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 시의 4륜 구동 차량 안전
산불과 풀에 의한 불은 종종 도로와 고속도로로 번집니다. 연기로 시야가 좁아질 수 있으며 경고 없이 
도로가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집을 떠나 여행 중에 있다 하여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족의 산불에 대한 대비는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여행 체크리스트 준비
산불은 빠르게 그리고 경고 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집을 떠나 여행하는 동안 산불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떠나기 전
	 자신의 집과 건물에 대해 대비해 놓기 - 대비가 잘 된 집은 여행 중 산불의 위협으로부터 버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디를 가는지 누구와 함께 가는지 알리기
	 산불 위험 수위 확인 (Fire Danger Rating) - 산불 위험 수위가 놓을 수록 상황이 더 위험함
	 가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 그리고 만약 산불이 시작되면 무엇을 할지에 대해 생각하기 - 근처 더 안전한 
이웃 장소 알아 놓기

 해당 지역 내 현재 사건이나 위험 감소를 위해 스마트폰 어플이나 웹사이트로 NSW주 나에게서 가까운 
산불 (Fires Near Me NSW) 확인하기 - 이러한 지역들로의 불필요한 이동 피하기

 만약을 위해 응급 생존 키트 챙기기
 중요한 응급 정보 자료들을 적어 두기 - 스마트폰에 Emergency+ 어플 다운받기

여행하는 동안
	 기상청 웹사이트에서 날씨 상태 모니터 하기
	 Fires Near Me NSW 스마트폰 어플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근처의 모든 산불 활동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기
	 산불 위험 수위 (Fire Danger Ratings) 가 높아졌을 때 지역을 통과하거나 지역으로의 이동 피하기-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장소는 덤불/관목들로 우거진 지역에서 충분히 떨어진 곳임
	 불을 피우기 전, 규정 사항 및 전면 불 피움 금지령이 내려졌는지의 여부 확인하기

국립 공원이나 주 산림을 여행할 때 추가적인 규정 사항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여행객을 위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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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에 갇혔을 때
차 안일 경우
	 차의 전면부가 불을 향하도록 하고 나무, 관목, 키 큰 풀들로부터 떨어진 곳에 도로를 벗어나 주차하기
	 창문과 공기 환기구 닫기
	 엔진을 끄고 헤드라이트와 비상등 켜기
	 울로 된 담요로 몸을 감싸고, 복사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차 안 창문 아래쪽에 머무르기
	 충분한 물을 마시고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기
	 불 타는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머무른 후, 조심스럽게 차에서 나오기 (뜨거울 것임)

도보
	 두려워 하거나 불보다 더 빨리 달리려고 하지 않기 - 앞에 연기가 보이면 되돌아 가기
	 바위, 구덩이, 제방, 개울 또는 도로가 있는 곳을 찾아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언덕은 피하기
	 몸을 낮추고 노출된 살갗 가리기
	 물을 마시고 입을 젖은 수건으로 가리기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 즉각적으로. 000 번으로 연락하십시오.

긴급 산불 정보
산불이 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역 내 최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SW 주 외곽 산불 서비스 (NSW Rural Fire Services) 는 다음의 연락처, 링크, 어플 등을 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화재 트레일에서 4륜 구동 차량 운전하기
화재 트레일은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 접근하고 화재를 안전하게 진압하도록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화재 트레일은 해당 지역 전체에 걸친 산불의 위험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화재 트레일로의 진입은 관련 
토지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다음과 같은 행동은 NSW Rural Fire Service 및 토지 관리 기관이 화재 트레일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트랙 손상 신고
 쓰러진 나무 신고 또는 제거
 비온 후 트랙이 젖고 진흙으로 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트레일로 운전하지 마십시오.

비상 시엔 즉시 000번으로 연락 

Fires Near Me NSW 어플

www.rfs.nsw.gov.au

 산불 정보 라인: 
1800 NSW RFS (1800 679 737)

facebook.com/nswrfs

twitter.com/nswrfs

지역 라디오, 티비 및 뉴스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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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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