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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재난 대응 행동 강령 

배경: 

워싱턴 디씨의 겨울에는 어느 정도의 눈이 땅에 축적될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적은 양의 눈은 

도로에서 미끄러짐을 유발할 수 있으며, 많은 양의 눈은 도로를 운전하기에 위험하거나 

진입불가의 상태로 만들 수 있으며 도시 곳곳에 정전을 야기할 수 있다. 돌풍을 동반한 눈은 

가시거리 (시야가 확보되는 거리)를 현저히 감소시키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들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상정보 (advisory)와 경보 (warning)의 차이를 숙지한다. 

 눈 기상정보는 눈이 내려 땅에 축적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상 상태를 의미. 

 폭설 경보는 폭설이 현재 내리고 있거나 곧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상 상태를 의미. 

눈 기상정보 또는 폭설 경보 시: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NOAA 날씨 라디오 보도를 통해 날씨 정보 및 비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응급 또는 비상 시 사용할 수 있는 응급대비 세트 (“go-kit”)를 집안과 차에 구비한다. 

응급대비 세트를 만드는 방법은 www.72hours.dc.gov 를 참조한다. 

 운전은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실행하도록 한다. 운전해야 할 경우 다음의 사항들을 지킨다: 

- 낮에만 이동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행선지와 출발 시간 등의 정보를 

알린다.  

- 주요 도로에서만 운전하며 뒷길이나 골목길은 피한다. 

 폭설 비상이 내려졌을 경우에 절대로 폭설 비상 노선 (Snow Emergency Routes)에 주차하지 

않는다. 이 길에 주차된 차량들은 $250 의 벌금과 함께 차량이 견인 될 수 있다. 

 집 또는 근무지의 보도와 계단으로부터 눈과 얼음을 치운다. 워싱턴 디씨의 거주자는 눈의 

그친 뒤  햇빛이 드는 8 시간 내에 주변 도보와 계단의 눈을 치우도록 규정되어 있다. 

 눈을 치울 시 무리하지 않도록 한다. 무리할 경우, 겨우내 주요 사망 원인인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 

http://www.72hours.d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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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동상의 증상이 있는지 주의한다. 동상에 걸렸을 경우 피부가 창백해지고 

왁스(밀랍)을 바른 듯하거나 저리거나 부위가 무감각해질 수 있으며 물집이 생길 수 있다. 

 다음의 저체온증의 증상이 있는지 주의한다. 저체온증의 증상으로는 몸의 떨림, 저림, 

머리의 어지럼증 또는 혼란, 약한 기력과 비틀거림, 느리거나 발음이 부정확한 언사 또는 

쇼크증상이 있다. 

 만약 추위에 방치된 노숙자를 발견했을 경우 저체온증 직통 전화 (Hypothermia Hotline) (202) 

399-7093 으로 전화한다. 차량이 노숙자를 대피소로 수송할 것입니다. 

 동상이나 저체온증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의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