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 통신
14 - 114호

9월 보건소식지

즐거운 한가위 연휴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보
내셨나요? 아침, 저녁으로 가을바람이 차갑게
느껴지고 일교차가 큰 날씨로 감기에 걸리는 어
린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학교생활
을 위해 개인위생에 더욱더 신경 쓰는 생활습관
(손 씻기, 양치질하기,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등)으로 건강한 가을
을 맞이합시다.

감염병 주의
최근 안과 감염병 유행성각결막염 및 급성출혈성결
막염(일명 아폴로눈병) 환자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
으며, 집단급식을 통한 수인성 감염병 환자 발생이 꾸
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사항을 잘 보고 미리 예방하길 바랍니다.

유행성 눈병 예방 요령
◆ 주요증상
눈 충혈, 눈곱 낌, 눈의 통증, 눈부심, 눈의 이물감, 눈꺼풀의
부종

◆ 눈병 예방법
1.
2.
3.
4.
5.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자주 씻는다.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은 피하고, 특히 수영장은 조심한다.
눈이 아프거나 가려울 때 손으로 비비지 않는다.
수건이나 개인 물건(컵등)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눈병이 의심되면 즉시 안과의사에게 진찰을 받는다.

◆ 눈병에 걸렸을 경우
1. 병원에 즉시 가서 치료를 받는다.
2. 다른 사람의 안약을 함부로 넣지 않고, 안대는 하지
않는다.
3. 사람이 많은 곳은 가지 않는다.
4. 유행성 눈병이라고 의사에게 진단받으면 학교는 오지
말고 눈병이 나은 후에 등교한다.

☞진료확인서를 가져 오면 결석처리 되지 않습니다.

수인성 감염병 예방 요령
1.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위생을 잘 지킨다.
2. 식수는 끓인 물이나 안전이 확보된 음용수만을 섭취
한다.
3.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서 섭취한다.
4. 특히, 설사증상이 있는 사람은 조리를 하거나 음식을
다루는 일을 하지 않는다.
5. 조리시설이나 조리 기구를 소독하고 잘 관리한다.

가을 감염병 예방 요령
1. 들쥐가 많은 지역의 풀밭에 가는 것을 피한다.
2. 잔디위에 침구나 옷을 걸쳐놓지 않는다.
3. 야외활동 후 귀가 시에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목욕을 한다.
4. 가능한 한 피부의 노출을 적게 한다.
5. 밭에서 일할 때에는 긴 옷을 입고, 맨발로 있지
않는다.
6. 작업 시 손발에 상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장화,
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7. 쥐나 모기 파리등 감염우려 동물을 없애도록 노
력 한다.
8. 이상 증세가 있으면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

머릿니 예방법
곤충의 한 종류로 사람에 기생하는 것은 머릿니,
몸이, 사면발이가 있습니다.
￭ 이는 인체의 두피, 모발, 모공 등에
붙어 우리 몸의 피를 빨아먹고 삽니다.
￭ 가족들이나 친구들 사이에 빠르게
번식하며, 신속하게 제거하지 못하면 짧
은 시간에 빠르게 번식하게 됩니다.
￭ 머릿니는 성충인 경우 생존기간이 평
균 30일이며 암수 모두 2시간 간격으로 피를 빨고 암컷1
마리는 하루에 8~10개의 알을 낳아 번식력이 매우 빠릅니
다.
￭ 머릿니알은 서캐라고 부르는데 보통 귀뒤쪽 두피에 가
까운 머리카락에 붙어있습니다.

