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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한 위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감염은 사람 간의 직접적인 신체 접촉, 기침이나 
재채기로 인한 공기 중 비말, 표면과 사물의 접촉을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보육 기관에서 아동은 
다른 아동과 어른, 장난감, 집기, 음식물과 식기 등과 
접촉하게 됩니다. 사람 및 환경과의 상당한 물리적 
접촉은 감염병 노출과 확산의 위험을 야기합니다. 기관 
차원에서 감염의 전파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질병의 확산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교사는 아동의 올바른 위생 습관을 어떻게 
길러주나요?

다른 위생 방법과 함께 교사가 아동의 좋은 위생 
습관을 장려하고 모범을 보임으로써 감염의 전파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위생 습관 
형성을 도와줌으로써 아동이 스스로 챙기고 자신을 
돌보는 요령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놀이 프로그램이나 
식사 시간, 기저귀 갈기, 배변 훈련과 같은 일상 
활동을 통해서 교사는 위생 습관을 강화시킵니다. 

교사가 아동과 함께 위생 수칙을 정하고 긍정적인 
피드백과 응원을 보여줌으로써 아동의 개인 위생 
습관을 돕습니다.

유아교육 서비스 기관의 위생 수칙
유아교육 기관에서 좋은 위생을 장려하면 아동이 평생 바람직한 위생 습관을 기르고  
아동과 성인의 교차 감염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기관에서 교사가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해 준수하는 위생 표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당 기관의 위생 환경 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위생을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보육 기관을 방문할 때 간단한 위생 절차를 따르고 
가정에서 자녀와 위생을 잘 지키면 해당 보육 
서비스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질병 및 전염병 방지 
기간에 관한 보육 기관의 방침을 인지하고 준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염병 방지 기간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필요하면 교사에게 안내문을 
요청하십시오.

아동의 가정 위생 교육 자료는 StartingBlocks.gov.au에 
나와 있습니다.

https://www.startingblocks.gov.au/at-home/hygiene-at-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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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서비스 기관에서 사용하는 
위생관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서비스 기관은 교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위생관리 방법을 사용합니다. 교사와 아동이 
매일 지키는 위생 절차와 구체적인 실천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국립 보건의료 연구위원회(NHMRC: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주 
및 테리토리 보건부,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식품 표준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등과 같은 
관계 당국의 권고를 바탕으로 마련된 위생 방침과 
절차에 따라 교사가 위생관리를 실천합니다.

서비스 기관의 위생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어른부터 철저히 손을 씻고 말리는 습관을 
본보이기 

+  아동이 올바른 손 씻기를 실천하도록 격려

+  각종 용품과 장난감을 주기적으로 청소/세척하고 
올바로 관리

+  화장실, 주방, 수면 및 휴식 공간, 놀이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

+  올바른 배변 훈련과 기저귀 갈기 방법

+  아동에게 코를 닦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

+  화장실과 놀이 공간에 아동의 눈높이에 
위생 절차 안내문과 포스터 부착

+  식품의 올바른 취급과 조리 및 보관 관리

+  각 가정에 아동 예방접종 일정 안내문 배부

+  혈액과 같은 체액과 응급 처치에 사용된 오염 
물품을 취급 및 처리하는 명확한 절차 마련

+  질환 및 감염병 발생 시 방지 기간에 대해 각 
가정에 안내문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