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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예방수칙 안내

-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

※ 손씻기를 반드시 해야하는 경우

  ① 음식 조리 전   ② 수유하기 전   ③ 배변 후   ④ 기저귀 교체 후

  ⑤ 설사증상이 있는 사람을 간호한 경우   ⑥ 외출 후

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물은 끓여 마시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 고기, 채소 등 도마 분리사용 등)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 먹기

음식 익혀먹기

설사증상이 

있는 경우 

조리하지 않기



    설사증상자가 있는 경우에 주변소독을 잘 하도록 합니다.

◦ 장갑, 마스크, 앞치마를 착용 후 소독을 하도록 합니다. 

◦   소독을 할 때는 창문을 열고 하고(외부 공기와 통하게 하세요) 소독 후에도 

충분히 창문을 열어 환기 시켜주세요.

◦   소독액은 가연성 물질에 가까이 두지 말고 사용 후에는 소독 효과가 

떨어지므로 보관하지 말고 버려주세요.

◦   소독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를 해주세요.

예) 노로바이러스감염증 발생 시 소독방법

환자가 있었던 

장소

세제 등으로 더러워진 곳을 닦은 후 소독액(염소 0.1% 

(1,000ppm)∼0.5%(5,000ppm))을 뿌린 후 10분 후에 물로 

씻어냄 

화장실

소독액(염소 0.1%(1,000ppm)∼0.5%(5,000ppm))에 묽은 

소독액을 종이타월 등으로 묻혀 닦고 10분 후에 물(깨끗한 

물걸레)로 닦아냄

옷, 침구 등

더러워진 곳을 닦아 염소 소독액(염소 0.5%(5,000ppm))에 

30분 정도 담근 후 세탁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젖은 수건을 

대고 스팀 다리미로 85도, 1분 이상 가열하는 것도 효과 있음 

구토물, 분변

소독액(염소 0.1%(1,000ppm)∼0.5%(5,000ppm))을 

이용하여 키친타올, 걸레 등으로 닦아내면서 제거한 후 

쓰레기봉투에 넣고 소독액을 뿌린 다음 버림

* 자료원 : Norovirus Outbreak Management and Diseases Prevention Guidelines, 미CDC, 2011

※ 다른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의 경우에는 보건소로 문의하세요.

Ⅱ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올바른 손씻기는 감염병 발생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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