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

ready

시간을 내어 다음과 같이 응급사태에
대비하십시오:
•
•
•
•

응급사태 대처 계획 마련
응급상자 준비
주택 정비
경고방송 청취

2. 웹사이트 확인:
•

•

•

기상청 웹사이트 (Bureau of Meteorology) 기상 업데이트, 기상 및 해일 경보에 관한
정보. www.bom.gov.au.
퀸즈랜드 재해 관리 서비스 웹사이트
(Queensland Disaster Management Services)
– 재해 준비, 발행된 응급사태 경보 및
재해 관련 최신 정보
www.disaster.qld.gov.au
해당 시의회 웹사이트 – 대피 정보 및
대피 통로를 포함한 지역 응급사태 관리
계획 및 제도 www.dip.qld.gov.au/localgovernment-directory.html

3. 경청:

응급사태 서비스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위험한 기상 현상 및 기타
응급사태을 알려 가정에서 미리 대비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고가 발행되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

심각한 경보를 시작할 때 사용되는 표준
응급 경보 시그널 (Standard Emergency
Warning Signal: SEWS).

•

집 전화로 전달되는 응급 경계 경보
음성메시지 및 휴대폰으로 전달되는
문자메시지.

•
•
•
•
•

•

조언 및 업데이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
공고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

특정 상황에서 응급 서비스가 사용할 수
있는 사이렌 및 확성기 공고.

•

경보를 전달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응급 서비스 직원 .

•

기상 정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로 전화해주십시오.

응급사태 대비 완료하기
집 주변의 물품들을 고정시키기
가정의 응급사태 대처 계획 실행하기
피난처를 마련하기, 혹은
미리 선정된 안전한 장소로 대피 시작하기

경보는 긴급합니다 – 여러분은 제공된 정보에
따라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경고방송 청취:
•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어진 경보 및 조언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는 이웃과 친구들을 확인하십시오.

•

가정의 응급사태 대처 계획을
실행하십시오

•

여러분의 응급상자를 찾아 놓으십시오

•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의 대피 계획을
실행하십시오.

하던일을 멈추고
경청하기
표준 응급 경보 시그널

중요한 응급사태을 위한 경보가
발행될 때, 관련 정부당국은 해당
사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표준 응급 경보 시그널 (Standard
Emergency Warning Signal: SEWS)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퀸즈랜드 혹은 다른 주를 방문하는 중이며
대피할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숙소 매니저에게 연락하여 대피 방안을
확인하십시오.

SEWS는 강한 사이클론, 산불, 홍수 및
폭풍 등과 같은 심각한 응급사태를
위해 호주 전역에서 사용되는 사이렌
소리입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 혹은
전화로 응급 경계 경보 메시지를
통해 통해 이 시그널을 들을 경우,
사이렌 소리가 멈춘 후 제공되는
정보를 주의깊게 듣고 주어진 조언에
따라 즉시 행동을 취하십시오.

응급 경계 경보.
경보 숙지. 정보 숙지.

응급 경계 경보는 전화 경보 시스템으로
정부당국이 지역주민들에게 경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WS를 들어보시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응급 경계 경보는 지상 통신선에 연결된 주소에
따라 일반 전화를 통해 음성 경보를 전달하고,
고지서 주소에 따라 핸드폰을 통해 문자 경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매우 심각한 기상 사태 및 산불 등
다양한 응급 상황에서 이용됩니다.여러분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여러분은 전달된 경계
경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응급 경계 경보 수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응급 경계 경보를 수신하면 주어진 조언을
주의깊게 경청하고 즉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지 않으면 음성메시지가
반복될 것입니다. 응급사태 대비를 완료하고,
집 주변의 물품을 고정시키고, 피난처를
마련하거나 미리 선정된 안전한 장소로 대피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disaster.qld.gov.au/ea/emergencyalert.
asp

www.disaster.qld.gov.au/disasters/
warning.asp

- 경보 청취 -

135°E

140°E

145°E

150°E

155°E

160°E

10°S

- 경청 -

경보방송을 청취하고...웹사이트를 확인하
고...경청하고,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주 해일 위험 정보:
호
(1300 TSUNAMI)
1300 878 6264
QLD 일반 경보:
1900 969 922 (통화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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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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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는 긴급합니다 – 여러분은 제공된 정보에 따
라 즉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어떤 응급사태에서나 여러분은

QLD 연안 해양 경보:
1300 360 427

주어진 조언에 따라 즉시 행동을
취하십시오

0.5

텔레비전 채널을 지역방송국으로 돌려서
경보 업데이트를 시청하십시오.

