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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재난 대응 행동 강령 

배경: 

교통사고는 도심의 길, 고속도로, 비행물, 기찻길 그리고 포토막과 아나코스티아 강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을 말한다.교동사고는 생명에 매우 위협적이며 도로와 기찻길에 심각한 교통지체를 

유발한다. 

현재 교통 상황과 교통 응급상황 정보를 실시간 받고 싶다면 인터넷으로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Alert DC 에 등록할 수 있다. 사이트 주소는 이와 같다: http://textalert.ema.dc.gov/index.php?CCheck-

1 . 그 외에도 워싱턴 디씨 교통부 (Distric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웹사이트를 방문해 교통 

상황 보고를 볼 수 있다. 워싱턴 디씨 교통부 주소: http://ddot.dc.gov . 

교통 수단 이용 팁: 

 공격적인 운전을 하지않도록 한다. 

 운전 시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워싱턴 디씨에서 핸드폰을 핸즈프리 (hands-free)기기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눈을 항상 길과 다른 운전자나 교통 수단 이용자들에 둔다. 

 지하철 승차장에 서있을 시 주위를 잘 살핀다. 

 지하철 역의 응급 전화기 장소를 알아둔다. 지하 철도 열차의 각 칸에는 응급 인터콤 

(intercom)이 칸의 양 끝에 배치되어있다. 

 지하철 관련 응급 대피 요령을 숙지한다. 

 지하철이나 버스에 탑승 중에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하철이나 버스가 정지하기를 

기다린다. 교통 수단 운전자의 지시에 귀기울인다. 

 누군가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즉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911 에 전화한다. 

 부상 입지 않았을 경우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유모차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다. 

 탑승자들의 신변에 즉각적인 위협이 있을 경우에만 버스나 열차의 응급 출구를 이용한다. 

 지하 철도 열차에서 대피했을 경우 절전이 됬을 시에도 전기가 여전히 흐를 수 있으므로 

절대로 “세번째 레일” (third rail)을 만지지 않는다. 

http://textalert.ema.dc.gov/index.php?CCheck-1
http://textalert.ema.dc.gov/index.php?CCheck-1
http://ddot.dc.gov/


2 
 

District of Columbia Gorverment 
Produced by: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Mangement Agency(HSEMA) 
 

Last Modified: November, 2011 

 

 미국 해양 경비청에서는 초단파 (Very High Frequency) FM 라디오 (VHF FM)을 배에 

배치해두기를 권유한다. 

 자신을 비롯한 승선자들 모두가 선박 또는 배 이용에 관한 해상법과 규칙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워싱턴 경찰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의 항구 정찰대 (Harbor Patrol Unit)이 

제공하는 항해 안전 교습을 수강한다. 워싱턴 디씨에서 배를 운전하는 모든사람은 배 안전 

증서 (boat safety certification)을 소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