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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콘도, 숙박시설, 그룹홈, 소매점 등의 주인을 위한 COVID-19 청소 및 

소독에 관한 안내문 

 
COVID-19 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수지위생과 호흡기 위생 및 고위험 장소의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는 절차와 비품을 준비해야 합니다.이 가이던스는 소유자, 운영자 및 기타 

개인이 시설의 프로토콜에 이러한 절차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공공 또는 민간시설에 제공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경과에 대해서: 

2019 년 12 월, 중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2019(COVID-19)로 알려진 새로운 호흡기 질환이 

검출되었다. COVID-19 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진 바이러스 계열의 구성원인 바이러스 SARS-

CoV-2 에 의해 발생합니다. 

 

손가락 위생관리 

손 씻기 절차를 보여주는 포스터는 손가락 위생을 

촉진하기 위해 눈에 띄는 위치에 게시되어야하며, 비누와 

온수로 적어도 20 초 동안 정기적으로 손 씻기（팩트 

시트）。 

 

・ 식사의 전후  

・ 재채기, 기침을 하거나 코를 푼 후  

・ 화장실을 사용한 후  

・ 식품을 사용하기 전  

COVID-19 를 청소·제거하려면 , 

어떠한 절차를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모든 장소에서, 정기적인 

클리닝의 실행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위험 장소(이하 

참조)에서는 정기적인 일정에서의 

청소와 소독이 필요합니다. 

특정인이 당신의 집이나 시설에 있는 

동안 COVID-19 증상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그 지역 전체를 

청소·소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 표면에 닿거나 청소한 후에 오염이 된 경우  

・ 키보드, 마우스, 전화등의 전자기기등의 공유기기와 

소모품을 사용한 후.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최소한 60%의 알코올을 함유한 알코올 기반의 손가락 소독제를 

사용하십시오. 손가락 소독제를 사용할 때 어린이는 성인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호흡기에 관한 위생관리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입을 티슈 또는 팔로 가린다 

・ 더러워진 티슈는 사용 후 즉시 폐기하고 손을 씻으십시오. 

・  

정기적인 청소  

표준적인 감염 제어 관행의 일환으로서 정기적인 청소는 엄밀하고 계속적이며, 또한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시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가장 잘 닿는 표면은 정기적인 청소를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이 표면들은 감염경로이며 세균의 저장고이며 이들의 표면과 접촉을 통해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정기 청소를 우선해야 할 장소·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 스위치, 난간, 도어 손잡이/핸들 등 많은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접촉 빈도가 높은 면 

・ 대걸레나 물에 적셔 사용하는 대걸레 또는 

자동세척기 

・ 현관 및 교통량이 많은 구역의 청소기 

・ 쓰레기 버리기 관련된 장소 

・ 화장실 청소  

・ 히터와 에어컨의 환기구의 걸레질 

・ 벽과 카펫 얼룩 청소 

・ 수평면과 조명기구의 먼지 

・ 엎지른 것 청소 

・ 린넨류의 정기적인 클리닝과 세탁 

 

거주지역에 COVID-19 의 확정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위험의 장소를 특정하여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고위험 장소의 예: 

자주 닿는 표면의 예 

•책상과 의자  

•카운터와 테이블  

•도어 손잡이와 누름판 

•난간  

•주방과 화장실 수도꼭지  

•어플라이언스의 표면  

•조명 스위치  

•기기 손잡이(카트 등) 

•원격제어  

•신용카드 스테이션  

•ATM 

•공공 전화  

•공공 컴퓨터. 키보드 등  

•공공 펜과 글쓰기 장치  

주:컴퓨터의 키보드는 청소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질병의 전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컴퓨터 사용 전후에 

적절한 손가락 위생을 장려합니다.또, 

키보드 커버의 사용을 검토해 

주세요.키보드 커버는, 사용할 때마다 

간단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 구급 스테이션/보건소 

o 의료용 침대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한다(사용 후 매번) 

o 치료대를 덮고 베개 커버도 사용한다. 

o 매회 사용후에는 커버를 폐기 또는 세탁합니다. 

