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MEN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Executive Office of the Mayor

한파 주의보
자주 묻는 질문들

Q:

한파 주의보는 언제 발령되나요?

A:

기온이 15˚F 이하로 떨어지거나 체감기온이 20˚F 이하로 떨어지고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 시 한파 주의보가 발령됩니다:


60 분동안 지속되는 강수량



결빙성 폭풍/어는 비



3 인치 이상의 폭설



시속 10-15 마일 강풍 지속



0˚F 이하 체감기온



HSEMA 결정에 의한 그 외 기상 상태 및 위협

Q:

누가 한파 주의보를 발령하나요?

A:

주의보는 국토안보 및 재난 관리국(HSEMA)에 의해 발령됩니다. HSEMA 는 Department
of Behavioral Health (행동건강부), Department of Health (보건부), 및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사회복지부) 등 여러 정부 기관들과 함께 발령 결정을 내립니다.

Q:

한파 주의보 발령 정보는 어떻게 받아 볼 수 있나요?

A:

HSEMA 는 컬럼비아 특별구 주의보 시스템을 통해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411911 로
“DC”라는 문자를 보내시거나 온라인 https://textalert.ema.dc.gov/register.php 에서
신청하십시오. 그 외에도 한파 주의보 관련 정보는 @DCHypothermia, @DC_HS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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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vincegray 를 통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hsema.dc.gov, snow.dc.gov 및
dmhhs.dc.gov 에서도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Q:

한파 주의보가 발령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주의보가 발령되고 저체온증 위험 시기로 간주될 경우 Interagency Council on
Homelessness 가 제공하는 겨울철 계획 외 노숙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 및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지원 서비스는 거주자, 직장인 및 방문객 모두가 한파로 인한 질병,
사고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Q:

노숙자를 위한 특별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A:

네. 한파 주의보가 발령되면 기상 상태에 따라 다양한 조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파
주의보 시기 노숙자에게 제공되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피소 제공. 연중 대피소, 계절 대피소 및 인원 초과 대피소는 대체적으로 오후
7 시부터 오전 7 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체온증 경보 시기나 한파 주의보 발령
시기, 연중 대피소는 24 시간 운영될 것 입니다. 계절 대피소, 저체온증 대피소 및 인원
초과 대피소는 시설의 일상적인 업무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대피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비상 난방 대피소. 악천후로 인해 DC 정부가 문을 닫을 경우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제공되는 시설들이 문을 닫을 것입니다. 안전하면서도 따뜻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레크리에이션 센터 등과 같은 공공 건물 출입을 제공할 것입니다.
난방 버스. 대피소를 이용하지 않는 노숙자들을 위해 정해진 시간에 도시 곳곳에 난방
버스를 배치하여 잠을 청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버스들은 짐(큰 가방 하나)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간식, 및 야외 변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스로 버스를 찾아 머물 수 있으며 그 외, 대피소 상담 서비스에 연락하여
버스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 수송. 노숙자를 안전하고 따뜻한 곳으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노숙자의 협력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만약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할 경우
행동건강부(DBH) 및 수도권지역경찰청(MPD)은 D.C 법 하에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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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로부터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노숙자를
종합응급정신질환센터 (CPEP)나 다른 응급실로 수송하여 건강 및 정신건강 평가를
받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Q:

한파 주의보 발령 시 어떻게 노숙자를 도와줄 수 있나요?

A:

DC 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자나 현재 길에서 머물고 있는 노숙자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싶은 경우 대피소 상담 서비스에 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숙자를 목격한
시간, 주소나 위치, 노숙자의 외모 및 이름을 아는 경우 이름 등을 제공하여 주십시오.


1-800-535-7252



202-399-7093



311 or 211



uposh@upo.org

Q:

애완동물을 위한 특별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A:

애완동물들은 저체온증 경보 시기나 한파 시기에 실내로 들여야 합니다. 애완동물
학대, 방치 및 24 시 동물 응급 상태를 신고하길 원하시면 Washington Humane
Society 202-723-5730 로 연락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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