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재 시 이렇게 대피합시다.

불을 발견하면 ‘ 불이야’ 하고 큰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립시다.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시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을 이용합시다.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시다.
낮은 자세로 안내원의 안내를 따라 대피합시다.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주세요.
방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를 만져보세요.
►

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시다.

►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읍시다.

대피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립시다.
밖으로 나온 뒤에는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맙시다.
► 다른 출구가 없으면 구조대원이 구해줄 때까지 기다립시다.
►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읍시다(물을
적시면 더욱 좋습니다).

연기가 많을 때 주의사항 입니다.
►

연기층 아래에는 맑은 공기층이 있습
니다.

► 연기가 많은 곳에서는 팔과 무릎으로 기
어서 이동하되 배를 바닥에 대고 가지
않도록 합시다.
►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
로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시다.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어
주세요.

2. 소화기는 이렇게 사용 하세요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깁시다.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아주세요.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합시다.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립시다.
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3. 화재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침착하게 전화 119번을 누릅니다.
불이 난 것을 말합니다.
화재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합니다(우리집 주방에 불이 났어요.
2층 집이예요).
주소를 알려 줍니다
(○○구○○동 ○○○번지예요 / ○○초등학교
뒤 쪽이에요).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맙시다.

공중전화는 빨간색 긴급통화 버튼을 누르면 돈을넣지 않아도
긴급신고(119, 112 등)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경우, 사용제한된 전화나 개통이 않된 전화도 긴급신고가
가능합니다.
장난전화를 하지 맙시다.
※ 119는 화재신고는 물론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입니다.

노약자 ? 장애인석 옆에 있는 비상버튼을 눌러 승무원과 연락합시다.
여유가 있다면 객차마다 2개씩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끕시다.
출입문이 열리지 않으면 비상용 망치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망치가
없으면 소화기로 유리창을 깹시다.

① 출입문 쪽 의자 옆의 아래에 있는 조그만 뚜껑을 여세요.
② 뚜껑 속의 비상 코크를 잡아당기고, 공기 빠지는 소리가 멈출 때까지 3~10초간
기다립니다.
③ 공기가 빠진 후 손으로 출입문을 여세요.

코와 입을 수건, 티슈, 옷소매 등으로 막고 비상구로 신속히 대피합시다.
정전 시에는 대피유도등을 따라 출구로 나가고, 유도등이 보이지 않을 때는
벽을 짚으면서 나가거나 시각장애인 안내용 보도블럭을 따라 나갑시다.
지상으로 대피가 여의치 않을 때에는 대피요원의 안내에 따라 철로를
이용하여 대피합시다.
가능하다면 소화전을 이용하여 불을 끕시다.

① 소화전함 상부의 기동용 버튼 또는 발신기 버튼을 누릅니다.
② 한 사람은 소화전함 내 노즐과 호스를 꺼내 불이 난 곳으로 향합니다.
③ 다른 사람은 호스의 접힌 부분을 펴주고 노즐을 가지고 간 사람이 물 뿌릴 준비가
되었으면 소화전함 내 개폐밸브를 돌려 개방합니다.
④ 노즐을 잡고 불이 타고 있는 곳으로 물을 뿌립니다.

1. 안전수칙을 지켜주세요

지정된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웁시다.
담뱃불은 꼭 끄고, 확인 후 버립시다.
전기기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즉시, 전기를
차단하고 전문가를 불러 점검을 받읍시다.
전기코드가 부분적으로 끊어지거나 피복이 벗겨진 경우에는 교체합시다.
바닥이나 벽으로 연장한 전선은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전기 용량에
맞는 전선을 사용합시다.
전열기는 벽이나 탈 수 있는 물품 주위에 두지 맙시다.
전기기구 관리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하여 퇴근할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의 코드를 뽑도록 하고 매일 전기기구를 확인하도록 합시다.
비상구에는 빈 박스, 쓰레기 등 탈 수 있는 물건을 두지 맙시다.

2. 화재 발생 시 이렇게 합시다.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소방서에 바로 신고합시다.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에서 탈출할 때에는 문을 반드시 닫고 나와야 하며
탈출하면서 열린 문이 있으면 모두 닫읍시다.
연기가 가득한 장소를 지날 때에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대피합시다.
닫힌 문을 열 때에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고 뜨거우면 절대로 열지
말고 다른 비상통로를 이용합시다.
건물 밖으로 빠져 나오면 건물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모든
인원이 탈출하였는지 확인합시다.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소방관에게 인원수와 최종적으로
확인된 위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탈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맙시다.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기다립시다.
방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커튼 등으로 막고, 주위에 물이
있으면 옷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쉬세요.
전화가 있다면 119로 전화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립시다.
엘리베이터 이용은 하지 맙시다.
특히, 장애인과 같이 혼자 대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비상시 도움을 줄
동료를 반드시 지정해 둡시다.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자체점검을

철저히 합시다.
평소에 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합시다.

전기시설을 함부로 설치하거나 무질서하게 전기배선을 하지 맙시다.
중앙공급식 난방시설을 설치하고 이동식난로를 사용하지 맙시다.
화재 시 연소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난·불연 내장재 사용을 확대하고, 자동
방화셔터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합시다.
대형시장 건물 등에서는 화재발생시 초기에 자동으로 소화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를 잘 관리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