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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에서의 화재예방 안전대책민박에서의 화재예방 안전대책

민박 이용객이나 주변 주민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예방 안전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박 이용객이나 주변 주민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예방 안전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박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께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머무실 수 있도록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용 설비 등을 갖춥시다.

공동주택의 일부를 민박으로 활용할 경우

단독주택에서 민박을 제공할 경우

복도, 계단 등 공용 부분에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시킴으로써 설치할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민박 부분이 일반주택의 일부분
(절반 미만)이고 50 ㎡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용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일정 조건을 만족시킴으로써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박 부분(건물의 절반을 넘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의 면적이 150
㎡ 이상일 경우에는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면적 150 ㎡ 이상의 공동주택 등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박 부분에는 자동 화재탐지 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면적 500 ㎡ 이상의 공동주택 등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민박 부분이 적은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민박 
부분 및 관리인실 등에 간편한 공사로 무선식 설비를 설치하면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정촌(市町村) 조례 등에 의거하여 ‘피난안내도 게시 및 제출’이나 ‘휴대용 전등 상시 비치’ 등이 요구될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방법령 확인 등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소방기관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민박 부분에 커튼, 카펫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염 성능(화재 발생 방지, 
연소 확대 억제 등)을 지닌 방염 물품을 선택해 주십시오. 

건물 전체의 수용 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소방 관리자를 지정하고, 본 
리플릿을 이용하여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외부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소방 관리자 선임

※ 방염 물품

자동 화재탐지 설비(화재를 조기에 알림)

유도등(피난구로 유도)

소화기(초기 진화)

방염

자동 화재탐지 설비(화재를 조기에 알림)

유도등(피난구로 유도)

소화기(초기 진화)消火器

誘導灯

自動火災報知設備

消火器

誘導灯

自動火災報知設備

커튼

카펫

(주석) 본 리플릿에서 ‘민박 서비스’란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바람직한 ‘민박 서비스’에 관한 검토회 중간정리)을 말합니다.

본 리플릿은 민박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 등을 비롯한 관계자가 상주하지 않는 민박 
등에서 이용객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민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이 
이용객에게 주지시켜야 할 필요사항을 작성한 책자입니다.



건물 화재의 주요 발화 원인인 ‘가스레인지/인덕션’, ‘난로’, ‘담뱃불’에 대한 
발화 방지 대책을 강구합시다.

가스레인지/인덕션
3,431

담뱃불
2,368

방화
2,021

방화로 의심됨
1,136

난로
1,397

배선기구
1,023

전등·전화 등의 배선
953

전기기기
828

모닥불
485

등불
444

발 화  방 지  대 책

민박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께 민박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께

불이 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화재예방 안전대책의 기본입니다.
이 페이지를 참고하여 해당 시설의 상황에 맞는 발화 방지 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우측 
페이지를 참고로 숙박 시 이용객 주의사항을 작성하여 거실 내에 게시합시다.

발화 방지 대책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화재의 주요 발화 원인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으면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흡연 
가능 여부와 흡연 시의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합시다.
●실내금연, 베란다 흡연 금지
●침대에서의 흡연 금지
●재떨이는 물을 넣은 것을 사용

가스레인지/인덕션 등의 조리기구나 난로 등의 
난방기구를 비롯한 화기 사용 기구는 잘못 
취급하면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비치된 화기 사용 기구의 특성을 토대로, 잘못된 
취급 예나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의를 환기시킵시다.

《주의환기 사항의 예 》
●화기 사용 기구 가까이에 불에 타는 것을 갖다 대거나 두지 않는다
●조리 중에는 자리를 뜨지 않는다
●냄비 등 조리도구는 비치된 것 외에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민박에 화기 사용 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안전장치가 탑재된 것을 설치합시다.

※침구 등은 방염 성능이 있는 제품을 비치하여, 담뱃불로 인한 화재 위험을 제거합시다.

