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 폭풍 
겨울 폭풍은 몇 시간 동안 조용히 내리는 눈에서부터 눈앞이 안보일 정도의 눈보라, 바람에 날려 

쌓인 눈, 며칠 동안 지속되는 우박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는 눈이 오거나 

얼음이 얼기 전에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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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폭풍에 대비한 사전조치사항  
• 겨울폭풍 및 기타 정보를 듣기 위해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경청한다.  
• 집의 월동 준비를 한다. 폭풍 대비용 창문을 설치한다. 외부 벽면, 지붕과 천장 사이 및 

바닥밑 공간에 단열재를 넣는다. 파이프들을, 특히 차가운 외부 벽면, 또는 지붕과 천장 사이 
또는 바닥밑 공간 근처에 있는 파이프들을 감싼다 

• 적절한 방한복을 준비해 둔다.  
• 등유난로가 있는 경우, 연료는 실외에서 채우며, 가연성 물질로부터 최소 3피트 이상 떨어져 

두는 것을 유념한다.  
• 벽난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빙판 미끄럼 방지용으로 소금과 모래를 가까이 비치해 둔다.  
• 눈이 내리기 시작하기 전에 연료탱크를 채워둔다.  
 

겨울 폭풍 진행중의 조치사항 
• 한 겹의 두꺼운 옷 보다는 여러 겹의 가볍고 따뜻한 옷을 헐겁게 착용한다. 일반장갑 보다는 

두꺼운 벙어리장갑을 착용한다. 따뜻한 털모자를 착용한다.  
• 불필요한 운전을 금한다.  
•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실내온도를 낮춘다.  
•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만 난방을 한다. 출입문과 커튼을 닫고, 필요시 창문과 출입문을 

담요로 막는다.   
• 가스나 숯불 그릴, 화로 또는 휴대용 가스버너 등을 실내에서 요리나 난방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 실내나 차고에서 절대로 발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 제설을 할 때는 지나치게 과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반드시 규칙적 식사를 한다. 음식물을 통해 체온 유지에 위해 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이다.  
• 동상 및 저체온증의 징후에 유의한다 — 불분명한 발음, 방향감각 상실, 오한, 말 더듬기, 

졸음 및 화씨 95도 이하의 체온 등.  
• 실외에서 폭풍을 만난 경우에는, 바람이 거세지 않은 곳으로 빠져 나와 말린 몸의 상태를 

유지한다. 달리 쓸 수 있는 것이 없는 경우 임시지붕을 만들거나 눈으로 동굴을 만들어 몸을 
피한다. 눈을 먹으면 너무 추워질 수 있으므로 먹지 않는다.  

 
운정 중인 경우 

•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누군가에게 반드시 알려 둔다. 간선 도로에서 벗어 나지 
않는다.  

• 정차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차 안에 그대로 있는다. 조난용 깃발을 내걸거나 비상등을 켜서 
자신의 차가 주의를 끌 수 있도록 한다.  

• 눈보라 속에 갇힌 경우 자동차 배기관의 눈을 걷어내고 시간당 10분씩 엔진과 히터를 
작동시킨다. 창문을 살짝 열어둔다.  

• 야간에는 구조요원이 자신의 차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실내등을 켜 둔다.  
• 비상용품 함을 자동차 안에 둔다. 3일간 먹을 수 있는 물과 조리가 필요치 않고 상하지 않는 

음식물, 인원수만큼의 담요나 침낭, 손전등, 휴대폰, 삽, 모래주머니 또는 고양이용 깔개, 
승압용 케이블, 조명탄, 커피 캔과 뚜껑 그리고 화장지 등을 포함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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