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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꿈이 있는

행복한 부천일신교육

  부천일신통신
▣ 발행인 신 상 금

▣ 담  당  이 현 선 

☎ 070-7099-4720

대설 및 한파 특보 시 행동요령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에 협조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학교에서도 학생

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설 및 한파특보 시 행동요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가정에서 적극 활용하시어 건강하고 안전

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설 특보 시 행동요령

 

･ 라디오, TV, 스마트폰 등으로 교통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운행합니다.

･ 스노우 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 눈 피해 예방용 안전장비를 휴대합니다.

･ 커브길, 고갯길, 고가도로, 교량, 결빙구간 등에서는 천천히 운전합니다.

･ 눈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교차로나 건널목(횡단보도) 앞에서는 감속하여 운전

  합니다.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 치우는 건전한 주민정신을 발휘합니다.

･ 자가용 대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은 미리 점검하고 받침대를 보강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 눈이 많이 내려 차량이 고립된 때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가족과 친지에게 상황을 알린 후,

  당황하지 말고 경찰이나 도로관리기관 직원 등 관계자의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 특보 기준

명칭 주의보 특보

대설 24시간 신적설 5cm 이상
24시간 신적설 20cm 이상

산지는 신적설 30cm 이상



한파 특보 시 행동요령

 

･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심장과 혈관계통, 호흡기 계통, 신경계통, 피부병 등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아, 노인 또는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특히, 머리 부분이 따뜻하도록 

  모자나 귀마개, 목도리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 외출 후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뇨

  환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 운동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여 관절의 가동(稼動) 범위를 넓힘으로써 부상을 방지하여야 합

  니다.

･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사고를 막아야 합

  니다.

･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는 헌옷으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빈틈없이 막아 찬 공기가 스며

  들지 않도록 합시다.

･ 복도식 아파트는 수도계량기 동파가 많이 발생하므로 수도계량기 보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갑자기 뜨거운 열을 가하지 말고, 헤어드라이기 등 온열기를 이용하여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로 녹여야 합니다.

※ 특보 기준 (10월~4월 사이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명칭 주의보 특보

한파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

   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

   가 예상될 때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

   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

   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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