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예방
다음은, 특히 환절기 동안 바이러스성 질병의 확산예방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몇가지 방법입니다.

세균이 코, 식도 또는 폐속으로 침투하
면 호흡기 감염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흔한 호흡기 감염에는 감기, 독감, 천
식, 눈병, 귓병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도 흔하지는 않지만 백일해 또는 사스
(SARS)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감염
의 원인은 대부분 바이러스이며 기침,
재채기 또는 감염된 손으로 입이나 코,
눈을 만지는 것으로 바이러스가 전염됩
니다.
당신 또는 가까운 주변사람이 아플 경
우, 건강 및 위생수칙을 실행에 옮기면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
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입을 가
리고 끝난 후 손을 씻으십시오. 열이 나
거나, 재채기를 하고 발진이 나는 경우
에는 대기실이나 검사실에서 착용토록
얼굴마스크를 병의원에서 제공할 것입
니다.
다음은 당신이 보유한 세균을 다른 이들
에게 전염시키지 않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균을 옮겨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세균이 퍼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

기침, 재채기 또는 코를 풀 때는 휴지
로 코와 입을 가립시다.

■

사용한 휴지는 즉시 휴지통에 버립시
다.

■

손을 자주 씻읍시다. 기침, 재채기 또
는 코를 푼 후에, 그리고 사용한 휴지
나 손수건을 만진 후에는 언제나 손
을 씻읍시다.

■

손을 씻을 때는 비누와 따뜻한 물을
사용합시다. 항박테리아 비누는 필요
치 않습니다.

■

기침을 하고 열이 날 때는 집에 있도
록 합시다. 기침을 하고 열이 날 때
는 집에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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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침을 하고 열이 나면 의사와 상담
하십시오. 특히 약을 복용할 때는 의
사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물을 많이 마
시십시오.

■

병원진료실 또는 대기실에 있을 때
요청이 있으면 얼굴 마스크를 착용
하십시오. 이는 세균의 전염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균전염 예방수칙:
■

손을 자주 씻읍시다. 식사전에는 손
을 씻읍시다. 손으로 눈, 코, 입을 만
지지 맙시다.

■

재채기, 기침을 하거나 코를 풀거나,
또는 콧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과 접
촉하였거나 가까이 한 경우에는 손
을 씻읍시다.

■

음식을 같이 나눠먹거나 접시, 용기
또는 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
하지 맙시다.

■

수건, 치솔, 립스틱, 장난감, 담배 및
기타 개인용품이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은 함께 나눠쓰지 맙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