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난감 및 도서의 세척 · 소독방법안내 

 녹색장난감도서관에서는 장난감 및 도서등을 여러 영유아 가정이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

기 때문에  청결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세척이 이루어지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

다.

1. 매일 반납과 동시에 살균 세척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연1회 정기 소독

기간을 통해 정밀 소독 및 세척을 추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장난감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척을 위하여 장난감 전용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에어 콤

프레샤, 고온 스팀 세척기, 장난감 세척용 제균티슈, 장난감 세척용 살균 소독제 등의 장비

와 도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3. 세척을 담당하는 상시인력(현재 3인)을 배치하여 세척 및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4. 자유놀이실 내 보유 장난감, 설비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스팀세척을 통한 살균작업이 이

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척은 장난감도서관 내 세척·수리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척실은 유리로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방문하시는 회원부모님들이 직접 눈으로 보유 장비와 세척 과정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장난감 세척 소독 안내 】

1. 보유장비 및 용품 

○ 세척소독용품
장난감 재질과 형태에 따라 다양한 세척 장비와 용품으로 살균 세척 실시

장난감소독 건조기 자외선 살균기

에어 스프레이콤프레사 고온 스팀 세척기



장난감 전용 제균티슈 장난감 소독제

장난감 소독제 다용도 접착제거제

각종 세척솔



【 장난감 형태에 따른 세척소독 안내 】

1. 장난감 세척 소독 방법

 ○ 오픈된 세척/수리실에서 장난감 상태확인과 세척 실시

2. 건전지 작동 장난감

  장난감 작동 점검 및 수량파악 - 이상부분 A/S - 제균소독물티슈로 오염물질제거 -  

  소독액 살포 후 자연건조 – 비닐백포장



3. 승용완구

  외관 상태점검 - 이상부분 A/S - 장난감 전용 스팀 열 청소기로 오염물질제거 – 물  

  기제거 - 소독액 살포 후 자연건조 – 진열

4. 도서

  ○ 도서 상태점검 - 이상부분 A/S - 항균소독물티슈로 오염물질제거 - 진열



5. 소꿉놀이, 원목류, 블럭 등 장난감

  장난감 상태점검 및 수량파악 - 이상부분 A/S - 장난감전용 스팀 열 청소기로 오염  

  물질 제거 – 제균 소독물티슈로 물기제거 및 2차 미세오염물질제거 – 살균소독기에  

  소독완료 – 비닐백포장

5. 헝겊장난감

  ○ 회원 대여후 반납시 손세탁 건조 완료후 반납 - 장난감 상태점검 – 이상부분A/S  

     – 소독액 소량살포 후 자연건조 – 비닐백포장



6. 장난감 비닐백

   ○ 소독액살포 – 항균소독 물티슈로 오염물질제거 - 정기적인 비닐백 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