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화재
안전

Korean

화재 예방은 나의
본분

가정 내에서의 화재 예방 정보

가정 화재 안전

화재 안전은 가정에서 시작

가정의 화재는 파괴적이며, 심지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화재가 일단 발생하면 빠르게 퍼져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험 상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화재의 위험이
매우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동안에, 자신과 가족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빅토리아주 화재 및 구조 서비스는 가정 화재 안전
전략 및 정보를 빅토리아 주민과 공유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전 유지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자 및 흡연자는 집에서 화재로 인한
상해를 입거나 생존하지 못할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이 책자에서 제공하는 조언은 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데 유용할 것 입니다. 가정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하고 화재 발생시 대처 방법을 아는 것은
삶과 죽음처럼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안전 수칙 또는 팁을 강조하는 기호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프랭키입니다.
화재 안전을 위한 저의
최고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작동하는 연기 경보기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테스트하십시오.
가정에 화재 위험 물질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가
 정 화재 대피 도면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연습하십시오.

가
 정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하여
멀리 떨어져 있고 전화번호 트리플 제로
(000) 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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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은 빠르게 번집니다!

30

지금쯤 연기 경보기가
화재를 감지했어야 하며
가족에게 경고를 했어야
합니다.

초

60

경고가 없으면, 화재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화재는
유독한 연기를 발산하며
빠르게 커집니다.

초

3

화재가 섭씨 800도를
초과했습니다. 방에 있는
모든 내용물이 불에 타고
불길은 집안의 다른 방으로
퍼질 것입니다.

분
TFS (Tasmania Fire Service, 타스메니아 소방 서비스)의 사진 제공

화재 안전은 가정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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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경보기

연기 경보기가 작동할 때만 생명을 구합니다.

연기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주택 화재로 여러분이 사망 할

가능성이 더 높게 됩니다.

작동중인 연기 경보기는 조기 화재 경보를 제공하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가정의
각 층 마다 하나이상의 연기 경보기가 있어야 합니다.

연기 경보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rv.vic.gov.au 및
cfa.vic.gov.au 를 참조하십시오.

두려워 말고 제
조언을 따르십시오.
9 볼트 배터리의 연기 경보기인 경우
배터리를 매년 교체하십시오.

1 년에 한 번 이상 연기 경보기의 외부 덮개
주위 먼지를 털어 내십시오.

연기 경보기가 가끔씩 한 번 울리면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연기 경보기에 결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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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혹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부
개인 경보 서비스가 연기 경보기 연결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업체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각 장애인 혹은 청각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특수 연기 경보기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expression.com.au 를 참조하십시오.

호주 소방 서비스는 거실, 복도 및 침실에 모두 연기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합니다.
10 년 수명의 장기 배터리를 가진 연기 경보기를 설치하십시오.

Victorian 화재 및 구조 서비스에서는 한 개의 경보기가 울릴 때 다른 모든 연기 경보기도
울리도록 경보기 간에 연결이 된 것을 권장합니다.

잠을 자면 후각을 잃게 됩니다. 작동하고 있는 연기 경보기는 화재로 인해 연기가 났을
경우 경보를 울립니다.

삐!
삐!

삐
!

테스트하려면 매달 연기 경보기의 테스트 버튼을 누르고 '삐', '삐', '삐'소리를 기다리십시오. 경보음이 울리면 연기
경보기가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최소

모든 연기 경보기를 10 년마다 리튬 배터리 장치로
교체하십시오.

30cm

각 층의 천장에 설치를 하고 벽에서 최소 30cm
떨어지도록 하십시오.
연기 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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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화재 대피
도면

어떤 유형의 가정에 거주하든 화재가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해서
밖에 머물러야 합니다.
출구를 막히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실내에 있을 때는 열쇠를 항상 잠긴 문과 보안
스크린에 두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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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를 대비한 가정 화재
대피 도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몸을 낮추고 연기에서 떨어져 머무십시오.

•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할 경우 대피하면서 문을
닫으십시오.

• 대피하고 떨어져 머무십시오.

• 집 밖에 있는 안전한 장소 (예: 우편함 혹은 보도)
에서 만나십시오.
• 트리플 제로 (000)에 전화하여 FIRE를
요청하십시오.

거리에서 가정집 번호가 분명하게 보이도록 하십시오.

계획하고 실천한 가정 화재 대피 도면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9 페이지 참조).

고층 빌딩에 거주하는 경우 화재 출구가 어디인지
알아두고 화재시 항상 계단을 사용하십시오.

대피할 수 없을 경우 ...
안
 전할 경우, 화재가 난 방 쪽으로 문을
닫으십시오.
연
 기와 불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지십시오.

