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 예방
추운날씨에 꽁꽁 얼어버린 도로는 겨울철 교통사고 중요원인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운전고수이고 차량에 여러 제어장치가 있지만 빙판길 운전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위험합니다. 

이에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신호등 425호 내용을 참고하여 재각색하였습니다.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 전체 사고 중 5.3%

최근 3년간 겨울철(12~2월)에 일어난 빙판길 교통사고는 모두 7,849건으로, 221명이 사망하고 13,73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월 평균으로 볼 때 매달 2,616건의 사고가 발생한 셈입니다. 사고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2.8로, 같은 기간 마른 길에서의 교통사고 치사율인 2.2에 비해 약 27% 높은 치사율을 

나타냈습니다.

빙판길 치사율 2.8
<치사율 :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

마른 길 치사율 2.2

오전 시간대 주의! 정면 충돌·추돌·공작물 충돌 사고 多

오전 시간대인 6~10시에 빙판길 사고의 30%가 발생했으며, 특히 출근하는 차량이 집중되는 8~9시에는 12.1%가 

집중돼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겨울철에 밤새 얼어버린 도로면이 녹기 전인 오전 시간대는 도로의 

상태를 잘 살펴가며 운전해야 합니다.

빙판길은 마른 길과 비교해 차 對 차 사고 중 추돌 사고(26.3% > 20.8%)와 정면 충돌 사고(6.8% > 2.8%), 차량 단독 

사고 중 공작물 충돌 사고(7.5% > 1.7%)의 비중이 높았던 반면, 보행자 사고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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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곡선부 도로·내리막 도로 운전 주의할 것!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감속 운전 필요!

미끄러운 빙판길에서는 곡선부 도로 및 내리막 도로를 운전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곡선부 도로에서는 마른 노면일 

때(5.8%)보다 빙판길일 경우(19.7%) 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내리막 도로에서도 빙판길 사고의 비중(17.6%)이 

마른 길 사고의 비중(6.5%)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또한 빙판길은 마른 노면에 비해 특별광역시도에서 나타나는 사고의 

비중은 낮았지만, 비도심권 도로(일반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겨울철에는 갑자기 떨어진 기온으로 노면이 얼어붙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조심해서 운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내린 눈이 완전히 증발하지 않고 아스팔트의 표면에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온도가 떨어지면 수분이 

얼어붙어 ‘블랙아이스(Black Ice)’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블랙아이스는 일조량이 부족하고 온도가 낮은 터널의 

진·출입로, 고가 위·아래, 산비탈의 그늘진 도로 등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더욱이 블랙아이스는 도로의 색과 유사해 

운전자가 결빙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단순히 도로가 젖은 정도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빙판길에서는 노면의 마찰력이 줄어들어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감속 운전’과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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