• 화장실  

o 화장실의 모든 표면, 기구, 도어 손잡이, 누름판 및 스위치를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 다이닝  

o 카운터, 테이블, 의자를 정기적으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 그 외 흔히 접하는 표면 

o 자주 접촉하는 표면은 운용상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정기적인 일정으로 청소하고 

소독합니다.이것은, 적어도 1 일부터 최대 72 시간까지 유효합니다. 

 

청소와 소독： 

청소는, 표면이나 물체로부터 세균, 더러움,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소독을 하면 표면 또는 물체의 

세균이 살균됩니다. 제품 라벨에서 권장하는 것처럼 보호용품(장갑 등)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든 라벨의 지시를 주의 깊게 읽고 이에 따르십시오. 

 

스텝１：청소  오염을 제거하고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기 전에 항상 표면을 

깨끗이 하세요. 표면의 오염이나 기타 물질은 소독제의 효과를 저감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물과 

비누, 세제를 사용하여 표면을 깨끗이 하고 오염을 제거하여 세균을 제거합니다. 세척과 소독 모두 

가능한 복합세제의 경우,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항상 제품 라벨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친환경 그린클리닝 제품 사용을 권장합니다. 

스텝 2.소독ッ  소독제품의 효과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오염된 영역의 세척을 소독 전에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COVID-19 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확인된EPA에 있는 제품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 제품들을 구할 수 없다면 신선한 2% 염소표백제용액(1쿼터 물에 약 1테이블 스푼의 표백제)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매일 또는 필요에 따라 이 표백제 용액을 준비합시다. 

• 소독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대상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라벨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여기에는 적절한 사용시간(소독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표면에 머무는 

필요시간)이 포함됩니다. (도포 후 5분에서 10분 사이에 다를 수 있다.) 와이프식 소독제도 

라벨에 유효한 사용 시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농축된 타입의 소독제의 경우 표적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희석농도로 만들기 위한 지시를 주의 깊게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이 정보는 제품 라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스텝３：처리・폐기  사용후 장갑이나 다른 일회용 아이템은 다른 폐기물과 함께 폐기하기 전에 

입을 다물고 묶을 수 있는 봉투에 넣어주세요. 장갑을 벗은 직후에 비누와 미지근한 물로 최소 

20 초간 손을 씻거나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알코올 베이스의 손 소독제를 

사용합니다. 손이 더러우면 비누와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절차와 훈련 

COVID-19 환자가 귀하의 집 또는 시설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영역 전체의 모든 표면의 세척과 

소독을 수행하십시오.。이 경우 세척과 소독은 제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실시해야 합니다.모든 제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트레이닝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훈련을 통해 개인은 제품 라벨 

사용 및 안전에 관한 지시를 읽고 따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또, 사용할 필요가 있는 모든 개인용 

보호장비(장갑 등)의 장소를 식별해야 합니다.  

기타정보 

브루크라인： 

• 웹페이지 https://brooklinecovid19.com/ 

• 의료이외의 COVID-19 에 관한 질문과 자원： 

전화：617-879-5636、이메일：COVID19Info@brooklinema.gov 

• 의료에 대한 COVID-19 에 관한 질문과 자원： 

전화：617-730-2300、COVIDMedical@brooklinema.gov (특정 의료 또는 공중위생에 관한 문의) 

매사추세츠： 

• 웹페이지  https://www.mass.gov/resource/information-on-the-outbreak-of-coronavirus-

disease-2019-covid-19 

• 전화-211（브루크라인에 관계없는 COVID-19 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 

• 전화：617-983-6800（매사추세츠주 공중보건부.연중무휴 24 시간 접수）。 

•  

미국： 

•  웹페이지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긴급한 경우에는 911 에 신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