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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상청-경기도,
폭염 영향예보로 건설현장 폭염 피해 줄인다!
◇ 최근 5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자 156명 가운데 48.7%가
건설업에서 발생
◇ 수도권기상청, 경기도 31개 시·군 건설현장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대상
폭염 영향예보 제공과 활용자 교육 실시

□ 수도권기상청(청장 신도식)은 6월 15일(화)~16일(수) 양일간 2회에
걸 쳐 , 경 기 도 31개 시 군 의 건 설 현 장 안 전 관 리 담 당 공 무 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폭염 영향예보 활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여름철 폭염의 위험성을 알리고

,

경기도 내 건설현장의

온열 관련 인명사고 저감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

앞서 수도권기상청은 경기도와 여름철 폭염재난 대비를 위하여
올해 폭염 대응사항을 공유하고, 폭염 영향정보 전달체계를 강화
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기상재해 노출 위험성이 높은 경기도 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협업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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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 주관 시·군교육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폭염 영향
예보를 활용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산업분야의 위험수준별 단계
폭염 대응요령 △날씨알리미 앱을 통한 맞춤형 알림정보 수신 방법
△영향예보 알리미 서비스 활용 등이다
(4

)

.

□ 수도권 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는 기상청 누리집

(http://www.weather.go.kr)과

날씨알리미 앱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경기도

·

개 시 군의 건설현장

31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이 폭염 영향예보를 활용하면 건설현장의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한편, 수도권기상청은

2021

년 국민이 공감하는 기상기후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특히, 기상재해의 영향이 큰 직업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향정보 제공과 새로운 영향예보 전달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

※ 폭염 영향예보는 폭염으로 인한 영향이 큰 보건, 산업, 축산업, 농업, 수산양식 등
6개 분야에 예상되는 영향과 4단계 위험수준(●관심, ●주의, ●경고, ●위험)에
따른 구체적인 폭염 대응요령을 제공한다.
⇒ 폭염 영향예보 바로가기: https://www.weather.go.kr/w/weather/warning/impact.do

붙임 폭염 영향예보 포스터

1

매.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도권기상청
김용범 사무관(031-8025-50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폭염 영향 예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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