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CA.GOV 에서 최신정보를 확인하세요 

대비 안전 수칙 
산불 + COVID˜19 

KO 

한국어 

다음 언어로도 제공 : 캘리포니아 주지사 비상 캘리포니아주 산림보호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 : 

English 서비스국 : 및 화재예방국 : CDPH.ca.gov 
Español
中文 

CalOES.ca.gov Fire.ca.gov 

Filipino 
Ti˜ng Vi°t 
Lus Hmoob 

https://covid19.ca.gov/
https://www.caloes.ca.gov/
https://www.fire.ca.gov/
https://www.cdph.ca.gov/


  

 

 

 
 

 
 

 

 

산불 + COVID-19 대비 안전 수칙 
산불이 귀하의 지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떠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를 위해 미리 준비하시고 COVID-19 에도 
유의하십시오. 
CAL FIRE 가 진행 중인 캠페인 Ready, Set, Go! 에서 제안하는 다음 수칙에 따라, 
산불이 발생하기 전에 대비하십시오. 

알림을 확인하세요 

레드 플래그 데이 (Red Flag Day): 극심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날씨입니다. 지금 대비하십시오. 

대피 명령: 생명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 이는 당장 대피하라는 합법적인 명령입니다. 
즉시 대피하십시오. 해당 지역은 법적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피 경고: 생명 및/또는 재산에 대한 잠재적 위협. 대피할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대피시킬 반려동물 또는 가축이 있는 경우, 대피 경고가 발령되면 떠나야 합니다. 

일찍 대피할수록 가족이 산불을 피해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도로 혼잡을 방지하고 
소방관들이 능동적으로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대비하세요 
가정에서 하는 대비 

30ft 

건물, 특히 집 주변 30 피트 이내에 있는 덤불, 잡초, 낙엽, 인화성 물질을 모두 
치우십시오. 

마당이 마르지 않도록 모든 조경 식물에 물을 주십시오. 

공기 중의 불씨가 집안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환기구 또는 
개구부를 가리거나 밀봉하십시오. 

모든 휴대용 가솔린 구동 장비에 불꽃 방지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잔디 깎는 기계, 체인톱, 그라인더 및 트랙터와 같은 장비를 
각별히 주의하여 사용하십시오. 돌에 금속 칼날이 부딪치면 마른 풀에서 불꽃을 
일으켜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건물 관리인에게 요청하여 화재 안전 및 건물 대피 
계획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준비하세요 
알림 받기 

CalAlerts.org/signup.html 에 신청하여 휴대전화로 비상 알림을 받으십시오. 

현재 거주 및 근무 중인 카운티의 비상 알림을 신청하십시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경우, Twitter 에서 @CAL_FIRE 를 팔로우하십시오. 

계획 세우기 

가족 및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로 연락처 목록을 만드십시오. 목록에는 귀하의 
거주 지역 외부에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합니다. 귀하와 가족, 그리고 연락처 목록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멀리 있는 친척 또는 친구와 안전하게 연락하고 현재 위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목록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목록의 사본을 제공하십시오. 

가족이 떨어져 있고 집에 갈 수 없는 경우, 지역사회 외부에서 재회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두십시오. 모든 사람이 만날 장소의 위치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곳까지 가는 
연습을 하십시오. 

지역 공무원으로부터 지역사회의 대피 계획을 확인하고, 대피 경로를 결정하십시오. 
휴대전화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종이지도에 대피 경로를 여러 개 
표시하십시오. 산불 대피 시에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미리 해당 경로를 
연습하십시오. 

집을 떠나야 하는 경우에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계획해 두십시오. 가족이나 친구의 집에 가는 
것이 안전하고 타당한지 판단하십시오. 

COVID-19 증상이 있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큰 경우 함께 지내야 할 수도 있는 
친구나 친척을 확인하십시오. 필요에 따라 다른 준비를 하십시오. 