화기 사용 기구에 대한 주의 환기
출처: 2015년판 소방백서(총무성 소방청)

화기 사용 기구에 대한 주의 환기1

가스레인지/인덕션 등의 사용방법 및 취급 시 주의점가스레인지/인덕션 등의 사용방법 및 취급 시 주의점1

흡연 규정을 지킵시다흡연 규정을 지킵시다2

소화기 사용방법소화기 사용방법3

흡연 규정 준수 철저흡연 규정 준수 철저2

숙박 시 주의사항

담뱃불은 물을 넣은 
재떨이에 꺼 주십시오.
정해진 장소 외에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험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사용방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긴급 시 
연락처로 문의하여 
확인하십시오.

주의

소화기 등의 설치장소와 사용방법 설명소화기 등의 설치장소와 사용방법 설명3

1 2 3

복도·베란다에서는 금연 침대에서는 금연

소화기 

사용방법

화재 발생 시 즉시 초기 진화가 가능하도록 
소화기 사용방법을 확인합시다. 불이 천장까지 
번진 경우에는 초기 진화를 단념하고 즉시 
대피하십시오.

주의

천장까지 불이 번진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 끌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발화점을 향해 소화제를 살포합니다.
불이 꺼지면, 가스전을 닫습니다.

주방에 갔더니 조리기구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규모가 작으면, 소화기로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숙박 전에 민박 이용객에게 소화기 설치장소와 
사용방법을 이해하도록 잘 설명합시다. 또한 옥내 소화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방법도 설명합시다.

기구나 냄비 등 조리도구는 비치된 것 외에는 사용을 자제해 주세요!

흡연이 가능한 경우의 예 금연인 경우의 예

※즉시 초기 진화가 가능하도록 민박에 소화기 등을 비치합시다.

운반할 때는 아래의 
레버를 잡는다

황색 핀을 위로 당겨 
뽑는다

노즐을 발화점에 맞춘다 레버를 쥐면 노즐에서 
소화제가 뿜어져 나옵니다

4

·재떨이에는 물을 넣는다 ·담배꽁초를 모아두지 않는다
·담배꽁초를 휴지통에 버리지 않는다
(정해진 담배꽁초 수거통에 넣는다) 

· 난로 가까이에 불에 타는 것을 
갖다 대거나 두지 않는다

· 급유가 필요할 때에는 긴급 
연락처로 연락

·난 로  가 까 이 에  불 에  타 는  것 을  갖 다  
대거나 두지 않는다

·급유가 필요할 때에는 긴급 연락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조리 중에는 
가스레인지/인덕션에서 
자리를 뜨지 않는다

사용 전에 사용방법을 
확인

조리 중에는 가스레인지/인덕션에서 
자리를 뜨지 않는다

담배꽁초는 정해진 담배꽁초 수거통에 버려 주십시오.
(화재의 원인이 되므로 담배꽁초를 휴지통에 버리지 
마십시오)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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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화  방 지  대 책

민박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께 민박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께

불이 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화재예방 안전대책의 기본입니다.
이 페이지를 참고하여 해당 시설의 상황에 맞는 발화 방지 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우측 
페이지를 참고로 숙박 시 이용객 주의사항을 작성하여 거실 내에 게시합시다.

발화 방지 대책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화재의 주요 발화 원인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으면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흡연 
가능 여부와 흡연 시의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합시다.
●실내금연, 베란다 흡연 금지
●침대에서의 흡연 금지
●재떨이는 물을 넣은 것을 사용

가스레인지/인덕션 등의 조리기구나 난로 등의 
난방기구를 비롯한 화기 사용 기구는 잘못 
취급하면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비치된 화기 사용 기구의 특성을 토대로, 잘못된 
취급 예나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의를 환기시킵시다.

《주의환기 사항의 예 》
●화기 사용 기구 가까이에 불에 타는 것을 갖다 대거나 두지 않는다
●조리 중에는 자리를 뜨지 않는다
●냄비 등 조리도구는 비치된 것 외에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민박에 화기 사용 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안전장치가 탑재된 것을 설치합시다.

