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REN’S ADMINISTRATION
DIVISION OF LICENSED RESOURCES

위탁 가정 점검표
Foster Home Inspection Checklist
신청자 / 의사 이름

전화번호

주소

시

점검일
주

우편번호

WA
해당 공란에 적절한 코드를 기입하십시오.
C = 균칙 준수
보건 및 안전
1440

X = 규칙 위반

D = 위탁 부모와 상의함

W = 예외 승인

N/A = 해당 사항 없음

의견 / 참고 / 시정 대책
시설이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창 블라인드 코드를 포함해 위험
물질이 없다.
집 환기가 잘 된다.
아이가 사물을 잘 볼 수 있고 눈에도 편안한 조명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적정 실내 온도.
집에 해충이 없다.
유독성 물질을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식품과 분리해서
보관한다
집에 알맞은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거나 정기적으로 청소를 한다.
비상 사태 발생 시 외부 출입이 원활하다.
모든 문이 집 안과 밖에서 여닫기 편하게 되어 있다.
위험 상황에 대비한 감독 계획이 있다.

1445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DOH 및/또는 부족민이 승인한
대체시설로 하수가 배출된다.
공공수도시설 또는 공인 민영 수도시설이 있다.
물 온도가 120 도를 넘지 않는다.

1450

일회용 덮개를 사용하는 사이사이에 기저귀 가는 공간과 배변
훈련 장비를 소독한다.
필요한 경우 콘센트를 쉽게 조작할 수 없는 것으로 설치한다.
아이가 집에 있을 때 항상 전화 통화가 가능하고 자유롭다.
주소가 잘 보이고 집 위치가 사람들이 찾기 쉬운 곳이다.
독성물질 제어 센터 번호가 전화기 위나 옆에 표시되어 있다.
바퀴 달린 유아용 보행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1455

수영장이나 다른 물놀이 공간 울타리에 수문 잠금 장치나 다른
DLR 승인 안전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사용하지 않는 온수 욕조를 잠가 놓는다.
집에 수영장이나 물놀이 공간이 있다면 그에 관한 감독 계획이
있다.

1460

아이와 함께 1 년에 4 회 이상 소방 훈련을 가정에서 실시한다.
음식, 물, 의약품 등 필수 비상 용품을 집에 비치해 둔다.
가정용 대피 계획서가 집에 비치되어 있다.

1480

애완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동물 안전, 백신 접종, 표준 수의적 관리에 관한 지역, 주, 또는
연방 법규를 준수한다.

1485

알코올 음료와 마리화나를 아이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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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
1500

전화번호

점검일

모든 생활 공간과 아이가 탄 차 안은 금연 구역이다.
총과 탄환을 아이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에 보관하고 총기의
안전장치를 잠그고 보관하지 않은 이상 총과 탄환을 잠가서 잠금
장치가 있는 용기 안에 따로따로 보관해야 한다. 무기와 보관
위치에 대한 설명.

활과 화살, 그리고 다른 유형의 위험한 무기의 장전을 풀고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잠금 장치가 있는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깨지기 쉬운 용기 안에 총을 넣어 보관할 경우, 방아쇠울에
잠금장치가 있는 케이블이나 체인을 감아 놓는다.
잠금장치가 있는 무기 보관 공간의 문 열쇠를 잠그고 열쇠를
아이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한다.
1510

안전벨트가 있는 가정용 차량. 모든 운전자가 워싱턴주 운전
면허증(군인은 제외)을 취득했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가정용 차에 유아 및 어린이용 보조 의자 및/또는 모든 탑승객을
위한 기타 안전 장치가 있다.

1520

양육 아동의 나이에 적합한 가구와 활동.

1540
(2)(3)

전자 감시는 금지되어 있다. 다만 (2)에서 요구한 대로 DLR
행정관, DSHS 직원, 법원의 승인을 받았거나 (3)에서 제외된
항목들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예외이다.

화재 안전
1465

의견 / 참고 / 시정대책
복층식 집은 윗층에 탈출구가 있어야 한다.
양육 아동이 자는 침실 창이 비상사태 발생 시 탈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다. 다만 지역 소방국장 또는 건물 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이다
비상사태 발생 시 모든 방이 출입하기 쉽게 되어 있다.

