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대로 대비된 집은 산불에서 견뎌 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조기 대피라 하여도 여러분의 집이 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산불 혹은 불씨의 
공격으로부터 더 잘 버틸 수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대비를 갖춘 집이라 함은:

	 여러분이나 소방관들이 더 쉽게 방어할 수 있고

	 여러분 이웃의 집을 위험에 빠뜨릴 확률이 적으며

	 불이 갑자기 번져 여러분이 피신 할 수 없을 때 더 잘 보호해줄 수 있음을 뜻합니다

[3] 여러분의 집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5가지 조치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몇몇은 잔디를 깍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들이고, 다른 일들은 일회성이나 스스로와, 가족 그리고 집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대비 조치 책임자 완료 

[  ]
늘어진 나무와 관목을 다듬습니다.  
불이 여러분의 집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___ / ___ / ___

[  ]
잔디를 갂고 잘라낸 것들을 치웁니다.  
깨끗하게 치워진 집 주변은 소방관들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___ / ___ / ___

[  ]
집 주변에 탈 만한 것들을 치웁니다. 도어 매트, 나무 
더미, 멀치, 나뭇잎, 야외용 가구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___ / ___ / ___

[  ]
여러분의 집에 둘러져있는 홈통에서 잔여물 및 
낙옆들을 치웁니다. 불타는 불씨가 여러분의 집에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___ / ___ / ___

[  ]

여러분의 집 안팎에 닿을 수 있는 튼튼한 호스를 
준비합니다. 수영장, 물탱크, 댐과 같은 믿을 만한 
물 공급 원천을 갖춰 두고 디젤/연료 펌프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___ / ___ / ___

산불에 대비하기
집을 위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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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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아이템

[  ] 집에 불씨가 들어갈 수 있는 곳 막기 (바깥 벽, 창, 문, 
집 하단)

[  ] 나무로 된 울타리를 금속 울타리로 교체

[  ] 모든 창과 환기구에 금속 방충망 설치 [  ] 멀치(뿌리 덮개) 대신 돌멩이 사용
[  ] 금속으로된 홈통 가드 설치 [  ] 부서진 지붕 타일 혹은 사라진 지붕 타일 보수
[  ] 가스 실린더를 나무 및 정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집 측면에 배치하고, 압력 밸브를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음

[  ] 수영장, 탱크 혹은 댐이 있는 경우, 고정 상수도
(static water supply: SWS) 표시를 집 
입구에 걸어 놓아 소방관들이 어디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함

[  ] 홈통에 화재 스프링클러 시스템 설치 [  ] 주택 및 기물에 관한 보험의 적절 등급을 확인. 
최신 정보인지 확인하십시오.[  ] 조립식 텃밭을 집에서 멀리 옮겨 놓기

병약자, 장애인 및 노인 거주자 지원 (AIDER) 프로그램
대비할 능력에 한계가 있고 산불 취약 구역에 있는 여러분의 건물을 대비함에 있어 가족, 친구 
혹은 기타 서비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NSW RFS가 병약자, 장애인 및 노인 거주자 
지원 프로그램 (Assist Infirm, Disabled and Elderly Residents Program: AIDER) 을 
통해 도움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AIDER 팀에게 연락하십시오:

전화: 02 8741 4955

이메일: aider@rfs.nsw.gov.au 

웹사이트: www.rfs.nsw.gov.au/plan-and-prepare/aider

[3]여러분의 집을 더욱 영구적으로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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