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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요리로 인한
화재 안전

주방 화재를
방지하�요

가

정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가정의
화재나 화재로 인한 상해의 주원인이
됩니다. 유기된 요리가 이러한 화재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원인은 가연성
물질을 열원 및 다양한 전기적 결함에 너무
근접하게 놓아두는데에 있습니다.

요리로 인한 화재의 위험을 철저히 감소 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안전
요리법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

주방에 머물 때는 요리중인 음식을 유기한 상태로 떠나지 않도록
합니다 (팬 옆에 서 있도록 합니다!)

유기된 요리로 인한 화재를 일으키는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요리사가 주의가
산만해져 주방을 떠나는 경우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주의산만 요인으로는 아이 돌보기, 전화
받기, TV 시청, 현관 벨소리에 대답하기 등이
있습니다.

♦

짧거나 꼭 맞는 소매 옷을 입도록 합니다. (길고 헐렁한 소매는
불붙기 쉬우며, 남비 손잡이에 걸리기 쉽습니다.

♦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

스토브 주위 3 피트 내에 아이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남비의
손잡이를 벽을 향하게 하여 남비가 뒤엎어지거나 엎질러져서 생기는
화재를 예방합니다.

♦

스토브 주위에, 타월, 종이, 남비 홀더 혹은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이
없도록 유지합니다.

♦

지정된 온도 세팅보다 더 높게 설정하여 요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

정기적으로 주방 장비를 청소하여 요리 재료, 음식, 기름 축적물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

팬의 화재를 진화하기 위하여 남비 뚜껑을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둡니다. 남비나 팬을 들려고 시도하지 않도록 합니다. 불을 끄고
뚜껑으로 불을 감싸도록 합니다.

♦

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물은 불을 튀기게 하거나 번지게
합니다.

팬에 붙은 불을 진화하려면 뚜껑이나 베이킹 소다를
사용하십시오!

요리 중 일 때:

화재 안전은 가�에� 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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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경보기를 ��하십시오
�� �� ��을 ��십시오
주� 안전 �사를 ��하십시오

소방서에 연락하려면
가장 가까운 화재 경보 박스를 사용하거나 911 로 전화를 겁니다.

주의:

미리 계획함으로써, 여러분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가정에서 화재가 시작되면, 해야 할 일은 단지 세가지
뿐입니다. 먼저 밖으로 나가서 등 뒤의 문을 닫고, 이웃집으로 가서 911 로
전화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화재 중인 건물에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내부에 갇혀 있다고 생각되면, 소방관이 도착했을 때
소방관에게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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