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안전한 주거공간 만들기
화재 및 화상 예방
안전 상식에 밝아 지세요!
화재 경보기 작동이 주택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을 반으로 줄입니다!
주택 안전 협의회

다음의 저렴하고 쉬운 방법들을 활용하여 집안에서 발생 할 수 있는화재와 화상을
예방 하십시오.
화재 경보기와 소화전을 설치하시고 점검
당신의 안전을 위하여,
하십시오
믿을 만한 친지, 가족, 혹은 기술자에게
다음 사항을 부탁 하십시오.
 모든 방과 복도, 그리고 각 층에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십시오.
 매달 화재 경보기의 테스트
버튼을 눌러서 작동여부를 확인
하십시오.
 일년에 한번 화재 경보기의
건전지를 교체하거나 화재 경보기의
수명이 다할때 까지 10여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리튬(Lithium) 건전지를
사용하십시오.
 청각 장애가 있는 분들은 플래쉬가 부착된
화재 경보기를 사용하십시오.
 집 안에 최소 한개 이상의
소화기를 보관하시고 사용법을
익히십시요.
 소화기를 사용하실 때에는
P.A.S.S를 기억하세요. 안전핀을 뽑고(Pull Pin), 호스를
조준하고(Aim Nozzle), 제동장치를 당겨서
(Squeeze trigger), 좌우로 뿌려줍니다
(Sweep from side to side).

흡연자라면
 담배는 밖에서만 피우십시오.
 불씨를 완전히 끄십시오. – 끝까지, 항상.
 산소호흡기 사용중에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잠자리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전기 난로를 쓰셔야 할 때엔 탈
만한 모든 물건으로 부터 최소 3
피트(약 1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쓰시고, 외출 시나 취침 전에는 반드시
전기 난로를 끄고 전원을 뽑으십시오.
 손상되었거나 느슨한 전기 코드를
교체하십시오.
 뜨거운 물이나 수증기에 의한 화상을 피하기
위하여 물 보일러의 온도를 화씨 120도 보다
낮게 맞추어 놓거나 수도꼭지에 과열 방지
장치를 설치하십오.

음식을 만들때,
 매번 스토브나 오븐 을 사용한 후 끄는 것을
잊지 않도록 타이머를 맞춰 놓으십시오.
 음식을 만드는 동안에는 부엌을 떠나지
말고, 몸이 피곤할 경우 음식 조리를 가급적
삼가하십시오.
 요리중인 팬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먼저
뚜껑을 덮은 후 가스 버너의 불을 끄십시오.

대비 사항
 화재에 대비하여 모든
방으로부터의 대피 경로를
숙지하고 연습 하십시오.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집 밖으로
나가 안전한 곳에서 911에 연락하십시오.
 만일 옷에 불이 붙었을 경우, 바닥에 누워,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불이 꺼질 때까지
좌우로 구르십시오. 불이 꺼진 후 찬물로
3-5분 정도 화상 부위를 식히고 바로 의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엘에이 카운티의 주거공간 안전의식 증진 활동의 일환으로
홈 세이프 프로젝트가 본 자료를 제공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 합니다.

관련 기관 안내 정보
앨더케어 로케이터 (Eldercare Locator)
각 지역 사회 연장자 관련 서비스 정보 무료 제공
www.eldercare.gov
(800) 677-1116
각 지역 사회 연장자 관련 서비스 정보 무료 제공
(Los Angeles County Fire Department)
화재 경보기 설치 및 보관, 화재시 대피 경로 만들기등의 화재 예방 방법
제공
www.fire.lacounty.gov
(323) 811-2411
로스 앤젤레스 노인국
(Los Angeles Department of Aging, File of Life Program)
엘에이 지역 거주 60세 이상 노인을 위한 무료 서비스,응급시 응급요원에게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냉장고 문에 부착하는 자석 안내물 제공
hƩp://aging.lacity.org/
(213) 252-4030 또는, (800) 510-2020 무료 전화
리빌딩 투게더 (Rebuilding Together Southern California)
저소득 주택 소유자를 위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목격의 주택개조, 수리
제공
www.RTSoCal.org
(949) 278-2911

지역 소방서에 연락하여 일년에 한번 무료 화재 위험요소
검사를 받으십오.
본 자료는 아이즈너 재단(The Eisner Foundation)이
후원하고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낙상 사고
예방 센터(Fall Prevention Center of Excellence)가
운영하는 홈세이프 (Home Safety Adaptations for the
Elderly (Home SAFE)) 프로젝트에서 제공 합니다. 낙상
사고 예방 센터( FPCE )는 아치스톤 재단이 후원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stopfalls.org 를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