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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명

(문의처)
행사&교육명 참가대상 운영기간 장소 주요행사내용

덕양구보건소

(☎8075-4064)
당뇨병 건강교실 고양시민 누구나

매주 화

10:00~11:30
다목적교육장(2층) - 당뇨병 질환·영양·운동교육 등

일산동구보건소

(☎8075-4105)
토요산전관리 서비스 고양시 임산부

12. 14(토)

9:00~12:00

(검진 11시까지)

모자보건팀(1층) - 무료 산전검사 및 영양제 지원

일산동구보건소

(☎8075-4139)
영양플러스사업 단체교육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12. 18(수)

10:30~11:30
건강누리(1층)

- 올바른 식습관 등 영양교육

- 보충식품 및 우유 배송일정 안내

일산서구보건소

(☎8075-4208)

주엽커뮤니티 연계

달빛 건강 운동 교실
주민 30명

매주 월, 화, 목

20:00~21:00

(~12. 13)

주엽커뮤니티센터

너른마당

-  음악에 맞춘 생활댄스 및 

스트레칭 및 근력운동

일산서구보건소

(☎8075-4208)
100세 건강교실

관내 65세 이상 

주민

매주 목

11:00~12:00

(~12. 13)

건강마루(3층)

- 기공체조

-  음악에 맞춘 스트레칭 및    

 근력운동

일산서구보건소

(☎8075-4208)
건강힐링요가교실(3기)

관내 65세 이하 

주민

매주  화, 금

16:00~17:00

(~12. 13)

건강마루(3층) - 요가 및 스트레칭

일산서구보건소

(☎8075-4179)
예비엄마교실

임산부 및 임산부 

부부

1차: 12. 10(화)

2차: 12. 17(화)

14:00~16:00

건강마루(3층)
- 1차: 태교 및 출산

- 2차: 모유수유 및 신생아 관리

일산서구보건소

(☎8075-4179)
모유수유교실 임산부 및 수유부

12. 11(수)

A : 14:00

B : 15:00

모유수유실(1층) - 모유수유 실습 및 상담

겨울에 특히 조심할 3가지 질병

겨울이면 추운 날씨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신이 위축돼 다양한 질

병에 노출되기 쉬워진다. 특히 ‘레이노병’, ‘수족냉증’, ‘심근경색’은 날씨가 

추워지면 더욱 조심해야 할 질병으로 고른 영양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 및 

휴식을 통해 발병을 예방해야 한다.

① 레이노병 : 추운 곳에 나가거나 찬물에 손, 발 등을 담글 때 혹은 스트레

스에 의해 손가락, 발가락, 코, 귀 등의 신체 끝부분이 혈관 수축을 유발해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킨다. 주로 20~40대 여성에게 흔하게 발병하며 유

전적인 영향을 받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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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족냉증 : 추위를 느끼지 않을 정도의 온도에서 손이나 발에 지나칠 정

도로 냉기를 느끼는 질병이다. 두통, 현기증, 손발의 떨림, 권태감 등이 나타

나며 여성에게는 여성 질환, 불임 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가볍게 여겨서

는 안 된다.

③ 심근경색 : 혈관의 빠른 수축으로 심장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 질병이다. 가슴통증, 중증감이 나타나며 

안면이 창백해지고, 혈압이 하강해 쇼크 상태가 될 수 있다. 중증일 때는 발

병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다.

찾아볼 고양

보건소 정보&건강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