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는
방출하는
이용하면
소방대가
가족들이

불을 향해 화학물질이나 물을
특수 압축된 장치입니다.소화기를
작은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 진압은 물론
탈출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소화기로는 소방대처럼 화재를
진화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불이라도 항상 소방서에 먼저
신고하십시오.

공급처:

가정용 소화기

소화기 사용 방법은?
화재는 연소라고 하는 화학적
반응입니다. 불이 연소하기 위해는 연료,
산소 및 열이 필요합니다. 소화기는 타고
있는 연료를 식히거나 산소를 제한,
제거하는 "작용제"를 불에 분사해 화재를
진압합니다. 소화기로 가정내 작은
화재를 빨리 진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서는 적어도 한 대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화기를 비치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화상을 입은 사람 중 1/3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적합한
유형의 소화기를 보유하고 그 사용
방법과 사용 시기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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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사용 방법:

다음의 경우에만 화재 진화
시도하기:

소화기 라벨의 세부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당기기
조준하기
움켜쥐기
흔들기

1

핀을 당긴다

• 소방서에 우선 신고한다. 소화기로는
소방대처럼 화재를 진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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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잡이를꽉

화원을
향하게
조준한다

움켜쥔다
2.

4.

4

노즐을 좌우로

• 화재의 규모가 작고 번지지 않고 있다.
2~3분 안에 불길이 두 배로 번질 수 있다.
• 진화할 수 없을 경우 재빨리 빠져 나올 수
있다. 불에 갇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탈출구
방향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 화재로 타고 있는 물질에 적합한 소화기를
가지고 있다. 라벨을 확인하십시오! 화재
발생 전 비치된 소화기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흔든다

올바른 종류의 소화기 사용하기
A 유형은 목재, 종이, 의복, 가구,
플라스틱 및 이와 유사한 물질 등의
일반적인 가연성 물질로 인한
화재:왼쪽 기호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된 물 또는 건조 분말 소화기를
사용합니다.
B 유형은 주방 기름, 페인트, 오일,
석유 및 휘발유 등 인화성 액체 및
가스로 인한 화재:왼쪽 기호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된 건조 분말
또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합니다.
절대로 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C 유형은 생활 가전제품 또는
배선으로 인한 화재:왼쪽 기호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된 건조 분말
또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합니다.가능하면, 전원을 먼저
차단합니다.전원을 차단하면 화재는
A 또는 B 유형이 됩니다. 물은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소화기
바로 알기
소화기를 1 대 이상 사기 전 소화기가 어디에
필요한 지 생각하십시오. 화재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종류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까? 모든 종류의 화재 진압에
아무 종류의 소화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소화기 종류를 지역 소방서에
문의하십시오. 가정에 가장 적합한 소화기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반드시 온 가족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소화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두십시오.대부분 경우, 문 또는 현관 바로
안쪽으로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곳 바로 옆에
소화기를 두지 마십시오.화재로 발생하는 연기,
열기, 불꽃 때문에 소화기를 가지로 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소화기 보관 위치와
사용법을 알고 있도록 하십시오.
Underwriter's Laboratories (UL) 또는 Factory
Mutual (FM) 등 국가 승인 시험소에서 허가하는
소화기를 구입하십시오. ABC 등급의 소화기는
대부분의 화재 유형에 사용 가능합니다.

•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한다. 소화기에 손상,
부식, 조작 및 누수의 징후가 있는지 한 달에
한 번 점검합니다. 분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소화기는 비어 있는 것입니다.
• 소화기 사용법을 알고 있다. 화재가 난
상황에서는 소화기 사용법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역 소방서에서 소화기 사용
교육을 받으십시오.

주의사항:
연기 탐지기는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입니다. 연기 탐지기는 화재가 소화기로
진압할 수 있는 정도일 때 화재 경보를 알리게
되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를 통해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화재 대피 계획을 짜고 연습해
봅니다.
절대 화재가 난 건물로 다시 들어가지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