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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행동요령

화재신고요령
화재시 119 신고요령
초기소화
기본적인 조치가 끝나면 소화기나 물을 이용하여 불을 끌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해야하며 이때 주의해야 할 점

대피유도 및 긴급피난
우리 가정에 있는 물건들이 불에 탈 때 발생하는 유독가스

안전한 긴급대피 요령
불길에 갇혀 피난이 불가능한 경우 대응요령



화재신고요령
화재시 119 신고요령

화재경보기는 뚜껑을 깨고, 빨간색 단추를 누르면 된다. 경보기가 없으면, '불이야!'라고 외치며 소리나는 물건을 두드린다.
어른들이 119신고를 하면서 소방교육을 받은 어린이만큼도 못하게 당황하여, 주소도 알리지 못하고 전화를 끊는 경우가 많다. 119신고시 정확한 주소
나 찾기 쉬운 주변건물을 알려야 한다.

초기소화
전기화재는 전기스위치를 내립니다 (끔니다) - 분전반이나 차단기 등 석유난로 등에 의한 화재일 때는 담요나 이불을 물에 적셔서 뒤집어 씌운다.
가스화재는 용기의 밸브를 잠근다.

기본적인 조치가 끝나면 소화기나 물을 이용하여 불을 끌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해야하며 이때 주의해야 할 점
전기화재에 물을 사용하면 안된다 (감전 위험)
기름 종류의 화재에 물을 사용하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
가스화재는 폭발성이 있으므로 갑자기 문을 열거나 전기스위치 등을 조작하면 안된다.

대피유도 및 긴급피난
불이 나면 물질이 연소할 때 연기 속에 독성이 강한 가스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연기는 짧은 시간에 쉽게 건물의 수직부분으로 올라가므로 연기의 피
해로 인명피해가 증가하는 것이 최근 화재의 특징이다. (연기의 이동속도: 1초당 수직으로 3∼5m, 수평으로 1m)

우리 가정에 있는 물건들이 불에 탈 때 발생하는 유독가스
구분 위험농도 목재 양모 비단 나이론 우레탄 아크릴

이산화탄소 10% 0.43 0.15 0.36 0.36 0.36 0.36

일산화탄소 0.2% 0.30 0.07 0.04 0.04 0.20 0.04

시안화수소 110ppm - 63 45 - 70 230

암모니아 0.25% 0.07 0.12 0.03 - 0.01

알데히드류 800ppm 53 - - 176 680 -

안전한 긴급대피 요령
화재가 나면 자동 정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방시설은 정전후 20분이상 비상 전기가 공급되므로 피난할 시간은 충분하다.
모포, 수건을 적셔 얼굴을 가리고 몸을 보호한다.
피난할 때는 열기나 연기의 방향을 보고 불이 난 반대쪽의 비상구, 비상계단을 찾아 1층 또는 옥상중 가까운 쪽을 선택한다
연기, 열기속을 움직일 때는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행동을 최소한으로 하여 산소 소모를 줄여 숨을 적게 쉬도록 노력한다.
닫힌 문을 통과할 때는 문을 열기 전에 먼저 손으로 만져본다. 문짝이나 손잡이가 뜨거울 때는 문반대편에 강한 화연이 있다는 뜻으로, 이럴 때는 문을 열지
말고 다른 방향을 찾아야 한다.
엘리베이터는 정전으로 갇힐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계단을 이용한다.
숙박시설, 유흥업소에는 화재시 피난로 유도표지와 비상전등이 비치되어 있으니, 미리 눈여겨 보아 두는 습관을 갖는다.
공포감을 극복하고 주변상황을 정확히 판단한다.
실내에 갇혀 있을 때에는 갑자기 문을 열면 안된다.
문의 손잡이 등이 뜨거우면 문을 열면 위험하다.
피난할 때 자세를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보호한다.
불이 난 곳이 반대방향 비상구를 이용한다.
상황판단 없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안된다.
피난시 화장실이나 통로의 막다른 곳은 위험하다.
엘리베이터의 이용은 위험하다.(정전시 갇히게 된다.)
고립되면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자기가 있는 곳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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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에 갇혀 피난이 불가능한 경우 대응요령
소방대원의 지시가 없이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등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열기, 연기에 갇혀 비상구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문을 닫은 다음, 문틈을 최대한 막고 물을 뿌려 연기의 침입을 방지한다
화재시 카페트, 가구 등이 탈 때는 강한 유독가스가 발생하므로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호흡과 신체활동을 적게 하여 산소 소모를 줄여야 한다.
창문이나 문밖에 수건을 걸어 놓거나, 외부에 사람의 기척이 있을 경우, 수건 등을 흔들어 구조요청을 한다.
아래층에서의 화염이나 연기가 창문을 통하여 윗층으로 올라올 수도 있으니, 계속 문을 열고 있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소방대가 도착해도 구조준비에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급히 서두르지 않는다.
※침착하게 기다리면, 반드시 119구조대가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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