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7.18 금파중학교 보건실

- 감염병 예방 안내 여름철 무더위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각종 감염병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 여행을 준비하는 가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해외여행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및 여
름철에 유행하는 감염병을 안내하오니 건강관리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예방법을 습관화하여 학생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노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여행 전 준비사항
1)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travelinfo.cdc.go.kr)에서 여행할 지역의 감염병 유행 정보 확인하기
2) 필요한 예방접종, 말라리아 예방약 또는 기타 구급약 및 장비 등을 체크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3) 예방접종이 요구될 경우 최소 2개월 전부터 준비
** 예방접종 : 황열, 콜레라, 장티푸스, 일본뇌염, B형간염, 인플루엔자, 말라리아 예방약

4) 말라리아 예방약은 전문 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복용하세요.
5) 기존 복용약물(피임약 포함), 진통제, 해열제, 자외선차단제, 반창고, 살충제, 항생제, 일회용 밴드 등을
준비하세요.
6) 임신 중이거나 임신 계획이 있는 경우, 의사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7) 여행 전, 적절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전 계획이 있으시다면, 보험의 보상내
용 및 범위 등을 확인하세요.

여행 중 주의사항
1)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예방을 위해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비누와 손 씻을 물이 없다면 60%이상 알코올을 포함하는 세척 gel을 사용하세요. (개인위생수칙 준수)
2) 생수나 끓인 물, 탄산수만 마시는 게 좋습니다. 수돗물, 분수물, 얼음은 먹지 않도록 합니다.
3) 음식은 완전히 익힌 것만 드세요.
4)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은 피하세요.
5) 지카바이러스 등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장, 곤충기피제 (30%-50
DEET을 사용한 곤충 기피제)를 사용하세요.
6) 야외에서는 긴팔옷, 긴바지, 모자를 착용하세요.
7) 말라리아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시기(황혼에서 새벽까지)에는 방충망이 설치되거나 에어컨디셔닝이 되는
방에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방충망이 설치되거나 에어컨디셔닝이 되는 방이 아닌 경우 permethrin
(퍼메트린) 처리된 모기장을 치고 그 안에서 자도록 하세요.
8) 대낮에는 태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 하세요. (긴옷, 선글라스, 모자)
9) 피부가 노출되는 부위에는 SPF 15 이상의 선크림을 바르세요.
10) 물에서 자외선에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행 후 주의사항
1) 입국 시 설사 및 발열 증상 등이 있을 경우 공·항만 검역소에 신고하기
2) 자신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감염병이 의심될 경우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찰받기.
▶ 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 만성질환(심부전, 당뇨, 만성호흡기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경우

- 귀국 일주일 이내에 열, 설사, 구토, 황달, 소변이상, 피부질환이 생기는 경우
- 여행하는 동안 심한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 여행하는 동안 동물에게 물린 경우
- 개발도상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 참고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국외발생현황
○ (발생국가 현황) 최근 발생국가 53개국, 과거발생 국가 11개국(6.1 기준)
지역

최근(’15년 이후) 발생국가
53개국

과거(’07년-’14년) 발생국가 11개국

아시아
(9개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몰디브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남미
(40개국)

가이아나 공화국, 과들루프,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네
덜란드령 보네르, 네덜란드령 신트마르텐, 네덜란드령 아루바,
네덜란드령 퀴라소,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 연방, 마르티니
크, 멕시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
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세인
트 루시아,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
스,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푸에르토리코, 프랑스령 기아나, 프랑스령 생
마르탱, 프랑스령 생바르텔르미, 페루

칠레(이스터섬)

마셜제도, 통가, 미국령사모아, 사모아, 피지, 프랑스령 뉴칼레
도니아, 마이크로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쿡제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카보베르데

가봉, 세네갈

오세아니아
(12개국)
아프리카
(3개국)

여름철 유행하는 감염병

백일해

원

인

증

상

예방 및 치료

일본뇌염

유행성
각결막염

비브리오

전염성이 매우 높은 급성 유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원인균은 보르데텔라 백일해균
(Bordetella pertussis, 그람 음성균)
콧물, 재채기, 미열, 경미한 기침 등의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발생했다가 기침이 점진적으로
심해져서 1~2 주가 경과하면 발작적 기침

① 백일해 포함 백신(DTaP, Tdap) 적기접종 및 지연접종자 접종실시
② 손씻기 및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철저히 준수

원

인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 빨간집 모기에 의해 전파

증

상

고열, 두통, 현기증, 구토, 복통, 지각 이상, 의식장애

예방 및 치료

출처 : WHO(IHR) 등

① 모기방역 ② 저녁․ 밤시간 어린이 주의 ③ 예방접종 : 만6세, 12세 각1회 추가접종

원

인

아데노바이러스 (adenovirus)에 의한 감염

증

상

충혈, 눈곱, 이물감 및 눈물, 눈의 통증, 시력장애

예방 및 치료

①철저한 손 씻기 ②유행성 눈병환자와의 접촉을 삼가③발병 시 즉시 의료기관 진료

원

인

원인균(Vibrio vulnificus)에 오염된 어패류의 생식 또는 바닷물과 접촉 시 피부상처를 통한 감염

증

상

패혈증
예방 및 치료

수양성 설사, 복통, 오심, 구토, 발열, 두통 1/4에서 혈성 또는 점성 설사, 고열, 백혈구
수치 상승 등 세균성이질과 비슷한 임상양상
어패류는 익혀먹고(56℃이상 가열), 피부상처가 있는 사람은 해수욕 등 바닷물 접촉에
의한 감염 주의

폭염대비 건강관리 안내
1. 물을 자주 마십니다.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스포츠음료나 과일주스를 마십니다.
* 신장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 물을 드십시오.

2.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합니다.

- 스포츠 음료는 땀으로 소실된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 단, 염분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에는 스포츠 음료 혹은 염분 섭취 전에 주치의와 상의하
십시오.

3. 시원하게 지냅니다.

-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를 합니다.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 외출 시 햇볕을 차단합니다(양산, 모자).

4.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을 취합니다.

-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을 취합니다.

5. 응급환자 발생 시

- 의식이 없는 경우 : 119구급대 요청 →시원한 장소로 이동→탈의와 냉각
- 의식이 있는 경우 : 시원한 장소로 이동 →탈의와 냉각→수분, 염분 섭취→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
119 구급대 요청
※ 이런 경우 절대 물을 먹이지 마십시오.
- 의식이 없는 경우(물이 기도로 흘러 들어가 질식사할 수 있습니다.)
- 신장질환, 심부전 등이 있는 경우 의료진과 상담 후 섭취
<자료 출처 : 질병관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