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덕 중 학 교
http://www.yudeok.ms.kr

-10월 보건소식지-

가정통신문
2019.9.30(월)

2. 걷는 즐거움, 알고 있나요?

환절기 건강관리

: 생활 속 운동 실천의 첫 걸음, 바로 걷기입니

무더위로 인해 약해진 면역력이 회복되기 전에

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보다는 움직

감기에 걸리면 심각한 합병증을 가져올 수 있으므

임으로써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아이와 함께 찾

로 평소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

아주세요.

과 충분한 휴식을 통하여 신체의 면역력을 키워
3. 건강한 식사, 같이 하고 있나요?

놓아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개인 위생관리를 평상시에 철

: 낮에 받은 스트레스, 매운 야식으로 풀고 계신

저히 하여야 합니다.(손 씻기, 양치질 잘하기 등)

가요? 바쁘다고 패스트푸드, 외식만 하시진 않나

환절기 건강관리 수칙을 잘 지켜 건강한 가을을

요? 부모의 식습관은 그대로 아이가 배웁니다.

보내시기 바랍니다.J

조금만 신경써서 챙겨먹는 식사, 아이와 함께 해

잠을 충분히
자기

옷은 따뜻하게

외출 후
양치질 꼭하기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지 않기

주세요.
4. 충분한 수면, 지키고 있나요?
: 수면시간 부족은 비만의 위험요소입니다. 충분
한 휴식과 수면시간을 확대해주세요. 일주일의 피
로, 주말에 몰아서 자는 잠으로 풀기 보다는 아이
들과 함께 걸어보세요.
5. 가족과의 시간, 지키고 있나요?

물 많이

손발 비누로

충분한

마시기

깨끗이 씻기

영양섭취

독감예방접종

: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에도 아이가 아닌
전자기기만 보고 있나요? 부모와 아이의 TV·인터
넷·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비만 발생과 비례합니

10월 11일 ‘비만예방의 날’
10월 11일은 전 세계 50개 지역의 비만 관련 단
체가 세계비만연맹을 구성하여 지키고 있는 ‘비만
예방의 날’입니다. 비만은 그 자체로도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지만, 무엇보다도 각종 합병증이 더
문제입니다. 심장병, 뇌졸중, 제2형 당뇨병, 암에
이르기까지 각종 심각한 질병의 원인질환으로 작
용합니다. 전문가들은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아동·청소년기부터 비만을 예방하는 것이 반
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부모가 바뀌어야 아이들이 바뀐다! 청소년 비만
예방 다섯 가지 행동강령
1. 적정체중, 알고 있나요?
: 비만예방의 첫 걸음은 키와 성장 곡선에 따른
‘적정체중 알기’에서 시작합니다.

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습니다

위해서는 양성평등 문화가 자리 잡아야 가능합니

카페인 중독 예방

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성평등한 모습을 가정에서
많이 보여주고 학교에서도 양성평등 문화가 발전
되어야 합니다.

시험을 앞둔 중, 고등학교에서 제조되

남녀 간의 성차이는 인정하고 남성·여성 모두 권

고 있는 이것!! 바로 고 카페인 음료

리, 의무, 자격 등에 차별받지 않는 양성평등한

입니다. 붕붕드링크, 박카리스웨트 등

사회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종류도 다양합니다. 카페인은 커피나 차 같은 일
부 식물의 열매, 씨앗 등에 함유된 알칼로이드

친밀과 성폭력을 구별해요

(alkaloid)의 일종으로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데이트 성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사춘기

그러나 카페인을 장기간 다량 복용할 경우 부작

청소년들이 이성교제를 하면서 성폭력이 발생하

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심장박

기도 합니다. 소중한 자녀들이 친밀감과 성폭력을

동·호흡 속도 증가, 위장활동저하, 혈관수축 등이

구별할 수 있도록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있으며 특히 청소년이 카페인을 과잉 섭취하게

합니다.

되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에 시달릴
수 있죠. 확실한 효과를 보는 만큼 후폭풍이 거센
카페인음료의 지나친 섭취는 오히려 집중력을 떨
어뜨리고 피로를 누적시켜 건강에 해로울 수 있
습니다.

폭력적 관계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폭
력적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 × )
☞ 피해자의 행동여부로 폭력 행위가 사라지는

성역할고정관념 NO,
양성평등 YES!
양성평등이란, 남자, 여자의
신체적인 차이를 인정하며,
인격적으로 차별 없이 평등
하게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
니다.
▶ 성역할고정관념이란?
남자와 여자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직업, 역할 등
을 보고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여자 아이는 얌전해야지!, 남자가 울면 안
돼!” 이런 말을 자주 하시지는 않나요? 아직도

것이 아니라, 가해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철저
히 반성하고 교정할 의지가 있어야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 신체적 폭력이 아니라면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 × )
☞ 언어적, 정서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만큼 파괴
적이고 심각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
므로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 질투와 소유욕은 그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표현이다. ( × )
☞ 지나친 질투와 소유욕은 상대방이 당신을 소
유물로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질투
와 소유욕은 폭력과 학대의 초기 형태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성차별적인 말과 행동이 남아 있
습니다. 때문에 성차이와 성차별을 구분하여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차이: 남성과 여성의 타고난 차이
예)여자는 임신을 할 수 있지만, 남자는 할 수
없다.
✿ 성차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
로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것
예)남자는 집안일을 하면 안돼. 돈을 벌어야
해.

여자는 군인이 될 수 없어, 남자들의 직업

이야.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성별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가기

보건실 알림방
10월에는 체육대회 및 체험학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안전사고 없이 즐겁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
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1월부터 독감 유행시기입니다. 독감 예방
을 위해서는 한두달전에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9월 17일부터 독감예방 접종이 시행되었습
니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하시어 건강
관리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