비상 대피소에서는 누구나 환영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모든 
공공 대피소는 접근 가능해야 하며, 대피소 운영자는 누구도 귀하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계획 

귀하가 대피해야 하고 반려동물이 머물 곳이 필요한 경우, 지역 동물보호소 또는 동물 구조 
단체에 전화하여 반려동물 보호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모든 반려동물이 최신 식별 정보와 긴급 의료 요구사항이 포함된 목걸이와 태그를 착용하도록 
하십시오. 더 영구적인 형태로 반려동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십시오. 
폭풍이나 재난의 첫 징후나 경고가 있을 때 반려동물을 실내로 데려가십시오. 
반려동물용 Go Bag (비상대피용 가방)에 먹이, 물, 식기, 쓰레기봉투, 반려동물의 의료 기록 및 
예방접종 사본, 모든 의약품, 소독용 물티슈, 그리고 필요에 따라 배변판 또는 리드줄을 
준비하십시오. 
반려동물의 이름, 귀하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가 적힌 상자 또는 이동장을 준비하십시오. 
반려동물의 최근 사진을 소지하십시오(잃어버린 경우 "분실 (Lost) " 포스터를 만들어야 할 수 
있으므로). 

CalAlerts.org 

http://calalerts.org/signup.html
http://calalerts.org/


 

 

 
 

 

 

 

 

준비하세요 
계획 수립에 대한 도움 받기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귀하 또는 소중한 사람이 산불을 피해 살아남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획 수립에 대한 도움을 받으십시오.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과 필요한 도움을 결정하십시오.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나 이웃과 대화하십시오. 

도움을 줄 수 있는 종교단체나 기타 지역사회 단체에 연락하십시오. 

비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비상 관리 사무소에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특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전기에 의존해야 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력 회사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무료로 발전기 또는 백업 배터리를 대여하는 것과 같은 옵션에 대해 지역 
보건, 노인 또는 장애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최소한 4~5 명으로 구성된 의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십시오. 

GO BAG (비상대피용 가방) 준비하기 

서둘러 떠나야 할 때 바로 들고 갈 수 있도록, 귀하와 가족이 사용할 중요한 물품들을 
지금 준비해 두십시오. 

중요 서류 사본(신분증, 보험, 법률) 

연락처 목록 및 만날 장소로 이동하는 경로가 표시된 지도 

가족 구성원이 복용하는 모든 처방의 목록 또는 사본 

약간의 현금 

다음을 포함하여, 떠날 때 챙겨야 할 물품의 목록 

- 열쇠, 작은 가방 또는 지갑 

- 휴대전화, 노트북 및 충전기 

- 의약품 및 의료기기 

- 화재 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라디오 

- 사진 및 대체 불가한 물품 

- 귀하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개인 물품 

모든 사람이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하나 이상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가능하면 손 소독제와 소독용 물티슈를 준비하십시오. 

모든 사람의 개인 물병과 그래놀라 또는 단백질 바와 같이 간단히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십시오. 

반려동물을 포함하여 각 가족 구성원마다 별도의 가방을 준비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충분한 옷가지와 공급품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떠날 때를 대비하세요 ! 

6ft 

귀하의 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 

대피 준비 

연기가 자욱한 상황에서는 실내에 있는 장소를 찾으십시오. 산불 연기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천 마스크나 스카프는 COVID-19 에는 필요하지만, 산불 연기로부터 보호해 주는 효과는 
없습니다. 

전기 차단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휴대전화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손전등과 랜턴을 준비하십시오. 양초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밤에 갑자기 대피할 경우를 대비하여, 튼튼한 신발과 손전등을 침대 근처에 두십시오. 

차량의 연료를 적어도 절반 이상 채워두거나, 대피할 수 있는 운송 수단을 마련하십시오. 

