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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내에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지면 탈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점차 열사병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평소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도 일반인은 하루 1.2L 의 

수분 보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 수분을 보충합시다. 

또한, 물 이외에도 스포츠음료 등 염분과 당분이 들어 

있는 음료는 수분의 흡수를 보다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① 충분한 수분 섭취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체온이 오르기 쉬워 

열사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가장 기온이 높고 햇볕이 뜨거운 낮 시간대에는 

외출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자를 쓰거나 

햇볕을 피해 그늘 쪽으로 걷는 등 되도록 

직사광선을 피해서 활동합시다. 

② 직사광선 피하기 

①  와가사(양산) 

양산이란, 뜨거운 햇빛을 차단하고 

무더위에 대처하며 자외선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대나무와 화지(일본 전통 종이)로 

제작되는 전통적인 와가사(和傘)는 

약 300년 전부터 양산으로 

사용했다고 하며, 그 당시에도 

패션의 일부로 여겼다고 합니다. 

방수 가공이 되어 있지 않은 양산 

타입의 와가사는 화지 본연의 

아름다움과 무늬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② 쥘부채와 둥근 부채 

④ 풍경 

쥘부채와 둥근 부채는 부채질로 

바람을 일으켜 시원하게 생활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쥘부채의 역사는 

1200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본 전통 예능에서 

소도구로 사용되는 등 다양한 용도가 

있습니다. 축제와 불꽃놀이 등 

이벤트에서 무더위를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멋부림 아이템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③ 뿌리기 

물 뿌리기는 여름철 뜨거워진 

현관과 도로에 물을 뿌리면서 

더위를 식히는 방법으로 일본의 

전통적인 무더위 대처법입니다. 

지면에 뿌려진 물이 증발하면서 

발생하는 기화열로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젖은 지면 위로 

바람이 불면 시원함이 느껴져 

예로부터 손님이 올 때 물을 뿌리는 

풍습이 있었으며, 여기에는 손님을 

정성스럽게 맞이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후지타 관광 주식회사에 대하여 
 
후지타 관광 주식회사는 도쿄에 본사를 둔 관광 산업 기업으로 현재 

일본 내 70 여 개가 넘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https://fujita-kanko.com/ko/ 

몸속 더운 열기를 외부로 쉽게 방출해주는 옷을 입으면 

열사병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본 전통 의상 

유카타의 소재로 쓰이는 삼베와 면 등 통기성이 좋으며,  

흡수성이 뛰어나고 땀이 빨리 마르는 소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색 등 색상이 진한 옷은 열을 

흡수하여 금방 더워지니 피하고, 옅은 색상으로 목 

주변이나 옷깃이 여유로운 옷을 골라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합시다. 

③ 옷에 신경 쓰기 

 

일반적인 열사병 대처법 

풍경이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소리가 나는 작은 종을 말합니다. 풍경 

소리를 들으면 규칙적인 바람의 

움직임이나 바람이 부는 이미지가 

떠올라, 듣는 이에게는 힐링을 주고 

여름철의 시원함을 느끼게 합니다. 

예로부터 일본의 여름을 상징하는 

도구로서 처마 끝에 매다는 등 여름의 

익숙한 풍경으로 남아있습니다. 

본래 풍경은 나쁜 것을 쫓아내는 

부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금은 여름철 음색을 

즐기는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원함’을 연출하는 일본문화 

일본에서 매년 열사병을 호소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온과 

습도가 높은 일본의 기후 특성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분들이 열사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 외출 시 이에 대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축제와 불꽃놀이 등 

일본에서 개최되는 여름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을 찾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열사병 대처법을 숙지하고 일본의 ‘시원함’을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