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와 소독
원숭이두창 이후
전염병이 도는 기간 동안, 원숭이두창에 걸린 사람들의 체액과 병변은 침구, 의류 및
물체의 표면에 생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원숭이두창 전파 위험을 낮추기 위해
원숭이두창에 걸린 사람들이 머물렀던 지역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 시에는 미국 환경보호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공인 소독제를 사용하고 적절한 개인 보호 장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마스크, 장갑 또는 가운)을 착용하십시오.

다음 순서에 따라 가구 내를 청소하고 소독하십시오.

쓰레기를 모아서 밀봉하십시오
밴드, 페이퍼타월, 식품 포장지 또는 기타 일반
쓰레기와 같은 오염된 쓰레기를 밀봉된 봉투에
담으십시오.

세탁

0

• 방 안의 다른 것을 청소하기 이전에
오염된 의류 및 침구류를 한 곳에
모으십시오.
• 침구류를 털지 마십시오. 그러면
전염성 있는 입자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 세제를 사용해 세탁하십시오.

최신 업데이트를 알아보시려면, 문자로 COSD MONKEYPOX를
468-311번으로 보내십시오. 자료를 원하시면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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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 표면과 가정 용품을 청소하십시오
• 여기에는 테이블, 싱크대 상판, 문고리, 변기 손잡이, 수도꼭지, 전등 스위치,
마루, 냉장고 내부, 냉동고, 기타 전자제품, 캐비닛 내부 공간 또는 서랍 등이
포함됩니다.
• 오염된 접시 및 식기류는 세제와 뜨거운 물을 이용해 식기세척기로 세척하거나
뜨거운 물과 주방용 세제를 사용해 손으로 세척하십시오.

가구 및 기타 섬유로 된 비품을 청소하십시오
• 여기에는 천으로 씌운 가구, 카페트, 러그 및 매트리스가 포함됩니다. 일부의
경우, 스팀 클리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원숭이두창에 걸린 사람이 최소한의 접촉을 했다면, 해당 표면에 적합한 소독제를 사용해
표면을 소독하십시오.

진공청소기, 빗자루 및 걸레로 카페트와 마루를 청소하십시오
• 소독용 물티슈, 스프레이 및 걸레질과 같이 습식 청소 방법이 선호됩니다.
• 진공청소는 고효율의 공기 필터가 있는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허용
가능합니다. 공기 필터가 없는 경우, 진공청소기를 작동하는 사람이 꼭 맞는
마스크 또는 호흡기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십시오.
• 먼지 털기 또는 비질은 피하십시오. 이 경우, 전염성 있는 입자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십시오
• 원숭이두창에 걸린 사람은 반드시 자신들이 격리된 방의 지정된, 쓰레기
봉투를 씌운 쓰레기통을 사용해야 합니다.
• 피부와 직접적으로 접촉한 장갑, 밴드 또는 기타 쓰레기 및 1회용품들은 반드시
밀봉된 비닐 봉투에 넣고 지정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 원숭이두창에 걸린 사람 또는 다른 가구 구성원들은 쓰레기 봉투를 버리거나
쓰레기를 취급 및 처리할 때 반드시 장갑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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