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
1. 가벼운 부상이라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움직이기 어렵다면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갑니다.
●부
 상이 심할 경우 저혈압, 저산소증 등으로 인한 2차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병원 이송 등 신속히 조치해야 합니다.

2. 신
 체가 골절되었을 때 다친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부목 등을
이용해서 고정시킵니다.
●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시켜 부종을 줄이세요.
●관
 절이나 뼈가 밖으로 만져지더라도 제자리로 돌리려는 시도를 하면
안 됩니다.

3. 머리부위를 다쳤을 때 척추 손상이 동반될 수 있어,
척추 부위를 고정하고 무리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가이드
고령자에게
다발하는
낙상·골절사고에
유의하세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현황 및 사고 예방방안,
사고 발생시 조치 요령을 안내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신청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72 (통화요금 발신자 부담)

위해정보 신고
•소비자신고 핫라인 : 080-900-3500 (통화요금 수신자 부담)
•홈페이지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www.ciss.go.kr)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고령자 안전사고 현황 ]
▶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
매년 증가
5,795건
5,111건

[ 주요 안전사고 예방 수칙 ]
▶ 안전사고의 절반은 낙상사고
화재·화상
212건 (3.7%)

기타
535건 (9.1%)

4,453건

낙상
2,746건
제품 관련
666건 (11.5%)

2014년

2015년

주택에서 낙상사고 다발

2016년

식품 및 이물질
913건 (15.8%)

낙상으로 신체 골절 주의

(47.4%)

기타 물리적 충격
723건 (12.5%)

고관절·다리 손상 많아

1. 주택 등 주생활공간에 미끄럼 방지용 제품을 이용하세요.
●침실이나 욕실, 싱크대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세요.
● 실내에서는 미끄럼 방지 양말을 착용하세요.

2.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세요.
●화장실의 변기나 욕조 주변, 계단에는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침대 주변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해 안전하게 눕고 일어나세요.

3. 일상 생활공간을 밝고 안전하게 하세요.
● 주택의 계단이나 현관문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하세요.
●잠
 자리 주변에는 가급적 가구를 배치하지 않고, 가구 모서리에 부딪혀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패드를 부착하세요.

4.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하세요.
5. 주기적으로 균형기능 향상 및 근력강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세요.

2,041건 (74.3%)

1,214건 (44.2%)

952건 (34.7%)
(2016년 한국소비자원 CISS 접수 현황)

[ 주요 안전사고 사례 ]
● 7 7세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무릎 위 부위가 골절되었습니다.
●8
 7세 할머니는 방에서 화장실로 가다가
넘어져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8
 4세 할머니는 요양원 생활 중
휠체어에서 소파로 이동하다가 넘어져
둔부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