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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Danger Rating과 그에
따르는 행동요령 숙지.

Stay aware of the Fire Danger
Rating and know what to do.

Fire Danger Rating 은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얼마나 진압하기
어려운 지를 포함하여 화재의 양상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더 위험한 상황을 뜻합니다. 이 등급이
여러분의 행동개시 기준이므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해당 지역의 Fire Danger Rating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산불 기간 중에는 기상 예보와 TV, 라디오 및 일부 신문에서도
Fire Danger Rating을 보도합니다.
또한 CFA, Department of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 Bureau
of Meteorology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Victorian Bushfire
Information Line (VBIL) 1800 240 667번에 전화, 또는 National
Relay Service 1800 555 677번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등급의 의미

CODE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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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low-moderate

 불(bush)이나 목초지 화재(grassfire)로는
산
최악의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는 불에 견뎌낼 수 있게
설계되거나 지어진 집이 없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산불(bushfire)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임.

 도로 뜨겁고 건조하며 바람이 예상됨.
극
산불이 발생하여 그 위력이 지속되고
있다면 진압하기 어렵고 예측할 수 없으며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음. 현장에서 새로
불이 일어나 순식간에 사방으로 번질 것임.
집이 산불(bushfire)에 견딜 수 있는 위치에
지어졌거나 개조되어 있어 잘 준비되고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면 안전함.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신체
및 정신 양면에서 집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겁고 건조하며 바람이 예상됨.
뜨
산불이 발생하여 그 위력이 지속되고
있다면 진압하기 어려움.
	집이 산불(bushfire)에 잘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지켜낼 수 있다면 안전함.
여러분 스스로가 신체 및 정신 양면에서
집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러한 상황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진압될
이
가능성이 높음.
산불이 어떻게 일어나는 지, 어떻게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를 알고
있어야 함.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불의
확산을 막기 위해 주변을 태울 수도 있음 –
단, 허가가 적용되는 지를 확인해야 함.

행동요령
 불(bushfire)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라면, 전날 밤
산
또는 당일 아침 일찍 떠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임 –
기다렸다가 추이를 지켜보려 하지 마십시오.
숲이나 관목이 우거진 곳, 또는 길고 건조한 잔디로 덮인
곳에는 가지 않음.
행동개시 기준을 이해하여 아래의 내용을 결정함:
–대피할 시기
–대피할 곳
–대피 장소로 가는 방법
–집에 돌아올 시기
–대피할 수 없을 경우 해야 할 일.
	집이 산불(bushfire)에 맞설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일 때에
한해서만 집에 남는 것을 고려해야 함. 즉, 집이 산불에
견딜 수 있는 위치에 지어졌거나 개조되어 있어 산불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지켜낼 수 있음을 뜻함.
산불(bushfire)에 맞설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아니라면,
가장 안전한 선택은 당일 아침 일찍 산불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떠나는 것임.
거주 지역의 기상 조건을 알고 있어야 함. ABC 지역
라디오와 상업 방송, 지정된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을
경청하거나, Sky News TV 시청, cfa.vic.gov.au 웹사이트
방문, Victorian Bushfire Information Line 1800 240 667
번에 전화, 또는 National Relay Service 1800 555 677번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불에 적극적으로 맞설 수 있게 잘 준비된 집이라면
산
안전함 – 산불생존계획(Bushfire Survival Plan)을 확인.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면 가장 안전한 선택은 산불의
위험성이 높은(bushfire-prone) 지역을 떠나는 것임.
거주 지역의 기상 조건을 알고 있어야함. ABC 지역
라디오와 상업 방송, 지정된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을
경청하거나, Sky News TV 시청, cfa.vic.gov.au 웹사이트
방문, Victorian Bushfire Information Line 1800 240 667
번에 전화, 또는 National Relay Service 1800 555 677번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산불생존계획(Bushfire Survival Plan)을 확인함.
산불의 추이를 확인함.
행동이 필요할 수 있음.
필요하다면 집을 떠남.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1800 240 667번, 또는 1800 555 677 (National Relay Service), cfa.vic.gov.au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