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집 안전환경 체크리스트 》
∎점검일시 : ’17.

.

. (

)

∎점검자 :

항목

 일반사항
⦁ 피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피난통로에 쌓아두지
않고 있다.
⦁ 재난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을 구비해두고 있다.
⦁평소 비상 연락망을 준비해서 비치해두었다.
⦁ 응급처치를 위한 의약품이 비치되어 있고 약품의 상태는
양호하다.
⦁정기적으로 약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은 약국의 수거함에 넣는다.
⦁약품보관함은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해두고 있다.
⦁ 비상식량, 물, 약품 등을 담은 비상배낭을 익숙한 장소에
준비해두고 있다.

 화재안전
⦁거실과 주방 등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
⦁가정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소화기의 압력
표시부는‘정상(녹색)’을 가리킨다.
⦁인화성 물질을 화재위험이 없는 곳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가스안전
⦁ 가스 호스가 낡거나 손상된 곳이 없다.
⦁비눗물을 호스 연결부위 등에 발랐을 때 거품이 일어나지 않는다.
⦁ 가스 연소기 주변에 불에 타기 쉬운 물체를 두지 않고 있다.
⦁ 연소기는 자주 청소하여 음식물 찌꺼기 등이 끼어있지 않다.

안전상태
양호

불량

조치결과

항목
⦁ 바람 등으로 인해 연소기의 불꽃이 꺼질 위험이 없다.
⦁ 가스 사용 후에는 가스 중간밸브를 잠근다.
⦁ LPG용기는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별도의 보관함 등에
저장하고 있다.(LPG 사용자대상)
⦁난방기 조절기는 고장 없이 작동하고 있다.
⦁ 가스보일러의 배기구나 환기통이 막혀있지 않다.
(가스보일러 사용자 대상)

 전기안전
⦁ 플러그가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되어 헐겁지 않다.
⦁ 전선, 플러그, 콘센트의 손상된 곳이 없고 먼지 등이 쌓여 있지 않다.
⦁ 누전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 물기가 있는 곳에서는 가급적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 시에는 물기로 인한 감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주의한다.
⦁ 물기가 있는 곳에서는 콘센트 덮개를 설치하고 항상 덮어둔다.
⦁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제품을 사용한다.
⦁ 콘센트를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전선이 무거운 물체에 눌려있거나,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묶은 채 사용하지 않는다.

 지진안전
⦁선반이나 높은 곳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을 두지 않고 있다.
⦁ 침대 머리맡에 장식품 등을 두지 않고 있다.
⦁ 높은 곳의 찬장에 그릇이 떨어지지 않도록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 가구나 선반은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

안전상태
양호

불량

조치결과

《 우리집 어린이 안전 체크리스트 》
∎점검일시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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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 :
안전상태

항목

조치결과
양호

 침실 및 거실
⦁ 유리문은 안전필름이 부착되어 있거나 안전유리로 되어 있다.
⦁ 가구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충격흡수재가 부착되어 있다.
⦁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콘센트에는 안전커버가 설치되어 있다.
⦁ 창문에 추락방지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다.
⦁창문 블라인드 줄은 짧게 잘라 놓거나 높은 곳에 걸어두고 있다.
⦁ 무겁거나 너무 푹신한 이불·베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 문틈에 손 끼임 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 계단, 창문, 베란다 근처에 밟고 올라설 수 있는 물건을
놓아두지 않는다.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낙상에 대비하여 매트를 설치해두고 있다.
⦁ 창문이나 베란다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환기 등을
한 뒤에는 항상 잠가둔다.
⦁ 계단의 난간은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다.

 주방 및 다용도실
⦁ 칼 등 날카로운 물체는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있다.
⦁ 어린이 손에 가스연소기나 전열기구가 닿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세재 등 마셨을 때 위험한 물질을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있다.

불량

안전상태
항목

조치결과
양호

⦁ 세재 등을 보관할 때는 음료병 등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용기에 담지 않고 라벨링 등을 통해 구분하고 있다.
⦁ 크고 무거운 물체를 찬장 아래쪽에 보관하고 있다.
⦁ 비닐봉지, 랩 등이 어린이 손에 닿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찬장의 문을 어린이가 열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욕실
⦁ 약품이나 위생용품, 세제는 아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고
있다
⦁ 변기의 뚜껑은 항상 닫아 놓는다.
⦁ 목욕 후에는 욕조에 물을 받아두지 않는다.
⦁ 욕조 벽면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 욕실바닥이나 욕조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되어 있다.

 아이방·놀이방
⦁ 장난감은 연령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 날카로운 모서리나 뾰족한 부분이 있는 장난감을 사용하지
않는다.
⦁ 공작도구(가위 등)는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위험하지 않다.
⦁ 풍선이나 삼키기 쉬운 작은 물건(구슬, 동전, 자석 등)이
바닥에 방치되어있지 않다.
⦁ 장난감의 작은 부속품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고정되어
있다.
⦁ 장난감의 건전지 투입구가 잘 밀봉되어있다.

불량

《 우리집 장애인·노인 안전 체크리스트 》
∎점검일시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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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 :
안전상태

항목

조치결과
양호

⦁거실이나 욕실 등의 바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매트를
깔아두고 있다.
⦁ 가구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충격흡수재가 부착되어 있다.

⦁이동을 돕기 위한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고 있다.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바닥에 이동을 방해하는 문턱이나 늘어진 전선 등
장애물이 없다.
⦁휠체어, 이동 보조기구 등이 파손된 곳이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위급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긴급신고119·
112 외에 근처 친척번호 등)를 미리 확인하고 게시해두었다.
⦁출입문이 안쪽에서 잠기지 않는 구조이거나 비상시 열 수
있도록 열쇠를 구비하고 있다.
⦁계단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처리를 해두었다.

⦁계단, 지하, 현관 등 어두운 곳에 밝은 조명을 설치하고 있다.
⦁신원정보와 연락처를 기록한 카드 등을 소지토록 하여
실종 등에 대비하고 있다.
⦁약품 오용하지 않도록 약품의 용도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다.

불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