※침구 등은 방염 성능이 있는 제품을 비치하여, 담뱃불로 인한 화재 위험을 제거합시다.

화기 사용 기구에 대한 주의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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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시 주의사항

담뱃불은 물을 넣은 
재떨이에 꺼 주십시오.
정해진 장소 외에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험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사용방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긴급 시 
연락처로 문의하여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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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등의 설치장소와 사용방법 설명소화기 등의 설치장소와 사용방법 설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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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베란다에서는 금연 침대에서는 금연

소화기 

사용방법

화재 발생 시 즉시 초기 진화가 가능하도록 
소화기 사용방법을 확인합시다. 불이 천장까지 
번진 경우에는 초기 진화를 단념하고 즉시 
대피하십시오.

주의

천장까지 불이 번진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 끌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발화점을 향해 소화제를 살포합니다.
불이 꺼지면, 가스전을 닫습니다.

주방에 갔더니 조리기구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규모가 작으면, 소화기로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숙박 전에 민박 이용객에게 소화기 설치장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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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피난계단

민박 부분

○○○호실
각 세대 각 세대 각 세대 각 세대각 세대

피난안내도 게시

민박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께

이용객이 화재 발생 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참고하여 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우측 페이지를 참고로 
화재 시 이용객 대응방법을 작성하여 거실 내에 게시합시다.

화재를 당한 경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기 등의 위치와 
피난경로, 피난방법을 확인해 두십시오.

피난안내도 작성 예피난안내도 작성 예1

피난방법에 대한 주지피난방법에 대한 주지2

피난안내도1

피난안내도

주의
민박 이용 전에 피난안내도에서 화재 시의 피난경로를 확인하십시오.
확인 후 실제로 그 경로를 따라 걸어보고 피난경로를 확인하십시오.
단, 화재 시 외에 발코니 칸막이를 발로 차서 부수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건물의 구조나 피난경로를 몰라서 이용객이 화재 현장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피난안내도를 작성하여 현관문 
등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합시다. 또한 소화설비나 피난기구의 
설치장소도 기입합시다.

화재 시의 연기나 열로 인해 자동 화재탐지 설비의 경보가 울린다는 점, 
화재 시의 피난경로와 피난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합시다.

피난안내도

피난방법2 피난방법

현재 위치 소화기 소화전 피난기구 피난경로 칸막이칸막이 현재 위치 소화기 소화전 피난기구 피난경로

재해 시에 대피할 때는 피난계단을 사용합시다.
■ 피난계단

■ 발코니 칸막이 

피난 사다리를 이용해 
아 래  층  세 대 의  
발코니로 대피합니다.

화재 시의 연기 또는 
열 을  감 지 하 여  
경보를 울립니다.

피 난 경 로 는  2 가 지  
이 상 으 로  하 고 ,  현 관 을  
통해 밖으로 나가기 곤란한 
경 우 의  피 난 경 로 에  
대해서도 표기합시다.

설치되어 있는 소화설비나 
피 난 기 구  등 을  확 인 한  후  
색 깔 이 나  그 림  등 을  
사 용 하 여  알 기  쉽 게  
표기합시다.

■ 감지기

현 관  등 을  통 해  
대 피 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발코니를 
통해 대피합니다.

■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

초기 진화가 
불가능한 경우, 
대피합니다.

모의 경보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kaho.or.jp/alarmsound/

감지기가 화재 연기 또는 
열을 감지하여 음성이나 
버저로 알립니다.

피난계단 피난계단

EV

UP UP

민박 부분

○○○호실
각 세대 각 세대 각 세대 각 세대각 세대

엘리베이터는 재해 시에 정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재해 시에는 사용하지 
말도록 주지시킵시다.

