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시 학생 행동 요령 안내

벌원교육통신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621-36 (Tel:031-798-9163)

안전교육부

최근 들어 여름철에 폭염특보 발생 및 온열질환자 발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여름철 전망(기상청 발표치) 발표에 따르면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 및 지난 해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평균 폭염 일수도 20~25일로 지난해(13.3일)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염 시 학생 행동 요령을 안내드리오니 가정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폭염 시 학생 행동 요령 >
등교 전

◌ 방송 매체(TV, 라디오) 및 인터넷(기상청)을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한다.
◌ 등∙하교 시간 조정 및 휴업 여부를 확인(e-알리미, 문자, 홈페이지)한다.
◌ 최대한 햇볕을 피해 그늘로 걷는다.

등·하교 시

◌ 가볍고 얇은 옷을 입고, 모자로 햇볕을 가린다.
◌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를 보호한다.
◌ 학교 지시에 따라 안전한 학교생활을 준수한다.

학교에서

▶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모든 실외 및 야외 활동을 금지한다.
▶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다.
◌ 깨끗한 물을 규칙적으로 섭취한다.
◌ 밀폐된 차 안에 혼자 있지 않는다.
◌ 균형 있는 식사 및 식품 안전을 철저히 한다.
▶ 식사는 균형 있게 신선한 야채와 과일 등을 골고루 섭취한다.
▶ 물은 끓여 마시고, 날음식은 삼가며,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변질이 의심
되면 버린다.

가정에서

◌ 냉방병 예방을 위해 적정온도를 유지한다.
▶ 에어컨, 선풍기는 잠들기 전에 끄거나 일정 시간 가동 후 꺼지도록 예약한다.
▶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한다.
(실내 적정 냉방 온도는 26~28℃)
◌ 창문을 커튼이나 천 등으로 가려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한다.
◌ 집에서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자신과 가족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
◌ 준비운동 없이 물에 들어가거나 갑작스러운 찬물 샤워를 자제한다. (심장마비 위험)

< 폭염 시 온열질환자에 대한 응급대처법 >

1. 시원한 장소(통풍이 잘 되는 그늘, 에어컨이 작동되는 실내)로 옮긴다.
2. 옷을 벗기고 몸을 차게 식힌다.
◦ 옷을 벗긴다.
◦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리고,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차게 식힌다.
◦ 얼음주머니가 있을 경우 이마, 목, 겨드랑이, 가랑이 등에 대어 몸을 식힌다.
3. 수분, 염분을 섭취하게 한다.
◦ 응답이 명료하고 의식이 뚜렷한 경우
- 차가운 물이나 음료수를 먹인다.
-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 염분(식염수, 물 1L에 소금 1~2g)을 섭취하게 한다.
- 필요 시 119에 연락한다.
◦ 응답이 불분명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119에 연락한다.
- 불렀을 때나 자극을 가했을 때 반응이 이상하거나 응답이 없는 경우, 토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는 옷을 벗기고 몸을 식히며 수분 섭취를 금한다.
4. 의료기관으로 이송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