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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오스틴 한파 관련 정보 

 

이 문서는 오스틴 시의원 Greg Casar 가 작성했습니다. 

관련 정보공유 : http://bit.ly/austincoldresources-korean  

오스틴 시 정보: http://austintexas.gov/weatherinfo  

업데이트 팔로우: Facebook / Twitter / Instagram 

 

LANGUAGES: English | ESPAÑ OL (Spanish) | Tiếng Việt (Vietnamese) | 한국어 (Korean) | 

中國傳統的 (Chinese Traditional) | नननननन (Nepali) | नननननन (Hindi) | عربي (Arabic) 

 

주제별 이동을 위해 원하시는 제목을 클릭하십시오:  

● 전력 공급이 중단된 경우 

○ 워밍센터/ 임시 대피소 

○ 집 안에 머무를 경우 

● 정전되지 않은 경우 

● 어스틴 수도 

● 2 월 20 일 토요일, 비상식량 무료 배급 장소와 시간 

● 공과금 관련 업데이트 

● 자원봉사자 

● 기부금 받는 곳 

 

 

 

전화번호와 연락처 

목적 전화번호/ 연락처 

대피소 정보 512-305-4233 

http://bit.ly/austincoldresources-korean
http://austintexas.gov/weatherinfo
https://www.facebook.com/GregorioCasar
https://twitter.com/GregCasar
https://www.facebook.com/GregorioCasar
https://bit.ly/austincoldresources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u0O5CsuYSgRDi7IcFxtQPfVKk6Em33DqXMI9vBCLNs/edit?usp=sharing
https://bit.ly/austincoldresources-vietnamese
http://bit.ly/austincoldresources-korean
http://bit.ly/austincoldresources-chinesetrad
http://bit.ly/austincoldresources-nepali
http://bit.ly/austincoldresources-hindi
http://bit.ly/austincoldresources-ara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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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소로 가는 교통수단 3-1-1 또는 이메일 

coaemergencyrides@austintexas.gov  

당신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교통수단이나 

의료 도움을 필요로하는 인원수 등의 정보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수도 본관이 파열된 경우 512-972-1000 

비상 식료품 2-1-1 

의료 또는 생명위협의 응급상황 9-1-1 

어스틴 재난구조 네트워크 

자원봉사단(ADRN) 

자원봉사 등록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https://bit.ly/keepaustinwarm 전화 512-806-0800  

 

 

 

 정보 안내 웹싸이트 

부서 링크 

어스틴 에너지 정전 https://austinenergy.com/ae/outages  

어스틴 상수도 관련 유용한 정보 bit.ly/atxwatertips  

TxDOT 고속도로 상태 https://drivetexas.org 

어스틴 시 정보 사이트 http://austintexas.gov/weatherinfo 

음식, 식수, 자동차 개스 구할 수 있는 곳 WWW Austin: Food, restaurants open, etc.  

무료 식수 제공하는 곳 Where to find free drinking water in Austin  

 

 

 
 

전력공급이 중단된 경우:  

mailto:coaemergencyrides@austintexas.gov
https://bit.ly/keepaustinwarm
https://austinenergy.com/ae/outages
https://t.co/rGhSfUYuEa?amp=1
https://drivetexas.org/
http://austintexas.gov/weatherinfo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u/1/d/e/2PACX-1vT4-sN7nwbdwkbmzwJEuYcPq-Ri0Hv4Hfa2bEqD0If4uJl_jTb0yftT8XTWFNgBoLg0za1QtN7jNpgU/pubhtml
https://austin.culturemap.com/news/restaurants-bars/02-19-21-where-to-find-drinking-water-in-austin-potable/?utm_source=twitter&utm_medium=dlv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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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이 장시간 지속 될 수 있으니 적절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실내에 머무르기 

바랍니다. 옷을 겹으로 입으시고 수건으로 문 틈을 막아서 열기가 밖으로 새는 것을 막으십시오. 

