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창문 및 발코니에서 추락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어린이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락은 종종 아이의 가정에서 발생하며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및 번역문을 원하시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health.nsw.gov.au/childsafety

Korean

아이는 날지 못합니다
창문과 발코니에서의 추락을 방지하세요

1 – 5세의 아이들이 가장 위험한 연령대인데 
이들은 자연적으로 호기심이 많지만 위험 인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추락은 더운 달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때는 가족들이 낮과 
밤 동안에 발코니 쪽으로 창문 및 문을 열어 두곤 
합니다.

호주의 건물 법령에서는 창문이 열리는 폭과 난간의 
간격을 최대12.5cm (규제가 되어 있는 곳)까지 
허용합니다. 현재 시행되는 건물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오래된 건물의 창문 및 난간 간격에 상기 

현행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법규가 없음을 
주지하십시오. 하지만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렌트한 건물에서 사는 경우 가정에 기구를 
부착하거나 변경을 가하기 이전에 집주인의 서면 
허가서를 받도록 하십시오. 집주인은 세입자가 창문 
안전 장치 혹은 기타 안전물과 같은 사소한 변경을 
하려는 것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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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날지 못합니다
창문과 발코니에서의 추락을 방지하세요

창문 안전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아이들은 12.5cm 
이상이 열린 창문 너머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창문 너머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 사항이 권장됩니다.

•가능한 모든 창문들 특히 침실 창문은:

 – 지상층 위에 위치할 경우 12.5cm 
이하로만 열린다.

 –12.5cm보다 많이 열리지 않도록 창문 
걸쇠/잠금장치가 있거나 열린 상태를 
보호하는 보호대가 있다 (아이는 날지 
못합니다 창문 안전 제품 안내 참조) 

 – 상단에서부터 열린다.

•침대와 기타 가구는 창문으로부터 치워 아이들이 
밟고 올라서서 창문에 다다를 수 없도록 한다.

•아이가 창문 너머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방충망에 의존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놀도록 가르친다.

•아이들을 항상 감시한다.

발코니 안전

아이가 발코니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 사항이 권장됩니다.

•  가능하면, 난간 (철책 울타리)은:

 – 최소한 높이가 1m이다.

 – 수직 바 간격이 12.5cm를 넘지 않는다  
(자를 사용하여 수직 난간 기둥 사이의 
간격을 측정).

 – 아이가 올라가도록 하는 수평 혹은 수평에 
가까운 대상물이 없다.

•모든 가구, 화분 식물 및 기타 올라갈만한 
물건들은 발코니 끝에서 치운다.

•아이가 발코니 끝으로 끌고 갈 정도로 가벼운 
가구를 파악한다.

•발코니로 나가는 문들을 잠가서 아이가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

•아이들을 항상 감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