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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화재안전교육

주택안전

안전한

오

늘날의

주택

전기

사용

안에는

가전제품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첨단 기술, 오락장치와

정기적으로 검사하세요. 혹 가전제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든지,

컴퓨터 제품으로 가득

이상한 소리가 나든지 코드가 뜨듯하든지 하면 즉시 플러그를 뽑고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사용을 중지하세요. 만일 가전제품에 불이 나든지 연기가 나면

전등과 가전제품을 전원에 연결하면

소방서에 전화를 하세요 (911).

과부하가 걸려 과열하게 됩니다. 이
과한 열은 전선에 감긴 절연체를 녹이고 점화하여 전기 화재를
일으킵니다.

손상된 전기코드가 달린 가전제품을 결코 사용하지 마세요.
세 발 플러그가 달린 전기제품은 세 발 플러그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하세요. 만일 여러분 집에 세 발 플러그 콘센트가 없으면

과부하가 걸린 콘센트는 주택화재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주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전체 전기화재의 3분의 2는 냉장고, 에어컨이나 전등의 플러그나
전기코드에서 시작합니다. 마모된 코드는 전선을 노출시켜 서로가
접촉하거나 전류를 접지하는 것과 접촉해서 불꽃이 일어납니다.

전기부속품 가게에서 어댑터를 구입하세요.
텔레비전, 스테레오와 컴퓨터 등 주변에는 이들이 과열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세요.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개 이상의 제품을 동시에
한 콘센트에 꽂으면 안됩니다. 또 연장 전선을 이용하거나 벽
콘센트에 추가제품을 겹쳐서 연결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여러 개의

거의 모든 전기화재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안전수칙을 지키며 가전제품과 전기코드 및 콘센트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전등설비에는 촉수가 적절한 전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너무
촉수가 큰 전구를 사용하면 과열해서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든 전기 코드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세요. 코드를 카펫이나
양탄자 밑으로 넣거나 물체에 동이거나 못에 걸지 마세요.
전기코드나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UL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 하세요. UL 마크는 안전검사를 받았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플러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콘센트 만을 사용하세요.
토스터 오븐, 헤어드라이어, 다리미나 커피포트 등은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플러그를 뽑아 두세요.
콘센트나 스위치판이 비정상적으로 뜨겁지 않는지 만져 보세요.
만일 뜨거우면 코드를 콘센트로부터 뽑고 스위치를 사용하지마세요.
면허를 가진 전기공에게 부탁해서 전선을 검사하게 하세요.
에어콘, 냉장고, 다리미, 전자 레인지, 식기세척기나 튀김
냄비등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특히
조심하여야합니다. 이들 제품을 같은 콘센트나 회로에 연결하지
마세요.

지체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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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경보기는 생명을 구합니다.

일산화 탄소 경보기는 생명을 구합니다.

소방서에 전화하세요.

연기경보기는 생명을 구합니다.

뉴욕 시 소방서가 보내는 공공 화재안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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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안전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1865 년 이래 뉴욕 시를 위해 자랑스럽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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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세요!

연장코드의 종류

게이지

암페어 총 와트 수

경량코드

18 게이지

7 암페어

875 와트

125 볼트

16 게이지

13 암페어

1625 와트

125 볼트

14 게이지

15 암페어

1825 와트

125 볼트

12 게이지

20 암페어

5000 와트

220 볼트

(전등이나

라디오 용)

배전대 (POWER STRIPS)

중간 코드

배전대와 돌연 전압상승 억제기(surge suppressor)는 더 많은 량의

중장비 용

(작은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회로의
동일량의 전원에 여러 개의 제품을
연결할

수

있게

합니다.

가전제품 용)

(컴퓨터,

프린터 용)

중장비 용

(전기

도구 용)

볼트

배전대 모두가 전압상승

코드가 전기를 전달할 수 있는 용량은 코드의 길이가 길수록

억제기는 아닙니다. 그뿐

감소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14게이지를 사용할 자리이지만

아니라

전압상승

억제기는

일회용 보호장치이기 때문에 큰 돌연
변압이 있은 다음에는 새 것으로 바꾸어줘야 합니다.

좀더 긴 코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강력한 12 게이지
코드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 냉동고, 에어콘, 건조기, 소형 난방장치등 많은 전력을

배전대에 크게 의존하시고 계신다면 집안에 콘센트 수가 모자라다는

소모하는 전기제품에는 굵기를 막론하고 어떤 연장코드도 절대로

뜻입니다. 면허를 가진 전기공에게 연락해서 추가 콘센트나 회로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전류가 큰 가전제품은 코드에 열이

설치하세요.

생기게 하며, 코드를 과열하여 녹거나 불이 붙게 합니다.

연장 코드
접지회로 차단 장치
연장코드는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며, 영구적으로 설치된 전선 만큼

물과 전기가 섞기면 큰 일이 날 수 있습니다.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없어서 흔히 과열합니다. 과열은 플러그나,

접지회로

소켓 또는 코드 전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차단함으로서 전기 쇼크나 감전사를 예방합니다.

연결코드는 게이지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굵기로 살 수 있으며,

1970년

그 중에는18, 16, 14, 12 와 10번

이후에

건립된

전기회로를

주택에는

즉각

콘센트에서

세면대,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의 급수원과의

게이지가 일반적입니다. 게이지

거리가 6 피트 이내일 경우에 접지회로 차단장치

수자가 낮을수록 많은 전류

(GFCI)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암페어)를

귀하의 집이 1975년 이전에 건립된 주택이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즉 12번 게이지는
14번 게이지보다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탁자용 전등에는 16번
게이지

차단장치(GFCI)는

전선이

충분하지만,

많은

전류가 필요한 회전식 전기 톱에는 강력한 12번

욕실과 부엌에 접지회로 차단장치를 설치하기를
권합니다.

가짜 연장 코드를 알아보는 방법
가짜UL

인증

제품은

공공안전을

심각히

게이지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협합니다. 이런 가짜 제품은 정규 연장 코드에

연장코드의 굵기가 연결된 전기제품의 전기 수요량에 적합한 지를

비해 동선 함량이 적으며 높은 전기를 감당하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코드에 꽂친 전등이나 제품의 촉수 전부의

못합니다. 가짜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지만 가장

총 합계를 120으로 나누어서 총 암페어 수치를 계산해 보세요.

좋은 방법은 그 가격입니다.

만일 그 총 암페어 수치가 코드의 규정 최고치와 같거나 그 보다

한 개를 99전에 파는 연장 코드는 틀림없이

크면 그 코드보다 굵은 코드 를 사용해야합니다.

불안전한 가짜일 것입니다.

전선의 굵기가 충분한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더 강력한 코드를
선택하세요. 결코 덜 강력한 코드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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