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재안전은 여러분에게서 시작됩니다.
예방

고층빌딩에
화재경보 작동

집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십시오.
TEST

모든 층과 모든 침실 밖에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고 모든 침실 밖에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십시오(
필수인 경우).

귀하의 집에 불이
났습니까?

예

가장 가까운
비상구로
대피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감지

대피
아니요

집에 머무르는
게 안전할 경우
집에 계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집 화재대피계획을 준비하고
연습하십시오…반드시 대피해야 할
경우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파악합니다.

고층빌딩 화재안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이나
본 정보를 다른 언어로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귀하의 건물
관리실에 문의하거나 Toronto Fire Services에 311로 전화 또는
방문하십시오.

www.toronto.ca/fire/
prevention

화재

고층빌딩

고층 아파트와 콘도의
화재안전

고층 아파트나 콘도의 거주민들은 화재 발생에 대비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고층건물은 화재안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 층과 벽, 천장은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장벽
역할을 하며 각 집의 문은 열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반드시 자동으로 닫혀야 합니다.
• 각 층에는 2개 이상의 분리된 비상계단이 연결되어
있어 외부로 안전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 화재경보시스템을 통해 거주민에게 화재 상황을
조기에 알립니다.
• 현대식 건물이 대부분 갖추고 있는 것:
1. 관리실에서 화재 발생 위치와 상황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음성 통신 시스템.
2. 불 발화 지점에 바로 물을 뿌릴 수 있는
스프링클러 시스템
3.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올 경우 신선한 공기를
확보할 수 있는 발코니(또는 창문)

화재안전은 여러분에게서
시작됩니다.

건물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아두십시오.
이것은 귀하와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 집주인, 관리인 또는 건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십시오
• 건물의 화재안전계획에 나와 있는 비상
절차를 파악하십시오
• 집 대피계획을 세워 집에 같이 사는 모든
사람들과 연습하십시오
• 모든 화재는 각기 다릅니다. 화재경보를 듣거나
화재를 목격하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 대부분의 사망 원인은 불이 아닌 연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대처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집에 불이 났을 때

집에 불이 난 경우라면 집 안에 있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유독한 연기를 피하십시오!
• 모든 사람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 나오면서 모든 문을 닫되 잠그지는
마십시오
• 해당 층 계단 옆에 있는 화재경보
발신기를 잡아당기고 “불이야”를
외칩니다
• 가장 가까운 비상구 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갑니다
•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마십시오
• 절대로 옥상으로 가지 마십시오.
연기가 올라옵니다! 옥상 문이
잠겨 갇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안전한 곳에서 9-1-1로 소방서에 전화하십시오
(누군가 전화했을 거라고 절대로 짐작하지
마십시오)
• 소방관이 도착하면 화재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알립니다
• 일단 나가면 계속 밖에 계십시오
• 소방서에서 안전하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건물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화재 경보를 들었을 때

구조되거나 밖으로 나가라는 명령을 듣기 전까지는
집 안에 계십시오
1. 귀하의 집에 불이 난 게 아니라면 집에 계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의 벽과 바닥, 천장은
불연건축자재로 만들어졌으므로 귀하를 연기와
불로부터 보호해줄 것입니다.
2.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덕트 테이프로 문 주변의
틈새를 막고 바닥 부분은
젖은 수건으로 두릅니다.
통풍구나 환기구 역시 같은
방식으로 틈새를 막습니다.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경우(그리고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1. 9-1-1로 소방서에 전화해 귀하의 위치를 말하고
발코니로 나온 뒤 문을 닫습니다.

2. 발코니가 없는 집이라면 연기가 가장 없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너비가 넓은 테이프와 수건으로
틈새를 막으십시오. 필요할 경우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창문을 엽니다.
창문이나 발코니에서 천을
흔들어 응급 요원에게 귀하의
위치를 알리십시오.
3.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바닥 쪽으로 몸을
낮춥니다.

4. 상황 지휘자의 지시를 듣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