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의 화재
집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가장 흔한 원인은 요리 중의 사고, 흡연 그리고 장작난로 또는 히터의
안전하지 않은 사용입니다. 가정에서 화재발생을 예방하고 화재발생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로부터의 보호 대책



지하실을 포함하여 각 층의 모든 침실 및 그 근방에 연기 감지기를 설치한다. 연기 감지기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배터리를 연 2회 교체한다.




A-B-C 형 소화기를 보유하고 가족들에게 사용법을 가르친다.












창문을 포함한 모든 비상구의 위치를 숙지한다. 아파트에 사는 경우에는, 본인의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까지 출입문이 몇 개 있는지 알아둔다.
1차 출구가 연기나 화염에 가로막히는 상황에 대비하여 모든 방으로부터 2개의 통로를
익혀둔다.
옥외에서 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모임 장소를 사전에 정해 둔다.
화재 발생에 대비한 탈출계획을 세우고 가족과 함께 연습한다. 이러한 사전연습은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긴급한 순간에 신속히 그리고 확실히 탈출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모든 위층 침실에 접이식 또는 체인형 사다리를 비치해 둔다.
장작난로나 히터와 같은 대체난방기구는 안전하게 사용한다:
o 절대로 가스오븐, 가스레인지, 숯불그릴 또는 대부분의 휴대용 또는 프로판
가스버너를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o 대체난방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제조업체의 사용 설명서를 숙지한다.
침실, 소파에서 또는 흡연 중 잠이 들 수 있는 어느 장소에서도 흡연을 하지 않는다.
취침시에는 침실 문을 닫아둔다.
소방요원이 집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반드시 집 번지수를 길에서 명확히 보이게 한다.
소화용 물품을 비치해 둔다: 건식 분말, 소화기, 두꺼운 방수포 또는 담요 및 물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 대피한다.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이웃집에서 911로
신고한다.
 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시 절대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PO Box 47890
Olympia, WA 985047890

Web Site:
www.doh.wa.gov
360-236-4027
(800) 525-0127





부엌에서 기름과 수지에 불이 붙을 경우에는 베이킹소다나 소금을 부어서 진화하거나,
프라이팬 안에서 기름과 수지가 타고 있는 경우에는 뚜껑을 덮어 끈다.
연기에 갇힌 경우 — 양 손과 무릎을 땅에 대고 기어서 이동한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지
않으며, 블라우스, 셔츠 또는 자켓을 필터로 사용하면서 코로 숨쉰다.
화염을 뚫고 나가야 하는 경우 — 숨을 참고 신속히 움직이며, 머리와 머리카락을 덮고,
고개를 숙인 채, 가능한 한 눈을 감는다.
옷에 불이 붙은 경우, 불이 꺼질 때까지 “정지하고, 엎드려서, 구른다”.
방안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경우에는 문을 닫고 자세를 낮추며, 창문에 흰색이나 밝은 색
계통의 종이나 천을 걸어둔다.
가족들이 모두 있는지 확인하고, 없는 사람이 있으면 소방서에 신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