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직장, 학교 및 기타 시설을 위한 원숭이 두창 기간의 청소 및
소독 지침
원숭이 두창은 바이러스 보유자의 발진이라 상처에 접촉했던 표면이나 물품에 접촉함으로써,
또는 장기적으로 누군가와 밀접 접촉하는 동안 호흡기 비말을 들이마셔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지침은 자택, 직장, 학교 및 기타 시설을 위한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 환경에 대한
지침은 cdc.gov/poxvirus/monkeypox/clinicians/infection-control.html을 방문한 뒤 "Infection
Control in Healthcare Settings"(의료 서비스 환경에서의 감염 통제)을 클릭하십시오.
규칙적인 청소 계속하기

보통의 청소 습관을 유지합니다.
손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손을 주기적으로 씻거나 알코올 기반의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고용주 및 학교와 시설 관리자는 화장실에 휴지, 종이 타월, 알코올 기반의 손 세정제를
채워두어야 합니다.
원숭이 두창 확진 사례 발생 후의 청소

원숭이 두창 확진자(원숭이 두창 검사 결과 양성)가 증상이 있는 동안 자택, 직장, 학교 또는
시설에 머무른 경우에만 추가적인 청소가 요구됩니다. 원숭이 두창 증상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health/monkeypox를 방문하여 "Symptoms"(증상) 을 클릭하십시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표면(특히 어둡고 차가우며 습도가 낮은 환경)에서 오래 생존할 수
있으며 부드러운 표면(직물 커버를 가진 가구나 천 소재 타월)에서는 더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다양한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 용품 및
소독제에 대한 미국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목록은 bit.ly/epadisinfectants-lis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 또는 쓰레기 처리 중 착용할 복장
청소 또는 쓰레기 처리 중에는 피부를 완전히 덮는 의상, 일회용 장갑, 코와 입을 덮는 N95
또는 KN95 등의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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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폐기
원숭이 두창 확진자의 쓰레기는 쓰레기봉투를 안에 끼우도록 되어있는 자신의 지정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려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의료 폐기물을 다루는 직장에서는 모든 청소 관련 폐기물을 밀봉 가능한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하며 일반 의료 폐기물과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의료
폐기물을 다루지 않는 직장에서는 모든 청소 관련 폐기물을 밀봉 가능한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하며 다른 쓰레기봉투 안에 넣어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야 합니다.
소독제 사용 전의 청소
감염 입자의 전파를 막기 위해 습식 청소법을 이용합니다. 먼지를 건조하거나 표면을 쓸지
않습니다.
• 소독제 사용 전 바닥, 표면, 문손잡이, 전등 스위치 등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비누와 물,
또는 세제(흙먼지와 먼지 입자 제거)로 꼼꼼히 닦아냅니다.
•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항상 청소 제품 및 소독제의 사용 방법을 따릅니다.
딱딱한 표면과 사물의 소독
탁자, 책상, 문손잡이, 변기 손잡이, 수도꼭지, 조명 스위치 및 장난감 등의 딱딱한 표면 및
사물.
• 딱딱한 표면 및 사물에는 EPA 목록에 포함된 소독제를 사용합니다. 접촉 시간 및 사용은
지침을 따릅니다.
•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제품을 사용합니다.
• 다른 소독제를 섞지 마십시오. 표백제와 암모니아를 절대 섞지 마십시오.
부드러운 표면, 카페트 및 천 커버
• 세탁할 수 있는 모든 항목, 그리고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모두 세탁합니다. 안전한 물 세탁 방법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on.nyc.gov/monkeypox-laundry-ko를 방문하거나 세탁소, 드라이 클리닝 및 세탁 서비스
관련 정보는 on.nyc.gov/monkeypox-commercial-laundry-ko를 방문합니다.
• 원숭이 두창 감염자는 몸이 아픈 동안 세탁할 수 없으며 부드럽거나 다공성인 표면에의
접촉을 제한해야 합니다. 부드럽거나 다공성인 표면은 제거해 세탁하거나 버릴 수 있는
소재로 덮어야 합니다.
•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사용하였으며 직물 커버로 덮인 가구는 전부 스팀 처리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health/monkeypox를 방문하십시오.

NYC 보건부에서는 상황이 진전됨에 따라 권장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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