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 화재시 안전지침 사항은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건물 입주자는 다음 사항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비상/대피 상황시 방법과 대피 통로를 꼭 

숙지한다.

화재시 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집합장소를 

정한다.

건물 관리측에서 주최하는 화재 예방 회의 및 

화재 훈련에 꼭 참석한다.

화재시 대피 통로를 확보하며,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복도와 계단 포함).

연기 방지 문, 1층 출입구, 그리고 천장 

출입구가 잠겨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화재시 연기와 불이 번지지 않도록 연기 방지 

문이 잘 닫혀 있는지 확인한다 (화재 피해 

최소화).

화재 관련 위험사항은 화재 서비스 팀(Fire 

Services Department)에 바로 연락한다 (2723 8787).

화재 서비스 팀



 화재시비상구

(韓國)



입주 위치/동에 불이 났을 경우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입주 위치/동에 남아 있는 모든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알립니다.
가장 가까운 계단으로 대피합니다.
복도 비상 화재 벨의 유리 커버를 깨고 
비상 벨을 작동시킵니다.
안전한 위치에서 화재 신고를 합니다 (999
번).

화재 벨 소리가 들릴 경우

신속하게 행동하세요.
상황에 따라 가능하면 입주 
위치/동을 조금 더 관찰하세요. 
불이 났을 경우 999번 화재 서비스 
팀에 신고를 한 후 다음 행동을 
취하세요.

좋은 화재 대피 계획은 
모두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입주 위치/동을 떠나기 전에

해당 지역을 벗어나기 전에 대피로 인한 위험요소를 
파악합니다.
해당 지역에 남아 있을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 신속히 
결정합니다.

입주 위치/동에 남아 있을 경우

문을 닫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빈 틈을 포장용 테이프와 
젖은 수건으로 막습니다.
만약 연기가 계속 들어올 경우 999
번 화재 서비스 팀에 전화를 걸어 
현재 자신이 속한 위치를 알립니다. 
연기가 없는 다른 방으로 
이동합니다.
발코니나 창가에서 침대 시트나 수건을 흔들어 소방관에게 자신의
위치를 신속히 알립니다.

입주 위치/동에서 대피할 경우

화재 대피시 꼭 필요한 물품을 챙기세요 
(휴대폰, 열쇠, 젖은 수건)
복도에 연기가 없을 경우 건물에서 
최대한 빠르게 대피하세요.
입주 위치/동의 모든 문을 닫으세요.
가장 가까운 계단을 통해 대피하시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마세요.
계단에 연기가 차 있을 경우 즉시 다른 
계단을 통해 대피하세요.

안전한 계단이 없을 경우 입주 위치/동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다른 
안전한 동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기가 길을 막고 있을 경우 바닥의 공기는 비교적 깨끗하므로
기어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