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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의 납 중독 예방
납 중독은 귀하의 자녀의 건강과 발달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양이어도 납은 아이에게 나쁩니다. 아주 적은 납도, 특히나 3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소량이라도 낮은 지능 지수, 학습의 어려움, 및 행동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험 인식하기
 • 납에 노출된 아이는 증상이 없을 수 있음을 인지하십시오. 어떤 아이들은 두통, 복통, 식욕 

저하, 수면 장애를 겪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지나치게 활동적이거나 짜증을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증상은 흔하기에 부모는 그 원인을 납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납에 노출되는 원인은 다양 할 수 있음을 인지하십시오. 엄마가 주는 모유를 통해서 납이 

아기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먼지 속에 있는 납을 들이 마시거나 삼킬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인은 납 기반 페인트, 장난감, 크레용, 일부 가정 건강 치료제, 

및 흙에 포함된 납 등이 있습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납 제련소와 배터리 재활용 공장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보 얻기
 • 고위험 우편번호 지역에 살고 있는지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에 문의하거나 일리노이주 공중 

보건부에 전화하여 알아보십시오.

 • 장난감에 있는 레이블을 확인하고 아이가 만지거나 씹을 수 있는 장난감 및 다른 물건의 

재료에 주의하십시오.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에서 리콜한 장난감 및 제품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 안전한 납 제거 정보를 얻으십시오.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집은 납 페인트 위험이 더 

높습니다. 연마질로 페인트 제거, 긁기, 가열 등으로납 먼지가 공기 중으로 유입됩니다. 

일리노이주 공중보건부(IDPH)에는 라이센스를 갖춘 납 위험 평가자, 페인트 검사자, 제거 

전문가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공중보건부(IDPH) 또는 해당 지역 보건 

부서에 거주 지역의납 제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하십시오.

아이 보호하기
 • 아이가 검진을 받도록 하십시오. 6개월에서 6세까지의 모든 어린이들은 어린이집, 

프리스쿨, 또는 유치원에 가기 전에 의료 서비스 제공 업체를 통해 납 중독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고위험 우편번호 지역에 살고 있다면 병원에서 아이의 혈중 납 수치를 검사합니다. 

메디케이드 또는 All Kids 건강보험 자격이 되는지 확인 하십시오.

 • 아이가납이 들어있을 수 있는 물건을 입에 가져가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이것은 

페인트 조각이나 흙 등이 포함됩니다. 큰 아이들은 손을 자주 씻고 음식만 입에 넣도록 

가르치십시오. 젖은 걸레를 사용하여 바닥을 자주 닦고, 실내에서 신발을 벗어 흙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 영양가 있는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비타민 C, 칼슘, 철분이 많은 

음식은 혈류에 납이 흡수되는 걸 늦추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 납의 양을 증가시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