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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물질로 인한

화재 안전 ��

른 어떤 형태의 주택화재보다 담배 꽁초나 담배 재
같이 부주의하게 버려지거나 유기된 흡연 물질로 인
하여 발생한 화재에 의해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흡연 물질로 인하여 원인이 된 화재는 종
종 초기 화재 전 몇 시간 동안 연기가 납니다. 흡연물질로 인
한 주택화재의 경우 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상태였기
에 탈출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처음 점화가 되는 가장 일반
적인 물질로는 메트리스, 침구류 다음으로 쓰레기와 천을 댄
가구가 있습니다.

다

#5

화재 안전

흡연 안전 체크 리스트
만일 가정에서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이
흡연을 한다면 가정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크고 깊은 재떨이를 사용하고 자주 체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유희를 즐긴 이후, 커튼과 같은 실내 장식물과
쿠션 사이와 아래, 휴지통 안쪽에 연기가 나는 담배꽁초
등이 있는지를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담배꽁초는 버리기 전에 물을 적셔서 완전히 끕니다



침대에서나 �� 상태에서 흡연을 하지 �도록 하�,
특별히, ��거나, �을 �용 �이거나, �을 �신
상태에서 흡연을 하지 �도록 합니다.



가정에 추가적인 연기 경보장치, 구체적으로
연기형태의 화재에 대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자
형태의 연기 경보장치의 설치를 고려합니다.

흡연 물질이 원인이 된 주택 화재에서의 사� 위�
전체 인구의 13%라는 것에 비교해 볼 때, 치명적인 흡연
물질로 인한 화재 희생자의 40% 이상이 65 세
이상이었습니다.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에 비해 화재를 �할 위�이 7배가 높
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흡연자라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안전
을 확신하기 위하여 특별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냥� 라이터� 어린이

�기� 흡연물질 = 화재 ��

화재 경보기가 생명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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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은 성냥이나 라이터에 ��를 ��
기�, 특별한 화재 위�에 처하게 �니다.
z

성냥이나 라이터를 높은 곳에 두고
어린이들이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거리에 둡니다.

z

만일 흡연자가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흡연 물질을
어린이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본인이
간수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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