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일사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스크 착용 시 피부의 열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탈수상태가 되는 등, 체온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더위를 피하고 수분을 섭취하는 등의 ‘일사병 예방’과, 마스크, 환기 등의 ‘새로운 생활양식’을 병행합니다.

환경성

후생노동성
2021년 6월일사병 예방 × 코로나19 감염 방지의

‘새로운 생활양식’ 으로 건강하게!

일사병 방지를 위해 바이러스 
감염 대책은
잊지 않기!

이상이상

충분한 거리

실외에서

(충분한 거리)
서로 2m 이상

마스크 착용 시에는

격렬한 운동은 피합니다.

수시로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기온 및 습도가 높을 때는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특히 주의합니다.

일사병에 관한 상세정보 :

코로나19에 관한 정보 :

마스크 때문에
일사병에 걸릴 것 같네…

떨어져 있는 경우

마스크를 벗습니다.

‘새로운 생활양식’이란 : 코로나19 감염 방지 기본수칙 3가지인 ①사회적 거리두기  ②마스크 착용  ③손씻기 실천 및

 ‘3밀(밀집, 밀접, 밀폐)’ 피하기 등을 반영한 일상생활을 뜻함.  

환경성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64708_00001.html

https://www.wbgt.env.go.jp



더위를 피합니다.

에어컨 사용 중에도 더위에 대비한 체력관리와 더불어

주의

(에어컨 전원을 끌 필요는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환기합니다. 항상 컨디션 관리를 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일사병 관련 중요사항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시로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 시원한 복장, 양산 및 모자

- 조금이라도 몸상태가 나빠지면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시원한 실내로 들어갈 수 없을 경우 그늘로 이동

- 하루에

  1.2 L를 기준으로

- 땀을 많이 흘렸을 때에는 염분 섭취도 잊지 않기

- 문과 창문 등 2곳을 열어 두기

- 더위에 대비해 더워지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운동 (‘살짝 더운 환경’에서 ‘조금 힘들다’

  고 느껴지는 강도로 매일 30분 정도)

- 매일아침 등, 정시에 체온측정과 건강 체크

- 컨디션이 나쁠 때에는 무리하지 말고 집에서 쉬기

수분 보충은
잊지 않기!

- 선풍기와 환기팬 병용하기

- 환기 후에는 에어컨 온도를

  가끔 재설정하기

운동은 원칙적으로 중지. 외출은 되도록 피하고,

시원한 실내로 이동합니다.

약 50%가 80세 이상이지만

젊은 세대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페트병
500mL 2.5개

1시간마다
컵 1잔

입욕 전후와 기상 후에도
수분 보충부터

컵 약 6잔

일반적인 가정용 에어컨은 실내공기는

순환시키나 환기는 시키지 않습니다

15세 ~ 44세

출처 : ‘일사병에 의한 사망자수   인구동태통계 2019년’ 후생노동성 출처 : ‘구급환자 이송 데이터로부터 보는 일사병 환자의 증가’ 국립환경연구소 2009년

5세 ~ 14세

80세 이상

65세 ~ 79세

45세 ~ 64세 0세 ~ 4세

연령 미상

0 ~ 6세

7 ~ 18세

19 ~ 39세

40 ~ 64세

실내

실외

작업중

학교 운동중

공공
시설

자택65세 이상

기타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의 경우 일사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위 분들도 적극적으로 주의 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사병 예방행동수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약 80%가 고령자입니다.

일사병 경계 경보 발령 시에는 일사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고령자는 실내를 시원하게 하고, 젊은 세대는 실외

작업 시와 운동 중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 이상이 자택에서 발생합니다.

고령자의 일사병은

연령별 / 일사병 사망자 비율 연령 및 발생장소별 / 일사병 환자의 발생 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