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경계
메시지와 경보
귀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산불 정보를 입수하여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정보원에만 의
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테크놀로지의 정상 가동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귀하
자신의 감각에 의존하십시오. 연기 냄새를 포함하여 야외에 산불의 징후가 있는 지 관찰하십시오.
문자나 전화 메시지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산불은 단시간에 일어나 불과 몇 분만에 주택과 인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산불이 일어나기 전에 일찍 떠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산불에 대한 경계 메시지에는 아래의 3개 등급이 있습니다:
1. 조언

산불의 추이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담은 종합 정보.

2. 주시 및 행동

산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화되고 있으므로 지금 행동을 취하여 귀하와 귀하의 가족의 생명을 지키십시오.

3. 비상 경보

귀하는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즉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귀하는 산불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산불 경계 메시지는 항상 위의 순서대로 보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로서, 귀하가 처음 받는 경계 메시
지는 주시 및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산불과 관련한 경계 메시지를 받았다면 이를 중대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귀하와
귀하의 가족의 사망이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계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친척이나 친구, 이웃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귀하의 거주지는 물론 인근 지역에 발령되는 경계 메시지도 주의깊게 경청하십시오.

경계 메시지와 경보를 입수하고 확인하는 방법:
• 비
 상 라디오 방송 – ABC 지역 라디오, 상업 라디오 및 지역별
지정 라디오 방송국.
• cfa.vic.gov.au 또는 dse.vic.gov.au 웹사이트 참고
• Sky News TV
• V
 ictorian Bushfire Information Line 1800 240 667번 또는 National
Relay Service 1800 555 677번
• 소
 셜 미디어: twitter.com/CFA_updates 및 CFA Facebook
• 대
 부분의 스마트폰에서 이용가능한 CFA FireReady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사진: CFA의 FireReady 앱에서 최신
의 경보와 조언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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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상황일 경우:
• 라
 디오나 TV를 통한 경계 메시지에 앞서 Standard Emergency Warning Signal (SEWS) 로 알려진 사이
렌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 전
 화 요금 고지서 수신 주소지를 토대로 하여 귀하의 휴대폰과 일반 전화로 비상 경계 전화 경보가 발
송됩니다. 이것은 귀하가 시내에 살고 있으며 산불이 발생한 지역을 여행하고 있다면 귀하의 휴대폰으
로는 전화 경보를 받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는 2013년 11월이 되면 위치에 기초한 경계 경보 시스템으
로 변경될 것입니다.

CFA 소방대 사이렌:
• 소
 방대 사이렌 (단시간) - 최대 90초의 단시간 사이렌은 CFA 소방대원이 근처의 긴급 사태에 대응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지역 사회가 별도로 여기에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 소
 방대 사이렌 (장시간) -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5분에 걸친 긴 사이렌은 현재의 긴급 상황이 해당 지역
에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귀하는 향후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구해야 함을 알립니다.

추가로 도움이 되는 요령:
• 거주 지역의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화재 발생
지점이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로 움직이는 라디오를 구비해 두면 정전
이 되었을 때에도 화재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빅
 토리아주를 여행하고 있다면 각 지역의 상황
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산불이 일어나기 쉬운
날에는 위험 지역을 찾는 것을 재고하여야
합니다.
사진: 배터리로 움직이는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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