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알기

귀하의 지역에서 불꽃놀이가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위험을 파악하고, 법을 
알고, 불꽃놀이를 안전하게 즐기세요.

 안전한 보통의 불꽃놀이는 다음 지역에서 합법입니다: 애너하임(Anaheim), 부에나 파크(Buena Park), 
코스타 메사(Costa Mesa), 풀러턴(Fullerton), 가든 그로브(Garden Grove), 헌팅턴 비치(Huntington 
Beach), 산타 아나(Santa Ana), 스탠턴(Stanton), 빌라 파크(Villa Park),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다른 모든 오렌지 카운티의 도시들에서의 모든 불꽃놀이는 불법입니다.

 불꽃놀이는 다음 지역에서 금지됩니다:

o 모든 주립 및 카운티 공원

o 카운티 항구

o 모든 주, 카운티 및 도시 해변

o 비법인 오렌지 카운티 내

o 클리블랜드 국가 소유 숲 내

 불법 불꽃놀이는 벌금 및 최대 1년의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CAL FIRE 2020)

 불꽃놀이로 인해 (우발적으로라도) 화재가 시작된 경우 화재 진압 비용 및 재산 피해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CAL FIRE, 2020)

오렌지 카운티에서 불꽃놀이는 어린이와 성인에게 건강과 안전 위험뿐만 아니라 심각한 화재 위험을 초래합니다.

 2018년 동안 불꽃놀이에 의해 시작된 약 19,500건의 화재가 미국의 지역 소방서에 보고되었습니다. 이 
화재는 민간인 5명 사망, 민간인 46명 부상, 1천 5백만 달러의 직접적인 재산 손해를 일으켰습니다
.(NFPA, 2020)

 불꽃놀이에 의해 시작된 화재의 59%가 덤불, 수풀로 옮겨져 산불로 변했습니다.(NFPA, 2020)

 휴대용 폭죽도 1200-2000도까지 탈 수 있습니다. 나무 및 식물은 356도에 점화합니다. (FEMA, 2020)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18년 미국 병원 응급실에서 불꽃놀이 소비자 관련 부상이 9100건 발
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NFPA, 2020)

사망/상해의 위험:

 매년 약 10,000명의 사람들이 생활 부주의 및 사용자의 불꽃놀이 도구 부주의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습
니다( CPSC, 2019)

 화상은 7월 4일 기준 근 한달동안 응급실에서 치료한 9,100건의 부상 중 44%를 차지합니다. (CPSC, 2018)

 불꽃놀이로 부상자 중 10-14세 아동들이 제일 높은 비중을 자치합니다. 부상자들 중 36%가 15세 이하입니

다.

(CPSC, 2018)

 폭죽으로 인해 불꽃놀이에서 부상을 입고 응급실에 온 환자는 전체 환자 중 25%를 차지합니다. (CPSC, 

2018)

 2019년에는 불꽃놀이 관련 사건으로 인해 12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중 7명은 화약의 오용과 관
련이 있었고 두 명의 사망자는 늦은 발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CPSC, 2019)

불꽃놀이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많은 오렌지 카운티의 도시 및 커뮤니티에서 전문적인 불꽃놀이를 7월 4
일에 개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