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혼자 두지 마세요!
사고는 집안에서 일어나요!
가정 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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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아이에게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아이가 가장 많이 다치는 장소는 방과 거
실이고, 그 다음으로 부엌, 마당/차고, 욕실/화장실, 계단, 현관/발코니 순
입니다.

집안은 어른들에게는 안전한 장소이지만,
이제 막 뒤집고 기고 첫걸음을 하는
아기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른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기는
호기심이 매우 많아서 손으로 넣어보고 먹어보고 만져보려고 하는데, 그
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서는 아직 모릅니다.

아이에게 일어나는 사고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
틈에 끼이거나 베이는 것
이물이 식도나 기도(숨구멍)로 넘어가는 것
화상이나 전기에 감전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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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아이에게 어떤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아이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아기가 방바닥을 기어 다닌다면, 아기처럼 온 방을 기어 다녀 보세요. 실
제로 기어 다니다 보면 우리 집안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대 아래 떨어져 있는 이물질을 볼 수도 있고, 손가락을 넣
었을 때 틈에 끼이는 곳이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곳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
다. 바닥에 놓여있는 전기밥솥이나 압력밥솥이 화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는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큰 아이가 물건을 아무렇게나 놓고 다녀서 불안하신가요? 큰 아이를 혼내
지만 마시고, 아기의 입장이 되어 보자고 제안하고 큰 아이와 함께 집안을
기어다녀 보세요. 큰 아이가 동생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와도 같이 기어 다녀보세요.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했다면, 아기의 눈높이에서 걸어 다녀 보세요.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부딪힐 수 있는 가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등 집안의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혼자 두지 마세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이를 집안에 혼자 두면 안됩니다.
집안이라고 해서 아기에게 안전한 곳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준비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 집안 일을 하는 도중에도 엄마가 볼 수
있는 곳에 아기를 두세요. 엄마는 아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일을 하는 동안 아기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아기는 청소
나 부엌일을 하는 엄마와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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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떨어질 수 있어요!
아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
지만 위험을 인식하는 능력은 부족합니다.
아기가 몸을 뒤집기 시작하면, 아기를 침대나 소파와 같은 곳에 잠깐
동안이라도 두지 마세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침대에는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방충망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
다. 모든 창문은 10cm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합니다. 창문에는 10cm
이하의 간격으로 빗장이 달려 있는 안전 창살을 견고하게 설치합니다.
창문 근처에 가구나 박스 등 아이가 올라가거나 딛고 설 수 있는 물건
을 두지 마세요.
발코니 난간은 최소한 높이가 1m 이상이어야 하고 1.3m 이상이 좋습
니다. 발코니 난간에 올라갈 수 있는 발판 같은 물건이 주변에 없도록
하세요. 발코니 근처에 가벼운 가구를 두면 아이가 발코니로 끌고 가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발코니를 놀이 공간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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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호기심이 많아 여러 곳에 손가락을 집어 넣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 틈에 손가락을 집어 넣습니다.
쉽게 베일 수 있는 날카로운 물건의 위험성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틈에 끼이거나 베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가 집안을 돌아 다니다가 손가
락을 집어 넣을 만한 곳에 안전장
치를 하세요. 시중에는 끼임 방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선풍기에는
망을 씌워 놓으세요. 날카로운 물
건은 아이가 닿을 수 없는 곳에 두
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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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호기심으로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기들은 주변의 여러 가지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
다. 주변에 있는 물건들은 아기에게 모두 새로운 것들로 탐험의 대상입니
다. 손으로 만지기도 하지만 맛은 어떤지 감촉은 어떤지 입에 넣어보려고
도 합니다. 기도(숨구멍)나 식도로 이물질이 넘어가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입을 사용해서 탐험하는 것을 즐길 수 있도록 먹을 수
없는 크기의 큰 장난감을 주시고, 대신 작은 이물질들은 아이 주변에서 치
워주세요.
집안을 아기처럼 기어 다니면서 혹시 침대 밑, 소파 밑, 가구 사이,
구석진 곳에 방치된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땅콩, 단추, 떡, 풍선 등과 같이 작고 말랑한 것은 기도로 넘어가 질식
하기 쉽습니다. 둥그런 동전이나 바둑알(흰색) 등도 조심하세요.
아빠가 피우는 담배도 위험한데, 담배 1개비를 먹었다면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작은 냉장고 자석도 떨어질 위험이 없는지 잘 살피세요. 자석을 먹었을
때는 곧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어른이 먹는 약, 매니큐어 제거액, 가정용 화학제품(모기향) 들이 바닥
에 굴러다니지 않는지 잘 확인하세요. 아기가 먹었을 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기에게 위험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들은 아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넣고 잠가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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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는 뜨거운 것과 전기에 대해 모릅니다.
아기는 끓고 있거나 김이 나는 물이 위험하다는 것을 아직 모릅니다. 전기
콘센트가 어떻게 위험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기에게는 모두 호기심의
대상입니다.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에는 아기를 주방에서 충분히 떨어진 곳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기를 다른 방에 혼자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조리 중에 아기와 대화를 할 수 있을만한 거리에 아기를 두세요.
뜨거운 음식이나 물체는 언제나 아기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으세요.
뜨거운 전구도 아기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전기
밥솥이나 압력밥솥은 영유아의 화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바닥에 두지 마세요.
식탁보가 있는 경우 식탁 가장자리에 뜨거운 물건이나 음식을 두면
안됩니다. 아기가 식탁보를 잡아 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콘센트에 손가락이나 젓가락 등을 넣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부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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