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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저렴한 광원 ‘햇빛’을 최대한 이용하라
■ 안전하고 건강한 영농가이드 - 농업부문의 인간공학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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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와 공동으로 ‘농업 부문의 인간공학 체크포인트’ 한국 공식 번
역서를 발간했다. 이 책은 위험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에 놓인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안전지침 100가지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농업인들이 농작업과 관련
된 사고와 질병을 줄이고 작업환경을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는 등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영농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Ⅳ. 농업용 차량
체크포인트49 : 높은 창문과 채광창을 사용하고 벽을 밝은 색으로 칠해 옥내의 햇빛 사용을 늘린
다.
• 왜( W HY)
햇빛은 가장 우수하고 가장 저렴한 광원으로, 햇빛을 사용하면 에너지비용이 절감된다. 작업장의 적
절한 조명은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실수 또는 사고 위험을 최소화한다. 또한 생리학적으로 햇빛은
인간의 시각계와 일주기 시스템에 효과적인 자극제다.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국가에 관계
없이 햇빛과 시야는 꼭 필요하다.
벽과 천장에 적합한 색상이 매우 중요하다. 밝은 색상의 벽과 천장은 빛 반사를 증가시켜 조명상태
를 개선하고 에너지를 절감시킨다. 밝은 색으로 칠해진 벽은 효율적인 작업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
고, 실내를 더욱 아늑하게 만들며 실수를 최소화한다.
• 어떻게( HO W )
①집과 실내작업장에 더 많은 빛이 비치도록 창문과 문을 열어둔다. 창문을 정기적으로 청소한다.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창문 근처의 장애물을 치운다. ②일터와 집에서 더 많은 빛이 필요한 곳
을 식별한다. 작업대, 주방 또는 기타 장소를 점검한다. 일부 작업장을 광원에 더 가깝게 재배치한
다. ③작업을 위해 집안에 더 많은 빛이 들어오도록 기존 창을 확대해 밝게 만든다. ④천장이나 지붕
에 투명한 재료나 반투명 플라스틱 패널을 사용해 햇빛이 더 많이 들어오도록 한다. ⑤벽과 천장을
칠하거나 장식할 밝은 색상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사용한 달력의 흰색 면이나 흰색 비료 포대를 이
용해 벽과 천장을 밝게 할 수 있다. 벽을 정기적으로 청소한다.
• 협동 증진 방안
마을의 여러 일터를 방문해 최대 햇빛이 사용되는 좋은 예를 찾는다. 좋은 예로는 일터 재배치, 가벼
운 벽 또는 투명한 재료가 포함될 수 있다. 이웃과의 경험 교류를 장려한다. 대다수의 개선 조치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며 작업 능률을 높일 수 있다.

www.rwn.co.kr/news/articlePrint.html?idxno=64001

1/2

22. 9. 8. 오전 10:07

농촌여성신문

• 추가 힌트
-낮에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면 밤에는 일하지 말고 햇빛을 최대한 활용한다.
-더운 날씨에는 창문과 채광창이 집을 더 덥게 만들 수 있다. 추운 날씨에는 온기를 빼앗길 수 있다.
-창에서 커튼이나 스크린을 사용해 들어오는 빛을 조절한다.
• 기억해 둘 사항
햇빛은 가장 우수하고 가장 저렴한 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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