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 동물 및 기타 동물을 위한 계획은 여러분의 산불 대비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반려 동물과 기타 동물들의 안전은 여러분께 달려있습니다. 대비는 여러분과 여러분 동물의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산불에 대비하기
반려 동물 및 동물들을 위한 준비

[3]응급 생존 아이템
[ ]  음식: 적어도 3일을 버틸 수 있는 공기 차단 
및 방수 기능의 용기에 상하지 않는 음식 
(캔이나 건조 음식)

[ ]  물: 적어도 3일을 버틸 수 있는 물
[ ]  약품: 특별 식이 혹은 보충제와 함께 약품을 
방수가 되는 용기에 담기

[ ]  수의/의료 기록: 여러분의 전담 
수의사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 의료 및 백신 기록 
복사본들을 방수가 되는 
용기에 담기 

[ ]  구급 상자: 귀하에게 필요한 분량 
외에 여분으로 면 붕대 롤, 테이프형 
붕대, 가위, 쪽집게, 라텍스 장갑을 
챙기기

[ ]  담요/침구: 스트레스를 절감할 
수 있도록 좋아하는 담요나 장난감 
등 익숙한 아이템

[ ]  위생용품: 신문, 키친타올, 비닐 
봉지, 장갑 및 가정용 락스 등 청소에 
유용한 아이템들

[3]식별 표시
[ ]  목줄 혹은 이름표: 동물의 이름, 귀하의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공간이 있다면 귀하의 
주소까지 잘 보이게 함

[ ]  등록 및 마이크로 칩: 여러분의 동물이 
등록되어 있고 마이크로칩 세부 정보가 
최신인지 확실히 해둠 

[ ]  사진: 특징, 이름, 성별, 나이, 색깔, 품종을 
포함한 최근 동물 사진을 방수 용기에 
담으십시오. 자신과 자신의 동물이 

함께 찍은 사진 또한 
넣어 놓으면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밝히는데 
도움이 됨 

[ ]  백업: 전자상으로 
마이크로칩의 상세, 
병원 및 수의사 정보, 
주 연락처 및 모든 
사진을 저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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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용품
[ ]  단단한 줄, 가슴 줄 또는 입마개:
여러분의 동물을 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타 용품 

피난 센터에서 보건 및 안전 규정들과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여 반려동물 및 큰 
동물들을 안으로 들이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견 및 장애인 지원견은 
허락됩니다. 

계획하에 여러분의 동물을 적당한 친구 
혹은 더 안전한 지역에 사는 가족에게 
맡깁니다.

[ ]  우리 혹은 이동장: 이는 여러분의 
동물을 안전하게 운반하고 탈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동물들이 
안에서 서있고, 돌거나 눕기가 충분할 
정도의 크기로 하십시오.

대피할 경우
동물들을 귀하의 계획에 포함시켜 보호를 
위한 조기 조치를 취하거나 적당한 장소로 
옮기십시오. 

NSW RSPCA
전화: 1300 278 358
웹사이트: www.rspcansw.org.au

NSW 1차 산업부 (NSW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웹사이트: www.dpi.nsw.gov.au/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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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rspcansw.org.au
http://www.dpi.nsw.gov.au/emergen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