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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근면 협동

2학기 자체소방훈련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화재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숙달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함양하고자 본교에서는
10월 30일(수) 오후 2시에 자체적인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을 통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고, 화재가 발생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행동 요령을 익혀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훈련은 아이들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
전 및 재난대응 지도의 일환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모두 진지하게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사전 지도 바랍니다.

□ 훈련일시: 2019. 10.30.(수) 08:50 ~ 09:00(10분간): 화재 대피 행동요령 교육
14:00 ~ 14:40(40분간): 화재 시 대피훈련
□ 훈련유형: 화재대피훈련 실시
□ 훈련참여: 문산수억중, 고등학교 전 학년, 교직원
□ 학부모 협조사항
○ 학부모님께서는 자녀에게 화재 시 행동요령을 설명해 주시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화재 대피
훈련의 필요성과 대피방법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뒷면에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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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안내
화재발생시 대피방법
○
○
○
○
○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치거나 화재경보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시다.
연기가 많을 때는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시다.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얼굴과 몸을 감싸주세요.
방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시다.
손잡이가 뜨거우면 밖으로 나가지 말고, 연기가 문틈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젖은 옷이나 이불로 막고, 창
밖으로 옷가지 등을 흔들어 구조를 요청합니다.

소화기 사용요령
○
○
○
○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겨) 안전핀을 뽑는다.
(바람을 등지고 서서)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한다.
손잡이를 움켜쥔다.
분말을 골고루 쏜다.

화재시 119 신고요령
○ 119를 누르고 불이 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합니다.(우리집 주방에 불이 났어요. 2층 집이예요.)
○ 주소를 알려 줍니다.(○○구 ○○동 ○○○번지예요 / ○○초등학교 뒤 쪽이에요).
○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맙시다.
＊ 119는 화재신고는 물론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입니다.

Q&A
○ 고층건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은?
-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에서 탈출할 때에는 불과 연기가 빠른 속도로 번지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나와야 합니다.
- 닫힌 문을 열 때에는 손등으로 문손잡이가 뜨거운지 확인하고 뜨거우면 절대로 열지 말고 다른 비상통로를 이용합
시다.
- 실내에 갇힌 경우 방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젖은 옷가지 등으로 막고 숨을 짧게 쉬면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 전화가 있다면 119로 전화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창 밖으로 옷가지 등을 흔들어 구조를 요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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