발코니

<작성 예>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내려간다 내려간다

현관에서 복도를 지나 
피난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현관을 통해 대피

피난 사다리를 이용해 아래 층 세대의 발코니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피난기구[피난 해치(Hatch)+피난 사다리]

■ 발코니 칸막이 
얇 은  판 으 로  만 들 어 진  
칸 막 이 를  발 로  차 서  
부수면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민박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께

EVEV

불이야
!!화재 시에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는다.

■ 피난기구
[피난 해치(Hatch)＋피난 사다리]

비상 시에는 이 칸막이를 
부수고 옆방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비상구이므로 물건 등을 
놓아두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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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

민박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께

긴급 시 이용객이 적절하게 119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 
페이지를 참고하여 우측 페이지의 119 신고 시트를 작성하여, 
거실 내에 게시합시다.

긴급 시에 주변 주민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 등 긴급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십시오.

119 신고 대책

119 신고 시트

휴대전화나 거실 내의 유선전화로 ‘119’를 누릅니다.
119 신고 접수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신고항목을 정리하여, 
이용객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SOS SOS

119 신고 대책

화재입니까?/응급환자니까?

휴대전화로 신고 시

휴대전화로 신고 시 위치정보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9 신고 시에는 주소 등(신고 위치)이나 
찾기 쉬운 목표물을 알려주도록 합시다.

●불이 난 장소는？
●무엇이 불타고 있습니까？
●신고자의 성함·전화번호는？

소재지(반드시 알려줄 것)

화재 응급환자

가까운 소방서에서 소방차/구급차가 출동합니다.

주소

건물 명칭 및 방 호수

목표물

거실 내 잘 보이는 곳에 119 신고 
시트를 게시합시다.

유선전화로 신고 시

민박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께

묻는 바에 대답해 주세요

불이 났어요!

불이야~

전화기 가까이에 119 신고 시트를 
게시합시다.

네~ ？

모르겠어요

동네 이름? 번지? 빌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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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 바에 대답해 주세요

불이 났어요!

불이야~

전화기 가까이에 119 신고 시트를 
게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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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에서의 화재예방 안전대책민박에서의 화재예방 안전대책

민박 이용객이나 주변 주민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예방 안전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박 이용객이나 주변 주민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예방 안전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박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께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머무실 수 있도록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용 설비 등을 갖춥시다.

공동주택의 일부를 민박으로 활용할 경우

단독주택에서 민박을 제공할 경우

복도, 계단 등 공용 부분에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시킴으로써 설치할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민박 부분이 일반주택의 일부분
(절반 미만)이고 50 ㎡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용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일정 조건을 만족시킴으로써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박 부분(건물의 절반을 넘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의 면적이 150
㎡ 이상일 경우에는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면적 150 ㎡ 이상의 공동주택 등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박 부분에는 자동 화재탐지 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면적 500 ㎡ 이상의 공동주택 등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민박 부분이 적은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민박 
부분 및 관리인실 등에 간편한 공사로 무선식 설비를 설치하면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정촌(市町村) 조례 등에 의거하여 ‘피난안내도 게시 및 제출’이나 ‘휴대용 전등 상시 비치’ 등이 요구될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방법령 확인 등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소방기관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민박 부분에 커튼, 카펫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염 성능(화재 발생 방지, 
연소 확대 억제 등)을 지닌 방염 물품을 선택해 주십시오. 

건물 전체의 수용 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소방 관리자를 지정하고, 본 
리플릿을 이용하여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외부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소방 관리자 선임

※ 방염 물품

자동 화재탐지 설비(화재를 조기에 알림)

유도등(피난구로 유도)

소화기(초기 진화)

방염

자동 화재탐지 설비(화재를 조기에 알림)

유도등(피난구로 유도)

소화기(초기 진화)消火器

誘導灯

自動火災報知設備

消火器

誘導灯

自動火災報知設備

커튼

카펫

(주석) 본 리플릿에서 ‘민박 서비스’란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바람직한 ‘민박 서비스’에 관한 검토회 중간정리)을 말합니다.

