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이 나기 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산불이 났을 때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머무름을 계획했다 하더라도, 머물 수 없는 극단적이거나 치명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조기 대피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족 구성원의 계획이 조기 대피라면, 여러분은 본인과 가족구성원이 가능한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는지 아래 질문에 상세히 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산불 생존 계획
조기 대 피가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3] 모두가 동의하였나?
[ ]  모든 가족 구성원들과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미 의견을 나누었는가?

[ ]  NSW RFS는 현재 계획이 귀하의 상황에 
여전히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과 정기적으로 논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3]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무엇을 가져갈지 알고 있으며 비상 생존 

키트를 준비 완료했다. 챙겨야 하는/챙기면 
좋을 물건에 대한 정보는 myfireplan.
com.au를 방문하십시오

[3] 언제 피신할 것인가?
 떠나야 할 때라는 신호가 무엇인지 

결정했다. 예를 들어 심각한 화재 등급 
(Severe Fire Danger Rating), 화재 
5km 이내일 때.

 피신을 결정하기 전에 공식 경고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3]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그리고 누구에게 알

릴지 결정했다. 산불로 인해 짧은 시간에 도로
가 폐쇄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이 정한 안전한 
장소로 가는 경로를 하나 이상 알아두도록 하
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대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없거나 떠나기엔 너무 늦게 비상경보를 받았다면, 접근하는 불로부터 멀리 떨어진 집의 
반대 방향에 있는 방으로 피신해야 합니다. 그 방에서 나갈 수 있게 장애물이 없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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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기 전, 반려 동물을 포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실외
[ ] 가스 본관 및/혹은 가스통 잠그기
[ ] 인화성이 있는 물질을 집에서 멀리 옮기기
[ ] 양말에 모래를 가득 채워 배수관을 막고 배수로를 물로 채우기.
 물을 뿌리기 위해 지붕 위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3] 떠나기 전
[ ]  여러분의 산불 생존 계획에서 확인하였듯 
약품 및 중요한 서류 등 챙기고 싶은 
것들을 가방에 싸십시오.

[ ]  모든 문과 창문을 잠가 집을 보호하십시오.

  외곽에 있는 건물에 거주할 경우, 출입구를 
잠가두지	않도록	하여 여러분이 부재 
중인 동안 건물에 진입해야 할 수도 있는 
소방관들을 돕도록 합니다.

[ ] 여러분이 향하고 있는 지역이 여전히 
안전하고 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 여러분이 계획한 동선이 뚫려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NSW 실시간 교통 (Live 
Traffic NSW) 혹은 여러분의 지역 
카운슬 사이트에서 폐쇄 도로를 확인 
하십시오.

[ ] 친척 혹은 친구에게 연락하여 여러분이 
어디로 떠나고 있는지 알리십시오. 
안전하게 도착하면 다시 그들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3] 실내
[ ]  문, 창문 및 환기구 닫기
[ ] 욕조, 싱크, 양동이 및 통들을 물로 채우기
[ ] 수건 및 깔개를 물에 적셔 외부 출입구에 깔아두기
[ ] 가구를 창문에서 멀리 옮기기

조기 대피 행동 체크리스트

이번 시즌에 산불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NSW 주 외곽 산불 서비스 (NSW 
Rural Fire Service)웹사이트
www.rfs.nsw.gov.au 
www.myfireplan.com.au

산불 정보 라인 (Bush Fire 
Information Line)
1800 NSW RFS (1800 679 737)

여러분께 가장 인접한 NSW RFS 
화재 통제 센터:

Korean | 한국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