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 설치 위치 및 개수
연기 경보기: NYC 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모든 침실
외부에 연기 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며, 경보기는 방
입구에서 15 피트 이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신규 건물은
모든 침실 내에도 하나씩 설치해야 합니다.) 연기

1. 화재가 일어난 방의 문을 닫고 아파트를 나가십시오.
2. 모든 사람이 함께 아파트에서 나왔는지 확인하십시오.
3. 열쇠를 가지고 가십시오.
4. 아파트 문을 닫되, 잠그지 마십시오.
5. 출구로 나가는 길에 같은 층 문을 두드려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6. 가장 가까운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을 나가십시오.
7.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8. 안전한 위치에 도착하면 911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여겨서는 안됩니다.
9. 건물 밖에 있는 미리 지정한 위치에서 가족 구성원을
만나십시오. 행방불명인 사람이 있는 경우 출동한
소방관에게 알리십시오.

연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누가 가정 내 이 장치를 설치할 책임이 있습니까?
임대인은 가정에 연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연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관한 질문은 718-9992541 번으로 FDNY Field Public Operation Support
Unit(현장 공공 운용지원부)에 문의하십시오.

경보기는 지하층에도 설치해야 합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업계 전문가는 가정의 모든 층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상적으로는 연료 사용 기기가 있는 모든 층과 침실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복합 경보기는
일산화탄소 설치 위치와 연기 경보기 설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설치 높이는 제조사의
설명서를 따르십시오.

상기 빈도는 장치 제조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FDNY
Bureau of Fire Prevention
www.nyc.gov/fdny

장치 위에 페인트를 칠하지
마십시오.

가정 내에서 연기 또는 일산화탄소 발생이 일어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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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연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가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재는 주거용 건물에서 자주 발생하며
모든 화재는 재산 손실 또는 심지어 생명의 손실을
일으키는 참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각 주거 단위 내에 적어도 하나의 승인된 연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제공 및 설치하고 검사와 유지
방법에 대한 서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
사항입니다.
이 책자는 가정 내에서 연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적절하게 설치했으며 모든 기능이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 안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기 및 일산화탄소 장치는 연기, 화재 및 일산화탄소
감지 시 가족 구성원에게 경보음을 낼 것입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무취의
강한 독성을 지닌 가스입니다.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다
약간 가벼우므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천장 또는 높은
벽에 설치하면 효과적입니다. NYC 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연기 경보기와 같은 위치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연기/일산화탄소 복합 경보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NFPA 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매월 점검하고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해당 장치를 교체할 것을
권합니다.
• 배터리 교체 시 제조사의 설명서를 따르십시오.

가정 안전장치
연기 경보기 연기 경보기는 일반적으로 화재가 났음을
의미하는 연기를 감지하는 장치입니다.
•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미국 화재
예방협회)는 적어도 매월 제조사 설명서에 따라 연기
경보기를 점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매년 건전지를 교체하는 것을 권합니다.
• 점검 버튼을 눌러 건전지를 확인하십시오.
• 서머타임이 시작되거나 해제되는 봄, 가을 또는
건전지 잔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리는 교체음이
들릴 때마다 건전지를 교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적어도 7~10 년에 한 번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장치를 교체하십시오.

건전지 작동형 장치의 하나의 중요한 장점은 외부
전원형 장치와 다르게 천장이나 벽의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 경보기
스마트 연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또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경보기와 기존 경보기의 차이는
스마트 경보기는 자체 진단을 통해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스스로 진단하고 가정 자동화 앱과
동기화되므로 멀리서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연기/일산화탄
소 복합
경보기의 예

외부 전원형 장치와
건전지 작동형
장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외부 전원형 연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가정의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부 전원형 경보기에는
주로 전력이 끊어질 때를 대비하는 예비 건전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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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장치의 예
어디에서 이 장치를 구매할 수 있습니까?
연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Home Depot 또는
Lowes 와 같은 모든 홈센터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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