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훈
참되게 슬기롭게 부지런하게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

2018.5월

• 흡연, 금연시 우리 몸의 변화는? •

1492년 스페인의 탐험가 콜럼버스는 세계 역사에 한 획
을 긋는 신대륙을 발견하는 공을 세우게 된다. 신세계의
발견과 함께 그는 인류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신기한 잎’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담배’이다. 발견된
이후 ‘신기한 잎’으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담배
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치
명적인 기호품이 되었다.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담배 없는 환경을 위해 5월 31일을
‘세계 금연의 날’로 지정하였다.

• 담배의 성분, 제대로 알아보기 •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성매매 예방
• 성매매란?
돈 또는 물품, 일자리, 잠자리 등 편의와 대가를 제공하
고 성관계 또는 성행동을 하거나 그 대상이 되는 것을 말
합니다. 성매매는 단순히 돈을 매개로 한 성교 행위의 교
환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과 몸을 사고파는 행위로 이해해
야 합니다. 성을 판매 혹은 구매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성매매 형태

• 성매매 예방을 위한 대처
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② 높은 수입을 보장하는 광고지나 구인광고, 직업소개소
등에 현혹되지 않는다.
③ 성매매를 유혹하거나 알선하는 사람은 즉시 신고한다.

치아건강

④ 가족과의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주변의 믿을만한 어른
과 이야기해 보고, 어떤 경우에도 가출은 하지 않는다.
⑤ 갖고 싶은 물건 등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
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우도록 한다.
⑥ 인터넷으로 채팅을 할 때에는 절대로 자신의 연락처
를 알려주지 말고, 만남을 자제해야 한다.
※ 인터넷 채팅 등에서 성매수 제의가 있는 경우 경찰청
안전 Dream센터에 24시간 온‧오프라인 신고가 가능
(www.safe182.go.kr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비만 예방
비만은 과도한 지방이 체내에 축적되어서 발생하는 영양 장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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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아비만은 시기적으로 유아기에서 사춘기에 발생하는 비만을

✔ 5월 4일(금) : 학교 실내 공기질 검사 실시

지칭한다.

✔ 5월 8일(화)~31일(목) : 스트레스해소법 공모전

예전에는 비만한 사람을 건강해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현대 사회
에서는 비만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에게도 신체적, 정신
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 5월 11일(금) : 2,3학년 시력검사
1학년 흡연예방 교육
✔ 5월 28일(월)~6월 1일(금) 1주일간 :
세계 금연의 날 행사(보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