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ndeez TM 구슬 오염에 한 질문과 답변  
 

Bindeez 구슬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들 구슬 내에 안전한 물질 신 유해한 화학 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화학 물질을 
삼키면 체내에서 GHB 로 변경됩니다. 
 
GHB 란 무엇입니까?   
 
GHB (감마 히드록시 부티르산)는 효력이 강한 진정제 및 마취제입니다. 
 
아이에게 GHB 가 작용할 때 어떤 증세를 나타냅니까? 
 
증세는 삼킨 구슬의 양에 따라 다릅니다.  
 
삼킨 양이 많지 않을 때는 경미한 졸음 증세나 탈억제 증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양을 삼키면 
아이가 구역질, 구토, 현기증 증세를 보이고 말을 불분명하게 하게 하며, 심한 졸음을 경험하거나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모든 증세는 몇 시간 내에 치료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GHB 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가 경험하는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GP 혹은 지역 병원에 가십시오. 그 증세가 심각하다면, 
앰뷸런스를 부르십시오. 
 
부모님들이 자녀가 구토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아이가 Bindeez 구슬을 계속 가지고 놀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는 아이로부터 구슬을 제거하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구슬을 삼키지 않았고 
졸음이나 구역질 증세를 보이지 않는 아이는 GHB가 작용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아이는 
집에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차후 한 시간 내에 증세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GHB 가 작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슬이나 모자이크 판을 만졌다는 것만으로는 건강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Bindeez 구슬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Bindeez 구슬은 아이로부터 제거하여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부모님들은 해당 
회사의 웹사이트 (http://www.mooseworld.com.au/content/bindeezrecall/faq.aspx)를 
방문하거나 Moose Enterprises 에 전화 (1800 303 895)하여 얻은 지침에 따라 제품을 공급업체에 
가능한 빨리 반환하셔야 합니다.  

 
 

건강상 문제에 한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유독 물질 정보 센터 (Poisons Information 

Centre)에 131 126 으로 전화하시거나 아래 지역 공립 보건소로 연락하십시오.  
  Camperdown  02 9515 9420   Penrith  02 4734 2022   Broken Hill  08 8080 1499   Newcastle  02 4924 6477   
  Gosford  02 4349 4845  Randwick  02 9382 8333  Dubbo  02 6841 5569  Port Macquarie  02 6588 2750   
  Hornsby  02 9477 9400  Albury  02 6080 8900  Goulburn  02 4824 1837  Tamworth  02 6767 8630   
  Parramatta  02 9840 3603   Bathurst  02 6339 5601   Lismore  02 6620 7500   Wollongong  02 4221 6700   

 
 

긴급 의료 지원을 위해서는 000 으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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