)
- 에어컨 찬 바람이 직접 피부에 닳지 않게 긴
소매 겉옷을 준비한다.
-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게
좋다
- 주기적으로 창문 열어 환기.
- 에어컨필터 2주에 1회 청소.

스마트폰 증후군이란?
◆ 안구 건조증
시선을 한곳에 집중하면 눈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안구가 건조해집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 시 만성결막염, 각막질환으로 시력이 떨어
질 수 있어요.

◆ 거북목 증후군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는 사람들의 목이 거북
이 목처럼 앞으로 구부러지는 증상을 말해요.
이러한 자세가 지속되면 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목 부위
와 등 쪽에 많은 부담이 되어 만성 통증을 느낄 수 있
어요.

◆ 손목터널 증후군
반복되는 손목사용으로 손목인대가 두꺼워져 손목신경을
누르면서 발생하며 손이 저리거나 마비증상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 팝콘 브레인
디지털 기기에 몰두하면서 팝콘처럼 곧바로 튀어 오르
는 것처럼 즉각적인 현상에만 반응할 뿐 다른 사람의 감
정 또는 느리고 무던하게 변화하는 현실에는 무감각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최근 온라인 저널 ＜PLoS One＞에 실린 연구 결과
에 따르면 매일 10시간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과 2시
간만 사용하는 사람은 뇌의 구조에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방학 중 건강관리
◆ 시력이 어느 한쪽이라도 0.7이하인 학생은 안과를
방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안경을 쓰고 있
는 학생은 정기검진을 받아 정확한 시력교정을 하도록
합니다.
◆ 충치 치료나 실런트 (치아홈 메우기)를 해주시고, 심
한 덧니나 주걱턱은 교정이 필요하므로 방학동안 치과
를 찾아 상담하여 방학 중에 교정치료를 시작한다면 적
응이 훨씬 쉬워집니다.

금연을 해야 하는 이유!
① 니코틴은 습관성이 강한 마약이다.
② 담배 속에는 몸에 해로운 수많은 화학성분이
있다.
③ 담배를 피우면 도로를 포장할 때 쓰이는 타르
를 들이마시게 된다.
④ 담배를 피우면 일산화탄소가 몸에 흡수된다.
⑤ 담배 속에는 청산가리수소가 포함되어 있다.
⑥ 담배를 피우면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과 비슷
한 상태가 된다.
⑦ 신체 조직은 처음 흡연을 시작할 때부터 파괴
되기 시작한다.
⑧ 흡연은 몸의 세포를 질식 상태로 몰아넣는다.
⑨ 흡연은 각종 암을 유발시킨다.
⑩ 흡연은 심장병을 유발시킨다.
⑪ 흡연은 호흡기 조직을 파괴한다.
⑫ 흡연은 태내 아기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
⑬ 담배를 피우면 피울수록 금연이 어려워진다.
⑭ 담배에 들어있는 타르와 니코틴은 양이 적건
많건 피해를 준다.
⑮ 담배를 피우면 외모가 추해지고 악취가 난다.
⑯ 흡연하면 피부가 빨리 늙는다.
⑰ 흡연하면 주위 사람들이 고통스럽다.
⑱ 흡연자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곁에 앉기를 꺼
린다.
⑲ 간접흡연은 자녀나 주변 사람들의 인지능력을
저하 시킬 수 있다.
⑳ 금연하면 못 견딜 것 같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
각이다.

비만 예방을 위한 식습관
최근 현대인의 생활수준 향상과 식습관의 변화로
인한 영양과잉과 운동 부족으로 소아비만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니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올바른
지도 부탁드립니다.
◆ 비만관리 식사지침
-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다.
-

일찍 일어나 식사를 하고 등교한다.
늦은 밤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나물이나 김치도 잘 먹는다.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는다.
피자, 햄버거, 닭튀김은 조금만 먹는다.
목이 마를 때는 탄산음료 대신 물 마신다.

※ 청량음료 좋아하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요~
당분이

콜라에 100㎖당 13g이, 사이다에 10~12g이

들어있습니다. 청량음료에는 흡수한 당을 에너지화 하는데

◆ 비염･축농증･편도선염･중이염 등이 있는 학생은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치료하도록 합니다.
◆ 반복되는 증상이나 통증이 있었으면 방학 때 꼭 병
원 검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 등의 영양소가 없어 오히려 우리
몸 안에 있는 비타민을 빼앗습니다. 한여름 갈증 해소를
위해서는 차가운 생수나 보리차가 가장 좋습니다.
<출처 : 참보건연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