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용 건물 청소 및 소독 안내서 
 

원숭이 두창은 전염성 있는 발진, 체액, 호흡기 비말 또는 장기간 대면 접촉을 통해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수두 바이러스 (예시, 원숭이 두창)는 내성이 강하며 리넨, 의류와 환경 표면, 특히 
어둡고, 시원하고, 습도가 낮은 환경에서 서식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환자의 집이 
비워져 있을 때, 바이러스가 15 일 동안 서식 했었다고 연구자가 발견한 바 있습니다. 연구 
사례를 통해 기타 유사 진성 두창 바이러스는 가정집과 유사한 환경에서 몇 주, 몇 달간 서식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바이러스는 비-다공성 직물 (플라스틱, 유리, 철) 표면보다 다공성 
직물 (침구류, 의류 등)에서 더 오래 서식할 수 있습니다. 

 

진성 두창 바이러스는 자외선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러한 바이러스가 환경에 대한 내구도가 
있지만, 다수의 멸균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에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머물렀던 장소 (집과 
자동차 등), 그리고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물건들의 소독 작업을 권장 드립니다. 

 

상업용 건물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 중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직원에게 전파시킬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특정인이 격리된 방에 출입해서는 안됩니다. 고립된 사람이 자리를 비웠을 
경우, 청소와 소독 작업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중요 조치들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올바른 손 위생 

● 개인 방역 용품 (PPE) 사용 

● 올바른 청소 및 소독 

● 올바른 폐기물 처리 

손 위생: 

● 임직원들은 특정인이 고립된 방에 드나들 때, 병변 물질과 접촉된 의류, 리넨 혹은 환경 
표면 (예: 조리대, 변기 시트)와 접촉이 있었을 때, 그리고 개인 방역 용품을 제거했을 때 
손 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 방역 용품 (PPE): 
임직원들은 격리자가 머물렀던 공간을 청소 및 멸균 작업을 할 때, 최소한 일회용 의료 장갑과 
호흡용 (예: N95) 또는 잘 맞는 마스크와 일회용 가운을 착용해야 합니다. 개인 방역 용품 착용 
전과 후에 손 위생을 실천해야 합니다. 

 
개인 방역 용품 착용법 및 벗는 방법에 대한 설명 영상이 포함된 PDF 는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임직원들은 여러 번 격리 공간을 드나드는 것을 방지하여 상호 감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시 청소 및 멸균 도구들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청소 및 멸균: 
바이러스 전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다음의 순서대로 청소와 멸균 작업이 이뤄져야 합니다: 

 
1. 일반 폐기물 관리 

a. 붕대, 종이 수건, 음식 포장지 및 기타 쓰레기 등 감염된 폐기물은 밀봉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2. 세탁 
a. 청소를 실시하기에 앞서 맨 먼저 감염된 의류와 리넨을 모으십시오. 리넨을 

흔들면 감염 입자들이 퍼지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b. 빨랫감은 다른 사람들의 빨랫감과 섞이면 안됩니다. 

c. 감염 입자들이 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감염된 빨랫감을 흔들지 마십시오. 

d. 빨랫감을 세제에 적힌 방법대로 일반 세탁기에 씻으십시오. 세탁용 
살균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3. 단단한 표면 및 기타 가정용 물품 

a. 주로 접촉되는 단단한 표면들을 EPA-등록된 살균제 (유행성 바이러스 병원균: 
목록 Q)로 청소 및 소독 처리 하시고 제조업체가 명시한 설명서 대로 따라 
하십시오. 테이블, 조리대, 문 손잡이, 변기통 손잡이, 수도 꼭지, 조명 스위치, 
그리고 바닥 등이 주로 접촉되는 단단한 표면에 포함됩니다. 

b. 살균제 티슈, 스프레이와 대걸레 청소가 주로 선호되는 습식 세척 
방법입니다 

c.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사용했을 경우, 냉장고 내부, 냉동실, 기타 가전제품, 
캐비넷 내부 혹은 서랍장 내부 또한 청소 및 소독 작업을 하십시오. 

d. 더러워진 접시와 식기 도구들은 식기 세척기를 사용해 세제와 뜨거운 물로 
씻거나 뜨거운 물과 주방용 세제를 사용해 손으로 씻으십시오. 

