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전! 지현-맵(MMAP),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 교육공동체 지현초- 8098호  

9월 보건소식지
교무실 ☎ 532-3655

행정실 ☎ 532-3659

 1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추석 연휴 생활방역 수칙

(☞ 뒷면 계속)
귀경·귀가 후에는 집에서 머무르며 발열·호흡기 증상 등을 관찰해 주세요!  출처: 경상북도 학교 감염병 예방소식지 9호



 2  9월 유행 감염병 안내  

1) 가을철 빈발 감염병 종류와 예방법
   특성
종류 감염 경로 예방법

수두
varicella-zoster virus에 의한 급성 바이러스에 의
한 감염

-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발병 시 등교중지
- 수두 백신 미접종자 접종 시행

콜레라
날 것 또는 덜 익은 해산물, 환자 대변이나 구
토물에 오염된 식품을 통해 전파 

- 안전한 식수 음용
- 오염된 음식물 섭취 금지, 물과 음식물은 끓이거나
  익혀서 섭취, 손 씻기 

레지오
넬라병

냉각수, 에어컨 등의 오염된 물속의 균이 비
말 형태로 인체에 흡입

- 깨끗한 물 섭취
- 에어컨 청소 수시 관리

유행성
출혈열

들쥐, 집쥐 등에 있는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
해 전파

- 산과 들에서는 긴 옷 입기   
- 잔디 위에는 자리를 깔고 앉으며, 잔디 위에 

옷을 말리지 않기
- 야외에서 집에 돌아오면 옷을 털고 목욕하기
- 집 주위에 들쥐, 집쥐의 서식지를 없애기  
- 야외 활동 후 고열 시 즉시 병원, 보건소 방문하기

렙토스
피라병

감염된 동물(들고양이, 들쥐)의 소변으로 배출된 
균이 몸에 난 상처를 통해 전염

쯔쯔가
무시병

숲이나 들쥐에 기생하는 털 진드기의 유충이 사람
을 물어서 전파

※ 말벌 등 기타 독충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야외 활동 시 주의합시다.

2) 수족구 주의 안내

병원체 주로 콕사키바이러스 A6, A16, 엔테로바이러스 71 (EV71), 다른 콕사키바이러스 A10 등

전파
경로

잠복기

- 수족구병 환자 또는 감염된 사람의 대변 또는 분비물(침, 가래, 수포의 진물 등)과 직접 접촉 
- 또는 이러한 것으로 오염된 물건(수건, 장난감, 집기 등) 등을 통하여 전파
- 발병 첫 주에 가장 전염성이 크고, 잠복기는 약 3~7일

증상

-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입 안, 손, 발에 물집성 발진이 생기는 감염
- 대부분 5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생기며 봄철에 증가하여 여름에 유행
- 가장 먼저 나타나는 수족구병의 증상은 발열, 인후통, 식욕부진 및 피로감(권태감) 등
- 발열 1～2일 후에, 입 안의 볼 안쪽, 잇몸 및 혀에 작은 붉은 반점이 나타남
- 손, 발 및 엉덩이에 피부 발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끔 팔과 다리에도 나타날 수 있음
- 보통 경미하며 대개 7～10일 이내에 저절로 없어지지만, 드물게 합병증 나타남

유행
양상

-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입 안, 손, 발에 물집성 발진이 생기는 감염
- 대부분 5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생기며 봄철에 증가하여 여름에 유행

관리
- 전파방지를 위해 환자는 격리가 필요함
- 진단받았을 때는 타인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자녀들이 수족구병에 걸렸거나 감염

된 것으로 의심될 때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보내지 않음

수족구병이 의심될 때 특히 아이가 열이 높고 심하게 보채면서 잦은 구토를 하는 등 증상이 발생 
시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9월 9일은 “귀의 날”  

 9월 9일은 숫자 9가 귀를 닮아 대한 이비인후과 학회가 정한 귀의 날입니다. 최근에는 이어폰, 
헤드폰 사용으로 청소년 소음성 난청이 증가 추세로 건강한 귀를 위한 생활 수칙은 무엇일까요? 

 ① 큰 소음은 피해요.
 ② 귀지를 함부로 파지 않아요. 
 ③ 귀에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해요.
 ④ 60-60 법칙 지켜요. (음악을 들을 땐 최대 음량의 60% 이하로 하루 60분만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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