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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제 손을 씻어야 할까요?

① 음식을 준비하기 전이나 준비할 때, 준비하고 난 후

② 음식을 먹기 전에

③ 아픈 사람을 돌보기 전이나 돌보고 난 후

④ 베인 상처 등을 치료하기 전이나 치료한 후

⑤ 화장실을 사용하고 난 후

⑥ 코를 풀고 난 후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고 난 후

⑦ 동물이나 동물의 음식, 동물의 배변을 만지고 난 후

⑧ 애완동물의 음식이나 애완동물을 만지고 난 후

⑨ 쓰레기나 휴지통을 만지고 난 후

⑩ 손이 더러워 보일 때

━━━━━━━━━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각자가 자신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을 할 때도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정확한 손씻기 예절이나 기침

예절을 알려주어 자신의 위생을 관리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게 한다면

이는 전체 아이들의 평소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학급 단

위로 이러한 내용을 교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부모님께도 이런 정

보를 전달하여 가정에서 활용하게 한다면 유익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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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을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① 손 적시기 - 흐르는 깨끗한 물에 손을 적십니다. 따뜻한 물이든 찬 물이든 상관

없습니다.

② 비누 거품 내기 - 수도꼭지를 잠그고 손에 비누를 묻힙니다. 두 손을 비벼서

비누 거품을 냅니다. 이 때 손등과 손가락 사이, 손톱 밑을 문지르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③ 문지르기 - 적어도 20초간 손을 문지릅니다. 20초가 얼마 정도인지 잘 모르겠

다면“생일 축하 합니다.”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 부르면 됩니다.

④ 헹구기 - 흐르는 깨끗한 물에 손을 잘 헹굽니다.

⑤ 말리기 - 깨끗한 수건이나, 종이 타월, 건조기로 손을 잘 말립니다.

3. 비누나 물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세균과 바이러스를 없애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비누나 물이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60% 알코올이 포함된 손

소독제를 사용하십시오. 손 소독제는 모든 세균을 다 없애지는 못 하지만 알코올이

포함된 손 소독제는 짧은 시간에 많은 세균을 없애는 효과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손이 더러운 상태에서는 손 소독제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4. 손 소독제는 어떻게 사용하여야 할까요?

① 설명서에 적힌 적정 용량의 손 소독제를 한 손바닥에 올려 둡니다.

② 두 손을 함께 문지릅니다.

③ 손가락 사이, 손등, 손톱 밑을 손 소독제가 마를 때까지 문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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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침 예절

①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는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세요. 

② 사용한 화장지는 바로 휴지통에 넣으세요.

③ 화장지가 없거나 급할 때는 윗 소매에 대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세요. 여러분의

손으로 입이나 코를 가리지 마세요.

④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후에는 물과 비누로 손을 20초 이상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세요.

그림. <기침할 때는 가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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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탄력성이 높은 사회의 구성원들은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경계하기

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돕고자 노력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이웃과 사회를 보호하고자 위험을 무릅쓰고 감염병 진정을 위해 애쓰는 다양한직능

의 시민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격리조치에 협조하는 시민들은 참으로 감사한 분

들입니다. 학교는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가르치는 교육의 장입니다. 그렇게

성장한 우리 학생들은 미래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높여 어떠한 위기상황도 잘 헤쳐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