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풍설 등에 의한 피해 방지에 관하여 

매년, 매우 발달한 저기압에 의한 폭풍설이 홋카이도 각지를 뒤덮습니다. 폭우 재해처럼 피난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집안에서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합시다. 

~집안에서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기상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폭풍설이 예상될 때는 외출을 삼갑시다. 
■정전에 대비하여 회중전등, 휴대 라디오를 준비해 둡시다. 
■외출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식량과 음료수 등을 확보(비축)해 둡시다. 
■FF 식 난방기의 급배기구 부근의 제설 상태를 확인해 둡시다. 

  

 

 

눈보라 등이 몰아칠 때 외출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공공 교통기관을 이용합시다. 부득이하게 자동
차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앞이 잘 안보이거나, 바람에 날려 눈이 쌓이는 경우도 예상되므로 다음 
사항에 주의합시다. 

~부득이하게 자동차로 외출할 때는〜 

■휴대전화로도 도로 정보(※1)를 입수할 수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전파가 통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휴대전

화를 과신하지 말고, 도로 상황에 따른 무리 없는 운전에 유의합시다. 

※1 ·북쪽의 길 도우미(http://n-rd.jp/) ·도로교통정보 센터(TEL: 0570-011011 또는 휴대전화 단축 다이얼: 

#8011) 

■겨울철은 지역에 따라 날씨가 급변하여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방한복, 장화, 장갑, 삽, 견인로

프 등을 자동차에 준비해 두는 동시에 연료가 충분한지 확인한 후 운전합시다. 

또한 만일에 대비하여 음료수와 비상식도 준비해 두면 안심입니다. 

■눈보라 등에 의해 운전 중에 위험을 느끼면, 무리하지 말고 미치노에키(휴게소)나 주유소, 편의점 등에서 날씨

의 회복을 기다립시다.  

 

 

 

~만약 눈보라로 인해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할 때는〜 

■폭설 또는 바람에 날려 쌓인 눈더미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할 때는 도로 긴급다이얼과 
JAF 등의 로드 서비스(※2), 근처의 인가 등에 반드시 구조를 요청하십시오. 
또한 비상등을 켜거나 정지 표시판을 세워두는 등 자동차가 눈에 띄도록 조치하십시오. 
 
※2 ·도로 긴급다이얼(#9910) ·JAF 로드 서비스(단축 다이얼: #8139) 
 
■피난할 수 있는 장소나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인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서(119 번) 또는 경찰서
(110 번)로 연락하십시오. 동시에 자동차의 머플러가 눈속에 묻히면 배기가스가 차내로 역류하여 일산
화탄소 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머플러가 눈속에 묻히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제설 작업을 하거
나 창을 약간 열어 환기시키는 등, 자동차 안에서 구조에 대비하십시오. 
■자동차를 두고 피난할 경우에는 제설 작업 및 구조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연락처를 쓴 메모 
등을 차내에 두고 자동차 열쇠도 끼워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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