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ÉEN / KOREAN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공공장소 청소 및 소독

이 자료는 학교, 대학, 공공 도서관, 박물관, 대중교통, 공동주택, 직장 등 공공장소의 청소
및 소독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알아야 할 사항

-

-

손길이 많이 닿는 표면, 예를 들면 문 손잡이, 계단 난간, 엘리베이터 버튼, 전등 스위치,
캐비닛 손잡이, 수도꼭지 손잡이, 테이블, 조리대, 전자제품 등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 19 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표면에 얼마 동안 생존하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증거에 의하면 바이러스는 물체 또는 표면에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청소 및 소독 제품의 선택

-

공공장소를 청소할 때에는 청소와 소독이 동시에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예:
가능하면 판매용으로 사전에 혼합된 액체형/티슈형 소독제)
- 청소 제품은 비누(또는 세제)와 물을 이용해 표면에서 미생물, 먼지,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청소로 미생물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생물의 숫자와
감염 확산 위험은 줄일 수 있습니다.
- 소독 제품은 화학 약품을 이용해 표면의 미생물을 죽입니다.
- 약품식별번호(DIN)가 있는 인가된 표면 소독제만 사용하십시오. DIN 은 캐나다 보건부가
부여한 여덟 자리 숫자로, 캐나다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독제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청소 절차 수립
-

-

공공시설 운영자는 공공장소 청소를 위한 절차와 방법을 수립 또는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선이나 추가 청소가 필요한 곳이 어딘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청소 및 소독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사 권고사항을 따르십시오(예, 장갑 착용,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사용, 사용 제품에 따라 미생물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노출 시간
준수).
장갑을 벗은 후에는 비누와 물, 또는 알코올 성분의 손 세정제로 손을 씻으십시오.

-

젖은 천/걸레 등 습식 청소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공기 중에 바이러스 비말을 퍼뜨릴 수
있으므로 털거나 쓸지 마십시오.
오염된 일회용 청소용품(예, 청소포, 천 등)은 비닐봉지를 씌운 쓰레기통에 담았다가 다른
쓰레기와 함께 버리십시오. 재사용 가능한 청소용품은 일반 세탁용 세제와 따뜻한
물(60~90°C)을 이용해 세척하시면 됩니다.

손길이 많이 닿는 표면의 청소 및 소독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은 정기적인 청소 외에도 청소와 소독을 더 자주 해야
합니다(특히 눈에 띄게 더러운 경우)
부엌이나 욕실 등 공용 공간도 더 자주 청소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코로나 19 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안내:
Canada.ca/coronavirus
또는
1-833-784-4397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