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뮤리얼 바우저 시장은 일요일 새벽부터 시작하여 화요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4~6인치 

가량의 눈에 대비하기 위하여 District Snow Team을 1월 31일 일요일 자정에 파견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소금물을 뿌리는 팀원들은 자정부터 도로에 얼음이 붙을 수 

있는 빙점을 없애기 위해 소금물과 비트를 섞은 ‘가열 혼합’ 조합물을 뿌릴 예정입니다. 

영하부터 영하보다 조금 높은 공기와 도로의 온도는 화요일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DC의 Snow Team은 고속도로, 도로, 다리, 경사로, 그리고 다른 고지대에 소금을 

뿌리기 위해 147대 중량 제설기 (여섯에서 열 바퀴가 달린 덤프 트럭)를 파견할 것이며, 

작은 도로들에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 81대 경량 제설기 (픽업 트럭)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DC 공공사업국은 교통국, 종합지원부, 국토안보 및 비상 관리부, 주교육감 사무실, 

ServeDC, 그리고 다른 부서들과 협력하여 Snow Team을 이끌고 있습니다.  

DC주민들과 통근자들은 alertdc.dc.gov들어가 Alert DC에 가입하셔서 날씨 관련 

경보를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주민들의 눈 대비법을 

위해서 snow.dc.gov/page/neighbor-2-neighbor-snow-prep-tips 에 들어가셔서 

Neighbor-2-Neighbor 비디오를 보십시오.  

DC의 Snow Team은 또한 주민들과 상업 건물 및 부지의 주인분들께 도로가 얼어붙는 

것과 이에 따른 미끄러짐과 넘어짐을 예방하기 위해 눈이 오기 전에 암염(rock salt), 

결빙 장치 혹은 엉기지 않는 Kitty Litter와 같은 연마재를 부지 주변 인도에 뿌리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Snow Team은 DC주민들의 보행 다리 위에 반려동물 

친화적인 결빙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및 코로나 검사소 

 

시립 건물, 최초 대응자 장소, 저체온증 센터, 그리고 홈레스 보호시설에 사전준비 및 

제설작업이 진행 될 것입니다.  

 

저체온증 경보 및 대피소 

 

영하 기온에 밖에서 대피소 및 복지 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보시면 대피소 핫라인 202-

399-7093 혹은 311로 전화하십시오.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911로 

전화하십시오. 대피소까지의 교통편은 하루 24시간, 주 7일 제공 가능합니다.  

 

겨울 날씨 팁 

• 눈삽을 찾아 추후 눈 계절에 적합한지 확인하십시오. 

• 제빙제, 암염, 고양이 모래 등 연마재가 충분히 있는지 확인하시고 필요 시 더 

구비해 두십시오. 디씨는 수년 간 디씨 내 보도료에 반려동물 친화적인 제빙제를 



사용해 왔으며 이 방법이 눈을 효과적으로 녹이며 반려동물 발에도 거칠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 가족과 반려동물을 위해 비 처방약과 처방약을 충분히 구비해 두십시오.  

• 홈통에 나뭇잎이 없도록 하십시오. 빗물의 흐름이 얼수도 있으므로 나뭇잎이 

홈통을 막는 일을 방지해야 합니다.  

• 모든 실외 수도꼭지를 끄십시오. 

• 휘발유, 물, 부동액, 그리고 유리 닦개 등 자동차의 유체 탱크를 채워두십시오.  

• 폭풍 전에 자동차 안에 손전등, 담요, 그리고 스크레이퍼 등을 구비해 두십시오.  

 

디씨 스노우 팀은 지속적으로 일기 예보를 모니터 하며 필요 시 대응을 조절 할 

것입니다. 디씨 눈 프로그램과 겨울 날씨 대비에 대한 추가 정보는 snow.dc.gov을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http://snow.dc.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