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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두, 백일해, 성홍열 등 학생빈발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의심되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내원하여 진료를 받기 바랍니다. 또한 여름철 휴가 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기바랍니다.

백일해를 아시나요?
백일해균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 초기 증상은 콧물, 재채기, 미열, 경미한 기침
백일해란?

등 감기와 비슷하나 점차 심해져 1~2주가 지나면 발작적 기침이 나타난다.
기침발작 후 숨을 들이쉴 때 특징적인 높은 톤의 ‘훕~’소리가 나기도 한다.

예방접종의 중요성

백일해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급성 유행성감염병. 예방접종이 효과적이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내원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는다.
-백일해 진단 받은 경우, 투약 후 5일까지 학원, 학교에 가지 않고 격리치료.

백일해가 의심된다면?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기침이 멈출 때까지 최소 3주 이상 격리)
-손씻기를 자주 하고 손수건이나 옷소매로 가리는 기침예절 지킨다.
-침이나 호흡기분비물 등에 오염된 물건은 비눗물로 씻어 소독.

여름 휴가철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예방
질병명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
비브리오 패혈증

전파법 및 매개체

오염된 물이나 음식
충분히 익히지 않은
어패류

쯔쯔가무시증

세균, 바이러스를 보유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진드기에 물려서

일본뇌염
말라리아

모기

예방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음식은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마시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조리도구 소독 등)
-설사증상 있는 사람은 조리하지 않기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 삼가
-어패류 반드시 익혀먹기
-밝은 색 긴 옷 착용과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휴식할 때는 기피제 뿌린 돗자리 사용하기
-귀가 즉시 목욕하고 옷과 모자는 바로 세탁
-몸에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집 주변에 고여 있는 물 없애기
-모기활동 왕성한 저녁부터 새벽까지 외출 자제
-외출 시 노출부위 최소화하고 모기 기피제 사용

여름 휴가철 해외에서 주의해야 할 감염병
종류

지켜야 할 사항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세균성이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AI)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등
장티푸스
-여행국가 감염병 발생정보 확인(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전화 1339콜센터)
-출국 전 최소 2주전 예방접종 받기(보건소에 접종가능여부 문의, 종합병원)
-해외여행 시 동물 접촉 피하기 (낙타, 조류 등 야생동물과 모기)
-입국시 발열, 설사 등 감염병 증상 있으면 입국검역관에게 알리기
-귀가 후 감염병 증상 있으면 T.1339콜센터에 전화하여 상담받기

□ 기침예절 지키기

<올바른 기침예절>

□ 올바른 손 씻기(30초 이상)

<올바른 손 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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