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될 경우 주의사항
〇방을 나누어 사용합시다.
감염자와 그 외 동거자의 방을 가능한 한 나누어 사용합시다.
식사와 잠을 잘 때에도 방을 따로 사용해 주십시오.
아이가 있거나, 방 수가 적어 방을 나누어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적어도 2m 이상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나 커튼 등을 설치할 것을 권합니다.
잠을 잘 때에는 서로 발바닥을 마주보게 반대 방향으로 엇갈리게 눕도록 합시다.
감염자 본인은 가능한 한 방에서 나가지 않도록 합시다.
화장실, 욕실 등의 공용공간 이용은 최소한으로 줄입시다.

〇감염자 케어는 가능한 한 제한된 사람만 하도록 합시다.
심장, 폐, 신장에 지병이 있는 사람, 당뇨병인 사람, 면역력이 낮은 사람, 임신한 사람 등이
감염자를 케어하는 것은 삼가해 주십시오.

〇마스크를 착용합시다.
사용한 마스크는 다른 방에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마스크 표면은 만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고무나 끈을 잡아서 벗읍시다.
마스크를 벗은 다음에는 꼭 세제로 손을 씻읍시다.
알코올 손 소독제로도 가능합니다.
※마스크가 더러워졌을 때에는 바로 청결하고 건조된 새 마스크로 교환하여 주십시오.
※마스크 없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티슈 등으로 입과 코를 덮어 주십시오.

〇자주 손을 씻읍시다.
세제로 손을 자주 씻읍시다. 알코올 소독을 해 주십시오.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 등을 만지면 점막・결막을 통하여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 등을 만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〇환기를 시킵시다.
정기적으로 환기를 시켜 주십시오.

공용공간이나 다른 방에도 창문을 활짝 여는 등의 환기를 시킵시다.

〇손으로 만질 수 있는 공용부분을 소독합시다.
공용부분(문 손잡이, 침대 보호대 등)은 시판 중인 희석한 가정용 염소계 표백제로 닦아낸 다음,
물걸레로 닦아 주십시오.
화장실이나 세면대는 일반적인 가정용 세제로 청소하고, 가정용 소독제로 자주 소독하여
주십시오.
타올, 의류, 식기, 젓가락・숟가락 등은 평소 하던 세탁 및 세정방법으로 씻으면 됩니다.
감염자가 사용한 것을 구분하여 씻을 필요는 없습니다.
씻기 전인 물건은 공유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타올은 화장실, 세면대, 주방 등에서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〇소독제 사용에 대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시판 중인 가정용 염소계 표백제에 들어있는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
또는 소독용 에탄올로 하는 소독이 유효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물건에 묻어서 당분간 생존하기 때문에 문 손잡이나 침대 보호대에 바이러스가
묻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석시킨 표백제(0.05%의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로 닦아낸 다음 물걸레로 닦거나, 알코올로
닦아냅시다.
화장실이나 세면대 청소를 자주 합시다.
화장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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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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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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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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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을 포함한 가정용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〇더러워진 시트, 의류를 세탁합시다.
체액으로 더러워진 시트, 의류를 다룰 때에는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반적인 가정용
세제로 세탁하여 완전히 건조시켜 주십시오.
대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〇쓰레기는 밀폐하여 버려 주십시오.
코를 푼 티슈는 바로 비닐 봉투에 넣고, 실외에 버릴 때에는 밀폐하여 버려 주십시오.
쓰레기를 버린 다음에는 바로 세제로 손을 씻읍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