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시에는 전화 000번으로 연락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린이가 불장난을 합니까? 

많은 어린이, 특히 남자 어린이들은 불에 대하여 관심이 있거나 성냥이나 라이터를 가지고 놀려고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불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건강 전문가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호기심으로 인하여 불이 나지 

않도록 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됩니다. 

어린이들이 불을 내는 이유가 다양합니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호기심과 불장난은 통상적인 성장행위의 한 유형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 일부 어린이는 개인적인 관심의 유도행위의 일부로 불을 이용합니다.  

□ 또래의 다른 아이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하다가 불을 낼 수가 있습니다.  

□ 불행하게도 화가 나거나 분풀이를 하려고 하는 일부 어린이들은 불을 낼 수 있습니다 

□ 일부 어린이들에게는 불을 지르고 싶다는 등의 나쁜 잠재적 심리가 있습니다.          

□ 건강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전문적인 건강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비 정상적인 불장난을 하고 싶어 하는 일부 

어린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작은 불씨 하나가 위험한 화재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끔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불장난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고 가족들이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매년 건전지를 교체해 주십시오.  

□ 어린이들이 대피계획에 참여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훈련하십시오.  

□ 성냥이나 라이터는 항상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어린이들은 이를 손에 넣으려고 기어 올라갑니다.  

□ 어린이들에게 불은 장난감이 아니며 이를 어른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요리나 난방과 같이 책임있게 사용할 때에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 어린이들에게 성냥이나 라이터를 가져오도록 심부름을 시키지 마십시오. 어린이들은 한번 본 일과 어른들의 행동을 

흉내 내면서 배웁니다. 

□ 어린이들이 찾은 성냥이나 라이터를 당신에게 가져오게 함으로서 용기를 북돋아 주고 책임있게 한 행동에 대하여 

칭찬을 해 주십시오. 

□ 옷이 탓다거나 주머니에 성냥이나 라이터가 들어 있는 등 불을 낼 증거물이 있을 경우 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 당신의 어린이를 항상 주의깊게 관찰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린이들의 불장난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실 경우, 

NSW주 내에서는 전화 1800 600 700번으로, ACT에서는 전화 6207 9032번으로 연락하십시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 소방서나 화재진압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또는  www.fire.nsw.gov.au, www.rfs.nsw.gov.au 또는 www.esa.act.gov.au 를 방문하십시오. 

불장난시 안전요령 
• 조금 나이먹은 어린이에게는 성냥과 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내용을 교육시키고, 불을 켤 때에는 어른들의 입회하에 

해야 한다는 취급의 중요성을 강조하십시오. 

• 나이어린  어린이들이 침대에서 불장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시오.       

•  취침중에는 연기냄새를 맡을 수 없으며 실제로 잠을 더 깊이 들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불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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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W FIRE BRIGADES 

• ACT FIRE BRIGADE 

• NSW RURAL FIRE SERVICE 

• ACT RURAL FIRE SER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