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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보건 소식지

보건교육부

여름철 식중독 주의보
7월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여름 기간 동안에는 장마와 무더위로 세균들이
번식하기 쉬워 변질된 음식 섭취로 인한 식중독 등
배탈, 설사가 잦아지는 시기입니다.
또한 물놀이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많아지는 등
더욱 건강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로 건강한
여름을 보냅시다!
(7월 보건 소식지 퀴즈는 없습니다.
9월에 다시 만나요!^^)

þ 여름철에는 기온이 상승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
지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식
중독 예방 수칙 준수가 꼭 필요합니다.
þ 식중독 이란?
: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의미합니다.
þ 주요 증상

여름철 건강유지법
þ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양산, 모자)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þ 물 자주 마시기
: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우리 몸의 수분이
부족해지는 탈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þ 비타민이 많은 과일 자주 먹기
: 비타민이 풍부한 여름철 제철 과일에는 자두, 복숭아,
참외, 수박 등이 있습니다.

þ 에어컨 바람을 과하게 쐬지 않기
- 덥다고 에어컨 바람을 과하게 쐬는 경우 냉방병에 걸
릴 수 있습니다. 냉방병은 실내와 실외의 큰 온도차
에 우리 몸이 적응하지 못해 생기는 증상입니다.
- 외부 기온을 고려하여 에어컨의 온도는 24-27도로
맞추고, 1시간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þ 식중독 예방 수칙

올바른 자외선 차단
þ 자외선 이란?
: 자외선은 태양 광선의 일부이며, 햇빛이 비치는 동안
우리 피부에 닿게 됩니다.
þ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

열사병, 일사병 응급처치
þ 열사병 이란?
: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며, 중추신경계의 기능
이상을 일으켜 여러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þ 일사병 이란?
: 체온이 37~40도로 올라가며, 태양 아래 장시간 노출
된 경우 발생합니다. 30분 내에 회복되는 어지럼증, 약

오랜 시간 강한 햇빛에 노출될 경우, 피부가 붉어지

간의 정신 혼란, 두통, 피로 등이 나타나요.

고 물집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여름철 바닷가에서
피부를 장시간 햇빛에 노출시키면 발생하는데, 자외

þ 응급 처치 방법

선에 노출 6시간 후 염증반응이 시작되고 24시간
후에 최고조에 이르고 점차 가라앉으며 각질이 벗겨
집니다.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피부 노화가 더 빨
리 일어납니다. 적절한 자외선 차단을 하지 않고
30-40대가 되면 기미, 잡티 등이 나타나기 시작합
니다.

þ 적절한 자외선 차단제 고르는 방법
자외선 A와 B를 모두 차단해 주는 자외선 차단제 선택!

• SPF(Sun Protection Factor)지수
: 자외선B에 대한 차단지수
• PA(Protection Factor of UVA)지수
: 자외선A에 대한 차단 지수
일상생활 동안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는 SPF30이상

♥보건실에서 비타민과 마스크를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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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선택하면 되고, PA++ 또는 PA+++를 선택하는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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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좋습니다.

·

즉, 두 가지 지수를 모두 확인하고 자외선A와 자외선B
를 모두 차단해 주는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는 것이 좋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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