모든 수면 공간 안팍에서 연기 탐지기가 정상 작동한다. 집안
각층, 모든 놀이 공간 및 지하실에도 연기 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집에 1 개 이상의 2A10BC-정격 5lb 가 작동하거나 그 이상의 ABC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
벽난로, 장작 난로, 난방 장치에 6 세 미만 유아가 접근을 못하게
하는 방벽이 설치되어 있다.
침실
1470

의견 / 참고/ 시정대책
사생활 보호가 되는 방과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바닥
면적.
침실은 가족 공간에 바로 드나들 수 있고 외부 출입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각 아이에게 각자 자기 몸 크기에 알맞은 자기만의 침대와 깨끗한
침구류와 스프링이 꺼지지 않은 매트리스가 있다.
필요한 경우, 방수 매트리스 커버 또는 내습성 매트리스를
제공한다. 각 아이의 베개 커버가 방수 소재이거나 물세탁이
가능해야 한다.
유아용 침대를 둘러싼 널(slat) 사이 간격이 2 3/8 인치를 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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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

않아야 한다.
방수 매트리스 소재의 유아용 침대.
유아용 침대에 느슨한 담요, 침대 범퍼, 봉제완구, 베개를 놓지
않는다.
유아를 반듯하게 눕혀서 재운다.
포대에 싼 유아는 면허를 소지한 헬스케어 전문가(LHCP)의
조언에 따라 가벼운 담요만 이용해야 한다. LHCP 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2 개월 미만의 영아를 포대로 쌀 수 있다. 포대에 싼
유아는 엉덩이와 다리 부분에 느슨한 담요를 이용하고 지나치게
몸이 덥지 않도록 해야 한다.
LHC 가 별도로 안내하지 않는 한 잠을 자는 유아에게는 웨지와
포지셔너를 이용하지 않는다.
3 세 미만의 아동이나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아동은 무거운
담요를 쓸 수 없다. 무거운 담요는 아동 체중의 10%를 초과하거나
금속 비즈나 기타 목에 막힐 수 있는 장식을 쓰거나 아동의 가슴
중앙을 덮기 위해 사용하거나 아동의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움직임을 제한하는 장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떨어질 위험이 있는 아이는 2 층 침대를 쓰지 않게 한다.
1475

6 세 이상 아이가 이성과 침대를 나눠쓰지 않게 한다.
한 부모와 아이가 침대를 함께 나눠 쓸 경우 침대 크기는 80 평방
피트가 되어야 한다.
한 침대를 나눠 쓰는 부모와 유아 수는 각각 1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한 침대를 나눠 쓰는 아이 수가 4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MD 의 추천이 없는 한, 1 세 이상 아이가 아이의 부모가 아닌
성인과 침대를 나눠 쓰지 않게 한다.
가정 내 다른 위탁 아동이 성별이 같고 연령이 더 어린 아동과
침대를 나눠쓸 수 있다. 혈연 관계가 없는 어린 아동이라면 연령이
10 세 이상이어야 한다. 단, 아이에게 최상의 유익이 된다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예방 접종 / 의료 / 의약품
1320

의견 / 참고 / 시정대책

위탁 부모는 친자녀가 예방접종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이
서류들을 라이선스 제공자가 검토한 후 파일에 넣지 않고 위탁
부모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아동에게 면제가 적용되었다면 DSHS
15-455 를 파일에 넣어야 한다.
2 세 미만 아이를 위탁 양육할 경우, 모든 가족 구성원이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2 세 마만의 아동을 배정할 경우 모든 가족이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가족이 DSHS 10-565 면제에 해당할 경우, 파일에
포함되어야 한다.

1550

응급의료용품이 쉽게 손이 가는 곳에 비치되어 있다.

1565

모든 의약품에 잠금 장치를 달아 보관하고 애완동물 의약품과
인간 의약품을 따로 보관하고 외용약과 내복약도 따로 보관한다.

1575

양육 아동에게 제공된 처방약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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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

처방 라벨에 따라서만 의약품을 제공한다.
식품 / 식이요법

의견 / 참고 / 시정대책

1440

집에서 식품 보관과 준비에 대한 허용 보건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1520

유아에게 제공되는 음식이 유아의 요구에 맞아야 한다.

자격 / 훈련

의견 / 참고/ 시정대책

1320

모든 보육자 / 보육 면허 취득자 및 그 밖에 위탁 부모의 친자녀들
중 18 세가 되는 자녀를 포함해 집에 같이 거주하는 18 세 이상
성인이 TB 테스트를 완료했다.

1365

신청자의 나이가 21 세 이상이다.

1375

오리엔테이션과 예비서비스(Pre-Service) 참석: 날짜
모든 보육자는 응급처치/심폐소생술(First Aid/CPR) 훈련을
받는다.(훈련 기한 만료)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아이의 연령대에 적합한 CPR 훈련을
받는다.(연령에 적합한 훈련)
모든 보육자가 HIV / AIDS 훈련을 받는다.

서명
신청인의 서명

날짜

라이선스 제공자의 서명

날짜

위탁 부모와 상의해야 할 추가 항목:
 적절한 난간
 비상 조명 작동.
 5 세 이상 아이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배변 및 목욕 시설.
 걸음마를 배우는 유아를 위한 유아용 변기와 배변 훈련 장비가 있다.
 목욕 시설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가로대 또는 미끄럼방지 패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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