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안전 공고문 
 

화재가  발생한 경우 침착을 유지하십시오.  Fire Department에 신고하고 Fire Department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십시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 판단에 따라 가장 
안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십시오: 

 
가연재 (비내화성)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내가  사는 아파트에 불이 난 경우 

• 불이  난 방의 문을 닫고 아파트를 나가십시오. 
• 남은  사람 없이 모두  같이 아파트를  나왔는지 확인하십시오. 
• 열쇠를  가지고 가십시오. 
• 아파트  문을 닫되, 잠그지 마십시오. 
• 출구로  나가는 길에 같은 층 문을 두드려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 가장  가까운 계단을 이용해 건물에서 빠져나갑니다.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 안전한  위치에 도착하면 9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 건물  밖, 미리 정해 둔 위치에서 가구 구성원을 만나십시오.  행방불명인 사람이 있는 경우 

소방관에게  알리십시오. 
내가  사는 아파트가 아닌 곳에 불이 난 경우 

• 아파트  출입문과 손잡이가 뜨거운지 확인해 보십시오.  뜨겁지 않은 경우 문을 살짝 열고 복도에 
연기 , 열기 또는 불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경우 위에 나와 있는 내가 사는 아파트에 불이 난 경우의 지시 사항에 따라 
아파트와  건물에서 밖으로 나가도록 하십시오. 

• 복도  또는 계단통이 연기, 열기 또는 화염으로 가득 차 안전하지 않고, 비상 탈출 계단까지 갈 수 
있는  경우 비상  탈출 계단을 사용해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비상 탈출 계단을 내려올 때는 조심하고 
어린아이가  함께 있는 경우 아이를 안거나 잘 잡고 내려오도록 하십시오. 

• 계단이나  비상 탈출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911로 전화해 본인이 있는 곳 주소와 층, 아파트 
호수 , 아파트 안에 있는 사람 수를 얘기하십시오. 

• 젖은  수건이나 시트로 아파트 문틈을 막고 통풍구나 그 외에 연기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도 모두 
막도록  하십시오. 

• 화염이나  연기가 아래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면 창문의 위와 아랫부분을 몇 인치 정도 엽니다. 
• 창문을  깨지는 마십시오. 
• 아파트  안의 상황이 생명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창문을 열고 수건이나 시트를 흔들어 

소방관의  주의를 끌도록 하십시오. 
• 구조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연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바닥에 몸을 붙이고 코를 통해 짧게 

호흡하도록  하십시오.  가능하면 화염, 열기나 연기로부터 멀리 있는 발코니나 테라스로 몸을 
피하도록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