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절기 대중 교통 이용
대비하기

영하권 온도와 눈이 올 가능성이 있는지 일기 예보를 주시하십시오. 이러한 안내는 영하권 
날씨와 눈 대비에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이동에 앞서 알아두십시오

자체적으로 대비하는 방법

 겨울철을 맞기 전, 여행 조건이 악화될 때의 대중 교통 이용에 
관한 계획과 보충 계획을 마련해두십시오. 동절기 여행 정보는 
귀하가 이용하는 다양한 교통 기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동에 앞서 날씨와 도로 상황을 점검하십시오. 여행 예정 
지역에서의 교통이 지체되면, 통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도, 버스 또는 페리 운행은 해당 기관의 온라인에서 
확인하십시오.

 귀하가 이용하는 경로 및 시스템의 적설 시 경로 운행을 
알아두시고, 눈이 오거나 얼음이 어는 날씨 동안은 일부 구역의 
운행이 중단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동안 귀하가 이용하거나 또는 이용을 원하는 다양한 
교통 기관의 경보 시스템에 가입하십시오.

 거주 지역이나 지역의 비상 경보 알림 서비스에 가입하십시오.

 비상시 및 교통 서비스가 제한적인 경우의 고용주 정책에 대해 
알아 두십시오.

 재택 근무를 계획한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미리 
시험해보고 충전기와 추가 배터리를 예비로 준비해 두십시오.

 버스, 기차 또는 페리로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스스로 
배정하십시오. 동절기는 운행 일정 및 경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악천후 동안 이용자 수가 늘면서 승차 시 붐빌 
수 있습니다.

 고객 정보 서비스의 유선 연결은 평소보다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니 대비하십시오.

 탑승 구역은 주요 교통 중심지에서 떠나십시오.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주 간선도로 또는 주차 환승이 이뤄지는 부지나 
교통 센터 또는 쇼핑센터 같은 주요 환승 지점의 정류소로 
가십시오.

 버스 정류소, 기차역 및 페리 선착장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 
복장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반드시 날씨에 맞는 적절한 신발을 
신으십시오. 평소보다 더 오래 밖에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 여분의 휴대 가능한 물, 부패하지 않는 음식, 
미니 구급 상자, 여분의 배터리와 호루라기(도움 요청 신호용)가 
갖춰진 작은 손전등을 꾸려 소지하십시오.

 버스가 경사면의 승객을 위해 정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버스 
탑승객은 언덕의 꼭대기나 아래의 정류소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버스 경로가 변경되거나 심각하게 지체될 때 버스 추적 
프로그램은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귀하가 애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이 기간 동안 믿을만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귀하의 접속 장치(휴대전화, 스마트폰, 랩톱, 타블렛)는 장시간 
쓸 수 있도록 이동하기 전 완전히 충전해 두십시오. 충전을 위해 
접속 장치의 충전기를 지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