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겨울철 전기안전
지켜주세요.

켜
지
겨울철주세요!
전기안전

겨울철에는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해요.

플러그가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되었나요?

주변에 화재를 부르는
물질이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전원차단이 가장 중요해요.

오래된 전기기기는 사용하기 전 고장여부를 확인해야 하

불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는 성질을 일컬어 가연성이라고

겨울이 되면 늘 사용하게 되는 난방기구들이 있는데요. 전

는데요. 전선 이외에도 전기기기의 플러그 고장 여부도 확

합니다. 겨울철 전기화재를 불러 일으키는 가연성 물질에

기난로, 전기장판, 히터 등이 그 예입니다.

인하셔야 합니다. 전기기구의 플러그는 콘센트와 닿았을

는 이불, 소파, 커튼, 옷장 등 무궁무진한데요. 우리가 입고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플러그 빼는 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

때 불꽃이 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있는 옷도 가연성이 높은 물질에 속합니다.

은데요. 전원차단만으로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완전히 접속되지 않은 콘센트와 플러그에서 튀는 불꽃이

전기난로를 오래 사용하면 신체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연

알고 계신가요?

인화성 물질(먼지 등)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

성 물질의 온도도 같이 높아지는데요.

겨울이 되면 항상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소식이 있습

습니다. 플러그가 접속 결함을 일으킨 콘센트를 분리시켜

전기난로 등의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 주변의 가연성 물질

니다. 바로 전기난로나 전기 장판 사고인데요. 우리는 뉴

보면 콘센트 구멍이 새카맣게 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화

과 맞닿으면 화재로 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스에서 전기난로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외출을 하거나 잠

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콘센트 플러그 완전 접속 여부를

가연성 물질로 인한 전기사고는 전기난로 과열사고 만큼

든 사이 화재로 집을 잃게 된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이나 겨울철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난방기구 화재는 우리의 작은 관

콘센트와 플러그를 연결할 때 접속이 완벽하게 되도록 꽉

심해야 하는데요.

심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눌러주시고요. 오래되거나 파손된 콘센트는 즉시 교체를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난방기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전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구 주변에서 정리하고, 사용하신다면 그만큼 전기사고가

난방기구 사용 후 어느 정도 추위가 가시게 되면 사용을

줄어들 수 있겠죠?

중지해 주시고요.
다시 추워지면 사용하시는 것이 올바른 난방기구 사용방
법이랍니다.

「전기난로」 는 전기를 먹는
“전기흡혈귀”랍니다.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화하여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전
기난로! 집집마다 한 대 정도는 있을 법 한데요.
전기난로는 전자제품 중에서도 전기를 가장 많이 소모하
는 전기기기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일정한 시간 동안 선풍기가 100kw의 전기를 소모한다면
전기난로는 1,500kw가 넘는 전기를 소모하는 전기 흡혈
귀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난로 같은 난방용품을 여러 개 사용하
시면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고, 겨울철 전력 낭비에 주범
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난로를 사용하실 때에는 동시간에 하나 이상 사용하
지 마시고, 사용 후에는 전원차단 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1. 겨울철 전기안전
지켜주세요.

승인 받은 난방용품을
사용하세요.

무거운 물건이 전선을
눌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누전차단기 시험버튼을
눌러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해주세요.

올겨울 난방용품 구매가 지난해 보다 120% 늘었다는 소식

난방용품 전선이 무거운 물건에 눌리게 되면 전기를 옮겨

누전차단기 시험요령은 누전차단기 전면에 붙어 있는 빨

들으셨나요? 유난히 추운 겨울 때문에 난방용품 구입이

열을 발생하게 해주는 전선(구리선)이 끊어지거나 구부러

간색 (초록색) 시험 버튼을 살짝 눌러 작동확인을 해보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제품이 안전한 지 사용하

질 수 있습니다.

되는데요.

기 전에 알아보기 쉽지 않은데요.

끊어지거나 구부러진 전선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기 때

빨간색 시험 버튼을 눌러 스위치(손잡이)가 위에서 아래로

난방용품을 구입할 때에는 우리나라 각종 인증제도를 통

문에 더욱 위험한데요. 전선이 끊어지거나 구부러진 것을

“탁” 소리를 내면서 내려오면 전원이 차단되어 정상 작동

해 승인된 제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고 사용하다가 합선이나 높은 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

하는 것입니다. 스위치가 내려와 전원이 차단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되는 KS마크는 Korea Standard

할 수 있습니다.

누전차단기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

의 약자로 1962년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 공산품

끊어지거나 구부러진 전선으로 인한 화재의 가장 큰 예로

셔서 반드시 교체해주셔야 합니다. 정상 동작된 제품은 스

을 대상으로 제정한 한국산업표준 마크인데요. KS마크가

는 전기장판 화재를 들 수 있는데요. 전기장판을 보관할 때

위치를 잡고 올리시면 됩니다. 제품에 따라 내려온 스위치

있는 제품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각종 시험을 거쳐 제품

이불처럼 접어 보관하고 그 위에 무거운 물질을 올려 놓

가 올라가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스위치를 완전히

의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을 경우 전기장판의 전선이 끊어지거나 구부러지는 일이

밑으로 내린 뒤에 올려보세요. 그래도 스위치가 올라가지

Q마크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Q마크로 승인 받은 제품 역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않으면 누전차단기 고장으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시 한국품질인증연구원을 통해 인증 받은 제품입니다.

