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비앤비 
청결 강화 기준
5단계 청소 가이드 
요약본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청결!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숙소를 완벽하게 
청소할 준비를 하세요.

에어비앤비는 세계 최고의 보건 및 
위생 전문가와 협력하여 숙소의 각 
공간을 살균청소하는 방법을 담은 
5단계 가이드를 마련했습니다.

각 공간마다 약 45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청소하세요. 



요약본 이용 방법

이 안내서는 청결 강화 기준에 담긴 숙소 청소 및 
살균소독 5단계 방법을 요약하고 이를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고 청소 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상세한 청소 방법을 담은 단계별 안내서를 
보고 출력하려면, 청결 강화 기준 안내서를 
다운로드하세요. 

https://www.airbnb.com/cleaning/handbook
https://www.airbnb.com/cleaning/hand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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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리정돈 및 최종 점검

5단계 청소 방법



1단계: 준비
안전을 위한 수칙



1단계: 준비

  게스트 체크아웃이 끝나고 
권장 시간(현지 방역 당국의 
지침 확인)이 경과한 후에 
숙소에 출입하세요.

  따뜻한 물과 비누를 사용해 
최소 20초 이상 꼼꼼하게 손을 
씻으세요.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마스크, 
장갑, 신발 보호 덮개(권장 
사항)를 착용하세요.

  창문을 열고 환풍기를 켜서 
환기하세요.

  진공청소기, 걸레 등 필요한 
청소 도구를 구비하세요.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은 
살균소독제를 포함하여 목록에 
있는 청소용품을 준비하세요.

청결 못지 않게 안전도 중요하니 화학제품을 사용할 때는 안전 
지침에 유의하세요.

https://www.airbnb.com/help/topic/272/responsible-hosting
https://www.airbnb.com/help/topic/272/responsible-hosting


청소 후 
살균소독하기

청소는 표면에서 세균, 먼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세제를 묻힌 스펀지로 
주방의 지저분한 조리대나 
가스레인지를 닦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살균은 화학 물질을 사용하여 
세균 및 박테리아 수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손잡이와 같이 손이 자주 닿는 
표면에 살균제를 뿌리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단계: 청소
먼지나 불순물 제거



2단계: 청소

  쓰레기통을 모두 비우고 새 
쓰레기봉투를 끼워두세요.

  모든 수건과 침구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최고 
온도로 세탁하세요.

  모든 설거지를 마치고  
식기세척기나 싱크대 내부를 
비우세요.

  빗자루나 진공청소기로  
모든 바닥의 먼지를 깨끗이 
제거하세요. 

  모든 단단한 표면은 세제를 푼 
물로 닦으세요.

  부드러운 표면은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얼룩진 부분을 
깨끗이 닦으세요.

청소 도중에는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단계: 살균소독



3단계: 살균소독

  표면을 깨끗이 닦은 후에는 
살균소독제를 뿌리거나 
소독제를 묻힌 천으로 
닦아내세요. 

  살균소독제를 뿌린 후에는 살균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제품 라벨에 명시된 시간만큼 
기다리세요. 

  표면을 자연 건조시키세요.

  항균 물티슈를 사용할 때에는 
각 표면마다 물티슈를 한 장씩 
사용하세요.

식초는 살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세균 박멸 효과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은 살균제에는 식초와 같은 천연 
살균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4단계: 확인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은 
더 꼼꼼하게 확인



4단계: 확인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이 모두 
살균소독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뒷부분의 목록 
참조).

  공간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소가 완료되었는지 
점검하세요.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전구와 같이 유지 보수가 
필요한 물품을 점검하세요.

  보충해야 할 청소용품 
또는 살균소독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5단계: 정리정돈 및 최종 점검
각 공간 최종 점검



숙박 중 직접 청소할 수 있도록 청소용품이 제공되면 좋겠다는 
게스트 의견이 많았습니다. 게스트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청소용품을 
구비하고, 숙소 페이지에 청소용품 제공 사실을 명시하세요. 

5단계: 정리정돈 
및 최종 점검

  손을 씻고 깨끗한 장갑을 
착용한 후 게스트용 물품, 수건 
또는 침구를 교체하세요.

  살균소독을 완료한 공간은 
문을 닫고, 문손잡이를 소독한 
후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다 쓴 청소용품과 한 번 사용한 
보호구는 안전하게 폐기하거나 
세척하세요.

  키친타월, 살균소독제, 여분의  
비누나 손 세정제 등 게스트를 
위한 청소용품을 준비하세요. 

  게스트가 읽을 수 있도록 청소 
안내문을 출력해 비치하세요. 

  꼼꼼하게 청소를 마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https://assets.contentstack.io/v3/assets/bltb428ce5d46f8efd8/blta091a16e4dbfd4d9/5eddca4998e62f38ec84d1f6/CleaningChecklist_KO_(1).pdf?disposition=inline
https://assets.contentstack.io/v3/assets/bltb428ce5d46f8efd8/blta091a16e4dbfd4d9/5eddca4998e62f38ec84d1f6/CleaningChecklist_KO_(1).pdf?disposition=inline


점검할 사항

손이 자주 닿는 표면

•  문손잡이 

•  전등 스위치

•  리모컨

•  식탁 및 탁자

•  선풍기/환풍기

•  램프

•  창틀과 창문 손잡이

•  열쇠와 열쇠 보관함

•  철제 걸이

•  쓰레기통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  싱크대 및 세면대

•  가전제품

•  소금 및 후추통 

•  조리도구

•  의자

•  변기

•  샤워실 및 욕조

•  샤워 커튼과 샤워실 문

•  샴푸, 린스, 손 세정제

•  헤어드라이어 

•  에어비앤비 게스트를 위한 안내 
책자



점검할 사항

청소 시 필요한 물품

•  다목적 세정제

•  다목적 살균소독제

•  유리 세정제

•  표백제

•  세탁 세제

•  얼룩 제거제

•  식기세척기용 세제

•  카펫 세정제

•  바닥 세정제

•  가구/목재 광택제

•  오븐 세정제

•  오븐용 기름때 제거제

•  곰팡이 제거제(필요한 경우)



본 가이드는 청결 강화 기준 안내서의 간단한 요약본으로 
전체 내용을 포괄하지 않으므로, 청결에 대한 중요한 
추가 정보, 에어비앤비 청결 강화 기준, 기타 설명이 
포함된 전체 안내서를 먼저 읽은 후에 참조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현지 정부 및 방역 당국의 관련 지침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 제공과 
관련해 에어비앤비는 포괄성, 효과 등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청결 강화 기준을 준수하기로 
결정한 호스트는, 호스트 본인, 호스팅을 함께하는 
팀원, 게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으며, 이 안내서에 나와 있는 조치를 준수하더라도 
코로나19를 포함한 전염병에 노출되거나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에어비앤비는 본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