필요한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코로나 방지 수칙을 지키며 전기가 있는 

지인의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워밍센터와 임시 대피소 

어스틴 시는 전력, 난방, 물 공급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워밍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정보를 위해서 512-305-4233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워밍센터나 대피소로 갈 때는 비상식량과 이불을 가져 가십시오. 전기나 물의 공급 현황에 따라 

워밍센터나 대피소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노스이스트 고등학교와 웹 중학교는 현재 물과 전기 중단으로 대피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교회 대피소 (매일 24 시간 개방): 

● The Austin Stone, 1150 McNeil Rd., Round Rock, TX 78681 

● Point Community Church, (애완동물 동반 가능 - 단, 케이지 내에 보관되어야 함), 

11300 Old San Antonio Road, Manchaca, TX 78652 

● Mosaic Church, (애완동물 동반 불가), 12675 Research Blvd., Austin, TX 78759 

● Friendship Creekside, (애완동물 동반 가능 - 단, 케이지 내에 보관되어야 함), 14455 

FM 1826, Austin, TX 78737 

● Hill Country Bible Church, (애완동물 동반 가능 - 단, 케이지 내에 보관되어야 함), 

12124 Ranch Road 620 N., Austin, TX 78750 

● University Ave Church of Christ, (애완동물 동반 가능 - 단, 케이지 내에 보관되어야 

함), 1903 University Ave., Austin, TX 78705 

● Hope Chapel, (애완동물 동반 가능 - 단, 케이지 내에 보관되어야 함), 1508 Ruth Ave., 

Austin, TX 78757 

어스틴 시 대피소 (매일 24 시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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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이 있는 사람들도 이용 가능합니다. 애완동물들은 동물 서비스 (Animal Service)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AT CAPACITY] Palmer Events Center (Central), 900 Barton Creek Road, Austin, TX 

78704 

● Del Valle High School (Southeast), 5201 Ross Road, Del Valle, TX 78617 

● Mendez Middle School, 5106 Village Square Drive, Austin, TX 78744 

● Reilly Elementary School, 405 Denson Dr, Austin, TX 78752  

● AFA Union Hall, 7537 Cameron Rd, Austin, TX 78752 

 

어스틴 시 워밍 센터 (이용 가능 시간: 9AM-9PM): 

애완동물이 있는 사람들도 이용 가능합니다. 애완동물들은 동물 서비스 (Animal Service)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Lee Elementary School - CENTRAL, 3308 Hampton Road, Austin, TX 78705 

● Murchison Middle School - WEST, 3700 N. Hills Drive, Austin, TX 78731 

● Joslin Elementary School, 4500 Menchaca Road, Austin, TX 78745 

● Barrington Elementary School, 400 Cooper Dr, Austin, TX 78753 (화장실 수압이 

약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UT 학생들의 경우: 워밍센터, 식당 및 학생 응급서비스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다음 

웹싸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s://emergency.utexas.edu/  

 

 

집 안에 머무를 경우 

● 보온유지:  

○ 옷 여러 겹 입기!  

○ 냉장고나 냉동고 문 자주 여닫지 않기 

○ 한 방에 여러 명이 모이고 가능한 그 방의 따뜻함을 유지하기 

○ 열손실 방지를 위해 가능하다면 담요로 문틈새를 막고 창문 가리기  

○ 가능한 전화기 충전상태 유지하기 

 

●  정전 복구 시 시스템 과부하 방지 요령:  

○ 실내 온도 조절기나 가전용품들의 전원을 끄십시오. 

○ 전원 연결된 모든 플러그를 뽑거나 전원을 끄십시오. 

https://emergency.utexas.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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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연결이 된 것을 알 수 있도록 1 개의 전등만 켜두세요.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 난방의 목적으로 가스 스토브 또는 오븐 사용 금지: 일산화탄소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스토브, 양초, 벽난로 등은 사용 후 반드시 불을 완전히 끈 후 자리 이동하십시오.  

○ 차고 안에서 히터 켠 차 안에 오래 앉아 있으면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정전되지 않은 경우: 

에너지를 아껴서 사용하십시오. 오스틴 시 전력 공급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가능하면 집안 난방 온도조절기를 68 도나 그 이하로 내려 주십시오. 

