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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이용안내

119구조대
119구급대
운용 및 이용방법
운용 및 이용방법
119에서 하는 일

화재예방활동 : 안전점검, 방화순찰
화재진압 : 인명구조, 연소방지
구조활동 : 재난사고처리, 인명구조
구급활동 : 응급처치, 환자이송
국민 편의증진 봉사활동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긴급대피는 이렇게!!



운용 및 이용방법
신고접수 즉시 현장 출동, 사고자 인명주고 및 응급환자 병원이송
이용대상 : 모든 시민(응급환자)
이용시간 : 24시간 상시 이용가능 (이송에 따른 경비 일체 무료)

운용 및 이용방법
신고 및 이용하기가 편리함 ⇒ 전화 119
24시간 출동대기로 신속한 출동과 이송 가능
병원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병원의 환자수송능력, 산소소생기 보유 등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까지의 응급처치 가능
희망하는 병원으로 이송, 입원조치 원칙
병원진료 원활 ⇒ 의료행위 거부 못함

119에서 하는 일
화재예방활동 : 안전점검, 방화순찰

화재진압 : 인명구조, 연소방지

구조활동 : 재난사고처리, 인명구조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 > 소방방재 > 119이용안내

119구조대
119구조대는 각종 특수장비를 갖추고, 전문교육훈련을 받은 대원들이 신속하게 각종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합니
다.
119구급대
119구급대는 언제, 어디서나 119신고만 하면, 신속히 달려 가는 것은 물론, 응급처치도 하며 원하는 병원까지 최단거리내에
무료로 후송해 드립니다. 기타 당직병원 문의나 응급환자에 대한 문의도 친절히 알려드립니다.

119이용안내

영양군청(https://www.yyg.go.kr)

https://www.yyg.go.kr/www/welfare
https://www.yyg.go.kr/www/welfare/safety_management
https://www.yyg.go.kr/www/welfare/safety_management/fire_prevention
https://www.yyg.go.kr/www/welfare/safety_management/fire_prevention/119_use


구급활동 : 응급처치, 환자이송

국민 편의증진 봉사활동
고장소방시설 무료수리, 산불진압 지원,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 고지대 급수지원, 주택화재 예방 점검, 한해 수해 수방활동 지원, 소방관련 상담 훈련

[이미지 자료 출처 : 119 안전신고센터]

봉사·소방 화재·구조·구급 등 모든 재난 신고는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긴급대피는 이렇게!!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빠르고 질서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침착하게 비상구 등 대피가 용이한 곳을 찾아야 한다.
탈출방향의 문에 손을 대어 본 후 뜨거운 열기가 없거나 문밖에 연기가 없다는 판단이 될 때 어깨로 문을 떠받친 다음 문쪽의 반대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숨
을 멈춘후 조심해서 비상구나 출입문을 열고 대피한다.
연기속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는 손수건 등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고, 연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으므로 낮은 자세로 엎드려 신속하게
대피하면 된다.
화염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는 적신 담요·커텐 또는 몸에 물을 적시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엘리베이터는 정전으로 멈추어 안에 갇힐 염려가 있고, 엘리베이터 자체가 굴뚝역할을 하여 질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이용하지 말고 비상계단이나 완강
기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침착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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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119.go.kr/Center119/sense0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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