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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안전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반드시 사용법을 알아둡니다.

비상탈출구에는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을 적재해 놓지 

않습니다.

꼭 알아둡시다

가정에서의
화재예방

· 불장난을 하지 맙시다.

·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반드시 사용법을 알아 둡니다.

· 연기경보기를 각 가정의 방에  설치하고, 잘 작동되는지 확인 합니다.

·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는     

여러개의 전열  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가스렌지 밸브와 중간밸브는 사용 후 항상 잠그고, 월 1회 이상  

누설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

(경량칸막이) 앞에는 평상시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을 

적재해 놓지 말아야 합니다.

챙겨야 할 내용

·  대피 방법과 대피해서 만나는 장소 사전약속

·  대피할 때 가져가야 할 중요물건 목록작성과 챙길 사람 선정

·  비상연락 전화번호 및 연락해야 할 대상 선정

·  문틈을 막아야 할 경우 청테이프 또는 수건

·  외부 대피 시 사용할 수건 등 대피에 사용할 물건

·  긴급 대피한 경우 만날 장소와 비상연락망

·  옥상출입문은 항상 열려있는지,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방문을 닫아두면 불과 연기가 퍼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Tip!

화재대피
화재경보가
울릴 때

❶ 비상소집을 합니다

· 자고 있을 때 화재경보가 울리면 불이

났는지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들을 깨우고 모이게

한 후 대처방안에 따라 밖으로 대피

합니다.

❷ 대피방법을 결정합니다

· 손등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손잡이가 따뜻하거나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것이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 연기가 들어오는 방향과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계단으로 나갈지 

창문으로 구조를 요청할지 결정합니다.

❸ 신속히 대피합니다

·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

하지 않고 계단을 통하여 지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합니다.

·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창문으로     

구조 요청을 하거나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대피합니다.

❹ 119로 신고합니다

· 안전하게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합니다.

· 휴대폰이 있어서 신고할 수 있다면    

속히 해주시고 신고하느라 대피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❺ 대피 후 인원을 확인합니다

· 놀이터 등 사전에 약속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인원을 확인합니다.

·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출동한 소방관에게 알려줍니다.



화재대피
불을
발견했을 때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보았을 때

❶

· 불이 난 것을 발견하면 불이야 라고 소리

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도록 

합니다.

❷ 불을 끌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 판단합니다

· 불길이 천정까지 닿지 않은 작은 불이라면 소화기나 물 양동이 

등을 활용  하여 신속히 끄도록 합니다.

· 불길이 커져서 대피해야 할 경우 젖은 수건 또는 담요를 활용  

하여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합니다.

· 세대 밖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이웃

집으로 대피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하여 창문으로 나가는 방법, 

실내대피공간으로 대피 하였다가 불이 꺼진 후 나오는 방법 등

을 활용합니다.

※ 1992년 10월 이전에 허가받아 지어진 아파트는 피난시설과   

기구가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권장

하고 있습니다.

손수건, 옷 등을 이용하여

호흡기를 보호한다.

자세를 낮춘다.

다른 손으로는 벽을  짚는다. 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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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를 피해
대피하는
자세

완강기
사용법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릴(줄)을 던진다.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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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핀을 뽑는다.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한다.

손잡이를 꽉 움켜쥔다. 분말을 골고루 쏜다.

※ 실내에서는 밖으로 대피 할 때를 대피하여 문을 등지고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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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
소화기
사용법



화재진압
옷에 불이
붙었을 때

하던 일을 멈춘다. 눈과 코와 입을 보호한다.

바닥에 엎드린다. 불이 꺼지도록 뒹군다.

※ 얼굴 화상방지와 연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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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
소화전
사용법

2명 중 1명이 먼저

소화전함의 문을 열고 호스와     

노즐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호스를 밖으로 꼬이지 않도록

불이 난 곳까지 길게 늘어뜨린 

후 노즐(관창)을 잡고

방수자세를 취한다.

다른 한사람이 밸브를 돌려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 한 후

뛰어가서 호스를 잡는 것을

도와줍니다.

노즐의 끝을 돌려 물의 양을

조절해가며 불을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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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지켜주고 있는 소방시설

Tip!

제연설비, 화재감지기, 스프링쿨러, 주방용 자동소화기 등

119
신고절차

일반전화❶
① 수화기를 들어 발신을 확인

② 순서대로 119 숫자 누르기

③ 소방대원의 질문에 대답

❷ 휴대전화
① 119 숫자 누르기

② 소방대원의 질문에 대답

인터넷❸
① 인터넷 접속

② 신고하기 버튼 누르기

③ 성명 등 필수인적사항 기록

④ 사고개요 정확히 기록

⑤ 등록여부 확인

공중전화❹
① 수화기 들기

② 긴급버튼(적색) 누르기

③ 119 숫자 누르기

④ 소방대원의 질문에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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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safety

Keep the fire extinguishers in a noticeable place and make sure you
know how to use them.