본 리플릿은 민박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 등을 비롯한 관계자가 상주하지 않는 민박 
등에서 이용객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민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이 
이용객에게 주지시켜야 할 필요사항을 작성한 책자입니다.



발화 방지 대책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레인지/인덕션 등의 사용방법 및 취급 시 주의점가스레인지/인덕션 등의 사용방법 및 취급 시 주의점1

흡연 규정을 지킵시다흡연 규정을 지킵시다2

소화기 사용방법소화기 사용방법3

숙박 시 주의사항

1 2 3
소화기 

사용방법

화재 발생 시 즉시 초기 진화가 가능하도록 
소화기 사용방법을 확인합시다. 불이 천장까지 
번진 경우에는 초기 진화를 단념하고 즉시 
대피하십시오.

주의

운반할 때는 아래의 
레버를 잡는다

황색 핀을 위로 당겨 
뽑는다

노즐을 발화점에 맞춘다 레버를 쥐면 노즐에서 
소화제가 뿜어져 나옵니다

4

민박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께 민박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께

화재를 당한 경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기 등의 위치와 
피난경로, 피난방법을 확인해 두십시오.

피난안내도1

피난안내도

주의
민박 이용 전에 피난안내도에서 화재 시의 피난경로를 확인하십시오.
확인 후 실제로 그 경로를 따라 걸어보고 피난경로를 확인하십시오.
단, 화재 시 외에 발코니 칸막이를 발로 차서 부수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피난안내도

피난방법2 피난방법

칸막이현재 위치 소화기 소화전 피난기구 피난경로

현 관  등 을  통 해  
대 피 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발코니를 
통해 대피합니다.

■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

초기 진화가 
불가능한 경우, 
대피합니다.

모의 경보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kaho.or.jp/alarmsound/

감지기가 화재 연기 또는 
열을 감지하여 음성이나 
버저로 알립니다.

<소화기 등의 위치, 피난경로>

현관에서 복도를 지나 
피난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현관을 통해 대피

피난 사다리를 이용해 아래 층 세대의 발코니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피난기구[피난 해치(Hatch)+피난 사다리]

■ 발코니 칸막이 
얇 은  판 으 로  만 들 어 진  
칸 막 이 를  발 로  차 서  
부수면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불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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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께

화재가 발생한 경우 등 긴급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십시오.

119 신고 시트
SOS

화재입니까?/응급환자니까?

●불이 난 장소는？
●무엇이 불타고 있습니까？
●신고자의 성함·전화번호는？

소재지(반드시 알려줄 것)

화재 응급환자

가까운 소방서에서 소방차/구급차가 출동합니다.

주소

건물 명칭 및 방 호수

목표물

묻는 바에 대답해 주세요

기타 주의사항

민박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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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께

숙박 시 확인사항
아래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체크시트는 기입 후 방에 두고 가십시오.

가 스 레 인 지 / 인 덕 션 ,  난 로  사 용 방 법 ,  취 급  시  주 의 점 은  
이해되셨습니까?

흡연 규정은 이해되셨습니까?

소화기의 위치, 사용방법은 확인하셨습니까?

피난경로, 피난방법은 확인하셨습니까?

119 신고 시트는 확인하셨습니까?

서명

시설관리 담당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연락처

궁금하신 점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소방안전과 관련하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기입하여 주십시오.

致民宿服务投宿人员

希望对防火措施给予有效帮助。

炉灶与取暖器等的使用方法与使用注意事项炉灶与取暖器等的使用方法与使用注意事项1

请遵守吸烟规则请遵守吸烟规则2

灭火器材的使用方法灭火器材的使用方法3

住宿注意事项

1 2 3
灭火器材的

使用方法

请确认灭火器材的使用方法，以便在
发生火灾时可立即进行初期灭火。火
焰够到天花板时，请放弃初期灭火，
立即撤离。

注意

搬运时握住下面的把手 向上拔出黄色销子 将喷嘴朝向火源 握住把手，通过喷嘴喷射
灭火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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