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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가 어떻게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가
주정부 비상 대책반(The State Emergency Service)은 폭풍에 대처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폭풍을 대비하고 주민들에게 자신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tormSafe
폭풍 대비 안전수칙

SES는 갑자기 몰아 닥친 홍수로 피해를 입은 가옥에 모래 주머니를 쌓고,
손상된 지붕에 방수포로 씌우고, 위험한 나무들과 나무 가지들을 베어내며, 폭풍
시 안전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며 폭풍으로 인해 무너진 건물에 갇힌 사람들이나
부상당한 사람들을 구출해 내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132 500
여러분의 가족과 재산을 폭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SES로 전화하십시오
1800 201 000
www.ses.nsw.gov.au

여러분의 가족과 재산을
폭풍으로부터 지켜 내기 위한 방법

최악의 자연 재해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전화 통역 서비스 13 14 50
Proudly supported by

폭풍은 연중 언제든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폭풍이 주로 오는
계절(10월부터 4월 말까지)에는 NSW주에 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일년 내내 폭풍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격심한 폭풍은 대형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폭풍은 호우, 강풍, 대형 우박과 번개를
동반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홍수를 일으키며, 빌딩 지붕을 벗겨내고, 나무나 전선에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비록 재산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은 간접적으로 폭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가 끊기거나 전기나 전화가 두절되었을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폭풍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집이나 직장에 기본적인 관리를 해 놓으면 SES로
걸려 오는 전화 량을 최대 2/3 정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통과 물이 내려오는 파이프들을 자주 청소하십시오;
•
늘어진 나무 가지들을 잘라내십시오;
•
마당이나 발코니를 항상 정돈하십시오; 그리고
•
지붕을 잘 수리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또 여러분은 가정 응급 킷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이
폭풍, 홍수 및 기타 비상시에 사용할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
•

지역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여 정보와 조언을 얻으십시오;
어린이들과 애완동물들을 실내로 데려 오십시오;
창문 옆에서 떨어져 계십시오;
자동차를 지붕이 있는 곳에 주차시키고 나무 옆에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정 응급 킷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놓아 두십시오.

SES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폭풍이 지나간 후 132 500으로 전화하십시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응급상황에는 000 번으로 즉시 전화하십시오.
폭풍이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하면 실내에 계십시오. 운전을 하고 있다면,
비상등을 켜고 흘러가는 물, 나무들 그리고 전선으로부터 떨어진 도로 가장 자리로 차를
대십시오. 만일 밖에서 폭풍을 만났다면, 비상 대피처를 찾으십시오. 그러나 나무 밑은
안됩니다.

•
•
•
•
•

지역 라디오를 계속 청취하여 정보와 조언을 얻으십시오;
집에 피해를 입은 곳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SES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132 500으로
전화하십시오;
샛강과 하수구, 쓰러진 나무와 전선 그리고 무너진 구조물에서 멀리 떨어져 계십시
오;
여러분 자신에게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구경을 나가지 마십시오.

지금 즉시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대처법으로는 전화 옆에 항상 비상 전화번호
목록을 비치해 두고 응급 킷을 챙겨 놓는 것이 포함됩니다.

•
•
•
•
•
•
•

휴대용 라디오와 여분의 건전지;
손전등과 여분의 건전지;
구급 상자;
초 및 방수 성냥;
비상 연락 전화번호를 포함한 중요한 서류들;
비상시 계획서 사본; 그리고
귀중품들을 넣을 방수 가방

•
•
•
•

넉넉한 양의 필요한 약품들;
아기, 장애인, 노약자에게 특별히 필요한 물품들;
튼튼한 신발; 그리고
신선한 음식과 음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