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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택배 시 폭염, 태풍 등 영향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배달, 택배기사 안전 맞춤형 위험기상정보 영상 제공 □ 기상청(청장 박광석)과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기상재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배달, 택배업 등의 종사자 안전 증진을 위해, 위험기상정보
영상을 6월 16일(목)부터 안전보건공단의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시스템
(service.kosha.or.kr)*’을 통해 제공한다.
* 배달, 택배업 등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공유누리집

○ 최근 비대면 소비 일상화에 따라 그 수가 증가한 택배·배달업 종사자는
업무 특성상 여러 지역을 이동하면서 일하므로, 폭염, 태풍 등 위험기상에
노출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크다.

□ 이에, 기상청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배달, 택배업 등의 종사자가 업무
시작 전에 폭염, 태풍 등 위험기상 상황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위치한 지역의 위험기상정보를 영상으로 제공한다.

○ 이번에 제공되는 위험기상정보 영상은 △ 폭염, △ 태풍, △ 비, △ 강풍 등
여름철 위험기상 현상 관련 4종이며, 영향예보, 특보 등 해당 지역의
위험기상정보와 함께 날씨별 주의사항을 약 15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제공한다.
※ 여름철 위험기상정보 영상(총 17개): 폭염 6개, 태풍 4개, 비 3개, 강풍 4개

□ 배달, 택배업 등 근로자는 업무용 앱에서 현재 위치한 지역의 위험기상
상황과 그에 맞는 대응요령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가 위험기상에
미리 대비하여 건강관리와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기상청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겨울철 위험기상 현상 관련 영상을
추가 제작하여 11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배달, 택배업 등의 종사자가
더욱 신속하고 상세한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박광석 기상청장은 “앞으로도 배달, 택배업 등의 종사자가 사전에 위험
기상을 인지하여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을 확대해나가고, 신속·정확한 기상정보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라고 말했다.

□ 붙임 위험기상정보 영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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