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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화재를 발견한 즉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불이 난 곳과 가까운 문을 닫고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를 외친다. 집안에 있던 사람들을 급히 집 밖으로 대피시키고, 나올 때에는 몸을 낮춰 

연기에 질식되지 않도록 하며, 한번 나온 뒤에는 결코 다시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핸드폰이나 

이웃 집 전화를 이용하여 111로 화재 발생을 신고한다.

평소에 자신의 집의 구조에 대하여 익히도록 한다. 또한 어떤 창문이 잘 열리지 않는지, 문을 

열기 위하여 열쇠가 필요한 문은 어떤 것인지 알아둔다.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어두운 상태에서 

대피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다. 

      화재경보기가 작동되지 않는 집에서 살지 않도록 하라.  

      만약 자기 집이 아닌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새로 설치   

      요구하도록 한다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작동되는 지 항상 점검한다. 특히 충전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화재경보기로부터 전지를 빼어 놓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음식을 가열할 때, 가열이 끝나 불을 끄기 전에는 부엌을 떠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과하게 술에 

취한 채로 조리하는 것을 삼가라.



      성냥 및 라이터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외출 할 때 집안의 전기요가 꺼져있는 지 반드시   

      확인하라. 또한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전기요를 끄도록  

      한다.

전열기를 사용할 때에는 전열기 반경 1미터 주변에 아무것도 놓지 않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열기 보호막을 사용하도록 한다.

      외부에서 불을 지필 경우 신중하게 불씨를 관리하여야  

      한다. 불 주변의 어린이들을 세심히 보살피고 적어도   

      반경 1 미터 안에는 아무 것도 놓여있지 않도록 한다.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불이 타고 남은 재가 완전히 냉각되는 데 시간은 최대 3일이 걸린다. 

그러므로 항상 재는 쇠 양동이 같은 곳에 모아 물을 부어 남은 불씨를 완전히 소멸시키도록 한다.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특히   

      침대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한다.

www.fire.org.nz



www.fire.org.nz

      양초에 불을 붙이기 전에 촛대가 안전한지 그리고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없는지 확인한다. 또한 양초를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켜두는 일은 없도록 한다.

잠 자리에 들기 전 다음 것들--난방기구, 전등, 텔레비전, 컴퓨터, 기타 전기기구-- 이 모두 

꺼져있는지 점검하자. 뿐만 아니라 켜둔 양초는 없는지.  또한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잠금 

장치가 고장 난 문은 없는지 확인한다. 빠른 대피를 방해할 물건들이 통로 주변에 있다면 

치워놓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전기요의 스위치를 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