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보육 프로그램용 일일 자체 검사
체크리스트

이 체크리스트는 보육 프로그램이 뉴욕시 보건법 제47조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의 문항을 매일같이 검토하여 모든 문항에 ‘예’(Y)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에는 단체 양육 프로그램이 준수해야 할 대다수의 요구사항이 언급되어 있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제47조에 설명된 요구사항 전문을 확인하려면 nyc.gov/health에서 Health Code(보건법)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및 아동 감독 관리

현장 근무 교직원이 필요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47.13, §47.15, §47.17

현장 근무 교직원이 필요한 사법(전과 기록) 및
아동 학대 심사를 통과하였습니까(최신 정보
기준)? §47.19
프로그램이 정해진 영유아와 교직원 비율을
만족합니까? §47.23

자격을 갖춘 교직원의 시야에 항상 모든
어린이가 확보됩니까? §47.23

프로그램에 CPR 및 응급 처치법 자격을 갖춘
교직원이 최소 한 명 이상 근무하며, 응급
의약품을 투약하는 교육을 받은 교직원이 한
명 이상 근무합니까? §47.23, §47.29

종합적인 최신 안전성 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해두었습니까? §47.11

안전성 및 보건

보육 책임을 맡은 모든 어린이의 예방 접종 기록
및 건강검진 관련 서류를 포함한 필수 의료
기록을 모두 현장에 소지하고 있습니까? §47.25

보육 책임을 맡은 모든 어린이의 일일 출석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47.27

보육 책임을 맡은 모든 어린이의 건강 상태를
매일 확인합니까? §47.27

몸이 아픈 어린이를 잠시 따로 보살필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47.27

비상시 및 일반 연락처를 포함한 비상시 대처
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해
두었습니까? §47.29
4.19

교직원이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어린이의
손에 닿지는 않는 곳에 모든 용품이 포함된
구급상자가 있습니까? §47.29

안전성 및 보건

등록한 어린이의 인원수가 허가증에 명시된
정원을 초과하지 않습니까? §47.05

현장에 수축형 바늘이 설치된 자동 에피네프린
주사가 최소 두 개 마련되어 있고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비치되어 있으며 약물의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47.29

Y/N

의약품 투약 일지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까?
§47.31

프로그램에서 의약품 투약 승인을 받은 경우,
어린이가 출입할 수 없는 깨끗한 곳에 의약품
보관 장소를 마련하여 냉장 보관해야 하는
의약품을 식품과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47.31
교직원과 보육 책임을 맡은 어린이가 모두
화장실에 다녀온 뒤, 기저귀를 간 뒤, 아픈
아이와 접촉한 뒤, 밖에서 놀고 들어온 뒤 및
음식물을 다루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도록
지도하고 있습니까? §47.35

손 씻는 곳에 어린이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액상 비누통과 종이 수건 또는 위생용 손
건조기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47.43g

위생 습관

프로그램에 보육 시간 동안 자격을 갖춘 교육
책임자가 근무합니까? §47.13

Y/N

보육 서비스 공간의 화장실과 싱크대마다
알아보기 쉬운 손 씻기 표지판이 있습니까?
§47.35

기저귀 가는 곳에서 일회용 커버를 이용하고
사용 후에 매번 바꿔줍니까? §47.43

기저귀 가는 곳 옆에 기저귀 쓰레기통이 있어
잘 맞는 뚜껑과 비닐 라이너가 씌워져 있으며
살균제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47.43

기저귀 가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이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까? §47.43

Korean

실내 및 실외 모두와 보육 서비스 공간 전체에
걸쳐 담배 또는 기타 유해성 물질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47.35

시설의 실내외 공간이 모두 깨끗하고 손 볼
곳이 없이 양호한 상태입니까? §47.47, §47.49

가구 및 설비 등이 모두 깨끗하고 손 볼 곳이
없이 양호한 상태입니까? §47.55

쓰레기는 모두 설치류 방지 용기에 담아
뚜껑을 덮어 보관합니까? §47.49

유지관리

시설에 설치류 곤충 및 기타 해충이 없으며
해충이 생길만한 요인이 없이 깨끗합니까?
§47.51

복도, 층계 및 출구에 항상 장애물이
없습니까? §47.41

화재 대피용 창문을 제외한 모든 창문에
공인된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47.41

출입구를 모두 모니터링하여 보안을
유지합니까? §47.41

야외 놀이기구를 잘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위험
요소가 없습니까? §47.47

세제와 표백제 등의 청소용품은 어린이가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47.49
모든 출구에 알아보기 쉽고 명확한 출구
표지가 붙어 있습니까? §47.59

화재 안전

제대로 작동하고 사용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점검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47.59
시설과 부지에 전기, 화학, 기계 및 기타 위험
요소가 없습니까? §47.59

제대로 작동하는 일산화탄소 및 연기 탐지기가
있으며 해당 탐지기에 명확하고 소리가 큰 경보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47.59

식품 안전

시설에서 돌보아주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어린이를 위해 깨끗한 시트와 보건부에서
승인한 유아용 침대 또는 기타 잠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47.55

(보건법 제81조에 따라)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을 모두 안전하게 준비 및 보관하고
있습니까? §47.61

우유를 화씨 41도 미만에 보관하고 있으며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소비합니까? §47.61

마른 음식을 곤충 방지 및 설치류 방지 용기에
담아 보관합니까? §47.61

식기, 그릇 및 음식물을 준비할 때 쓰는 다른
물품을 사용한 후 씻어서 살균 처리하거나
폐기합니까? §47.61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보육하는 어린이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안녕을 촉진하고 있습니까? §47.67

행동 조절 정책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두었습니까? 어린이를 때리고 위협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까? 어린이가
힘들어하면 달래주고 있습니까? §47.67

아동 발달

위생 습관

옷을 더럽힌 아이가 있을 경우 갈아입힐 수
있도록 여벌 옷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47.35

어린이에게 항상 식수가 제공되고 어린이가
접근하기 쉬운 곳에 비치되어 있으며, 식수대를
잘 유지관리하고 있습니까(사용하는 경우)? §47.61

실내 및 야외 활동, 식사, 휴식 시간 및 학습
기회를 포함한 일일 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까? §47.67

프로그램에 영아를 돌보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안전한 잠자리 환경을 제공하며 영아를
눕혀 재우고 있습니까? §47.67

프로그램에서 12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위해
최소 60분 이상의 일일 신체 활동을 제공하며,
그중 만 3세 이상의 유아를 대상으로 최소
30분 이상의 체계적인 학습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47.71

놀이기구가 돌보는 어린이의 연령에 적절하며
신체 및 운동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것입니까? §47.71

매일 야외 놀이 시간이 지정되어 있습니까(악
천후인 경우는 예외)? 어린이가 야외에서 놀 때
적절한 옷차림을 하도록 합니까? §47.71

신체활동

화장실에 유아용 변기 의자를 비치한 경우, 사용
후에 매번 잘 씻고 살균하고 있습니까? §47.43

Y/N

만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텔레비전과
비디오 시청을 금지하고 있으며 만 2세 이상의
영유아에게는 교육적으로 유익한 프로그램의
시청 시간을 일주일에 3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47.71

아이들이 아무런 신체 활동 없이 한 번에 30분
이상 앉아 있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까(지정
된 휴식 시간 또는 낮잠 시간 제외)? §47.71

Y/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