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EP YOUR 
KEIKI  

LEAD FREE 

GIVE FOODS HIGH IN CALCIUM, 
IRON, AND VITAMIN C

CALCIUM 
• Milk, yogurt, cheese
• Tofu
• Sardines, salmon (canned with bones)

• Lean beef, chicken, turkey, seafood
• Iron-fortified cereal and breads
• Dried beans and peas
• Soybeans
• Eggs

VITAMIN C 
• Jabong, oranges, grapefruit
• Papaya, pineapple, guava
• Kiwi, strawberries
• Sweet potatoes
• Tomatoes, broccoli, bell peppers
• Spinach, kale, and other green leafy

vegetables

AVOID THESE FOODS
• French fries, potato chips, chicken

skin, pork skin, bacon, sausages,
anything fried, or high in animal fat

The Hawaii State Department of Health provides access to activities 
without regard to race, color, national origin, language, age, sex, 
gender identity or expression, sexual orientation, religion, or disability.  
Contact our Affirmative Action Officer at Box 3378, Honolulu, HI 96801 
or call 808-586-4616 (voice/TTY) within 180 days of a problem.

April 2019

Calcium reduces lead absorption and 
makes teeth and bones strong.

Iron and vitamin C work together 
to reduce lead absorption. 

IRON 

FOR MORE 
INFORMATION

Hawaii Childhood Lead Poisoning 
Prevention Program

Hawaii State Department of Health
Lead.hawaii.gov

doh.lead@doh.hawaii.gov
808-733-9055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gov/nceh/lead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gov/lead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gov

Hawaii Poison Center 
Hipoisoncenter.org

1-800-2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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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 철 및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을 드십시오

정보 제공용 

케이키를 
납으로부터  

보호하십시오

칼슘은 납 흡수를 줄이고 치아와 뼈를 튼튼하
게 만듭니다. 

칼슘
• 우유, 요거트, 치즈
• 두부
• 정어리, 연어(뼈 포함 통조림 제품)

철과 비타민 C가 함께 작용하여 납 
흡수율을 줄입니다. 

철
• 살코기, 닭고기, 칠면조고기, 해산물
• 철분 강화 시리얼 및 빵
• 건조 콩 및 완두콩
• 대두 
• 계란 

비타민 C
• 자봉, 오렌지, 그레이프프루트 
• 파파야, 파인애플, 구아바 
• 키위, 딸기 
• 고구마 
• 토마토, 브로콜리, 피망
• 시금치, 케일 및 기타 녹색잎 채소 

피할 음식 
• �감자튀김, 포테이토칩, 닭껍질, 돼지껍
데기, 베이컨, 소시지, 튀김류 또는 동
물성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

하와이 아동기 납 중독 예방 프로그램
하와이 주 보건부

Lead.hawaii.gov 
doh.lead@doh.hawaii.gov 

808-733-9055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 
Cdc.gov/nceh/lead 

미국 환경보호청
Epa.gov/lead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gov

하와이 중독센터
Hipoisoncenter.org

1-800-222-1222

하와이 주 보건부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언어, 연령, 성별, 성 정체성 또는 
표현, 성적 지향, 종교 또는 장애에 관계 없이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문제 발생 후 180일 내에 Box 3378, Honolulu, HI 96801에 고재한 차별철폐조처 
사무소에 연락하거나 808-586-4616(음성/TTY)으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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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에 노출된 아동은 어떠한 증상도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아동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쳐 학교에서 학습 및 
행동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생아, 영유아 및 아동은 위험에 가장 
취약합니다. 

페인트 조각 및 먼지, 장난감, 흙, 물 
및 자기 그릇 같은 물건에 함유된 납을 
섭취하거나 호흡하면 혈중 납 수치가 
높아집니다. 

납은 귀하의 집, 이웃집 또는 자녀가 
자주 방문하는 모든 장소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혈중 납 수치가 상승한 여성의 경우, 
납이 태아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납 중독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납 검사에 관해 문의하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일! 
자녀의 손 세척
  식사 전과 야외활동 후에 자녀의 손과 
얼굴을 씻기십시오. 

자주 청소하기 
  실내로 들어오기 전에 신발과 슬리퍼를 
벗으십시오. 

  바닥, 카펫, 러그 및 가구를 HEPA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십시오. 

  물빨래 가능한 또는 일회용 물걸레로 
바닥의 먼지를 제거하십시오. 

  비누와 물로 창턱을 닦으십시오. 

  청소 후 스펀지, 종이 타월 및 걸레는 
버리십시오. 

  장난감, 고무 젖꼭지 및 자녀가 입에 자주 
물고 있는 물건들의 경우, 특히 바닥에 
떨어진 후에는 세척하십시오. 

건강한 식생활 유지하기 
  빈 속에는 더 많은 납이 흡수되므로, 
자녀에게 규칙적으로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십시오.  

  칼슘, 철 및 비타민 C가 풍부한 건강한 
음식을 자녀에게 제공하십시오. 

  고지방 식품을 제한하여 자녀의 몸에 
흡수되는 납의 양을 줄이십시오. 

찬물 사용하기 
  6시간 넘게 수도꼭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소 30초 동안 찬물을 흘려 
보내십시오. 

  뜨거운 수돗물로 이유식을 요리하거나 
먹이거나 만들지 마십시오. 

기타 할 수 있는 일 
  페인트칠이 벗겨진 구역에서 아기 침대와 
아기 놀이울타리를 치우십시오. 

  귀하나 집안의 누군가가 납으로 작업하는 
경우, 집에 들어오기 전에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이러한 옷들은 나머지 
가족의 옷과 분리하여 세탁하십시오. 

  집 수리 및 공사 구역에 자녀를 두지 
마십시오. 

  납 성분이 없는 도자기, 자기 그릇 및 유리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납 성분이 포함된 자기 그릇의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