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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위험 등급이 변경되었습니다

화재 위험 등급을 알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화재 위험 등급이 이제 더 간단하고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최신 과학 및 기술을 사용하여 재산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등급을 제공합니다.

화재 위험 등급은 화재가 시작될 경우 화재로 인한 결과에 
대한 지표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상황이 더 위험해집니다.

주지 사항 
화재 위험 등급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보통 높음
계획하고 준비하세요. 행동할 준비를 하세요.

대부분의 화재가 통제 가능합니다. 화재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신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취해야 할 조치를 미리 준비하세요.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화재에 조심하세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취해야 할 일을 결정하세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옵션은 산불 위험 지역을 피하는 
것입니다.

극심 재난 수준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 행동을 취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산불 위험 지역을 떠나세요.

산불은 빠르게 번지며 극도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여 불길이 거세지면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위험한 화재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산불 플랜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재산이 화재에 
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즉시 행동을 취하세요. 여러분과 재산이 
최고 수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화재의 영향을 받기 
훨씬 이전에 더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세요.
  산불 지역을 통과하는 이동은 다시 고려하세요.

  이는 가장 위험한 화재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은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화재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그러합니다.
  아침 일찍 혹은 전날 밤에 더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여 안전을 
유지하세요.
  주택은 이러한 상태에서 화재를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떠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등급 없음: 위험이 아주 적은 날에는 ‘등급 없음’을 의미하는 흰색 막대가 사용될 것입니다. 
모든 화재는 000으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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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위험 등급 이해하기 

아래를 통해 여러분 지역의 화재 위험 등급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NSW RFS 웹사이트 방문: www.rfs.nsw.gov.au/fdr 

 지역 뉴스 청취

 Fires Near Me App 확인

  산불 정보 전화 1800 NSW RFS (1800 679 737) 로 연락.

화재 위험 등급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화재 발생의 확률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화재 위험 등급은 산불 생존 플랜에서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 
언제인지 결정하는 촉발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재 위험 등급은 화재 지역에 대해 발표됩니다. 
이는 지역 정부 구역에 기반합니다. 여러분의  

화재 지역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  
www.rfs.nsw.gov.au/fdr

불 피움 전면 금지령은 전형적으로 극심 
(Extreme) 등급 이상에 적용됩니다.

추수 계절 동안에 추수 안전 경고 (Harvest 
Safety Alerts) 가 높음 (High) 이상의 

지역에 발급될 수도 있습니다.

화재 위험이 높음 (High) 에 도달할 때 
허가증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피움 허가증의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등급은 날씨 예보 그리고 화재 연료가 될 수도 
있는 초목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산출됩니다.

이번 시즌에 산불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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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Fire Plan: 
www.myfireplan.com.au

여러분에게 가장 인접한 NSW RFS 화재 
통제 센터:

http://www.rfs.nsw.gov.au/fdr
http://www.rfs.nsw.gov.au/fdr
http://www.rfs.nsw.gov.au
http://www.myfireplan.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