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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 생활필수품

소화기 사용요령
1. 정화통 보관함

2. 쓰기 전에 숨을

에서 포장지 제거,

크게 들이마신 후

방독면에 연결

안경렌즈가 앞쪽

3. 앞면부 고무면체
가 코와 입, 턱에

에 오도록 착용

경보종류

4. 머리끈을 알맞게

경계경보

조임

맞게 밀착

(적 공격이
예상될 때)

공습경보
5. 숨을 내쉬고 정화

6. 착용 후 신속하게

통 바깥쪽 구멍을

안전한 곳으로

막고 숨을 들이마

대피

�식량 : 쌀, 가급적 조리와 보관이 간편한 라면, 밀가루, 통조림 등 (30일분)

알면 알수록 더욱 안전합니다

(적 공격이
긴박하거나
진행중일 때)

경보방법
사이렌 1분,
평탄음( - - - - )
라디오, TV, 확성기 등
으로 전파

�취사도구 : 식기(코펠), 버너 및 부탄가스(15개 이상)

발령시 행동요령
TV, 라디오방송(정부 안내) 청취
•T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원차단
•대피소 또는 지하시설로 대피 준비
•영업점은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에게 대피 안내

사이렌 3분,
파상음( ~ ~ ~ )

•민방위 대원, 경찰 통제에 적극 협조

라디오, TV, 확성기 등
으로 전파

•차량은 우측에 정차 후 대피

대피소 또는 지하시설로 신속대피
•대

�침구 및 의류 : 담요, 내의 등
�라디오(배터리 포함), 배낭, 휴대용 전등, 양초, 성냥 등
�소화기의 안전핀을 뺌
(이때 상단 레버만 손으로
잡음)

�바람을 등지고 3~5m
전방에서 호스를 불쪽
으로 향함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면서
불길 양옆으로 골고루
약제를 방사

소화기 사용시 유의사항
유통기한 확인

야간에는 모든 전등을 소등
•야

시면서 공기가
새는지 점검

[화학공격]
•실외 : 고지대나 고층건물의 상층부로 대피
•실내 : 문을 닫고 외부공기 유입 차단

�전쟁용 독성화학 가스로부터 얼굴과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독면
�정화통 유통기간은 5년, 한 번 사용하거나 방습포장을 개봉한 정화통은 재사용이 불가

화생방경보

1. 휴대주머니에서
방습포장제 꺼냄

3. 렌즈를 아래쪽

2. 방습포장을 개봉
하여 방독면을
꺼냄 (화생방 경보
발령시는 전쟁가스
정화통으로 교체)

4. 안전하게 착용

으로 향하게 함

5. 머리끈을 알맞게
조임

(적의 화생방
공격이 있거나
예상될 때)

[생물학공격]
라디오, TV, 확성기 등
으로 전파

•끓인 물과 깨끗한 음식물만 섭취
•해충, 애완동물에 의한 전염 주의

경보해제
라디오, TV, 확성기 등
으로 전파

�지하공간이나 창문이
없는 곳에서 사용하면
질식의 우려가 있음

비상사태
발생시
행동요령

�방사된 가스는 마시지
말고 즉시 환기

민방공 경보시
행동요령

�의약품 : 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 등
�의약외품 : 핀셋, 가위, 붕대, 탈지면, 반창고, 삼각건 등

소화전 사용요령

부상자 구조활동, 헌혈에 동참
•부
•오염시설과 장비는 비눗물이나 세제를 이용해
세척

�소화전함을 열고 호스를
꺼내어 불이 난 곳까지
꼬이지 않게 펼침

6. 숨을 내쉰 다음
정화통 바깥쪽의
구멍을 막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공기가 새는지
점검

�전쟁용 독성화학 가스 오염지역 및 화재현장에서 안전하게 대피시 착용하는 방독면
�정화통 유효기간은 5년, 한 번 사용하거나 방습포장을 개봉한 정화통은 재사용이 불가
(화재대피용/전쟁 가스용 정화통으로 구분 포장)

�너무 가까이 접근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

[핵무기공격]
•대피소 또는 지하시설로 대피
•핵폭발 반대방향으로 엎드려 눈과 귀를 막음

(적 공격 징후 및
추가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가정용 비상약품

�소화전 밸브를 왼쪽 방향
으로 서서히 돌려서 개방

화생방전 대비물품

화생방 공격시
행동요령

�호스 끝부분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불이 난 곳을 향하여
불을 끔

�방독면 또는 수건, 마스크
비상대비 물자
및 사용

대피소 찾기
비상시 국민 행동요령
스마트폰‘앱’

�보호 옷 또는 비닐 옷, 우의
�방독장화와 장갑 또는 고무장화와 장갑
�해독제, 피부제독제 또는 비누, 합성세제
�충분한 접착테이프 (창틀, 문틀 밀폐용)

※구글 PLAY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튼튼안전 365」다운로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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