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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人労働者に対する安全衛生教育教材作成事業（建設業）

1. 열사병 대책에 대해

더운 곳에서 작업하다 보면 열사병에 걸릴 수 
있으며, 2018년 일본에서는 28명이 직장에서 
열사병으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열사병 대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열사병에 걸리기 쉬운 환경
여름에 실외나 통풍이 잘되지 않는 실내 사업장이 위험합니다.

(2)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할 점
・더울 때는 목이 마르지 않아도 수분이나 염분을 섭취하거나, 
  정기적으로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합시다. 시원한 옷차림도 중요합니다.
・그날의 컨디션이나 지병 등으로 열사병에 잘 걸릴 수 있습니다. 
   지병이나 컨디션에 대해 관리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신이나 동료가 열사병에 걸리면
<중증도 1도> (대량의 땀, 현기증, 근육통 등)
서늘한 곳에서 수분・염분을 섭취합시다. 누군가가 옆에서 
지켜보고 회복되지 않으면 병원에 갑시다.

<중증도 2도> (두통, 속이 안 좋음, 멍함, 메스꺼움, 몸이 나른함 등)
빨리 병원으로 갑시다.

<중증도 3도> (의식이 없음, 대답이 이상함, 경련, 
몸이 뜨거움 등)
즉시 구급차를 부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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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사병의 중증도와 대응

손발이 저리다

현기증, 어지럼증이 있다

근육의 뭉침(통증)

속이 메스껍다, 멍하다

머리가 지끈지끈하다(두통)

구역질이 난다・토한다

몸이 나른하다(권태감)

의식이 왠지 이상하다

의식이 없다

몸이 굳어진다(경련)

부르면 대답을 이상하게 한다

똑바로 걸을 수 없다・달릴 수 없다

몸이 뜨겁다

중증도 3도

서늘한 곳에서 잠시 휴식하기. 시원한 
수분과 염분을 보충합시다.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고 나아지지 않으면 병원으로 갑시다.

빨리 병원에 갑시다.

구급차를 불러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합시다.

중증도 1도

중증도 2도

대량의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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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사병이 발생하는 요인(특히 작업 현장에서)

<환경 요인>

・기온이 높다
・습도가 높다
・방사열이 강하다
・바람이 없다/약하다, 
    혹은 열풍
・ 

<인체 요인>

・더위에 익숙하지 않다
・수분이나 염분의 공급이 부족함
・설사, 탈수증상
・지병 있음(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신장병, 피부질환, 
    정신질환 등)
・자율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 복용
・비만・운동부족
・컨디션 불량(수면부족, 숙취, 
     감기 기운, 발열 등)
・체력이 없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
・고령자다

・ 

 <작업 요인>

・신체 강도가 강하다
・휴식 시간이 적다
・단독 작업

<의류 요인>

・통기성·투습성이 낮다
・보습성, 흡열성이 높다
・보호구의 착용

<시간 요인>

・장마 등이 끝나고 갑자기 
    더워지는 시기
・더위 속 작업 개시 며칠간 지속
・장시간에 걸친 더위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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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사병 대책

<작업환경관리>

(1)WBGT 값(Wet Bulb Globe Temperature)이란
열사병 예방을 목적으로 제안된 더위의 지표. 기온 외에 ‘습도’, 
‘복사열’, ‘풍속’의 요소를 포함한다.

(2)WBGT 값(더위 지수) 확인 등
〇 열사병 예방을 위해 WBGT 값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WBGT 값이 28℃~ 31℃는 ‘엄중한 경계’, 31℃ 이상은 
    ‘위험’으로 되어있습니다. WBGT 값에 주의를 기울입시다.

WBGT 저감 대책의 한 예(미스트팬으로 WBGT 저감)

거치형 WBGT 지수계 핸디형 WBGT 지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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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휴식 장소 이용 등
〇 작업 장소 근처에 있는 냉방 휴게소나 그늘진 곳 등 시원한 
    쉼터, 냉탕, 샤워실 등을 이용합시다.

〇 작업 장소나 그 근처에 얼음, 차가운 물수건, 
    선풍기 등 신체를 적절히 식힐 수 있는 물품이나 
    설비를 준비하여 이용합시다.

〇 수분・염분을 언제든지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작업 
    장소에 음료수 등을 비치하여 이용합시다.

실제 현장에 대한 대책(휴게소 설치)

공통 ‘열사병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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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관리>

(1)작업 시간의 단축 등
〇 작업 중단 시간이나 휴식 시간은 확실히 취하도록 합시다.
    또한, 더운 날씨에서의 작업 등 더운 장소에서 연속적인 
    작업은 책임자와 상담하는 등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합시다.

(2)열에 대한 순화
〇 급격한 더위는 위험합니다. 몸이 서서히 더위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합시다.

(3)수분・염분의 섭취
〇 자각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작업 전후, 
    작업 중에 정기적으로 물과 염분을 섭취합시다.

실제 현장에서의 대책(수분・염분 섭취)

휴게실에 제빙기나 매실장아찌 등을 구비 스포츠음료(분말)와 냉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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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장 등
〇 통기성이 좋은 작업복을 착용합시다. 송풍 기능이 있는 
    작업복이나 쿨 베스트도 꼭 착용하도록 합시다.

〇 직사광선 아래에서는 통기성이 좋은 안전모
    (쿨 헬멧, 햇빛 가림막 등)를 착용합시다.

(쿨 베스트)

(쿨 헬멧)

(쿨 재킷)

(햇빛 가림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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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1)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대응 등
열사병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으로는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신부전, 정신・신경 관련 질환, 
광범위한 피부 질환 등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건강진단에서 이상소견이 있다고 진단 받은 
   경우에는 의사나 사업자의 지시에 따릅시다.

・심박 수가 120을 넘을 때
・휴식 중 등의 체온이 작업 개시 전 
   체온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급격하고 극심한 피로감, 구역질, 
   현기증, 의식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〇 건강진단 진찰

(2)일상의 건강관리 등
〇 수면부족, 컨디션 난조, 전날의 음주, 아침 식사 미섭취, 
    감기 등에 의한 발열, 설사 등으로 생기는 탈수증상은 
    열사병 발병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조심합시다.

〇 열사병 발병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질환을 치료 중인 
    분은 치료 중인 질병에 대해 사업자에게 알립니다.

〇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주변 사람에게 알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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