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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은 크게 · 마음은 넓게 · 행동은 바르게

5월은 따뜻한 가정의 달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눈길, 몸짓으로 자녀에게 사랑을 전달해주세요. 요즘 일
교차가 큰 날씨로 호흡기질환, 감염병 예방 등 건강관리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손 씻기, 기침
예절 실천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하루라도 담배의
피해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5월 31일을
‘세계 금연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담배를 피우고, 어른들의 담배
연기로 인해 간접흡연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꼭 금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간접흡연이란 ?
타인의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으로, ‘강요된
흡연’ 혹은 ‘강제적 흡연’ 이라고도 합니다.
간접흡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Ÿ 청소년은 미성숙하므로 세포, 폐 등에
성인보다 더 큰 손상을 입습니다.
• 전체 흡연 기간이 길어지며, 흡연량도 더 많아집니다.
• 심장병, 동맥경화증 등이 일찍 시작됩니다.
• 일산화탄소에 의한 산소부족으로 성장발육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 폐암 발생률이 2배 높습니다.
• 뇌세포 파괴로 기억력, 학습력이 저하됩니다.
흡연 욕구에 대처하는 5D 전략
Ÿ

Delay(참기): 시계를 보며 1분동안 참기

Ÿ

Deep breathing(심호흡): 심호흡 천천히 10회

Ÿ

Drink water(물 마시기): 물을 1~2컵 마시기

Ÿ

Do something else(취미활동): 취미 활동하기

Ÿ

Declare(선언): 스스로에게 금연 선언하기

혹시 나도 모르게 비만을 부르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
는 않나요?
오늘부터 비만 습관은 건강습관으로 바꿔보세요
.

디지털 피로 증후군 예방
디지털 피로증후군은 디지털 기기의 장시간
사용으로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되었을 때 나타나는
각종 현상을 말합니다.
온라인 개학으로 외부활동이 줄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 졌습니다. 이런 경우 목,
어깨 근육의 인대가 늘어나 통증이 생기는
“거북목 증후군”이 생기기 쉽습니다.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최근 저렴한 가격에 접근성이 뛰어나고 편의성,
재미를 느끼는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5월1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만16세 이상 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중학생은 탑승이 금지되며 만 16세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동 킥보드를
탈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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