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산화수소 표백제와 같은 살균제는 가정내 표면상에

가정내

존재하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으로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해치고 천식을 악화시키는

더욱 안전한 살균

것에 대해 유념하여 안전한 형태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실천 계획
o

살균은 어느때 필요한가 가정에서 문고리와 같은 손이 많이 닿는 곳에 대한 정기적인 살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 확진자 혹은 이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더욱 철저한 살균에 대한 계획과 기타의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o

천식이 있는 아동은 표백제와 기타의 강한 화학물질에 특히 민감합니다 이들 제품을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합니다 살균제의 사용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어린이가 밖에 나가 있도록
합니다

o

살균 이전의 경우 비눗물로 표면을 세척한 후 닦아내어 먼지와 때를 제거하여 줍니다 정기적으로 먼지 때
일부 의 균을 제거하기 위한 가정용 세척제를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일상의 세척을 위한 다용도 세제
1 컵 온수
3 방울 무향 물비누
½ 컵 백식초
스프레이병에 전체 재료를 넣어 혼합한다.
마이크로파이버 헝겊이나 종이타올로 가정내 청소에 사용한다.
o

살균제 선택하기 예: 과산화수소, 지침사항에 따라 만든 묽은 표백제, 기타의 COVID-19 에
대한 EPA(환경보호국) 승인 살균제.

o

과산화수소

로 청소하실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병을 사용할 경우 물줄기 으로 설정하여 주십시요

안개 가 아님 청소 후 말려주십시요 혹은 사용 후

분 이후 종이타올로 닦아내주십시요

o

일반 가정용 혹은 세탁용 표백제
o

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에 주의하십시요

산업용 강도의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표백제와 암모니아 혹은 기타의 세척제와 혼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독성의 연기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o

안전 창문을 열어 환기합니다 장갑을 착용니다 어린이가 나가 있도록 합니다 표백제의 지나친 사용은 특히
천식 환자에게 위해합니다

o

조심하여 묽게 만들기 깔때기를 사용하여 표백제와 냉수와 혼합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능이
떨어지므로 매일 사용분량을 만들어 둡니다

표백제를 희석시키는 방법

o

소량의 분량:

대량의 분량:

1 티스푼 가정용 표백제 +

1/3 컵 가정용 표백제 +

1 컵 냉수

1 갤론 냉수

안전하게 희석된 표백제 사용하기 반짝이는 정도로 젖게 하여 주의하여 표면을 살균시켜 줍니다
스프레이병을 사용할 경우 물줄기 으로 설정하여 주십시요

o

살균 시간 청소 후 완전히 말려주십시요 혹은 사용 후

안개 가 아님
분 이후 종이타올로 닦아내주십시요

자료
기타 상세한 사항을 위해
를 방문하시여

를 검색하십시요

를 방문하시여
번역본은

를 검색하십시요

메뉴에서

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주 보건부 에 대한 사항을 위해
번역을 위해 우측 상단 코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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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정보사항이 유용하였습니까? bit.ly/SaferDisinfectingRx 를 방문하시여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