전선이 끊어지거나 구부러진채로 전기장판의 전원을 연

KC마크는 Korea Certification의 약자로 국가통합인증마크

결하면 끊어진 부분에서 합선이, 구부러진 부분은 높은 열

입니다. 에너지 소비효율등급표시, 공산품안전인증, 품질

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에는 전기장판 겉 표면을 태워 화

검사 등 13개의 인증 시험을 하나로 통합하여 내어주는 것

재로 이어지게 되므로 사용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약속
해요~

1. 난방용 콘센트는 적정 용량에 맞게 사용한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2. 난방용품은 가급적 같은 시간대에 1개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3. 전기장판, 히터 등의 난방용품은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다.
4. 가연성 물질(옷장, 이불, 소파 등) 가까이에서는
난방용품 사용을 금한다.
5.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난방용품은 반드시
고장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한다.
6. 난방용품 구입 시에는 KS 또는 공인된
인증제품을 구입한다.
7. 난방용품 전선이 무거운 물건에 눌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8. 플러그는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되었는지 확인한다.
9. 가습기는 될수록 콘센트나 기타 전기제품과
거리를 두어 사용한다.

이 KC마크인데요. 각각의 승인마크를 통해 인증 받은 난방

10. 그밖에 전기안전 관련 문의는 언제든 1588-7500
(한국전기안전공사)로 문의한다.

용품을 구매하셔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기조명 화재에
주의하세요.
겨울철이면 강한 바람이 자주 불어 전기조명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조명이 떨어지지 않도록 전기 배선에 손상이 없는지,
누전 위험은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상가 진열대에 있는 백열전구, 할로겐 전구는 발열
온도가 높아,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종이, 헝겊과 같은 가
연성 물질과 접촉하면 발화될 우려가 있으니 미리미리 점
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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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기안전 약속

미리의
Tip!

추운 날씨가 되면

따뜻한 목도리와 모자를

꼭 쓰고 다녀요!
그럼 천하무적 미리처럼
쉽게 감기에
걸리지 않아요~

3. 전기장판 올바른 사용방법
알려드립니다.

알려립니다!
전기장판드
사용방법
겨울철 전기장판
안전하게 사용하고
보관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확인1.
확인2.

집을 나서기 전

전자제품 확인

전기장판 꺼내셨나요?

전기장판 보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기장판 바르게 사용하기!

꼭꼭 숨겨두었던 전기장판을 꺼낼 시기가 돌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 사용한 전기장판을 보

겨울철 사용이 빈번한 전기장판, 잘 사용하셔

아 왔습니다. 1년 동안 쌓인 먼지를 털어줘야

관해야 하는데요. 계절용 가전제품은 사용보

야 오래도록 쓸 수 있겠죠?

하는데요. 올 겨울도 전기장판 사고 없이 안전

다 보관이 더 중요 합니다. 하지만 전기장판 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장판을 너무 오

하게 사용하기 위해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

관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랫동안 사용하시지 마시고요. 5시간 사용하셨

이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올바른 전기장판 보관법

다면 아무리 추워도 1시간 정도는 전기장판에

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 휴식을 주어야 한답니다.

첫 번째! 접어서 보관하시면 안돼요. 전선이 많

그리고 침대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이불과

은 전기장판을 접어 보관하시면 전선이 끊어

함께 아침마다 접어서 보관하시는데요.

지거나 구부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봄, 여

전선이 끊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 그

름, 가을 3계절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전기장

대로 두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오래 사용하지 않은 전자제품을 꺼낼

판을 접은 채로 위에 무거운 물건을 두게 되면

잘못된 사용으로 전선이 끊어지거나 구부려지

때에는 전선과 플러그를 확인해야 하는 것 아

전선이 끊어지거나 구부려져 화재 발생 확률

면, 그 부분에 열이 발생하여 화재로 이어지는

시죠? 전선 피복이 손상된 곳은 없는지, 플러

이 높아집니다.

데요.

그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

두 번째! 동글게 말아주세요. 접어서 보관하지

가연성 물질로 만들어진 전기장판의 커버가

니다.

않으면 큰 전기장판을 펴서 보관해야 하나요?

화재를 더욱 키울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쌓인 먼지를 잘 닦아주셔야 하는데요.

이런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펼

물기가 너무 많은 채로 닦으면 나중에 누전이

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부피

나 합선의 위험이 있답니다. 많은 전선들이 열

가 너무 커서 문제가 된다면 동글게 말아서 보

에너지를 만드는 전기장판의 경우 물기와 접

관해주세요.

촉하게 되면 오래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습기를 막을 수 있는 신문지를 사이사

전기사고의 불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에 끼워 보관해주세요. 습기로부터 전기장

세 번째! 먼지를 닦아주셨다면 그늘진 곳에 말

판을 오랫동안 보호할 수 있답니다.

전선, 플러그
확인

물티슈로
닦기

발코니에
전기장판
말리기

려주세요. 장소는 발코니가 딱이겠죠?

확인3.

사용줄이기

접어서 보관하면
안돼요!
무거운 것을 올려 놓아도
안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