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님들께: 
 
많은 분들이 이미 뉴스 기사를 통해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돼지독감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009 년 4 월 29 일, 수요일자로 조지아에는 현재까지 알려진 

돼지독감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예방 

차원에서 여러분과 돼지독감(돼지 인플루엔자라고도 하며 영어로는 Swine Flu)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 – 어떻게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지와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일 -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돼지독감은 돼지에게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서 보통은 사람에게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돼지 독감에 사람이 감염되는 일은 가능합니다.  최근 발생한 

돼지독감 바이러스 종류는 사람에서부터 사람으로 퍼지기 시작해서 질병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감균은 돼지고기나 돼지고기 제품을 먹는다고 해서 감염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나타나는 돼지독감 증상은 열, 
무기력감, 식욕 감퇴와 기침과 같이 계절에 따라 찾아오는 독감에 걸릴 때 보통 
보이는 증상들과 유사합니다.  돼지독감에 걸린 사람들은 또한 콧물이 흐르고, 목이 
아프고, 메스꺼움,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는 동메트로 보건국(East Metro Health District)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건국에서는 저희 지역에서 돼지독감 사례가 

발견될 경우 저희에게 즉각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사나 간호사가 학생이 독감 증세를 나타내는 것을 보면 즉시 

보건국에 보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측과 여러분의 긴밀한 관계일 것입니다. 돼지독감뿐 

아니라 기타 다른 모든 종류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학교에 퍼지는 것을 

예방하는데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매일의 건강지침들을 적었습니다. 
 
•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코와 입을 티슈로 가리십시오. 사용한 티슈는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특히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고 난 후,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알코올이 

함유된 손 세정제(hands cleaners)도 효과가 있습니다.  
• 눈, 코 또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병균이 그렇게 해서 퍼집니다.   
• 아픈 사람과 가까이 접촉하지 마십시오. 
• 자녀가 아프게 되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말고 집에 데리고 계시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 다른 사람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녀가 아프고, 최근에 

돼지독감 발생 지역을 여행했거나 돼지독감에 감염되었던 사람과 접촉한 적이 

있다면, 즉시 자녀가 다니는 병원에 연락하십시오.  
 
돼지독감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동메트로보건국의 웹사이트 

(www.eastmetrohealth.com)나 CDC 웹사이트(www.cdc.gov)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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