QLD 지상 날씨 및 홍수 경보:
1300 659 219

•

0

•

배터리로 작동되는 라디오를 ABC
지역 방송국 채널이나 지역 민영방송
채널로 돌려서 기상 및 경보 업데이트를
들으십시오.
해당 ABC 지역 라디오 주파수는 www.abc.
net.au/local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QLD 열대 사이클론 경보:
1300 659 212

4. 그리고 행동실행:

사 이 트 확인 -

퀸즈랜드 주에서는 멋진 기후와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클론, 폭풍, 홍수, 해일 등과 같은
자연재해는 우리 환경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최근 발생한 사태들은 우리가
자연재해에 따르는 위험을 간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웹

QUEENSLAND

경보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155°E

160°E

표준 응급 경보 시그널

-그

리고 행동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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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경보 청취, 웹사이트 확인, 경청 그리고 행동실행
경보 청취:

응급 연락처 정보
경찰 – 소방서 – 구급차

트리플 지로 (000번)
(휴대폰 사용시 112
번)

www.safer.qld.gov.au/Emergencies/Triple_Zero

기상청
우리 지역 ABC 라디오
방송국: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리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__________________________
웹사이트 확인:
기상청 www.bom.gov.au
기상청 – 우리 지역 페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
퀸즈랜드 재해 관리 서비스
www.disaster.qld.gov.au
우리 지역 시의회 웹사이트:
__________________________
ABC 지역 라디오 www.abc.net.au/local
경청:
www.disaster.qld.gov.au/disasters/warning.asp
www.disaster.qld.gov.au/EA/Emergencyalert.asp
기상청 – 우리 지역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
해일 정보
1300 TSUNAMI (1300 878 6264)
행동실행:
경보는 긴급합니다.
주어진 정보에 따라 즉시 행동을 취하십시오.
응급사태 대비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disaster.qld.gov.au

QLD 일반 경보
QLD 열대 사이클론 경보
QLD 지상 날씨 및 홍수 경보
QLD 연안 해양 경보
호주 해일 위험 경보

1900 969 922

(통화료 부과)

www.bom.gov.au

1300 659 212
1300 659 219
1300 360 427
1300 TSUNAMI
1300 878 6264

www.bom.gov.au/cyclone
www.bom.gov.au/hydro/flood/qld
www.bom.gov.au/marine
www.bom.gov.au/tsunami

표준 응급 경보 시그널 (SEWS)

www.disaster.qld.gov.au/disasters/warning.asp

ABC 지역 라디오

www.abc.net.au/local

ABC Local Radio Frequency Finder
지역 정부 주소록

www.abc.net.au/rn/frequency/qld/
www.dip.qld.gov.au/local-government-directory.html

보건 & 병원
학교
전기 공급/ 정전
- 손상된 전기 공급선
QLD 남동지역:
QLD 기타 모든 지역:
도로 차단 –
QLD 남동지역:
QLD 기타 모든 지역:
도로 차단 –
QLD 남동지역:
QLD 기타 모든 지역:
전화
Telstra:
Optus:
동물
야생동물 핫라인
RSPCA
질병감시 핫라인
(동물 질병 보고)
분실/ 행방불명 동물

13 HEALTH
(13 43 25 84)

www.health.qld.gov.au
www.education.qld.gov.au

Energex:
13 19 62
Ergon Energy:
13 16 70
Energex:
13 62 62
Ergon Energy:
13 22 96
13 19 40

www.energex.com.au
www.ergon.com.au

www.131940.qld.gov.au

1300 130 595
132 203

www.telstra.com.au

1300 307 937

www.optus.com.au

1300 130 372
1300 852 188
1800 675 888

본 안내서는 정보 제공만을 위한 목적으로 성실하게 제작되었습니다. 퀸즈랜드 지역사회 안전 및 응급사태 관리청 (the Department of Community Safety, Emergency Management
Queensland) 및 퀸즈랜드 주 응급 서비스 (Emergency Service)는 본 안내서에 담긴 정보에 의지하여 경험하거나 발생된, 혹은 직간접적으로 야기된 손해나 손실 (간접적 손해나 손실
포함)과 관련해 어떤 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www.rspcaqld.org.au/emergencies
www.dpi.qld.gov.au/27_127.htm
http://lostfound.rspcaqld.or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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