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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에 대비하세요

월동 준비

겨울 날씨 대비 안내서

험한 겨울 날씨를 대비하고 
견뎌 내게 도와주는 기본적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 밖에 온라인 정보  
제공처가 실려 있습니다



대비하세요
집과 직장에 재난 대비 키트를 갖추고, 집을 제대로 정비하고,  
자동차 월동 준비를 하십시오. 

재난 대비 키트를 만드세요
• 구급상자
• 건전지로 작동하는 라디오 
• 손전등과 건전지
• 물과 썩지 않는 음식
• 수동 캔 따개
• 위생용품 및 의약품
• 호루라기
• 모바일 기기 충전 케이블
추가 정보: RedCross.org 

집을 정비하세요
• 배수로 오물 청소 
• 지붕 누수 수리
• 빗물 배수관 오물 청소
• 위험한 나뭇가지 제거
• 수도관 및 수도꼭지 단열 처리
• 난방 설비, 보일러, 굴뚝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
• 건전지로 작동하는 일산화탄소 및 연기 탐지기를 설치하고, 건전지를 주기적으로 확인
추가 정보: TakeWinterByStorm.org 

자동차 월동 준비를 하세요 
• 반 정도 남았을 때 가스탱크 채우기
• 눈길용 타이어로 교체하거나 타이어체인 구매
• 부동액 잔량 확인
• 앞 유리 세척액 잔량과 와이퍼를 적절히 유지
• 히터 및 서리 제거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 비상용품과 여벌의 옷을 차에 보관 
추가 정보: FEMA.gov 

http://RedCross.org 
http://TakeWinterByStorm.org 
http://FEMA.gov 


안전을 지키세요
전기나 가스 없이 안전하게 생존하는 방법을 알아두십시오.

정보를 계속 입수하십시오.

정전 시 안전을 유지하세요
• 집 안에서 옷 여러 겹 입기
• 실내 사용 금지 물품: 발전기, 가솔린 및 프로판 히터, 야외용 난방기, 그릴 및 휴대용 

버너 같은 취사도구
• 발전기를 문, 창문, 환기구에서 최소 20피트 이상 떨어진 외부에 두기
• 집 안에서 불 사용하지 않기
• 손전등 및 랜턴용 건전지를 가까이 두기
• 가급적이면 냉장고와 냉동고 문 닫아 두기

자신과 주변 사람을 보호하세요
• 가능하다면 집에 머물고 도로 운전 피하기
• 운전을 해야 한다면 눈보라 피해 지역을 멀리하고 각별히 주의하여 운전하기
• 반려동물을 따뜻하게 해주고 실내에 두기
• 긴급 재난 키트에 반려동물 용품 포함하기
• 집 또는 회사 주변 인도의 눈과 잔해 치우기
•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지 확인하기

긴급 재난 정보를 받으세요
• 라디오 및 텔레비전 뉴스 시청
• 긴급 기상 정보 라디오 청취
• 앱을 다운로드하여 경보 받기
• 웹사이트에서 현재 정보 확인
• 대피처 정보 검색

추가 정보: BellevueWA.gov/prepare

http://BellevueWA.gov/prepare


건강 정보 카드를 만드세요
• 알레르기 및 식품 민감성, 질병 및 의료 기기 유형 목록 작성
• 의사소통 장애 목록 작성(예: 난청)
• 의료 기관 목록 작성
• 개인적인 지원 연락망 구성원의 연락처 목록 작성
• 건강 정보 카드 한 부를 긴급 재난 키트에 넣어 두기
• 건강 정보 카드를 특히 긴급 구조원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두기

의료 장비 및 기기를 유지하세요
• 휠체어 또는 스쿠터 같은 의료 장비/기기용 예비 전력 확보
• 모델 정보를 긴급 재난 키트에 넣어 두기
• 특히 투석 등 생명 유지 치료에 의존하고 있다면, 요양 시설 또는 대체 시설의 이용 

가능성 알아 두기

“능력 자가 평가”를 수행하세요
다음을 스스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가스, 수도, 전기 설비 차단
• 소화기 작동
• 긴급 재난 키트 나르기
평가 수행을 위해 개인적인 지원 연락망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독립적으로 이 작업을 할 
수 없다면 계획을 갖추십시오.

접근성 및 기능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대비



추가 정보
의사소통 보완 기기 또는 기타 보조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기를 가지고 대피할 
방법을 계획하시고, 고장이 나거나 잃어버리면 기기를 대체할 방법이나 기기 없이 대화할 
방법을 계획하십시오

귀하의 지원 연락망 또는 긴급 구조원이 귀화와 대화할 수 있도록 문구, 그림, 또는 그림 
문자가 있는 카드를 준비하십시오

시각 장애가 있거나 시력이 낮거나, 그러한 사람의 지원 연락망에 속해 있다면,
• 점자 또는 글자 대화 카드 준비
• 점자 또는 크게 인쇄된 라벨을 응급 용품에 붙이기

장애가 있거나 이동에 어려움이 있으면 눈보라가 치는 동안 특별한 도움을 고려해야 

합니다. 친구 및 가족으로 구성된 개인적인 지원 연락망을 만드십시오. 연락망 구성원에게 

중요한 서류의 사본, 비상 대피 계획, 열쇠, 의료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추가 정보

