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Bushfire)에 대비하기:
 가정과 직장을 대비하십시오: 여러분 지역의 산불 발생 위험도에 

대해 알아두시고 일년 내내 대비하십시오. 대비되지 않은 재산은 

그 자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더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응급 구조 일습을 대비하십시오: 매 해 폭풍철이 시작되기 3달 

전에 응급 구조 일습을 대비하십시오. 응급 구조 일습을 준비하는 

것은 홍수 기간 동안 대비하고 생존하며 대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 

 대피에 대한 준비를 하십시오: 가능한 시나리오와 가족과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점검표를 작성하십시오. 

 이웃주민들을 확인하십시오:  이웃주민들과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을 내십시오. 경보가 발령되고 난 이후 

매일 그들을 확인하고 자신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 주십시오. 

 애완동물 응급 구조 계획: 애완동물을 함께 대피소로 데려가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애완동물 응급 구조 일습을 대비하십시오. 

 경계 및 경보 등록 및 채널 고정: 지역자치단체에 연락하여 경계 및 

경보를 등록하십시오. 날씨와 경보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위해 

지역 ABC라디오 방송 또는 TV 방송에 채널을 고정하십시오. 

산불(Bushfire)이란? 

산불의 위협을 받는다고 하여 반드시 산에 

산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불에 타는 

물건, 잔화 및 연기에 피해를 입을 만큼만 

충분히 가까이 있다면 산불의 위협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퀸스랜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은 공식적인 산불 경보 

단계를 숙지해야 하며 완성된 산불 생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에 산불이 발생한 경우, 예의주시하고, 

정보를 구하고, 결정하고 대응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모든 주민들은 산불에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음 네 

가지 질문 중 어느 것에라도 ‘예’라고 대답한다면,  높은 위험 

수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숲지대에서 수 킬로미터 내에 거주하십니까?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산불이 난 적이

있습니까?

 주택으로부터 20 미터 내에 나무와 관목이 있습니까?

 주택이 경사면에 지어져 있습니까?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www.ruralfire.qld.gov.aufmf   

방문하십시오. 

출처: RACQ  Get Ready Queensland and www.qld.gov.au 

산불이 미치는 영향은? 

 감정 또는 신체적 반응이 고조되는 반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중을 하거나 수면을 취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화(火)라는 감정을 경험할 수도 있으며, 알코올 음료의 사용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를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시간을 내셔서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십시오.

 자녀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회복을 돕기위하여, 침착함과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하며, 대중매체 및 홍수와 관련한 대화에

자녀들의 노출을 제한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하십시오 –

피해복구를 위해, 어려움에 빠진 가정들을 돕기 위해,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사람들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자녀들이 계속해서

근심 또는 걱정을 표현한다면, 그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신시키십시오.

 애완동물 또는 가축이 있습니까?

홍수가 발생한 기간 동안 애완동물 또는 가축의 안전을 지켜줄

사전 승인 대책을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디로 대피시킬지,

어떤 먹이와 운동이 필요한지 그리고 애완동물이 다른 동물 및

사람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에 대해 고려하십시오.

대피소에서 애완동물들을 받아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건물과 소유물이 훼손되거나 파괴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장치는 해두었습니까? 주택을

재건하거나 소유물을 교체할 수 있게 하는 보험은 있습니까?

 취약한 지역공동체 일원에게 가정 방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사전에 승인된 계획 및 교대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그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케어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Download the 
Self Recovery app 

Visit our website 
www.qld.gov.au/ 
communityrecovery 

퀸스랜드에서 일어나는 극한 기후에 관한 한,  

 중요한 것은 ‘가능성’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더 많이 준비할 수록 더 빨리 복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대비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https://getready.qld.gov.au/be-prepared/ 를 방문하십시오. 

산불 관련 정보 

http://www.ruralfire.qld.gov.aufmf/
http://www.qld.gov.au/
https://getready.qld.gov.au/be-prepar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