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의 비상 준비
퀸즐드는 햇살이 따뜻한 상태이며, 우리는 따뜻한 여름, 온화한 겨울과
바다 바람과 함께 멋진 기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퀸즐랜드
의 기상 조건의 일부인 폭풍, 강한 바람, 사이클론, 그리고 홍수, 열파 및
산불같은 위험이 잇따른다.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민 센터의 이민자 비상 준비 워크샵 정보는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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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이 우박, 강풍, 홍수, 번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응급 계획을 준비
합니다. 긴급 전화 번호 목록을 유지하시고, 가족과 피난 계획을 논의합니다 (따로
떨어졌을때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연락하는지, 애완동물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비상 키트 (라디오, 배터리, 손전등, 구급 상자, 물, 통조림 식품, 의약품, 플라스틱
시트, 가방, 방수 가방에서의 중요한 문서 등) 를 준비합니다.
본인의 집 상태 (보안 정원 가구, 지붕과 배수구 확인, 차 덮개, 현재의 집 보험 등)
를 준비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홈페이지 www. goldcoast.qld.gov.au 를 방문하시거나,
Disaster Management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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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TV, 웹 사이트 또는 신문에서 날씨 및 비상 경고에 주의합니다. 긴급 경고
는 큰 사이렌 소리로 호주의 심각한 긴급 상태 통해 사용되는 표준 비상 경고 신호
(SEWS)에 유의해야합니다. 일반 전화 또는 휴대 전화에 문자 메시지로 긴급 알림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고는 긴급한 상황이란 것을 기억하시고, 귀하가 수신 한 정보에 즉시 행동해야합
니다.

회복
만약 귀하의 집이 피해를 입었거나, 재난 지원이 필요하다면, 다음으로 전화합니다.
Gold Coast City Council Disaster Hotline on 1800 606 000
State Emergency Service (SES) on 132 500
For life threatening emergencies, telephone 000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안전 보이는 경우에도 안보이는 곳에 피해가 있
을 수 있으므로 손상된 건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국의 검사를 할 때까지 집이
나 건물로부터 안전하게 피해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으시고, 아이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지지해 줍니다. 보험 청
구를 요청할 손상된 재산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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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중요한 비상 키트와 비상연락처 수집과 복사본 등) 이 삶
과 죽음의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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