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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화재 안전

그릴 요리 안전
햄버거와 핫도그에서 바베큐 치킨까지, 야외 그릴처럼 신나는 
일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릴은 가장 인기있는 요리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릴은 불이 붙을 수 있는 물품에 가까이 있을 경우 가정과 
가족들의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 프로판과 숯불 바베큐 그릴은 야외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자택(1

인 가족 자택에 대해 지역 법령에서는 아파트 커뮤니티가 연소 
가능한 구조물로부터 10피트 떨어질 것을 권장), 데크 난간과 
처마 및 돌출된 초목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아동과 반려동물은 그릴로부터 최소 3피트 떨어진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릴이 연루된 모든 부상의 절반은 열 
화상입니다.)

• 몇 초라도 그릴을 두고 자리를 비우지 마십시오.
• 그릴 선반과 기름받이에서 기름때와 지방 잔여물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 마지막으로 그릴 안전을 기억하십시오. 7월은 그릴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입니다.

불꽃놀이
여름과 독립기념일같은 특별 행사는 불꽃놀이, 퍼레이드, 바베큐, 
카니발, 피크닉, 공연 및 미국의 역사, 정부와 전통을 기념하는 
다양한 공공 및 개인 행사와 연관됩니다. 그러나 불꽃놀이는 
아름다운 만큼 사람들과 재산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 국가 화재 보호 협회(NFPA)에서는 섭씨 1,200도의 온도로 

올라갈 수 있어 불꽃 막대와 같이 구매할 수 있는 불꽃놀이 
사용의 자제를 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리는 섭씨 900
도에서 녹습니다.

• 불꽃 막대는 응급실 화재 부상 중 1/4 정도를 차지합니다.
• 매년 16,000건 이상의 화재 신고가 불꽃놀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 불꽃놀이를 보고자 한다면 전문가가 진행하는 공공 행사를 

관람하십시오.
• 불꽃놀이 용품을 사용할 때는 아동들을 항상 면밀하게 

관찰하십시오.

물 안전
여름에 온도가 치솟기 시작하면서 조지아주에서는 공립 및 사립 
풀장, 호수, 강과 물 관련 활동으로 피서를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얼굴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 주변에서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 수영할 때는 절대 혼자서 하지 않고, 물놀이 하는 사람들을 

지켜볼 수 있는 인명 구조원이나 물 밖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아이들이 물 속에 있을 때는 항상 감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항상 자녀로부터 손이 닿는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 어린 아이들과 경험이 없는 수영자는 항상 물 주변에 있을 때 
구명 조끼를 입어야 합니다.

• 물 깊이에 대해 확신이 없을 때는 항상 수중에 발부터 
넣으십시오.  얕은 물이나 흐린 물/흙탕물에 머리부터 
뛰어들거나 다이빙하지 마십시오.

• 풀장 배수구는 피하십시오.  이는 특히나 아이들의 머리카락, 
수영복 또는 손발이 배수구에 걸려 익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 알코올을 섭취한 후에는 얕은 물에서도 절대 수영하지 
마십시오.

• 마지막으로 물놀이를 할 때는 전기 위험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배선이 노출된 전기 코드가 있는지 
살피고 물은 젖었거나 축축한 곳이면 어디든 전도성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름에는 선크림과 벌레 퇴치 스프에이 향이 공
기 중에 맴돕니다.  마당에서 걸을 때는 갓 자
른 잔디의 상쾌한 느낌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
이들은 인도에서 불꽃이 터지는 폭죽을 흔들면
서 달리고 웃음꽃을 피웁니다. 여름철 어떤 풍경
을 예상하고 있든 Gwinnett County Fire and 
Emergency Services에서는 여름철 안전에 대
해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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