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비의료 서비스 환경의
청소와 소독 일반 지침
이 문서는 상업 및 거주 건물, 직장 및 소매 시설 등의 비의료 서비스 환경에서 COVID-19 의
확산을 늦추기 위한 청소와 소독 관련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품 서비스 제공
장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Reopening New York City Checklist for Restaurants and Outdoor
Dining"(식당 및 야외 식사를 위한 뉴욕시 재개 체크리스트) 을확인하십시오. NYC 재개에
관한 추가 지침은 "COVID-19: RESTART Guidance for Businesses"(비즈니스용 재개 지침)
를방문하십시오.
뉴욕주(NYS)에서는 최소 매일 규칙적으로 청소와 소독을 진행하고 공용 사물이나 자주
접촉하는 표면 및 통행량이 많은 영역 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고위험 영역(예:
화장실과 공용 공간)은 더 자주 청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현장에 청소
및 소독 날짜, 시간, 범위를 기록하는 청소 일지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 및 정신위생부의 일지 샘플을 확인하여 NYS 요건 충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 담당 직원을 위한 안전 조치
• 직원에게 몸이 아프면 자택에 머무르도록 요청합니다.
• 세척 용액을 사용하는 직원을 보호하도록 안전 계획을 마련합니다.
• 청소 담당 직원을 위한 적절한 보호 장비를 제공합니다.
• 라벨에 나온 지시대로 청소 및 소독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직원을 교육합니다.
• 직원이 최소 20 초 이상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게 합니다.
• 직원이 씻지 않은 손으로 자신의 눈, 코, 입을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 직원들에게 가능한 한 항상 타인과 6 피트 거리를 유지할 것을 다시 알립니다.
• 타인과 직접 접촉하게 되는 직원에게 얼굴 커버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COVID-19 통제 및 예방에 관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 페이지)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인 청소 및 소독 권장 사항
• 제품 라벨을 읽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십시오.
o 청소 및 소독 제품을 사용할 때는 항상 제품 라벨을 읽고 제조사의 지침을
따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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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라벨에서 지시하는 대로 적절한 장갑 혹은 기타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합니다. 청소 후 매번 장갑을 폐기하고,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최소 20 초
이상 손을 자주 씻습니다.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알코올 기반의 손
세정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

공용으로 접촉이 잦은 표면의 청소와 소독에 집중합니다.
o 접촉이 잦은 표면과 사물은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예로는 문손잡이, 조명
스위치, 난간, 주방 가전, 조리대, 서랍 손잡이, 식탁, 싱크대, 수도꼭지, 화장실
손잡이, 음수대, 엘리베이터 버튼, 문의 여닫이 밀판, 전화, 열쇠 및 리모컨 등이
있습니다.
o 주거용 건물을 청소할 때는 문손잡이, 계단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조명
스위치, 안내 데스크, 호퍼 도어(hopper door), 문의 여닫이 밀판, 우편함 및
세탁실 장비 등과 같이 통행량이 많은 구역이나 공용 공간에 있고 접촉이 잦은
표면과 사물에 특별히 주의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health/coronavirus 를 방문하여 비즈니스용 지침 웹페이지에서
"Residential Building FAQ" (거주용 빌딩 FAQ)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o 직장, 사무실 및 기타 사무 공간을 청소할 때는 책상, 의자, 전화기, 프린터,
키보드, 컴퓨터 마우스 등 자주 접촉하는 표면과 사물을 자주 소독하도록
합니다.
o 화장실 및 기타 공용 공간을 더 자주 청소합니다.
o 차량을 청소할 때는 문손잡이, 창문 버튼, 자물쇠, 결제 기기, 팔걸이, 자석 쿠션,
버클 및 안전벨트 등 탑승객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 및 물체에 특별히 신경
씁니다. 또한, 핸들, 라디오 버튼, 방향 지시등, 컵 홀더 등 운전자가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닦아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health/coronavirus 를
방문하여 비즈니스용 지침 웹페이지에서 "Guidance for Vehicle Operators"(차량
운전자를 위한 일반 지침) 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o 식품 시설을 청소할 때는 금전 등록기, 식품, 델리 및 계산대에 특별히 신경
씁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health/coronavirus 를 방문하여 비즈니스용
지침 웹페이지에서 "Checklist for Restaurants"(식당용 체크리스트) 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청소, 그다음에 소독.
o 먼저 표면을 비누나 세제, 물(혹은 세척 제품)을 사용해 닦아내어 눈에 보이는
먼지나 때를 제거합니다. 소독제는 깨끗한 표면과 사물에서 가장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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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하거나 비투과성인 사물(식탁, 책상, 바닥, 손잡이, 전화기 등)에는 표백제,
과산화수소 혹은 알코올 기반 제품 등과 같이 COVID-19 유발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를 사용합니다. 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에서 COVID-19 유발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고 승인받은 소독제 목록은
cfpub.epa.gov/giwiz/disinfectants/index.cf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희석된 표백제로 소독하는 경우 라벨에 나와 있는 사용법을 따르고
주변을 제대로 환기하도록 합니다. 제품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1 쿼터/1 리터의 물에 4 티스푼 분량의 표백제를 더합니다. 필요에 따라
매일 새로운 용액을 준비하십시오. 가정용 표백제는 절대 암모니아나
기타 다른 세척제와 섞지 마십시오.
 70% 알코올 용액으로 소독하는 경우, 용액을 이용하여 표면이나 사물을
철저하게 소독한 뒤 말립니다.
 식품 서비스 환경에서는 식품에 닿는 표면과 장비에 안전한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세탁기에 넣는 의류, 수건, 리넨 제품 및 기타 제품의 경우 평소에 사용하는
세제를 이용해 가능한 한 가장 따뜻한 온도로 설정해 세탁하고 완전하게
말립니다. 바이러스나 기타 오염, 박테리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세탁 전 더러운
세탁물을 "껴안거나" 흔들지 마십시오. 아픈 사람의 세탁물은 다른 사람들의
세탁물과 함께 세탁할 수 있습니다.
기타 부드러운 제품(커튼, 소파 덮개 및 러그 등)의 경우, 제조사의 지침을
따르거나 해당 제품 전용으로 나온 세척 제품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스팀
청소기를 사용하거나 뉴욕주 소독제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원단에 사용할 수
있는 소독 제품을 사용합니다.
대걸레, 천 및 기타 청소 도구는 비누와 물을 사용해 세척하고 EPA 에 등록된
소독 또는 표백제를 사용해 소독한 뒤 재사용 전 건조해야 합니다. 새 대걸레나
세척 후 살균한 대걸레 또는 천은 각 영역의 청소와 소독에 사용해야 합니다.
일회용 대걸레나 천을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NYC 보건부에서는 상황이 진전됨에 따라 권장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26.20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