머릿니 예방
￭ 감염은 주로 머리에서 머리로 옮게 되므로 머리를 맞대
지 않습니다.
￭ 친구라도 빗이나 수건, 모자등은 따로 사용합니다.
(빌려서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해주세요)
￭ 머릿니 감염자의 옷이나 침구는 삶거나 일광 소독을 해
야 합니다.
￭ 머리를 자주 감고 잘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 집에 돌아오면 잘 씻는 습관을 들여서 청결을 유지합니다

머릿니 퇴치방법
￭ 머릿니가 있다면 약국에서 머릿니 약(샴푸, 훈증 타입)을
사서 사용합니다.
￭ 머릿니 약은 서캐는 잘 죽이지 못하니 서캐(알)은 손이나
참빗으로 제거해 줍니다.
￭ 최근 사용한 옷은 끓는 물에 넣어 세탁하고, 베개와 이불
은 세탁과 일광소독을 합니다.
￭ 형제나 자매 중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가족들도 감염되었
을 확률이 높으니 가족들도 머릿니 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치료해야 합니다.
￭ 머리를 감은 후에나 비를 맞고 난후에는 반드시 드라이로
머리를 말립니다.
￭ 완전한 치료법은 서캐알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9월 9일은 귀의 날
9월 9일은 대한이비인후과
학회가 정한‘귀의 날’입니다.
숫자 9가 귀를 닮아서 입니다.
최근에는 각종 생활소음에다
이어폰, 헤드폰 사용으로 청소년
소음성 난청이 증가 추세입니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는 근본적
치료법이 없으므로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 생활 수칙
1 큰 소음은 최대한 피한다.
- MP3플레이어로 음악을 듣거나 시끄러운 PC방
에서 몇 시간째 게임을 하거나 큰소리로 떠드는
것 등을 피한다.

2 귀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물놀이 후나 환절기 감기의 합병증으로 주로
생기는 중이염 주의
3 귀지를 함부로 파지 않는다.
- 귀지는 보호막 역할을 하므로 귀가 가려울 때
나 목욕 후 습관적으로 귀를 후비는 것 등은 삼가
야 한다. 그 외 기압의 갑작스런 변화나 약물의
오․남용 등도 난청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비만 예방 위해
◆ 아침을 꼭 먹자

야외활동시주의사항
단체를 떠나 혼자 다니지 않고, 반드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다니도록 합니다.
¥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 음식물을 사기 전에는 꼭 유통기한과 위생상태를
확인하고 위생상태가 의심되는 음식은 사먹지 않
습니다.
¥ 복통을 동반한 설사증상이 있으면 병원에서 의
사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잡풀이 많은 지역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 부모님이나 선생님 전화번호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현장학습 시 응급처치 방법
◈ 멀미를 하는 아동은 미리 멀미약을 먹습니다.
◈ 잔디나 풀밭에 앉거나 눕지 않습니다. =
유행성출혈열’위험
◈ 벌에 쏘이면 침을 제거하고(카드 활용) 냉찜질을
하거나 약을 바릅니다. = 호흡곤란, 현기증이 있으면
‘벌독 알레르기’ 이므로 즉시 병원에 갑니다.
◈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 이물질이 묻었을 때는
물에 깨끗이 씻고, 소독약을 바릅니다.
◈ 코피가 날 때 =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코 양
쪽을 10분 정도 눌러줍니다
◈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 깨끗한 물로 씻어 줍니
다. 눈을 비비지 말고 충혈, 통증, 시력이상이 있으면 즉
시 병원에 갑니다.
◈ 삐었을 때 = 냉찜질하고 파스나 탄력붕대로 감습
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움직이지 못 할 때는 병원
에 갑니다

기도폐쇄 시 하임리히법
순서: 환자 확인, 119에 신고 후 질식 환자 뒤에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점심 식사 때 폭식의 우려가
있음. 아침 식사는 하루 활동으로 전량 소비되며 성장
발달과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됨.

◆ 세끼 식사를 골고루,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는다.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는데 20~30분이 걸리기 때문에

서 주먹을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에 대고,

천천히 씹으면 같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 채소를 많이 먹자
채소는 지방질이 거의 없고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
열량이 낮아 비만 예방과 치료가 효과적.

◆ 매주 3번 이상 운동하자

다른 손으로 감싼 후 위를 향해 밀쳐 올리기 함.
이물질이 빠지면 환자를 눕히고 기도를 확인한다.

◆ 컴퓨터와 TV는 하루 최대 2시간만 보자.
컴퓨터나 TV를 자주 보면 가만히 앉아 있는 습관이 들
어 활동량이 줄어 듦.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