트
 리플 제로 (000)에 전화하여
FIRE 요청하고 대피를 도와달라고
말하십시오 -전화를 끊지 마십시오.
가정 화재 대피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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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전기 화재는
가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화재
유형입니다.

전기 안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빅토리아주 에너지 안전(Energy Safe
Victoria) 웹 사이트 esv.vic.gov.au 를
참조하십시오.

전기인 경우 안전을
유지하고 점검을 하십시오.
모든 전기 장비에는 호주 표준 또는 규정 준수 마크
(RCM)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전원 보드에 과부하 방지 기능이 있고 덮개(예: 베개와
이불)로 덮여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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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전기 제품에는 전원 공급 장치, 고정 기기,
휴대용 기기, 전원 보드 및 연장 인출선이 등이
있습니다.
전기 제품 및 가전 제품 주위에 통풍이 잘 되도록 하고 그 제품들의 주변이나 바로 위에
있는 물건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상되거나 결함이 있는 전기 제품, 배선 또는 장비를 수리 할 때는 면허가 있는 전기
기술자만 이용하십시오.

잘 정돈되면
과열이 방지됨

콘센트 당 하나의 전기 기기만 연결하십시오. 전원 보드에
과부하를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의 소켓에‘피기 백’
플러그를 꽂거나 이중 어댑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헤어 드라이어, 헤어 스트레이트너 및 랩톱 컴퓨터와
같은 전기 제품은 연소될 수 있는 표면에 놓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승인된 충전 장치만 사용하십시오. 연소되지 않는 표면
위에서 제품을 충전하고 충전이 되면 바로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옷 건조기는 항상 냉각주기를 마치고 멈추게 하십시오. 매번
사용하기 전에 찌꺼기 필터를 청소하십시오.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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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및 요리
가정에서 대부분의 화재가 일어나는 장소는
부엌입니다.

요리 중에 자리를 비우는 것이 부엌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가장 흔한 원인이므로
요리 할 때는 꼭 지켜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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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중에는
항상 지켜보기

외출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토브, 쿡탑, 오븐 및 기타 열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오일이나 그리스로 인한 불을
끄기 위해 물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부엌에서는 아이들을 항상
감독하십시오.

최소

1m

탈 수 있는 물건은 요리 및 열원에서 최소한 1 미터 이상 떨어지게 하십시오.

모든 주방에는 소화기와 방화 담요가 있어야 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만 사용하십시오.

쿡탑, 그릴러, 오븐, 레인지 후드 및 조리 영역에
그리스와 오일이 쌓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방 및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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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히터는 특히 겨울철에 주요 화재 원인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빅토리아주 에너지 안전(Energy
Safe Victoria) 웹사이트 esv.vic.gov.au 를
방문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히트를
끄십시오
 통과 굴뚝을 포함한 가정 난방은 면허증이
연
있는 기술자가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출을 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든 난방
외
장치를 끄고 오픈 파이어의 불을 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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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오픈 파이어 앞에서는 화염
스크린을 사용하십시오.

1m
최소

1m

연소 가능 제품은 모든 열원에서 1 미터 이상 떨어지게 두십시오.

폐기 전에 불씨가 차갑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히터와 오픈 파이어 근처에서는 어린이들을 감독해야
합니다.
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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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와 노출성
화염

담배, 양초, 향 및 기름 버너는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외출을 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노출성 화염이나
담배를 끄십시오.

양초, 향 및 기름 버너는 오직
연소 불가능한 표면에 놓고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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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지 말고 눌러서 끄십시오.
침대에서 흡연하지 마십시오. 침대에서의 흡연은
화재 관련 사망의 주요 원인입니다.
노출성 화염은 항상 감독해야 합니다.

라이터, 성냥, 양초, 향 및 기름 버너는 아동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예를 들어 노출성 화염 촛불에 대한 대안을
고려하십시오. 예: 배터리로 작동하는 양초.

부주의하게 버려진 담배가 다층
건물에서 대형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무겁고 측면이 있는 재떨이에서 담배를 끄고 버리기
전에 담뱃불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m

최소

불이 붙을 수 있는 커튼과 기타 물품은 노출성
화염으로부터 1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있도록 하십시오.

털지 말고 눌러서 끄십시오. 특히 다층 건물에 사는
경우에 그러합니다.
담배와 노출성 화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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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밖에서
가정집에 발코니, 마당, 창고, 차고 또는 데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스통, 휘발유 캔 및 기타 화학 물질이 있으면
화재가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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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이 없으면 문제도 없음!

BBQ의 가스 호스가 망가지지 않고 연결이 견실한지
확인하십시오. 새는 곳이 있는지 비눗물을 발라
확인하십시오.