전기 차고 문 개폐기를 사용한다면, 전원이 나갔을 때 문을 여는 방법을 알아두십시오. 직접 문을 
여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전원이 켜져 있을 때 차량을 외부에 주차하십시오. 길 쪽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지역을 떠날 때 지체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비상 요원의 안내를 듣고도 아직 떠나지 못했다면, 대피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떠나십시오. 

긴 바지, 소매가 긴 옷과 모자를 착용하여, 열기와 날아다니는 불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대피하기 전에 이웃을 확인할 때는 최소 6 피트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대피하기 전까지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데크와 마당에 있는 그릴, 프로판 탱크 또는 기타 정원 호스는 연결된 상태로 두십시오.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십시오. 모든 문과 창문을 닫으십시오. 
천연가스, 프로판 또는 연료유 공급장치를 소방관들이 집을 볼 수 있도록 떠날 
차단하십시오. 때 불을 켜 두십시오. 
지붕을 적셔 부유하는 불씨가 붙을 위험을 줄이십시오. 

대피소에 가기 전후의 대비 

대피소로 가야 하는 경우 어디로 갈지 알 수 있도록, 지역 비상 공무원에게 항상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COVID-19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요건으로 인해, 일부 대피소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 대피소에 머무르는 동안 귀하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족 외의 다른 사람들과 최소 6 피트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가리며,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음식과 음료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난간과 같이 접촉이 많은 표면은 가급적 만지지 마십시오. 

대피소 내의 거주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장난감 및 휴대전화와 같은 물품들을 자주 
소독하십시오.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몸이 아프거나, 대피소에서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즉시 대피소 직원에게 
알리십시오. 

마른기침, 인후염, 호흡곤란과 같은 일부 증상들은 산불 연기 노출과 COVID-19 모두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열이나 오한, 근육 또는 몸의 통증, 그리고 설사와 같은 증상은 연기 
노출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연기와 재에 대한 대비 

산불로 인한 연기는 눈의 따끔거림, 두통, 호흡기 질환 또는 만성 심장 
질환을 악화시키는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천식, 
COPD (만성 폐색성 폐질환) 또는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이 특히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실내에 머무르십시오. 

현재 COVID-19 를 앓고 있거나 회복 중인 사람들은 COVID-19 와 관련된 
심장 및/또는 폐 기능 손상으로 인해 산불 연기에 노출되면 건강에 
미치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호기 밸브가 없는 N95 마스크는 산불 연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천 마스크는 COVID-19 의 확산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연기 속의 작고 유해한 입자를 차단하지는 못합니다. 

Fire.AirNow.gov 에서 최근의 공기질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CDC.gov/air/wildfire-smoke 에서 COVID-19 동안 산불 연기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리소스 
캘리포니아주 산림보호 및 화재예방국 COVID-19 리소스 

Plan.ReadyforWildfire.org Covid19.ca.gov 
Wildfire 앱 CAL FIRE Ready 를 다운로드하세요. 

CDPH.ca.gov 
건강 & 안전 정보 제공. 

211 
211CA.org 
대피 경로, 대피소는 211 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주지사 비상 서비스국 

CalOES.ca.gov 
자치주 가이드, 알림 & 정보 제공. 

CAL 알림 

CalAlerts.org 
카운티에서 알림을 받으려면 등록하십시오. 

산불 대응 리소스 ListosCalifornia.org 
Response.ca.gov 준비된 캘리포니아 비상사태 대비 
실시간으로 산불 & 대피소 소식 제공. 

준비된 캘리포니아 

캠페인에 관해 알아보십시오. 

covid19.ca.gov

https://fire.airnow.gov/
https://www.cdc.gov/air/wildfire-smoke/
https://plan.readyforwildfire.org/
https://www.211ca.org/
http://calalerts.org/
https://response.ca.gov/
https://covid19.ca.gov/
https://covid19.ca.gov/
https://www.cdph.ca.gov/
https://www.caloes.ca.gov/
https://www.listoscaliforn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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