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일 월요일에 DC 공립학교들은 전면 원격학습 진행 

DC 정부는 정시에 엽니다  
눈 비상은 1월 31일 일요일 오후 8시까지   

코로나 19 검사소는 2월 1일 월요일에 휴업합니다 
 
 
오늘 밤 뮤리얼 바우저 시장은 2월 1일 월요일에 모든 디씨 공립학교들이 전면 원격학습으로 

진행 될 것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원격으로 학습할 것이며 평상 시 수업 스케줄에 

따라 온라인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월요일에 디씨 정부는 정시에 엽니다.  
   
추가로 1월 31일 일요일 오후 8시에 디씨의 눈 비상이 끝납니다. 따라서 그 후부터 

운전자들은 눈 비상 경로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디씨 스노우 팀은 2월 1일 오후 

2시부까지 전체 배포를 지속할 것이며 이후에는 제설기 배포를 줄일 것입니다. 
 
공공 코로나 19 검사소는 월요일에 휴업합니다.  
 
식사 서비스 
식사 서비스는 오전 10시 -오후 2시 사이에 다음 학교에서 제공 됩니다: 
Ward 1: Cardozo EC, Columbia Heights EC 
Ward 2: Thomson EC 
Ward 3: Wilson HS 
Ward 4: Coolidge HS, Powell ES  
Ward 5: Brookland MS, Wheatley EC 
Ward 6: Eastern HS  
Ward 7: HD Woodson HS, Kelly Miller MS, Ron Brown HS 
Ward 8: Anacostia HS, Ballou HS 
  
저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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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