기름받이를 포함하여 BBQ에서 기름과 지방이
축적 된 부분을 정기적으로 청소하십시오.

50 cm

최소

BBQ는 야외에서만 사용하고 모든 벽이나 울타리에서 최소 50cm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요리 중에
결코 자리를 비우지 마십시오.

화학 물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창고나 차고에 있는 가솔린과 같은 화학 제품은 발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그리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화학 물질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폐기하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sustainability.vic.gov.au/You-and-yourhome/Waste-and-recycling/Detox-your-home

집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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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검표

작동되는 연기 경보기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테스트합니다.

가정 화재 대피 도면을 마련하고 연습합니다.
요리 할 때 계속 지켜봅니다.

전원 보드 콘센트 당 하나의 전기 기기만
연결합니다 (이중 어댑터 금지).
출구는 막힘이 없도록 합니다.

연소 가능한 모든 물품은 열원에서 1미터
이상 떨어지게 합니다.

라이터, 성냥, 양초, 향, 기름 버너 및 담배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둡니다.
화학 물질은 발화원과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는 열쇠를 항상 잠긴 문과
보안 스크린에 두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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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화재 안전

어린이들은 어른들과 함께 가정
화재 대피 도면을 그려봅니다.

비상 사태 발생시 신속하게 집을 대피할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가정 화재 대피
도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HOME ESCAPE PLAN

TO SAFELY ESCAPE ANY HOME IN A FIRE YOU MUST HAVE A PLAN. KNOW HOW YOU WILL ESCAPE!!
주소

DESIGN A HOME ESCAPE PLAN

.........................................................................

YOUR ADDRESS

.........................................................................
.........................................................................

안전한 모임 장소

두십시오.
Close the
door to prevent fire and smoke
from• spreading.
화재와 연기가 퍼지지 않도록 문을 닫으십시오.

Crawl
smoke. 낮은 자세로 기어 갑니다.
• low
연기in속에서는

Get out.
Alert others.
• 밖으로
나가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
.........................................................................

YOUR
NEAREST CROSS STREET
.........................................................................

THE EARLIER YOU
BECOME AWARE
OF A FIRE, THE
GREATER YOUR

PLAN대피를
YOUR계획하십시오.
ESCAPE.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기억하십시오.
REMEMBER
THESE
IMPORTANT
POINTS.
Know
two
ways
out
of
every
room.
• 각 방에서 대피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을 알아

• outside,
밖으로 나왔을
때는
밖에go
머무십시오.
다시 들어
When
stay out.
Never
back inside!
가지 마십시오!

Meet at a common meeting place at the front of the
• i.e.
집 앞의
모임 장소에서
만나십시오
(예 : 우편함).
house
letterbox.
Wait until
the fire brigade
arrives.

가정
도면의 OF
예. A HOME ESCAPE PLAN
THIS 화재
IS AN대피
EXAMPLE

침실

STUDY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Clean your smoke alarm each
month (with a vacuum cleaner).

사용하여 트리플 제로(000)에 전화하십시오.

TO GET HELP
As long as you feel safe
use your phone OR when fire
makes phoning from your
home dangerous, call from

부엌
화장실

세탁실

+

침실

Phone 000 from the nearest available phone
• 가장 가까운
곳에 가능한 전화(예: 이웃의 전화)를
eg. neighbours
house.

IT IS IMPORTANT TO HAVE
A WORKING SMOKE ALARM
Test your smoke alarm weekly.

리빙룸

1. Dial 000.
2. Wait.
3. The operator will say
“Police, Fire or Ambulance?”

패밀리룸

우편함

REMEMBER.
DIAL 000 & SAY FIRE.

화재 안전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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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소방 서비스

빅토리아주 소방청 (FRV)
frv.vic.gov.au
컨트리 소방국 (CFA)
cfa.vic.gov.au
기타 웹사이트

빅토리아주 에너지 안전 (ESV)
esv.vic.gov.au

통번역 서비스 (TIS)
www.tisnational.gov.au/en/Non-English-speakers/
Help-using-TIS-National-services/Immediatetelephone-interpreting-for-non-English-speakers
VicEmergency
emergency.vic.gov.au
Expression Australia
expression.com.au

보건 복지부 (DHHS)
dhhs.vic.gov.au
Kidsafe Victoria
kidsafevic.com.au

빅토리아주 비상 관리(EMV)
emv.vic.gov.au

빅토리아주 환경청(Sustainability Victoria)
sustainability.vic.gov.au
빅토리아주 건축부
(Victorian Building Authority)
vba.vic.gov.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