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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른 원인
으로 인한 가정 화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초로 인한 화재 비율은 지난 10년간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초

초로 인해 일어�� 이 화재들은 �방이 가능�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장식이나 종교 의식의
목적으로 초를 사용 한다면 가정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화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불연성 갓이나
등피와 함께 초를 사용합니다.
 견고한 금속, 유리 또는 세라믹 캔들 홀더를
사용합니다.
 가연성 장식 물질을 함유한 초의 사용을
피합니다.
 커튼, 장식용 천, 장식물질, 블라인드,
침구류로부터 최소 4 피트 이상 되는 거리에
초를 둡니다.
 어린 아이나 애완 동물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초를 비치합니다.
 장식/꽃 초 링 사용을 자제합니다.
 방을 나가기 전에 초를 완전히 끕니다.
 홀더로부터 2 인치 내에서 초가 타고 있다면,
초를 끕니다.
 절대로 연소중인 초를 돌보지 않은 상태로
두지 않도록 합니다.

어�게 �은 불꽃이 ��
게 ��하게 되나�?
초로 인한 화재의 33% 이상이
관리가 되지 않거나 유기된 상
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초로
인한 화재의 대략 25%가 커튼
이나 종이 같은 연소 물질이
불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발생
하였습니다. 집에서 초로 인한
화제로 인하여 죽은 사람의 절반이 20세 이하며, 5세
에서 9세 사이의 희생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초는 항상 어린이가 닿는 거리에 두어서는 안 되며 10대의 �소년
들이 초를 자�의 침실에 두는 �을 ��하지 ����.
비상 사태의 ��, 가정의 불을 �� 목적으로 초를 사용하지 ��
��.
초로 인한 화재로 인하여 죽은 사람의 1/3이상이 전원이 ��기
��에 불을 �� 목적으로 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z
여러분의 가정에 사용 가능한 손전등과 전지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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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부엌이나 침실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손전등을
비치합니다.

z

차에는 항상 손전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개인적으로도 소형
조명기구를 소지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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