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 연습. 불행한 사태의 방지.

영아와 유아를 위한 화재 안전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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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를 위한 화재 안전 정보
5 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화재에 의해 사망할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두 배나 높습니다. 주택 화재로 인해
매년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며, 그
가운데 40 퍼센트는 5 세 미만의 어린이입니다.
끔찍한 화재의 피해로부터 영아와 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연방긴급사태관리청(FEMA)
산하미국화재안전국(USFA)은 전국적인 안전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USFA 는 미국 소아과협회,
NFPA, 전국 SAFE KIDS 캠페인 및 ZERO TO
THREE 와 협력하여, 5 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다른 사람들에게 다음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대비 –-가정을 화재로부터 더욱 안전하도록
준비하십시오.
화재 안전 계획을 연습 –- 특히 가정의 화재 대피
계획을 세우십시오.
불행한 사태의 방지.
댁의 가장 어린 구성원인 자녀에 대하여 다음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만으로는 자녀를 구할 수 없습니다.
화재 안전을 실천해야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화재
사실: 화재에 의한 5 세 미만 자녀의 사망의 중요
원인은 성냥, 라이터 및 기타 열 공급원입니다. 실제로
유아들이 라이터나 성냥을 가지고 놀다가 가정 화재를
많이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불에 대해
근본적으로 호기심이 있으므로, 이들이 성냥과

라이터로 불을 켤 수 없을 것이라고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께서 할 수 있는 일:
성냥과 라이터를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보이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캐비닛에 잠가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냥과 라이터를 보면 알려달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아이들이 잘 켜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라이터라도 백
퍼센트 안심할 수 없으므로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어린이가 불에 대한 호기심이 있거나 불을 가지고
노는 경우, 성냥과 라이터는 어른이 주의해서 써야
하는 도구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절대로 성냥이나 라이터를 놀이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흉내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화재 안전에 필요한 행동을 가르치고
실천함으로써 화재를 방지하십시오. 스토브에서
조리할 때는 아이들이 3 피트 이내로 오지 못하도록
하고, 전기 콘센트는 과부하 되지 않도록 사용하며,
난방장치는 매년 점검하며, 흡연하는 경우 재떨이는
깊은 것을 사용하고 재를 물로 적시십시오.

화재경보기
사실: 자녀가 사망하는 주택 화재의 3 분의 2 는
작동하는 화재경보기가 없는 집에서 발생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그 열과 검은 연기 및 치명적인
가스로부터 피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초 밖에 안 됩니다.
작동하는 화재경보기를 설치하여 관리하기만 해도
화재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극적으로
증가됩니다. 대부분의 하드웨어나 가정용품 업소 또는
잡화점에서 이러한 화재경보기와 배터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방서에서는 저렴한 가격이나 무료로
화재경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속 ¼

협력처: 미국 소아과협회, NFPA, 전국 SAFE KIDS 캠페인, ZERO TO THREE

화재경보기 (계속)
귀하께서 할 수 있는 일:
집의 층마다 그리고 취침하는 장소의 밖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하고 점검하십시오.
화재경보기를 매달 점검하며 배터리는 일 년에 한 번
교체하십시오.
아기가 자는 방의 문을 닫아 놓는 경우, 방안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하고 베이비 모니터를 사용하여
경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때가 되면 자녀들에게 화재 경보기의 소리에 대해
가르치십시오. 경보가 나면, 집을 나가서 가족이
만나기로 정해진 장소에 가도록 가르치십시오.
주택 화재 대피 계획
사실: 화재 대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정에서도 대부분
연습을 하지는 않습니다. 화재는 몇 분 또는 몇 초 내에
걷잡을 수 없이 퍼진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그리고
연습이 뒷받침하는 화재 대피 계획의 중요성을 잊지
마십시오. 3 살 밖에 안 된 아이라도 자주 연습한다면
화재 대피 계획을 따를 수 있으며, 이는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귀하께서 할 수 있는 일:
집의 창문과 출입문이 모두 포함된 간단한 도면을
작성한 다음 각 방에서부터 나가는 통로를 두 가지씩
계획하십시오.
가상 화재 시나리오를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부엌, 지하실 그리고 침실 밖의
통로에서 불이 나서 퍼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연기를 피하려면, 연기 밑으로 기어서 대피하십시오.
문을 열기 전에 만져서 뜨거운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뜨겁다면, 다른 대피 경로를 사용하십시오.
집 밖에서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며,
자녀들에게 절대로 집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르치십시오.
화재 대피 계획은 적어도 1 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연습하며, 자주할수록 좋습니다. 부모가운데 한 명이
외출 한 경우도 가상하여 연습하십시오.
화재 대피 계획을 연습할 때, 연기 흡입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코와 입을 막는지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출구를 잡동사니나 장난감이 막지 않도록 치우십시오.
집에 유아나 영아가 있으면, 다음의 추가 대피 방법이
필요합니다: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아기 침대 근처에 아기용
멜빵을 놓아두십시오. 아기용 멜빵은 브레이스와
같이 착용할 수 있으므로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아기를 편하게 옮길 수 있어서 대피에 좋습니다.
아기가 자는 침실 문을 닫아 두십시오. 복도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문을 닫아두면 연기가
아기를 덮치는 것을 지연해주므로 소방관에게 더
많은 구조 시간을 허용합니다.

아기에게 소방관으로부터 숨지 말라고
가르치십시오. 위급한 상황에서는 제복이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방관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장성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는 방법과 문에
손대기 또는 창문으로 가는 법 등을 대피 계획에
따라서 함께 연습하십시오.

문의 연락처:
The United States Fire Administration
16825 South Seton Avenue
Emmitsburg, MD 21727

웹사이트: www.usfaparents.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