e. 표면의 먼지를 쓸고 터는 행위는 감염 입자를 퍼트리기 때문에 해서는 안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4jQUBAlBrI
https://www.youtube.com/watch?v=PQxOc13DxvQ
https://www.cdc.gov/hai/pdfs/ppe/ppe-sequence.pdf
https://www.epa.gov/pesticide-registration/disinfectants-emerging-viral-pathogens-evps-list-q#search
https://www.epa.gov/pesticide-registration/disinfectants-emerging-viral-pathogens-evps-list-q#search


 

 
 

4. 가구 천갈이, 카펫과 기타 가정용 직물 제품 

a.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가구 천갈이를 한 가구, 카펫, 매트리스 등 직물 제품에 
직접적으로 피부 접촉을 했거나 발진에서 흐르는 액체가 물건에 닿았다면, 증기 
세탁을 해야 합니다. 

b.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가정용 직물 제품과 최소한의 접촉이 있었다면, 
그 표면을 알맞은 살균제로 멸균 처리 해야 합니다. 

c. 고성능 공기 필터가 장착된 진공 청소기로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필터가 아니라면, 청소하는 사람은 딱 맞는 마스크나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d. 사용자가 바뀔 때 마다 청소하도록 하고 매트리스에는 방수 재질의 
매트리스 보호대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5. 폐기물 처리 

a. 감염된 폐기물 처리는 평소처럼 진행돼야 합니다. 감염된 폐기물 (예: 장갑, 
반창고 및 소독 약품) 비닐을 쓰레기통 내부에 씌우고 사용하도록 권장 
드립니다.



 

 
 

청소 체크 리스트 목록 – 이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완료 확인 할 일: 

예 □ 아니요 □ 방 입장 전 손 소독 및 개인 방역 용품 착용 
● 일회용 의료 장갑 
● 일회용 가운 
● 의료용 마스크 또는 딱 맞는 마스크 

예 □ 아니요 □ 일반 폐기물 관리 
● 고체 폐기물, 세면도구를 포함한 일회용 물품, 그리고 일반 

쓰레기를 폐기 목적으로 밀봉된 플라스틱 봉투에 넣으십시오. 

예 □ 아니요 □ 세탁 
● 방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맨 먼저 감염된 의류와 리넨을 

수거하십시오. 일회용 세탁 봉투나 깨끗한 가방에 넣으십시오. 
● 다른 사람들의 세탁물과 분리하십시오 

예 □ 아니요 □ 단단한 표면과 기타 가정 용품의 청소 및 멸균 처리 
● 다음과 같이 자주 접촉되는 표면들을 청소 및 멸균 처리 하십시오: 

o 테이블 
o 조리대 
o 문 손잡이 
o 변기통 손잡이 
o 수도꼭지 
o 조명 스위치 
o 리모컨 
o 바닥 
o 냉장고 
o 냉동실 
o 서랍 

● 더러워진 접시와 식기 도구들을 세제와 뜨거운 물을 사용해 
식기세척기로 씻거나 뜨거운 물과 주방용 세제를 사용해 손으로 
씻으십시오 

예 □ 아니요 □ 덮개를 씌운 가구, 카펫 그리고 기타 가정용 직물 제품 청소 
● 표면을 그에 알맞은 살균제로 소독 처리 하십시오 

o 소파 
o 베개카펫 
o 깔개 
o 매트리스 

 

예 □ 아니요 □ 폐기물 처리 

● 폐기물은 전용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며, 일반 폐기물 관리 방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예 □ 아니요 □ 개인 방역 용품 제거 및 손 소독. 

● 개인 방역 용품(PPE)을 용기 내부에 비닐봉투를 씌운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예 □ 아니요 □ 다음 방으로 이동하기 전, 일회용 의료 장갑을 새롭게 착용하고 청소 카트를 
멸균 처리 하십시오 

 

참조: 주거시설과 의료시설이 아닌 환경에 대한 CDC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멸균 처리 (2022 년 
6 월 6 일) 

https://www.cdc.gov/poxvirus/monkeypox/pdf/Monkeypox-Interim-Guidance-for-Household-Disinfection-508.pdf
https://www.cdc.gov/poxvirus/monkeypox/pdf/Monkeypox-Interim-Guidance-for-Household-Disinfection-508.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