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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안전에 대한
지식 테스트
Test your Child Safety IQ

가정에서의 안전

다음 중 독성 식물은 어느 것인가요?
a) 보스턴줄고사리(boston fern)
b) 접란(spider plant)
c) 디펜바키아(dieffenbachia)

Home Safety Checklist

다음 중 캐나다에서 만 5 세 미만
어린이가 입원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a) 넘어짐
b) 중독
c) 화상
다음 중 어린이가 중독으로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a) 의약품
b) 세제
c) 화초

점검목록

BC 아동병원의 부상 예방 프로그램
604-875-3273
1-888-331-8100
www.bcchildrens.ca/safestart

?

요
아시나

...만 5 세 미만
어린이들은 주로
집에서 다칩니다.

정답: 1 c, 2 a, 3 a

자녀의 안전에 관한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을 보시려면 세이프스타트
(Safe Start) 프로그램인
세이프티스테이션(Safety Station)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bcchildrens.ca/safety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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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의 안전 점검목록
부엌

ll 	의자와 키높이 발판은 부엌 조리대, 개수대,
전자레인지, 스토브 등과 충분한 거리를
둡니다.

ll 칼, 가위, 그 외 날카로운 주방 도구는 잠글 수
있는 서랍에 보관합니다.

ll 조리할 때 스토브의 버너 중 뒤쪽 버너를
사용하고 뜨거운 음식과 음료는 식탁과
조리대의 가장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ll 전자제품의 전선은 자녀의 손이 닿지 않게
처리합니다.

ll 비닐 봉지와 질식 위험이 있는 작은 음식물은
아기와 걸음마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둡니다.

ll 가정용 세제, 의약품, 비타민, 기타 독성
물질은 잠가서 보관합니다.
ll 소화기는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둡니다.

욕실

ll 약, 화장품, 세제 등은 약 상자에 넣어

잠그거나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ll 전기 콘센트는 접지를 하고
전체 패널 보호용 플러그 덮개를
꼽습니다.

ll 헤어 드라이어, 전기 머리 인두,
기타 전기 기구는 플러그를 뽑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게 합니다.

ll 미끄럼 방지 매트를 욕조에 깔아둡니다.

ll 유아 목욕용 보조 의자(bath ring 또는 bath
seat)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ll 온수 탱크의 온도를 49°C 나 120°F 로
낮춥니다.

자녀의 방
ll 아기 침대는 1986 년 이후 제품으로 상태가
좋고 리콜 여부가 확인된 것이어야 합니다.
ll 일반 침대와 아기 침대는 창문과 충분한
거리를 둡니다.

ll 창문과 미닫이 문은 약 10cm(4”)
이하만 열리게 조치합니다.
ll 독성 가정 화초는 없앱니다.
ll 블라인드와 커튼 줄은 높게
묶습니다.

ll 매트리스는 침대에 틈새 없이 꼭 맞아야
아기의 머리가 끼지 않습니다.

ll 가구(사이드 테이블, 소파)를 창문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배치합니다.

ll 기저귀를 갈 때 쓰는 용품(옷핀, 파우더,
물휴지, 오일 등)은 아기나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집 주위

ll 서랍장을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고정합니다.

ll 블라인드와 커튼 줄은 높게
묶습니다.

ll 장난감 상자에는 공기가 통하는
구멍이 있어야 하고 뚜껑은
안에서 열 수 있어야 합니다.

ll 야간 전등은 장난감 모양이 아니고 소켓이
높이 있어야 하며 침구나 커튼 또는 벽에 걸린
물체에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ll 아기 침대에는 완충 패드나 베개, 담요, 이불,
장난감이 없어야 합니다.

거실
ll TV 와 기타 무거운 가구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ll 탁자의 날카로운 모서리와 테두리를 부드러운
천으로 덧댑니다.
ll 벽난로와 장작 난로 주위에 고정된 안전
장치를 설치합니다.

ll 성냥과 점화기구를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ll 부분 양탄자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깝니다.

ll 각층 침실과 복도에 연기 경보기를
설치하고 건전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ll 전선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게 처리합니다.
ll 어린이 주위에서 질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작은 물건을 치웁니다.
ll 계단 상단부는 벽에 철물로 고정하는
게이트로 차단합니다.

ll 문 손잡이에 덮개를 씌워 어린이가 문을 열고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ll 아이가 위급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고 있게 합니다.
ll 아이가 자신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부모 이름도 알고
있게 합니다.

ll 연못과 수영장은 울타리로 완전히
둘러싸이고 집과 수영장 사이에 자물쇠가
있는 안전문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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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더 필요하시면 세이프스타트에 604-875-3273 이나 1-888-331-8100 으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www.bcchildrens.ca/safestart 를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