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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과 싸워요! 손 씻기!
손을 자주 잘 씻으면 일반 감기를 비롯한 많은 감염증의 확산을 쉽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법은 차일드케어 센터 및 데이케어 가정에서 준수하는 손씻기 

기준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의 권장사항입니다. (일리노이 조기 학습 및 

발달 벤치마크 22.A.ECa, 22.A.ECb)

손 씻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어린이가 손을 씻어야 하는 시간: 차일드케어 센터나 데이케어 가정에 도착하는 즉시,

 • 하원 전

 • 화장실 사용, 재채기, 코 만지기, 동물과 놀기, 밖에서 놀기, 다른 아이들이 사용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체액이나 노폐물로 오염된 것(예: 피, 침, 소변, 대변 또는 

구토)을 만진 후

 • 음식을 먹거나, 요리를 하거나, 음식을 만지기 전과 후

 • 손이 깨끗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느껴지거나, 냄새가 날때 언제든지

부모와 교사는 학교나 차일드케어 센터에 도착한 즉시,

 • 음식이나 병을 만지거나, 약이나 연고를 사용하거나, 하원 전

 •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 교환 후, 체액(예: 콧물)을 만진 후, 반려동물 또는 반려 

동물의 물건(예: 케이지 또는 끈)을 만진 후,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건을 취급한 후, 

위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갑 제거 후, 전화 사용 또는 아픈 어린이를 돌보거나 만진 

후

 • 학교나 차일드케어 센터에서 다른 교실이나 다른 아이들 무리에 접근할 때

 • 손이 깨끗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느껴지거나, 냄새가 날때 언제든지

최고의 손 씻기 방법은 무엇일까요?
 • 뜨거운 물이 아닌 흐르는 온수를 사용하세요. 먼저 '찬물'을 트세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수도꼭지 아래에 손을 넣기 전에 온도를 직접 측정하면서, 점차적으로 온수의 

양을 늘립니다. (참고: 안전 전문가들은 온수기를 화씨 120도, 즉 섭씨 49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 기본에 충실하세요. 비누를 사용하세요. (알코올 기반의 손 세정제가 현재 연구되고 

있지만, 어린이 보육 환경에서는 손 씻기에 비누를 권장합니다. 손 세정제는 절대 

어린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두지 마세요.) 양손의 앞뒷면을 모두 씻으세요. 

손톱 밑을 닦는 것도 잊지 마세요. 최소한 15초 동안 씻는 것이 좋습니다. (알파벳 

노래를 부르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슷한 시간입니다.) 잘 헹구세요.

 • 새 종이 타월이나 자동 건조기로 손을 말리세요. 종이 타월을 사용하여 수도꼭지를 

잠그세요. (참고: 신생아 및 영유아를 위해 드라이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6세 이하의 

아이가 드라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가까이서 지켜보세요.

 • 위의 방법을 바탕으로 어린이가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손씻기를 

관찰하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손 씻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