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 통신
15 - 80호

6월 보건소식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예방수칙

1. 평상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비누와 물 또는 손 세정제로 손 자주 씻기
2. 중동지역 여행(체류) 중 낙타, 박쥐, 염소 등 동물과의 접촉을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낙타와의 접촉(낙타 시장 또는 농장 방문, 낙타 체험 프로그램 참여 등)을 피하기
-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나 멸균되지 않은 생낙타유(raw-camel milk) 먹지 않기
3.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시기 바랍니다.
- 화장지나 손수건이 없다면 대신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4.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 방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5. 발열 및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중동지역 여행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 보건소에 신고를 하시고, 즉시 의료기관
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정보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성폭력예방과 대처법

6월 9일은 치아의 날

성에 대한 지식은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지만 성에 대한 가치
관 교육은 보호자의 몫입니다.
□ 성폭력예방을 위한 방법

매년 6월 9일은 ‘치아의 날’입니다.
6세가 되면 첫 영구치인 어금니가 나오는데 6세의 ‘6’과 영구
치(어금니)의 ‘구’를 따온 것입니다.

1.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지 않기
2. 비상용 호루라기를 가지고 다니기
3. 성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하기
4. 간단한 호신술을 익히거나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건강한 체력 유지하기
□ 치과의사가 권장하는 올바른 치아관리

□ 아동 성범죄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

1. 올바른 칫솔질은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와 잇몸 사이의 모

1. 장소 :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학교 앞 500미터 이내
2. 시간 : 오후 3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든 구석구석을 최소한 한 번 이상 칫솔모로 깨끗이 닦아내
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3. 가해자 : 가해자의 절반이 피해자의 집 주변과 학교

2. 치아에 좋은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고 치아에 나쁜 탄산음

근처에 살고 있음. <출처 : KBS 추적 60분>

료 와 과자, 사탕은 피합니다.

□ 꼭 알아 두세요.
1. 성폭력을 당했다면 주위의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리기
2. 성폭력 무료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366

3. 치아 홈을 메워 음식물 찌꺼기가 끼지 않게 합니다
불소가 든 치약으로 이를 닦거나 불소겔도포, 불소바니쉬 도
포로 충치를 예방합니다.

3. 급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는 국번 없이 112

4. 6개월에 1번씩 구강검진을 하여 충치는 빨리 치료받도록
합니다. 구강검사 결과 치아우식증(충치)가 있는 아동은 치
료를 받도록 합니다.
어린 시절 시작된 구강건강실천이 성인기까지 지속되어야
평생 동안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칫솔질할 때 잇몸도 함께 닦아야 합니다.
학생

학교에서는 학교 성교육 계획에 의해 담임교사, 보건교
사의 수업이나 성교육전문기관의 인형극공연, 보건소식 등
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의식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잇몸이 튼튼해야 치아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치아, 잇몸,
턱관절 이 3가지 요소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행복한 식사
와 아름다운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결핵 잘 알고 대처합시다.
▶ 결핵은 전염력이 있는 결핵환자의 기침을 통해 감염되는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결핵의 가장 흔한 증상인 기침은 감기, 천식 기관
지염 등의 다른 호흡기질환에서도 관찰되므로 “2주이상 기침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결핵을 의심하고 결핵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
다.” ▼ 결핵 검사는 이렇게 받으세요.

▶ 결핵,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침 예절 실천
① 평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 손수건이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합니다.
② 기침, 재채기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