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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특보시 행동요령]
●라디오, TV, 스마트폰 등으로 교통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운행합시다.
●스노우 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 눈 피해 예방용 안전장비를 휴대합시다
●커브길, 고갯길, 고가도로, 교량, 결빙구간 등에서는 천천히 운전합시다.
●눈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교차로나 건널목(횡단보도) 앞에서는 감속 운전합시다.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 치우는 건전한 주민정신을 발휘합시다.
●자가용 대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 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은 미리 점검하고 받침대를 보강하여 피해를
예방 합시다.
●눈이 많이 내려 차량이 고립된 때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가족과 친지에게 상황을 알린 다음,
당황하지 말고 경찰이나 도로관리기관 직원 등 관계자의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합시다.

⇢ 특보기준
명 칭

주의보

경 보

강 풍

•24시간 신적설 5cm 이상

•24시간 신적설 20cm 이상
•산지는 신직설 30cm 이상

Q : 폭설로 도로에서 차량운행 중 고립·정체 되었을 때 행동요령은?
A : 우선 도로관리기관과 경찰서에 휴대전화로 구조요청을 한 다음 차량 안에서 대기하면서
라디오 및 휴대전화 재난문자방송 등을 통하여 교통상황과 행동요령을 파악한 후 부득이
차량을 이탈할 때는 연락처와 키를 꽂아 둔 채 대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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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많이 내릴(주의보/경보) 때는]
차량운전자는
●자가용 대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고속도로 진입을 자제하고, 국도 등을 이용합시다.
●스노우 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 눈 피해 예방용 안전장비를 휴대합시다.
●커브길, 고갯길, 고가도로, 교량, 결빙구간 등에서는 천천히 운전합시다.
●라디오, TV, 스마트폰 등으로 교통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운행합시다.
●간선도로변의 주차는 제설작업에 지장을 주니 삼갑시다.
●지하철 공사구간의 복공판은 미끄러우므로 서행 운전합시다.
●차간 안전거리를 넉넉히 두고 브레이크 사용을 자제합시다.
●브레이크 사용 시에는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합시다.
●눈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교차로나 건널목(횡단보도) 앞에서는 감속 운전합시다.

보행자는
●될 수 있는 대로 외출을 자제합시다.
●외출 시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합시다.
●미끄러운 눈길을 걸을 때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보온 장갑을 착용합시다.
●걸어가는 중에는 휴대전화 통화를 삼갑시다.
●건널목이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차량이 멈추었는지 확인하고 도로에 진입합시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난간을 잡고 다니는 것이 안전합니다.
●야간 눈길 보행은 매우 위험하므로 일찍 귀가합시다.
●차도로 나와서 차에 오르면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고 보행자도 위험합니다.

가정에서는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 치우는 건전한 주민정신을 발휘합시다.
●내 집 주변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합시다.
●어린이와 노약자는 외출을 삼갑시다.
●눈이 쌓이면 차량, 대문, 지붕 및 옥상 위의 눈을 치웁시다.
●낡은 가옥은 안전점검을 하여 붕괴사고를 예방합니다.
●고립지역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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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는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고 일찍 귀가합시다.
●출·퇴근 시에는 자가용 대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직장 주변의 눈은 내가 치우는 건전한 주인정신을 발휘합시다.
●직장 주변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합시다.

농촌지역에서는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은 미리 점검하고 받침대를 보강하여 피해를
예방 합시다.
*눈이 20cm 정도 쌓이면 전깃줄이 끊어지고, 소나무가지가 부러집니다.
●비닐하우스에 쳐져 있는 차광막 등은 미리 제거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합시다.
●피해예방을 위한 비닐 찢기 작업을 할 때는 안전사고에 유의합시다.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빈 비닐하우스는 비닐을 걷어내어 하우스를 보호합시다.
●고립지역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시다.
●라디오, TV,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폭설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파악합시다.
⇢ 비닐하우스 대설 대비 관리요령
•비닐하우스 규격에 따라 2~6m 이내 간격으로 보조지지대를 설치하기
•눈이 잘 미끄러지도록 보온덮개·차광망 걷어 두기
•눈이 잘 미끄러지도록 하우스 밴드(끈) 팽팽하게 당겨 두기
•비닐하우스 지붕 위, 연동하우스 곡부에 쌓인 눈 수시로 치우기
•지붕에 쌓인 눈이 녹도록 난방기 가동하기

해안지역에서는
●각종 선박 등을 대피시키고 입출항 통제 및 결박(고정) 조치해야 합니다.
●수산 등·양식시설은 어류 등이 동사하지 않도록 보온조치 해야 합니다.
●주민, 낚시꾼, 행락객 등은 해안가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해안도로 운행을 피하고 안전장비를 부착한 후 통행해야 합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폭설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파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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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많이 내려 차량이 고립된 때는]
●출발 전, 기상정보와 목적지까지 우회도로를 미리 파악하고 월동장비와 연료, 식음료 등을
사전에 준비합시다.
●고립·정체 시에는 될 수 있으면 차량 안에서 대기하면서 라디오 및 휴대전화 재난 문자방송,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교통상황과 행동요령을 파악한 후 행동합니다.
●부득이 차량을 벗어날 때는 연락처와 열쇠를 꽂아 둔 채 대피합시다.
●인근에 가옥이나 휴게소 등이 있으면 응급환자나 노인, 어린이 승객을 우선 대피시킵니다.
●담요나 두꺼운 옷 등을 걸쳐 체온을 유지하고 가볍게 몸을 움직입니다.
●차량히터를 작동할 때는 환기를 위하여 창문을 자주 열거나 조금 열어둡니다.
●수시로 차량 주변의 눈을 치워 배기관(머플러)이 막히지 않도록 하고, 차량 출발이 쉽도록 합시다.
●모두 동시에 잠을 자지 말고, 동승자가 있는 경우 교대로 잠을 자도록 하여 항상 주위 상황을
살핍니다.
●제설작업 차량이나 구급차의 진입을 위하여 갓길에 주·정차하지 않도록 합니다.
●차량고장 등의 상황 발생 시 즉시 도로관리기관, 경찰서와 소방서 등에 연락을 취합니다.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가족과 친지에게 상황을 알린 다음, 당황하지 말고 경찰이나
도로관리기관 직원 등 관계자의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합시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불필요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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