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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코로나19 및 명절 안전사고는 이렇게 예방하고 대처하자!

작성일 2020.09.22 16:24 등록자 안광호 조회수 1074

코로나19 및 명절 안전사고는 이렇게 예방하고 대처하자!

1. 코로나19 증상 발현 또는 의심시 대응요령
○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진단
①  급성호흡기질환 증상(발열, 호흡 곤란,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지?
②  지난 14일 이내에 해외 방문력이 있는지?
③  지난 14일 이내에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
④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환자가 방문했던 행사나 장소에 간 적이 있는지?
⑤  지난 14일 이내에 보건부 코로나19 관련 자원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

○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병원을 방문
- 자가진단 문항 중 ①번에만 해당되나 병원 방문 전 상담을 원할 경우 보건부 핫라인(03-8881-0200/0600/0700)에 연락하여 상담 진행
- 병원 방문이 어려울 경우 닥터온콜(www.doctoroncall.com.my)사이트에서 의사와 온라인(화상통화, 음성통화, 채팅 등)으로 상담
가능

2. 집을 나설 때, 우리 집 안전관리
○ 집을 나서기 전
- 가스밸브와 잠금장치 확인
- 비눗방울 이용 가스가 새는지 사전점검
- 불필요한 플로그나 콘센트, 전기코드 뽑았는지 확인

○ 집에 돌아와서는
- 가스 냄새가 나는지 확인
-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

3. 귀성길 안전운전 하기
○ 출발 전 안점점검 실시
- TV, 라디오 등 방송을 통해 교통상황을 확인
- 예비용 타이어, 삼각대, 휴대공구 등 기본 상비품 확인

○ 교통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 119나 병원, 보험회사에 신속히 연락
- 부상자를 구출 후 차량과 멀리 떨어 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응급처리
- 심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부상자를 함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기

○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 중 충분한 휴식
- 운전 중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휴대폰 사용금지
- 2시간마다 10부 정도 휴식, 휴식 중에는 스트레칭
- 자동차의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

4. 위급상황 대처로 안전한 명절나기
○ 화상 입었을 때
- 깨끗한 찬물을 화상 부위에 흘려 충분히 식히기
-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하고 소독한 천으로 상처부위 두껍게 감싸기
- 통증이 가시면 화상연고 바르기
- 화상정도가 심하고, 얼굴에 외상을 입었을 경우 즉시 병원에 가기

○ 음식물 등으로 기도가 막혔을 때
- 환자의 등 뒤에 서서 환자 허리둘레를 두 팔로 감싸 안기
- 한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 뒤 환자의 명치끝과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안쪽에서 위쪽으로 강하게 밀쳐 올린다.
(의식 있는 경우 사용)
※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를 똑바로 눕혀놓고 명치와 배꼽 사이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올려쳐 준다.

○ 급체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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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체했을 때
- 이온음료나 물, 보리차 등을 따뜻하게 자주 데워 마시면서 수분 보충
- 혈액순환이 원활하도록 지압 해주기(엄지와 검지 사이 움푹 들어간 곳을 누르기)
- 금식하고 상태호전 시 미음으로 식사하기
- 구토와 설사가 계속 지속된다면 식중독을 의심하고 병원에 방문

5. 벌초 및 성묘시 안전사고 주의
○ 예초기, 낫 등에 손발을 다쳤을 때
- 손 또는 손가락을 베이면 먼저 흐르는 물에 상처를 씻고, 흙이나 오염 물질을 제거
- 신속하게 깨끗한 수건 등으로 상처를 감싸 지혈을 한 뒤, 움직이지 않게 고정 후 병원 이송
- 손가락, 발가락이 절단된 경우에는 절단된 부분을 깨끗이 씻고 물을 적신 가제 등으로 감싼 다음 비닐봉지에 넣어 차갑게 유지해 병원 
방문

○ 뱀에 물렸을 때
- 뱀에 물린 환자를 눕히고 안정시키기
- 독성이 나타나면 물린 부위에서 심장 쪽으로 5-10㎝정도 떨어진 곳을 넓은 끈이나 고무줄, 손수건으로 너무 강하지 않게 묶어 고정한 
후 
병원으로 이송
※ 환자가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칼로 피부를 짼다거나 입으로 뱀독을 빨아내려고 시도 하지 말고 빨리 병원으로 이송

○ 벌에 쏘였을 때 
- 밝은 색의 옷이나 헤어스프레이, 향수 등은 곤충을 유인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기
- 벌침이 박힌 자리는 바늘이나 칼로 긁어주는 것이 좋으며, 없으면 신용카드 등으로 긁어서 제거 
- 가능하면 찬물 찜질을 하거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쏘인 부위에 바른 뒤 안정 취하기 
※ 의식변화 또는 전신의 부종이나 홍반 등 과민성 쇼크 증상을 보일 때는 지체하지 말고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목포시청 재난안전상황실 : 061-270-8242
목포시청 당직실 : 061-270-3222
목포시청 보건소 : 061-277-4000
목포소방서 : 061-280-0900
목포경찰서 : 061-270-0329
목포해양경찰서 : 061-24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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