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증에 조심하십시오. 
 

감염증에는 많은 종료가 있고、계절에도 불고하고 발생합니다. 그런 감염증 중에서는 

중증이 되어 목슴에 관한 일도 있습니다. 

평소부터 손을 깨끗이 씻고 몸 상태가 나플 때에는 무리하지 말고 일찍이 

의료기광에서 수진하십시오.   

 

감염증이란 

눈에 안 보일 만큼 작은 병원체（세균이나 바이러스 등）가 물이나 음식, 

동물、벌레、사람을 매개해서 사람에게 감염하여 발열、복통、구토、발진 등의 증상을 

일으킵니다. 

 

□물이나 음식부터 입에 들어 감염하는 것. 

 콜레라. 세균성 적리, 장관 출혈성 대장균 감염증（O１５７）등 

□동물이나 벌레 등으로부터 감염하는 것. 

 말라리아、덴기열、광견병 등 

□사람부터 사람에게 감연하는 것. 

 독감, 결핵, 마진・풍진, 감염성 위장염 등.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씻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집에 돌아온 후, 

식사하기 전에는 비누로 중분히 씻읍시다. 

・기침이 나올 때는 마스크를 사용합시다. 

・식중독에는 조심합시다. 

 야채는 잘 씻고 가열이 필요한 식품（고기 등）은 제대로 가열합시다. 

・규칙 바른 생활, 밸런스가 잡힌 식사, 수면을 제대로 취해서 자기로 몸 관리를 합시다.   

 

＜손을 씻는 방법＞물로 손을 적시며 비누로 거품을 잘 내고나서 다음 순서로 합니다.    

                     

➀ 손바닥을 합해서 잘 비빈다.  

（부탁의 포즈） 

 

 

 

 

 



                     ②손등을 기르도록 해서 비빈다. 

                     「거북 포즈」 

 

 

 

 

 

 

                     ③손가락과 손톱 사이를 씻는다. 

                     「고양이 손가락의 포즈」 

 

 

 

 

 

                     ④손가락 사이를 씻는다. 

                     「산의 포즈」 

 

 

 

 

 

 

                     ⑤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뒤틀면서 

씻는다   

                     「오토바이의 포즈」 

 

 

 

 

⑥손목도 잊지 말고 씻는다. 

                     「‘잡았다’의 포즈」 

                      

물로 흘려서 끝납니다. 

씻은 후 깨끗한 개인용 수건이나 종이 

수건으로 닦읍시다. 



해외를 갈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일본에서 유행하지 않는 감염증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항하기 전에는 목적지의 감염증 정보를 체크해 놓읍시다. 

해외에서 일번에 돌아오는 사이에 몸 상태가 나파졌을 때에는 공항의 검역소에 신청해 

주십시오. 

귀국한 후에 의료기관을 수진할 때에는 의사에게 도항역을 꼭 말해 주십시오. 

 

 

＜한마디 메모＞ 

① 보건소에서는 ＨＩＶ 검사를『무료』『익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HIV 는 HIV 감염자의 혈액・정액・질분비액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상처를 입은 

곳이나 점막을 통해서 감염을 일으킵니다. 감염된 것에 모르는 채 방치하면 

면역력이 저하하여 AIDS 가 발병될 우려가 있습니다. 감염의 걱정이 있다면 검사를 

받읍시다.   

  

제１～제４목요일 오전중, 무료・익명・예약제. 

채혈부터 ４０분 후에 결과를 전하겠습니다. 

결과는「음성」이나「판정보류」로 돌리겠습니다. 

「판정보류」경우만, 1 주일 후에 다시 보건소에 와 주십시오. 

 예약：보건예방과 0466-50-3593（직통） 

 

② 결핵은 옛날 병이 아닙니다. 

 2 주일간 이상 계속하는 기침、담、발열 등、마음에 걸린 증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수진합시다. 그리고 한 해에 한 번은 건강진단으로서、가슴 엑스레이 

검사 받기를 권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