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사 사고는
순식간에발생합니다
위험  신호  

고개가 뒤로 
젖혀진다  

이마를  덮은  
머리  카락 

신체가  수직  모양 

도움을  청할  수  
없어요 

도와  달라고  손을  
흔들지  못해요 

“ 사다리를  
오르는 ” 몸짓 

익사 사고는 아무런 경고나 
소리도 없이 순식간에 

발생합니다

<5 
5세 이하의 어린이는

익사 사고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안전한 여름을 위한 6가지 안전사고 예방 요령…

1 
수영 실력 배양

이른 나이부터 
자녀에게 수영을 

가르칩니다. 0세에서 5
세까지 익사 사고의 

절반은 뒷마당 
수영장에서 
일어납니다.

2
알람 설치

집 문과 수영장 둘레에 
알람을 설치합니다.

3 
여러 안전보호 

장치 배치
여러 안전보호장치를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 
어른의 감독, 울타리, 

게이트, 잠금장치, 
수영장 덮개, 교육, 수영 

보조 기구 및 구조 
기술을 마련합니다.

4 
지켜보기

어른들은 욕조, 양동이, 
화장실, 연못, 휴양 
시설과 수영장 근처 
또는 물 가까이에서 
아이를 감독하도록 

합니다.

5 
어린이를 혼자 

두지 않기
어린이를 물 근처에 

자 두지 마십시오.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면 수영장을 
먼저 확인해봅니다.

혼

6 
인근에서 감시

어린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손이 닿는 곳에 

감독할 어른을 지정 
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익사 사고는 아무런 경고나 소리도 
없이 순식간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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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일반적으로 남자 

어린이들은 여자에 비해 
두 배나 더 많이 물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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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익사사고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연령층은 2/3 
의 경우 5월에서 8월 
사이에 일어납니다. 

응급 치료

큰 소리로 구조 요청 911 에 전화  심폐 소생술 시행 

웹 사이트 방문 : www.dds.ca.gov/drowning | www.drowningpreventionfoundation.org | www.cdph.ca.gov 

The Drowning Prevention Foundation,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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