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2월 보건소식지

  면역력 UP! 환절기 건강관리법  겨울철 장염·노로바이러스 예방 

  장염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성 위장염으로 나이

와 관계없이 전 세계에 걸쳐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영하

의 추운 날씨에도 오래 생존하고 전염성이 매우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 전파경로

Ÿ 오염된 음식물, 물 섭취, 감염자의 대변 또는 구토물

◼ 증상

Ÿ 오심, 구토, 설사, 복통, 권태감, 열 등이 나타나는 위장관 

증상이 24~48시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 개인위생관리 요령

Ÿ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 손씻기 생활화

Ÿ 지하수 사용 자제, 식수는 끓여서 섭취

Ÿ 굴, 어패류는 85℃ 이상 1분간 가열하여 섭취, 음식

물을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

Ÿ 채소,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섭취

Ÿ 감염 의심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 지시를 

따르고,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가정용 염소 

소독제를 40배 희석(염소농도 1,000ppm)하여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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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마약류 예방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단순한 호

기심이 아니라, 청소년이 해외 직구로 마약을 밀수하고, 

메신저 채팅앱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마약성 약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마약의 종류

◼ 마약의 중독성

Ÿ ‘시작할 땐 마음대로였겠지만, 끝낼 땐 마음대로 끝낼 

수 없다.’ 처음 마약에 손댄 1차 책임은 본인에게 있

지만, 마약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개인의 의지만으로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

Ÿ 마약은 뇌 신경세포(뉴런) 사이의 공간인 시냅스 등 뇌 구조

와 기능에 수백 가지 변화를 일으킵니다. 한 번 변형

되면 복원조차 되지 않는 뇌의 ‘가소성’은 중독자들

을 다시 약을 하고 싶은 강력한 열망에 시달리게 한

다. 

Ÿ 마약이 뇌를 손상시키는 이유는 마약을 했을 때 뇌에

서 지나치게 많은 도파민이 나와 ’쾌감 회로(보상회

로)‘가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즉, 극단적인 쾌감을 겪게 

된 뇌는 일상의 소소한 자극에는 아무런 기분도 느

낄 수 없고 무뎌지게 되며, 이 쾌감을 기억에 저장하

여 다시 마약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Ÿ 망가진 뇌를 고치는 방법은 없을까?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의약품은 아직 없으며, 금단증상

을 완화하고 심리 치료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정도

라고 합니다.                   <출처 2018.02.23. 매일경제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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