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시에는 전화 000번으로 연락하십시오 
 

 

현황 
작년 한해에 NSW주에서 발생한 4,339건의 가정화재사고로, 최소 20명이 사망하고573명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이 중 약 1,300여 건의 화재사고, 즉 30 퍼센트에 해당하는 사고가 겨울철에 발생하였습니다. 
                                                             (2004년 6월4일 자료 수정) 

여러분의 집은 화재에 안전합니까? 

NSW주 소방서는 여러분의 집이 화재에 안전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 채크 리스트를 추천합니다. 

 

□ 적정한 수의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고 이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일이 여러분의 집에 대한 화재 안전계획의 첫 

단계입니다. 

□ 화재시 문서로 작성된 대피계획을 준비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 모든 출입문의 열쇠는 대피시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위치를 확인해 두십시오. 

□ 주방 요리용 불길 또는 촛불이나 오일버너와 같은 불길은 절대로 사람이 없는 상태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 의류 건조기의 린트 필터는 매 사용시마다 깨끗하게 청소해 두십시오. 

□ 침대에서는 절대로 흡연을 하지 마시고 흡연과 함께 술을 마실 경우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 겨울철에 히터, 전기담요 또는 야외 불길을 사용할 경우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 전기 소켓트에 과부화가 걸리지 않도록 사용하시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원을 꺼 놓으십시오. 

□ 라이터와 성냥은 항상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보관하고 어린이들에는 어른만 사용하는 물건이며 “ 장난감이 아닌 

도구” 임을 교육시키십시오. 

□ 집에 차고나 창고가 있을 경우 비치된 화학약품과 휘발유에 대하여 특별히 조심해야 함을 기억하시고 제초기와 기계 

등에 주유할 때에는 항상 냉각되어 있을때 그리고 넓은 공간에서 하십시오. 

□ 가스나 전기 바베큐 시설이 있을 경우 점화전에 항상 안전한 상태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사용시에는 항상 책임있는 

어른이 사용하도록 확인하십시오.(사용지침 16번 일반 바베큐 안전사항 참조) 

□ 산불 다발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집 주위에 나뭇잎과 기타 쓰레기를 치우고 처마 물받이를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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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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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침중에는 연기냄새를 맡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잠을 더 깊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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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 가스 또는 나무를 사용하는 난방기구는 매년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 휴즈는 정격재질만 사용하고 전기 안전 스윗치에 설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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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T FIRE BRIGADE 

• NSW RURAL FIRE SERVICE 

• ACT RURAL FIRE SER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