긴급 재난 정보 받는 방법
웹사이트 확인: BellevueWA.gov | KingCounty.gov | WSDOT.wa.gov

앱 다운로드: MyBellevue | Red Cross Emergency | NOAA Weather Radar

도시 트위터 계정 팔로우: @bellevuewa | @bvuetrans

교통, 수송 및 날씨 트위터 계정 팔로우: 
@wsdot_traffic | @kcmetroalerts | @soundtransit | @nwsseattle

긴급 경보 신청: 킹 카운티 경보 – norcom.org 

Bellevue 학군 –학교 메신저 – bsd405.org

비상시 위험 신고 방법
중상 또는 사망 신고는 911번으로 전화

정전 신고: Puget Sound Energy (PSE)
1-888-225-5773 | pse.com/outage

도로 위험 신고(홍수, 쓰러진 나무 또는 전선, 눈/얼음):
Bellevue Service Center 
425-452-7840 (24시간 핫라인) | omsupport@bellevuewa.gov

긴급하지 않은 서비스 요청은 MyBellevue 앱을 통해 제출

긴급 상황 이후 도움 요청 방법
American Red Cross 재난 구호 정보: RedCross.org

워싱턴 2-1-1: 211번으로 전화하거나  Win211.org 에서 보건 및 인적 서비스 지원 
확인

King County Metro Access Rideline: 206-205-5000 (중계 서비스 711)번으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확인: KingCounty.gov

벨뷰 인적 서비스, 공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 부서:
Alexandra O’Reilly, 425-452-2824, aoreilly@bellevuewa.gov

http://BellevueWA.gov
http://KingCounty.gov
http://WSDOT.wa.gov
http://norcom.org
http://bsd405.org
http://pse.com/outage
mailto:omsupport%40bellevuewa.gov?subject=
http://RedCross.org
http://Win211.org
http://KingCounty.gov
mailto:aoreilly%40bellevuewa.gov?subject=


제설 관련 정보

우선순위
눈보라 예보 시
벨뷰에 눈 예보가 있으면 도시의 도로 요원들은 일기예보를 모니터하고, 직원 근무 일정을 
짜고, 트럭에 모래, 얼음 방지 및 제거 화학제를 싣는 등 준비 태세를 갖춥니다.

눈보라가 칠 때
도로 노선 우선순위 체계에 따라 벨뷰 도로의 눈과 얼음이 제거됩니다.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출동 및 수송, 통학버스, 출퇴근 차량을 위해 주요 간선 도로 및 주요 주거 지역 
순환로를 먼저 치웁니다. 눈보라가 계속되면 주거 지역 도로를 치우기 전에 이러한 1순위 
배정 도로에 대한 제설 및 모래 뿌리기 작업이 반복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설 경로 우선순위 지도를 보려면 여기를 방문하세요: BellevueWA.gov/transportation.  

도와주세요
눈보라가 칠 때는 요원들이 계속 제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운전을 꼭 해야 하며 제설차 뒤에 있는 경우 차량 간 간격을 추가로 
확보해주십시오. 제설차를 앞지르지 마십시오.

가급적이면 도로에 주차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제설 요원이 전체 도로를 빠르고 
안전하게 제설할 수 있습니다.

눈 더미 
눈 더미는 진입로 출입구에 남아 있는 눈이 쌓인 둔덕을 뜻합니다. 도로의 눈을 치우면 눈 
더미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진입로는 사유 부지이기이 때문에 청소 책임이 주택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시는 눈 더미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시는 사유 부지, 업무 단지, 아파트 단지, 골목, 사유 도로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http://BellevueWA.gov/transportation


편의 제공, 포용성 및 다양성에 대한 당국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가이드는 벨뷰 거주
민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다음의 다섯 가지 언어로 BellevueWA.gov/prepare 에 
온라인 게시됩니다. English, Korean (한국어), Spanish (Español,), Vietnamese (Tiếng Việt), 
Chinese (中文) 및 Russian (Pусский). 

이 가이드는 교통부(Transportation Department), 소방국/시 행정관 사무소 응급 사무소
(Fire Department/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and City Manager’s Office)/ADA-제  
VI조 민권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다른 형식, 통역사 또는 합리적인 편의 제공 요청은 최소 48시간 전에 425-452-6168번(음성) 
또는 이메일 bamson@bellevuewa.gov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 제공에 대한 민원은 벨뷰시 
ADA/제 VI조 코디네이터에게 425-452-6168번(음성) 또는 이메일 ADATitleVI@bellevuewa.gov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각 장애가 있으신 경우 711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모든 회의는 휠체어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Information

425-452-6800

주민들에 대한 제 VI조 고지: 어떠한 개인도 1964년 민권법 제 VI조에 규정된 대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또는 성별을 근거로 연방 자금 지원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달리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벨뷰시의 정책입니다. 본인의 제 VI조 보호권이 위반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 VI조 코디네이터에게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 VI조 민원 양식과 조언은 제 VI조 코디네이터에게 425-452-61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BellevueWA.gov/prep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