In front of the emergency exit, do not load things that interfere
with evacuation.

Make sure to know

Fire prevention

of household 

· Don’t play with fire. Be careful.

· Keep the fire extinguishers in a noticeable
place and make sure you know how to use
them.

· Set up smoke alarms in each household’s room and check if they work well.

· Be sure to use standard electric appliance, do not plug the several cords into a

single outlet.

· Always lock the gas stove valve, intermediate valve after use, check for leaks

at least once a month.

· In front of the emergency exit

on the porch, do not normally

load things that interfere with

evacuation.

Need to confirm

·  How to evacuate and check the meeting place in advance.

·  Prepare a list of important items to take when evacuating and choose who should be taken
care of.

·  Determine who should be contacted and emergency contacts.

·  A blue tape or towel to close a gap in the door.

·  Items such as towels to be used for evacuation for external evacuation.

·  Places to meet in case of emergency evacuation and emergency contact network.

·  Check that the roof entrance door is always open and an automatic switch is installed.

·  Keeping the door closed can slow down the spread of fire and smoke.,

Tip!

Fire evacuation

When the
fire alarm
goes off

❶ Execute emergency call

· If the fire alarm goes off while you’re sleeping
rather than checking for a fire, shout and wake
everyone up, we need to evacuate in accordance
with countermeasures.

❷ Decide how to evacuate

· If it is warm or hot by touching the door knob
with the back of the hand, do not open the door
because the fire is on the other side of the door.

· The direction in which smoke comes in and
by touching the door knob, you need to
determine whether to exit through the stairways
or ask for help out of the window.

❸ Evacuate quickly

· When evacuating, evacuate safely to the
ground through the stairs without using
the elevator.

·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창문으로     

❹ Report it at 119

· Safely evacuate and call to 119.

· If you have a cell phone, promptly report,
make sure never miss the escape time
because of the report.

❺ Check personnel after evacuation

· Evacuate to a safe place in advance to confirm
such as a playground, and check the number
of people.

· If anyone is not seen around,
let the fire man knows.



Guidelines on
evacuation
in case of a fire

When you see smoke or
discovery of fire

❶

· When the fire broke out,
shout “fire!” and sounds the fire alarm.

❷ Decide whether to put out the fire or evacuate.

· If the fire doesn’t reach the ceiling, put it out quickly
with a fire extinguishers or a bucket of water.

· f the fire gets bigger and you need to escape,
evacuate through the stairs using wet towels or blankets.

· When it is difficult to escape outside from a house,
evacuate to the next door using a light partition
or get out of the window using a descending device and then
evacuating to an indoor shelter after the fire is extinguished.

※ There are no evacuation facilities or equipments  in apartments
that were authorized before October 1992, for safety reasons,
evacuation facilities installation is recommended.

Fire!

Cover your nose and mouth
with a handkerchief or cloth.

Lower posture.

Hold onto the wall
 with another hand.

Quickly evacuate in on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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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s on
evacuation
in case of
a smoke

How to use
descending device 

Fasten support loop
and descending device loop.

Push the support loop out of
the window, and throw a rope.

Tighten the descending
device belt to the breast.

Descend safely
with a tap on the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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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l the pin. Aim the nozzle at the fire.

Squeeze the handle. Spray the fire
extinguisher powder evenly.

※ Use the fire extinguisher lean against the door.
 (In case of an evacuation from the indoor to the out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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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suppression
How to use the
fire extinguisher



Fire suppression
In case of the
clothes catch
on fire

Stop what you’re doing. Protect your eyes,nose and mouth.

Prostrate yourself on the floor. Roll it over out of the fire.

※ Avoid burns on your face and smoke from entering the lu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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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suppression
How to use the
fire hydrant

One out of two people first
opened the door to the fire
hydrant, make sure that hoses
and nozzles are connected.

After a long stretch to prevent
the hose from being twisted to
the place of the fire, hold the
nozzle and posture in a water spray.

One person turns the valve
to see the water coming out,
run and help to hold the hose.

Turn the end of the nozzle,
and put out the fire by adjusting
the amount of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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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extinguishing facilities to protect me.

Tip!

Smoke control equipments, a fire detector, spring cooler, a kitchen extinguisher etc.

119 report
a fire procedure

Normal phones❶
①  Lift the receiver and confirm the call.

②  Press 119 digits in order.

③  Answering a fireman’s question.

❷ Cell phones
①  Press 119 digits.

②  Answering a fireman’s question.

Internet❸
①  Internet access.
②  Press “report button”.
③  Record of mandatory personnel items such as

name etc.
④  Record accurately an outline of the accident
⑤  Confirm the register.

Public phones❹
①  Lift the receiver.

②  Press the emergency red button.

③  Press 119 digits

④  Answering fireman’s ques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