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학교 표준프로토콜 핵심 내용 가이드
<학생용_아토피피부염 편>
1. 아토피피부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
(아토피피부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아토피피부염은 아래 증상들 중 하나 이상 있을 때 의심할 수 있습니다.
* 피부가 가렵다.
* 피부염증이 반복되며 오래 지속된다.
* 나이에 따른 특징적인 부위와 발진모양
* 가족 중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
* 기타 : 피부건조증, 빈번한 피부감염

2. 아토피피부염은 전염될까요?
- 아토피피부염이 있는 친구를 만진다고 전염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토피피부
염은 오랫동안 알레르기 염증반응이 피부에 나타나는 피부병이라고 알려있습니다.
아토피피부염은 심하게 간지러운 병입니다. 아토피피부염이 있는 친구들이 가려움
등으로 많이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놀리지 않아야 합니다.

3. 아토피피부염의 원인 및 악화 인자
(무엇이 아토피피부염을 나쁘게 하나요?)
- 알레르기 원인물질 : 집먼지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애완동물, 식품, 바퀴벌레
- 악화물질 : 비누, 땀, 거친 재질의 옷감, 급격한 습도와 온도의 변화
- 원인과 악화 물질은 피하고, 온도는 18-23도, 습도는 40-50%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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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학교 표준프로토콜 핵심 내용 가이드
<학생용_천식 편>
1. 천식의 대표적인 증상
- 기침 : 감기 후 증상이 나빠짐, 야간이나 운동 후 증상이 나빠짐
- 가슴이 답답함
- 숨쉬기 어려움(호흡곤란)
- 쌕쌕거림(천명음)

2. 천식은 전염될까요?
- 천식은 오랫동안 알레르기 염증반응이 폐와 기관지에 나타나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식은 기침이 있고, 가슴이 답답한 병입니다. 천식이 있는 친구들이 천식 증상으
로 많이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놀리지 않아야 합니다.

3. 천식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
- 천식 증상을 나쁘게 하는 물질들은 집먼지진드기, 꽃가루, 애완동물 털 등이 있고,
이외에도 우리생활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담배연기도 천식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또한 청소를 할 때 발생하는 먼지나 헤어스프레이에서 발생하는 가스도 천식 증상
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천식이 있는 사람은 갑자기 변하는 기후나 온도에 조
심하고, 감기나 운동 등에도 심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
고자 원인인자를 알고 피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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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식이 있는 학생이 학교에서 청소할 때 주의사항
- 천식이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청소 시행
* 먼지 털이, 진공청소 (예 : 교실 청소)
* 페인트칠 (예 : 교내외 페인트칠 작업 등)
* 살충제나 방향제 스프레이 사용(예 : 공작수업시간 등)
* 연기 많이 발생하는 음식 조리(예 : 요리수업시간 등)
- 천식이 있는 사람이 실내에 들어오기 전에 환기
- 천식이 있는 사람이 직접 청소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5. 체육시간 운동할 때 주의사항
- 천식 증상이 잘 조절되면 천식 환자도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격한 운동은 가능한 피합니다.
만일 운동 중에 숨쉬기가 어렵거나 심한 기침이 발생하면 운동을 즉시 멈춰야 합
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날씨가 춥고 건조할 때 흔히 발생하므로 이 경우에는 가
능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운동을 할 때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운동은 서서히 끝내면서 마무리 운동
까지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언제 숨쉬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므로 항상 증상완화제를 가
지고 다녀야 합니다. 심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운동 15분 전에 증상완화제를 흡
입하면 악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증상 완화제 항상 휴대)

6. 급성 천식 악화 응급 대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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