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훈
참되게 슬기롭게
부지런하게

노안 걱정하는 ‘수그리족’
눈 건강 악화를 경고하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2018.6월

손을 따뜻하게 하여 눈 주변을 자극하면 눈의 지방층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어 눈이 뻑뻑할 때 효과가 있다.
틈나는 대로 손바닥 전체를 비벼 따뜻하게 한 후 손바닥으로
눈을 감싸 잠깐 동안 유지해주면 눈의 피로를 덜 수 있다.

고개를 숙인 상태로 스마트폰 화면을 장시간 바라봐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는 증상을 뜻하는
'스마트폰 노안'이 대표적이다.
스마트폰 사용하는 모습을
'비하'하는 '수그리족'이란
신조어도 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스마트폰에만
몰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거북목 증후군'을 경고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부터 눈건강 지키는 방법

기억하면 좋은 생활 속 간단한 응급처치법
◐ 피부외상(상처)
- 상처부위에 흙, 모래, 유리 등 이물이 있을 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는다.
- 소독약을 바른다.
- 적절하게 상처를 보호한다.

◐ 삐었을 때(염좌) - RICE 처치법으로 처치 후에도
통증이 심하거나 움직이지 못 할 때는 병원에 갑니다.
- R est : 안정 및 활동자제
- I ce : 냉찜질로 부종예방
- C ompression : 탄력붕대로 압박 드레싱
- E levation : 심장보다 염좌부위를 상승시켜 부종 및 통증 예방

1. 눈의 긴장 풀기
→ 스마트폰 10분정도 사용 후,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거나
가벼운 안구 마사지

냉찜질과 온찜질~ 어떤 경우에 좋은가요?
근육통이나 타박상을 입었을 때, 삐거나 뼈가 부러졌을 때,

2. 눈 비비지 말기

배가 아플 때 가정과 학교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 피로하다고 손으로 눈을 비비면 손에 있는 세균에 의해

찜질이다. 냉찜질과 온찜질은 효과가 각각 다르므로

결막염이나 각막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각각의 경우를 구별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3. 거리와 시선
→ 눈과 스마트폰과의 거리를 40cm 이상으로 유지하고
스마트폰은 시선보다 약간 아래에 둔다.

간편한 안구마사지 방법

◐ 눈에 이물이 들어갔을 때
-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어주고 함부로 눈에 약을 넣거나 비비지
않는다.
- 충혈, 통증이 심하거나 시력 이상 시 병원에 간다.

◐ 치아손상
- 깨지거나 잘린 치아를 찾아서 생리식염수에 적신 거즈에
감싸거나 흰 우유에 담궈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한다.

◐ 코피가 날 때
-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코양쪽을(코뼈 밑)을 약 15분 정도
눌러 지혈시켜준다.
- 혈액이 기도로 들어가 응고되면 위험하므로, 목으로 넘어간
피는 뱉는다.

◐ 화상(데었을 때)
- 화끈거림이 없어질 때까지 화상부위를 흐르는 찬물에 10-20분
정도 식힌 후 화상연고를 바른다.
- 달라붙은 옷을 억지로 벗기지 말고 물집을 터트리지 않는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아무리 좋은 마스크를 착용해도 바르게
쓰지 못하면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알아봅시다.

일반 마스크
미세먼지를 막는 효과는 없으나,
기침과 재채기가 나올 때 착용하면 침방울의 분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큰 먼지의 흡입을 막아줍니다.

1. 마스크의 위, 아래를 확인합니다.
(모양 조정이 가능한 고정 철심이 달린 곳이
위를 향하게 합니다)
2. 파란 면이 밖으로, 하얀 면이 입과 닿도록 하여
귀에 걸어줍니다.
3. 코의 생김새에 맞추어 마스크의 윗부분을
눌러주어 들뜸이 없도록 합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건마스크)
미세먼지를 막아줄 수 있는 마스크로,
KF80, KF94, KF99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수치는 미세먼지 차단률을 의미하며, 차단률이
높을수록 호흡이 힘들 수 있으니 상황에 맞는 종류를

6월 9일은 치아의 날
6월 9일은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지정한 「치아의 날」입니다.
만6세 때 영구치가 나온다 하여 6세의‘6’과 영구치의 구’를
따서 6월 9일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시작된 구강
건강 실천이 성인기까지 지속 되어야만 평생 동안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강건강관리지수(QQ) 높이는 생활수칙
• 올바른 칫솔질
- 플라크 제거 및 잇몸 마사지에 가장 기본적&효과적.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 3분 동안 닦는다. 플라크가
잘 끼는 치아와 잇몸경계부위를 잘 닦고, 회전법을 쓴다.
• 칫솔 선택 - 칫솔의 머리 크기는 자신의 집게손가락
첫째 마디 길이 이하, 3개월마다 새것 교체한다.
• 치실과 치간 칫솔사용과 혀 닦기
• 식품 선택 GOOD! (우유 : 칼슘, 치즈 : 칼슘+인, 멸치 : 칼슘+불소,
야채&과일)
BAD!! (달고 끈끈한 간식류, 탄산음료)
• 거울 보기 - 구강건강 자가 점검을 수시로
• 정기 검진 - 6개월 마다 검진, 스케일링, 불소 도포
• 바쁜 습관 버리기 - 손가락 빨기, 턱 괴기, 손톱 깨물기,
연필 물기 등
올바른 칫솔을 선택하고 보관하세요.
• 단단한 칫솔은 잇몸을 상하게 하므로, 부드럽고 탄력
있는 칫솔 선택
• 크기 : 어금니 2-3개 정도의 크기
• 교환 시기 : 2-3개월
• 보관 :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
• 소독 : 베이킹 소다에 30분 정도 담궈 주세요.

선택하여 착용하며, 호흡기질환자의 경우 필요시 의사와
상담 후 착용합니다.
착용법은 일반마스크와 동일합니다.
치아의 바깥쪽
닦기

치아의 안쪽
닦기

치아의 씹는 면
닦기

혀 닦기

‘칫솔 가득 치약’ 구강 건강엔 안 좋아요!

1. 모양을 크게 변형시키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마스크의 앞부분을 손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3. 얼굴에 완전히 밀착되게 하여 착용합니다.
4. 세탁하여 재사용 하지 않습니다.

이를 닦을 때 생기는 거품은 비누나 세
제에 쓰이는 합성 계면활성제 때문인
데, 이것을 많이 먹으면 피부염이나 구
내염 등 피부 조직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각종 위장장애나 백혈구의 파
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양치 후 입에 치약이 남
지 않게 충분히 헹궈야 합니다.
상현중학교 보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