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 피움 전면 금지령 기간 동안:

 밖에서 불을 피울 수 없고
 불 피움에 관한 모든 허가가 중단됩니다. 소각로나 나무, 숯 혹은 구슬 조개탄 숯 등과 같은 
태우는 고체 연료들을 사용하는 직화 바베큐 및 훈제기 등이 포함합니다

 NSW 주 외곽 화재 서비스 위원회 (Commissioner of the NSW Rural Fire Service)
가 발행하는 면제 허용 없이는 밖에서 일반적인 목적의 용접, 연삭,납땜 또는 가스 절단을 할 
수 없습니다.

언제 불 피움 전면 금지령이 내려지나요?
산불 위험 기간 동안, 불 피움 전면 금지령을 공표할 지에 대한 결정은 일반적으로 하루 전오후에 
내려집니다.

불 피움 전면 금지령은 날씨가 악화될 경우 당일에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불 피움 전면 금지령은 보통 밤 12시에 시작하여 24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불 피움 전면 금지령이 어디에 공표되어있는지 보시려면:
 www.rfs.nsw.gov.au 를 방문하십시오
 www.bom.gov.au에서 일기 예보를 확인하십시오
 산불 정보 전화1800 679 737로 연락하십시오
 라디오, 텔레비전 및 소셜 미디어에서 날씨 보고를 모니터 하십시오.

불 피움 전면 금지령 
(TOTAL FIRE BANS)
해당 규정은 무엇인가요?

PREPARE. ACT. SURVIVE.

PREPARE. ACT. SURVIVE.

대비.  조치. 생존.

산불에
대비한
삶

대비.  조치. 생존.

산불에
대비한
삶

http://www.rfs.nsw.gov.au/fire-information/fdr-and-tob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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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Q는 해도 되나요?
가스나 전기를 사용하여 BBQ를 할 수도 있겠으나, 오로지:

 집에서 20 미터 이내의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
 피크닉 구역으로 지정된 곳 그리고 카운슬, 국립공원 혹은 국유림으로부터 BBQ 승인을 
받았을 경우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항상 동반될 경우
 BBQ 구역으로부터 2 미터 내의 지면에 불을 낼 수 있는 물질이 없는 경우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물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불 피움 전면 금지의 날에 불을 피우면 
최대 $132,000의 벌금이나/혹은 14년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 피움 전면 금지령 기간 동안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여러 활동들이 면제될 수도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 기반시설 작업
 양봉 작업을 위한 연기 피움
 광산 작업
 사탕수수 수확
 폭죽 혹은 기념을 위한 불
 열기구.

불 피움 전면 금지에서 면제를 주는 것은 NSW RFS 위원회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의 경우들은 불 피움 전면 금지령이 내려질 때마다 NSW RFS 웹사이트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Korean | 한국어

http://www.rfs.nsw.gov.au/fire-information/fdr-and-toba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