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시에는 전화 000번으로 연락하십시오 
 

 

현황 
NSW주에서는 매년 일부 주민들이 가정의 방범조치로 화재가 났을 때 대피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조치의 

지연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에 가정에서의 방범조치와 화재안전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권해 

드립니다. 외부 침입자에 대비하여 밖에서 문을 잠글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에 있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에게는 문이 안에서는 잠겨져 있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재시 안전요령 
• 화재로 인한 연기가 당신을 당황하게 만들고 연기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불이 나 집을 뛰어 나왔을 경우, 집 밖에 있으면서 000번으로 전화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어린이들에게 화재 대피계획을 숙지하도록 하고 화재 대피훈련 전에 연습하십시오. 

• 가족 중에 청각 장애자나 지체 장애자가 있을 경우, 이들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그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 가정 화재안전은 모든 가족들에게 중요한 사항이며 사전 준비만이 비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 방범과 화재안전 
Fact Sheet 22 � Community Risk Management. Revised 28/09/2004-Korean 

• NSW FIRE BRIGADES 

• ACT FIRE BRIGADE 

• NSW RURAL FIRE SERVICE 

• ACT RURAL FIRE SERVICE 

여러분의 집에 어떤 정도의 방범조치를 선택하든지 외부 침입자에 대비한 방범조치의 수준을 정할 때 화재 발생시 

기족의 안전한 대피계획도 고려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화재 발생시 대피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범조치: 

 

□ 외부 출입문에 대한 이중 자물쇠나 또는 다중 자물쇠 

□ 창문이나 안전 스크린이 달린 출입문에 안전 철망과 철봉 

□ 창문에 열쇠로 열 수 있는 자물쇠와 롤러 셧터 

여러분의 집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화재안전 조치: 

□ 모든 주택이나 가정은 적정 수량의 승인된 (AS3786)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는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합니 

□ 집안의 각 층마다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각 방마다 두 개의 안전한 출구을 알아둡니다. –  기억하십시오, 매 초를 세십시오. 

□ 종이위에 대피계획을 그려보고 가족들과 함께 계획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훈련하십시오. 

□ 필요시 모든 창문과 출입문은 즉시 열릴 수 있도록 확인하십시오. 

□ 모든 잠겨진 출입문의 열쇠는 손에 쉽게 닿을 수 있도록 확인하십시오. 

□ 지체 장애자나 나이많은 노약자에 대한 구조노력은 불행히도 당신이 화재에 휩싸여 있을 경우 현저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택 화재 안전을 위하여 무엇을 더 하여야 합니까? 

□ 어린이나 술 또는 마약에 취하여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은 화재 경보기 소리에 잠이 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비상사태를 여러분의 가정 대피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더 자세한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는 다른 관련책자를 참조하십시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 소방서나 화재진압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또는  www.fire.nsw.gov.au, www.rfs.nsw.gov.au 또는 www.esa.act.gov.au 를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