● 사용하지 않는 전등, 가전용품, 그리고 전자기기들은 전원을 끄거나  플러그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 꼭 필요하지 않으면 대용량 전자제품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력부족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최소한의 가스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실천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나 이웃을 집에 

초대하여 머무르게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스틴 수도:  

어스틴 수도국은 수도 서비스를 받는 모든 주민들에게 최대한 물을 절약할 것과 끓인 물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거나 물이 있어도 물을 끓일 방법이 없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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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 무료 식수 구할 수 있는 곳 

● CDC 에 따르면, 물이 없을 경우 응급수단으로 눈을 녹여서 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분 

동안 물을 팔팔 끓이면 대부분의 세균들은 죽지만 눈속 화학성분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물이 필요해서 눈을 끓일 경우 최대한 깨끗한 눈을 사용하고 도로나 

배수구 또는 그와 유사한 곳의 눈은 피하십시오. 

● 누수 및 단수의 경우  Water Leak Response Map 을 참조하여 보고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누수 또는 단수가 보고 되지 않았다면 즉시 512-972-1000 로 전화하십시오.  

● 수돗물이 나오지 않거나 수압이 낮아졌을 경우: 수도꼭지 하나를 완전히 열어 놓으면 

수도관에 들어 찬 공기를 제거하여 정상 수압으로의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만일 

수돗물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 다른 수도꼭지에도 이 공기 빼기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그래도 수돗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수도관이 얼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수도관에서 공기와 불순물 찌꺼기를 제거하십시오. 수도꼭지를 잠글 때는 천천히 

잠그십시오.  

● 만약 수도관이 파열 되었으면, 컷 오프 밸브에서 물을 잠그세요. 밸브의 위치를 찾을 수 

없으면 512-972-1000 으로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수돗물이 나온다면, 해야할 일: 

● 적어도 2 분 이상 물을 끓여서 사용하십시오. 

● 샤워나 많은 물을 사용하는 식기세척기 또는 세탁기 사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 수돗물 낭비를 막기 위해 실내외 수도를 꼭 잠그세요. 동파 예방을 위해 신문지, 헌옷, 

비닐 등으로 파이프를 감싸 주세요. 

● 당신과 당신 가족만의 안전을 위해 필요이상의 물을 저장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물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모두를 위해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만듭니다. 

● 가정에 수돗물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끓인 물 사용 경고 (Boil Water 

Notice) 가 여전히 발동 중입니다. 수돗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수압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식음용 물은 반드시 끓여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austinwater.org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정전이나 가스중단으로 인해 물이나 얼음을 끓일 수 없고 마실 물이 없다면, 코로나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친구나 친지의 집으로 가거나 필요하다면 임시 대피소로 

가십시오:bit.ly/austincoldresources 

https://austin.culturemap.com/news/restaurants-bars/02-19-21-where-to-find-drinking-water-in-austin-potable/?utm_source=twitter&utm_medium=dlvr.it
https://www.arcgis.com/apps/webappviewer/index.html?id=80b6969710284ae796be131fb663c709
http://austinwa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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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스틴 시가 광범위하게 겪고 있는 이 엄중한 사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본 사태의 

발생과 관련된 정부의 각 부서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 어려움을 

우리 모두 함께 극복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역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업시설들 또한 

절수에 동참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24 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누수보고를 

위해서는 어스틴 수도국에 연락 하시고 업데이트를 위해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어스틴 수도국이 파손된 공공 상수도관을 언제 재건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일, 단수의 직접적 원인이 개별 주택의 수도관 파열일 경우에는 주택 소유주나 임대주가 

수리해야 합니다.  

