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 통신
15 - 46호

4월 보건소식지
◈ 물을 충분히, 평소보다 자주 마십니다.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 따뜻한 소금물로 입안을 자주 헹궈줍니다.
◈ 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830 손 씻기

감기 증상 완화법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관리
◈ 미세먼지 예보 사이트
- http://www.airkorea.or.kr/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 알 수 있다.
◈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미세먼지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로 지름이 10㎛이하의 부유 먼지를

기침예절 지키기

말한다. 이 먼지 안에는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
이온 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
유병률과 조기사망률 증가 유발
◈ 미세먼지 높은 날 건강 생활 수칙
- 등산, 축구 등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특히 어린이,

감기에 걸렸다구요?

노약자, 호흡기 및 심폐질환자는 가급적 실외활동 자제
- 학교나 유치원은 실내 체육수업으로 대체 권고
- 실외 활동 시에는 마스크, 보호안경, 모자 등 착용

일교차가 심한 요즘, 감기에 걸린 친구들이 많습니다. 건
강생활로 감기를 예방하세요.

< 감기로 목이 아플 때는?>
◈ 가능한 말을 적게 하고 큰 소리는 내지 않아요.

일반마스크가 아닌 환경부인증 방진마스크 착용권고
- 창문을 닫고, 빨래는 실내에서 건조
- 손을 자주 씻고, 흐르는 물에 코도 자주 세척

학부모와 함께하는 성 교육 자료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만일,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에서
부모님과 연습해 봅시다.
"귀여운 강아지를 돌봐줄 수 있니?", "물건 옮기는 거 도

또 담배 속의 산화물질들은 혈관 안쪽 벽에 계속 흠집

와줄래?"

을 만듭니다. 혈관이 쭈글쭈글해지고 상처를 받는다는 것

▶ 대부분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혈관 내부가 매끈하면 콜레스테롤 같은 찌꺼기가

만일,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어른이 있다면, 주변의 다른 어

달라붙을 수 없지만, 흠집이 많으면 쉽게 달라붙어, 점차

른들한테 다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혈관이 막혀 심장마비, 뇌경색(중

누군가 다가와 어른이

풍) 등이 됩니다.

나에게 길을 물어오면?
▶"다가온 사람이 나를 잡아

머릿니 예방법

당길 수 없도록 일정한 거리
를 두고 말할 거예요!"

곤충의 한 종류로 사람에 기생하는 것은 머릿니, 몸
이, 사면발이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수상한 사람이 함께 탄다면?
▶ "안 탈거예요!"

￭ 이는 인체의 두피, 모발, 모공 등에

▶ "엄마, 아빠한테 바로 전화할 거예요!"

붙어우리 몸의 피를 빨아먹고 삽니다.

▶ "언제든 누를 수 있게 비상벨만 보고 있을 거예요!"

￭ 가족들이나 친구들 사이에 빠르게 번

아이들은 낯선 사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하며, 신속하게 제거하지 못하면 짧은 시

‘무서운 인상’, ‘차가운 말투’,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간에 빠르게 번식하게 됩니다.
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 머릿니는 성충인 경우 생존기간이 평균 30일이며 암수
성폭력자들 대부분의 경우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하곤 합니다. "
모두 2시간 간격으로 피를 빨고 암컷1마리는 하루에
친구처럼 다가오는 어른을 조심하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8~10개의 알을 낳아 번식력이 매우 빠릅니다.

성고충 상담 안내
여러분들에게 성희롱, 성폭력 등 성(性)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 하였을 때는 제일 먼저 담임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말

￭ 머릿니 알은 서캐라고 부르는데 보통 귀 뒤쪽 두피에 가
까운 머리카락에 붙어있습니다.

머릿니 예방

씀드려 상황에 따라 처리(신고, 치료, 상담 등)하는 것 잘 ￭ 감염은 주로 머리에서 머리로 옮게 되므로 머리를 맞대
지 않습니다.
알고 있지요?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
로 성(性)고충상담창구를 보건실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 ￭ 친구라도 빗이나 수건, 모자 등은 따로 사용합니다.
(빌려서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해주세요)
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라도 이용하시기 바랍
￭ 머릿니 감염자의 옷이나 침구는 삶거나 일광 소독을 해

니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약물 오남용 교육 자료

야 합니다.
￭ 머리를 자주 감고 잘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 이렇게 나빠요.

￭ 집에 돌아오면 잘 씻는 습관을 들여서 청결을 유지합니다.

머릿니 퇴치방법
▶ 피부를 늙게 만들어요.
담배를 피우면 피부와 체형의 변화를 가져와 나이보다
더 늙어보이게 된답니다. 담배연기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
지고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푸석거리며, 피부 노
화가 빨라지기 때문이지요.

￭ 머릿니가 있다면 약국에서 머릿니 약(샴푸, 훈증 타입)을 사
서 사용합니다.
￭ 머릿니 약은 서캐는 잘 죽이지 못하니 서캐(알)은 손이나 참
빗으로 제거해 줍니다.
￭ 최근 사용한 옷은 끓는 물에 넣어 세탁하고, 베개와 이불은
세탁과 일광소독을 합니다.

▶ 우리의 핏줄을 막아요.
오래된 파이프가 녹이 슬 듯 사람의 혈관도 나이가 들면
서 차츰 좁아지는데, 이것을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동맥경
화를 촉진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담배입니다. 담배에 들
어있는 니코틴은 혈관 내부의 에피네프린이란 수축 물질
을 분비시켜 혈관을 끝없이 경련시킵니다.

￭ 형제나 자매 중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가족들도 감염되었을
확률이 높으니 가족들도 머릿니 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치
료해야 합니다.
￭ 머리를 감은 후에나 비를 맞고 난후에는 반드시 드라이로
머리를 말립니다.
￭ 완전한 치료법은 서캐알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