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예방 교육

1

폭염이란?

가. ‘극한 더위’ 또는 ‘열파’라 불리며 이에 대한 표준화된 정의는 아직 없음.
나. 일반적으로 일정 온도 이상 기온이 수일 동안 지속하는 상태
다. 폭염주의보 –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이고, 일 최고열지수 32℃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 발령
라. 폭염 경보 - 일 최고기온이 35℃이상이고, 일 최고열지수 41℃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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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비 행동 요령  무더울 때 준비사항

가. 매일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무더위 관련 기상 상황에 주목
나. 정전에 대비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
다. 집에서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본인과 가족의 열사병 등 증상을 점검
라. 단수에 대비하여 생수를 준비하고 생활용수는 욕조에 미리 받아 둠
마. 변압기를 점검하여 과부하에 대비
바. 창문에 커튼이나 천 등을 이용, 집안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
사. 장거리 차량 운행 계획이 있다면 도로의 변형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활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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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주의보 발령 시 일반가정에서의 행동요령

가.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부득이 외출 시에는 창이 넓은 모자 및 가벼운 옷차림으로 외출을 함.
나.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주류 등은 마시지 않는다.
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고 선풍기를 켠다.
라.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
마.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홀로 사는 노인,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간다.
바. 일사병 초기 증세가 보일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몇 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신다.
사.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오후 12~4시 사이에 최소한 2시간은 냉방이 되는 건물에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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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경보 발령 시 일반가정에서의 행동요령

가. 오후 12~4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금지한다.
나. 갑자기 찬물로 샤워를 하지 않는다.
다.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돌려 환기를 유도한다.
라. 늦은 시각 과다한 운동은 숙면을 방해하므로 자제하고 드라마 시청, 컴퓨터 게임 등을 삼간다.
마. 노출 부위는 선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한다.
바. 어린아이를 데리고 야외에 나갈 때는 두꺼운 담요나 옷으로 감싸지 않는다.
사. 거동이 불편한 고령,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금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