 

어스틴 시 당국은 물 부족 현상을 돕기 위해 어스틴 시외 지역으로부터 트럭으로 물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아래는 2 월 20 일 토요일 현재 비상 식수 배급처 현황입니다. 물이 시급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장소로 가시면 됩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자원 봉사자들이 물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 식수 배급처 오후 4 시 현재  (물통을 지참하세요): 

� Reilly Elementary School; 405 Denson Dr, Austin, TX 78752 

� Barrington Elementary School; 400 Cooper Dr, Austin, TX 78753 

� Mendez Middle School; 5106 Village Square Dr, Austin, TX 78744 

� Millennium Youth Center; 1156 Hargrave St, Austin, TX 78702 

� Givens Park; 3811 E 12th St, Austin, TX 78721 

� Gus Garcia Rec Center; 1201 E Rundberg Ln, Austin, TX 78753 

  

 

 
 

 

2/20, 토요일 비상식량 무료 배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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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 Valle High School (5201 Ross Rd) - 정오부터 오후 3 시까지, 공급량이 제한적임  

● Millennium Youth Entertainment Center (1154 Hargrave St) - 오후 1 시, 공급량이 

제한적임 

 

그 외 배급처에 관한 정보: WWW Austin: Free food, restaurants open, etc.  

 

비상 식수 배급 트럭이 곧 도착될 것 입니다. 준비되는대로 장소와 일정을 공지하겠습니다. 

 

 

공과금 관련 최신 정보  

본 사태로 인해 초과 부과된 전기료와 수도요금에 대해 소비자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스틴 에너지와 어스틴 수도국에 즉각적인 세금 공제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방안은 

소비자들이 정상 세액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한 세금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에는 

전액 면제를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 전기와  물이 끊기고 심지어는 수입이 끊겨 음식을 구입하기 

조차 어렵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틸리티 관련 책임자들은 본 사안의 심각성을 숙지하여 책임있는 해결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공과금 구조 방안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협조도 요청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낼 것입니다.  

우리는 본 공과금 구조 방안과 산적한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비상 대책 회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모든 시민들에게 필수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모든 텍사스인들은 음식과 전기, 수도물, 집, 보건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워밍 센터 (Warming Centers) 

워밍센터는 자원봉사자의 헌신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충분하지 

않아, 문을 닫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워밍센터에서 봉사 하실수 있는 분들은 오스틴 재난구호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u/1/d/e/2PACX-1vT4-sN7nwbdwkbmzwJEuYcPq-Ri0Hv4Hfa2bEqD0If4uJl_jTb0yftT8XTWFNgBoLg0za1QtN7jNpgU/pub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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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트의 자원봉사 지원양식을 작성하시거나, 오스틴 재난구호 네트워크 512-806-08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웹 사이트에 12 시간 교대근무라고 나와 있지만, 근무시간은 조정 가능합니다. 교대 근무에 

등록한 후, 직원에게 근무 가능 시간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자원 봉사를 하실 때는 따뜻하게 옷을 

입고 안전하게 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4x4/ 오프로드 차량  

오스틴 시와 트래비스 카운티는 비상 근무자와 재난 지원 물자 등을 중요 현장으로 운송하는 데 

도움이 되는 4x4 / 오프로드 차량이 필요합니다. 봉사자 명단에 등록하십시오: 
https://bit.ly/3bcUmoV  

  

물 배달 도우미 

어스틴 지역 아파트, 주택, 임시 대피소 등으로 물을 배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트럭이나 대형 차량을 갖고 계시다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물을 지원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등록은 여기. 

 

 

 

기부금 받는 곳 :  

● 오스틴 지역 얼번 리그(Austin area urban league)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곳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주관하고 있고 있습니다.  

● 오스틴 뮤추얼 에이드 (Austin Mutual Aid)는 물이나 대피소가 없는 노숙인들을 위해 호텔 

객실 예약 보조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 텍사스에 기반을 둔 엔딩 커뮤니티 홈리스 연합 (Ending Community Homelessness 

Coalition)은 현재 오스틴과 트래비스 카운티 지역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지원 단체들을 

모아 목록화하였습니다.  

https://bit.ly/3bcUmoV
http://bit.ly/austinwaterdelivery
https://www.austinecho.org/pit-2021-alternativ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