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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아이들을 차 안에 
혼자 놔두지 마십시오

절대로 아이들을 차 안에 
혼자 놔두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몸 주에 공기 유통이 잘 되는 옷, 
즉 직물이 가볍고 색이 옅은 옷을 입히십시오.

긴 여행을 계획할 경우, 특히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할 경우엔 하루 중 기온이 낮은 
시간대에 여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2시간에 한번씩 차를 멈추도록 계획하여 아
기를 포함한 모든 승객들이 자유롭게 몸을 움
질일 기회를 갖도록 하십시오. 

아이들이 가벼운 옷을 입고 있는 여름철에는, 
유아안전장치와 고정띠를 팽팽히 조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후방향 유아안전장치의 경우, 
아기를 햇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덮개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덮개를 사용하
면 아기 머리 주변의 공기유통이 감소되어 
아기가 과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차양판 또는 햇볕가리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동차 여행을 할 때는 언제나, 짧은 여행이
든 긴 여행이든, 시간을 내어 고정띠가 잘 맞
는지 재점검 함으로써 자녀들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절대로 아이들을 차 안에 
혼자 놔 두지 마십시오

영어로 통화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번역 및 
통역 서비스 (TIS)로 131 450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Multicultural Communication 웹사이트 
http://mhcs.health.nsw.gov.au에 접속하면 
한국어로 된 건강 정보를 더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들은 출간 당시에는 정확하나 그후 계
속해서 업데이트 되지는 않습니다. 전화번호부
에서 번호를 확인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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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날씨에 여행할 
경우의 안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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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온이 섭씨 30도인 날에는 
자동차 내부의 온도가 섭씨 70도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전체 온도 상승의 75%가 자동차를 잠근 
후 5분 이내에 발생됩니다.

어두운 색의 자동차는 밝은 색의 자동차
보다 온도가 약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
니다.

대형 자동차도 소형 자동차만큼 빠른 속도
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내부 장식의 색은 자동차 내부 온도의 상
승 속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외부 기온이 섭씨 30도 정도일 때는 창문
을 5cm 내려 놔도 내부 온도가 크게 감소
되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 잠근 자동차의 내부 온도는 섭
씨 78도까지 오를 수 있고 창문을 열어 놓
은 자동차의 내부 온도는 섭씨 70도까지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전한 습관

차를 떠나야 할  경우엔, 잠깐 볼일을 보러가
는 경우라 해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차를‘베이비시터’대용으로 사용하지 마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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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위험요소인가?

차 안의 온도와 습도는 상승하기 시작하고 
공기유통은 감소됩니다. 

차 안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아이가 고
온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탈수증이 시작
될 수 있습니다.

유아들은 큰 아이들이나 어른들보다 열에 
더욱 민감합니다. 따라서 유아들에게는 열
사병과 기타 건강 상의 위험이 더 클 수 있
습니다.

아이가 괴로와서 유아안전장치에서 빠져 
나오려고 할 경우, 고정띠에 걸려 질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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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호주 여름 날,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내부의 온도는 외부 기온보다 섭씨 

30-40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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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날씨에 여행할 
경우의 안전사항

어른의 감독 없이는 잠시라도 아이들을 차 
안에 놔두지 마십시오.

여행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시원한 물이나 
음료수를 충분히 주십시오.

사례 연구
1998년 7월, 한 보육 센터에서 4세의 

여아가 오전 10시쯤에 사라진 후 그 보

육 센터 앞의 잠근 차 안에서 오후 4시 

47분에 발견되었습니다. CPR [심폐기

능 소생법]이 현장에서 실시되었으나 

이미 사후 경직이 발생한 후였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열사병이라고 생각되었

습니다. 사망 당시의 자동차 내부 온도

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사건 당일 그 지

역의 기온은 섭씨 33.9도였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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