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7

감염병 예방

☞ 환자는 절대로 외출, 어린이 돌보기, 음식조리를 하지 마십시오!
설사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진료소에서 정확한 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며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는 주변사람과의 접촉이나 음식물 조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걸리게 되나요?
감염병은 환자나 보균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 또는 환자가 직
접 조리한 음식 등에 병균이 묻어서 전염됩니다. 따라서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초기에는 고열이 지속되면서 ○○이 나고 ○○이 있어 ○○과 유사합니
다. 수일이 지나 ○○이 나타나고, 설사나 ○○ 등의 증상을 보이며, ○○에
○○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감염병은 다른 감염병과는 달리 00이 특징
적 증상이므로 00유무로 질병유무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까운 보건소나 병․의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십시오. 잠복기를 고려
하여 ○○시간 간격으로 연속 2번 검사해 음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음식을
조리하지 마십시오.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며 특히 음식물을 취급하기 전이나 취급도중
다른 일을 한 경우나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안전한 물만 마셔야 합니다.
☞ 익히지 않을 음식에 사용되거나 얼음을 얼릴 경우 안전한 물만을 이용해
야 하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끓이거나 염소 소독을 해야 합니다.
음식물은 철저히 끓이거나 완전히 익혀서 즉시 먹는다.
☞ 완전히 익힐 것, 적정온도 보관, 먹기 전 재가열, 날음식과의 접촉방지,
조리공간청소 등 위생관리 철저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곤충 등 구제를 철저히 한다.
☞ 방충망 설치, 약품을 통한 방역
음식취급자와 환자를 돌보는 사람은 특히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야 합니다.
고열이 지속되거나 방역기관에서 설명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 가족 등에 대한 2차 감염을 막아야 합니
다.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는 방역기관의 홍보내용에 귀 기울여 대처해야 합
니다.

붙임 8

지진발생 시 국민 행동요령

1. 집안에 있을 경우

☞ 우선 테이블 밑으로 몸을 보호 !

2. 집밖에 있을 경우

☞ 낙하물 주의 !

☞ 사용 중인 불을 끄자

3. 상가에 있을 경우

☞ 침착하게 행동

☞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 !

4. 엘리베이터에 있을 경우

☞ 가장 가까운 층에서 내려 대피
!

5. 전철을 타고 있는 경우 6. 운전을 하고 있을 경우 7. 산이나 바다에 있을 경우

☞ 고정물을 꽉 잡자

8. 부상자가 있는 경우

☞ 서로 협력해서 응급구호를 !

☞ 도로 우측에 정차

☞ 산사태 등 위험지역 신속 대피
!

9. 피난은 마지막 수단 10.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

☞ 대피는 도보로 짐은 최소로 !

☞ 유언비어를 믿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