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청소 

가이드라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에어비앤비가 마련한 

청소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숙소를 청소하시고, 직접 청소하지 않으시는 

경우 청소 담당자에게 체크리스트를 전달해주세요.  

 

 

 

 

 

 

 

 

 

 

 



 

청소 체크리스트 
 

� 청소 전에 먼저 숙소를 충분히 환기하세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최소 20분 동안 환기하고, 가능하다면 청소가 

끝날 때까지 모든 창문을 열어 두세요.  

� 청소 전후로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손을 씻을 때는 비누를 사용하고, 최소 20초 이상 손을 문지른 후 물로 

씻어내세요.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을 수 없다면 알코올이 60% 이상 함유된 손 

소독제를 사용하세요.  

� 청소하는 동안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세요.  

매번 청소가 끝나면 사용한 장갑은 폐기해야 합니다. 장갑을 벗은 후에는 바로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 휴지, 항균 물티슈 및 기타 일회용 청소용품을 충분히 구비하세요.  

재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청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소 후 각 제품 소재별로 가능한 

최고 온도로 기계 세탁하세요. 

� 먼저 청소를 한 다음, 살균 작업을 하세요.  

청소가 비누나 세제 그리고 물을 사용하여 먼지, 세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라면, 살균은 표백제나 알코올과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해 세균을 죽이는 

과정입니다. 청소와 살균 작업을 모두 하면 감염 확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 적합한 살균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가정용 표백제 용액 희석액, 알코올 함량이 70% 이상인 세정제, 미국 환경보호청

(EPA)에 등록된 일반적인 살균 세정제를 사용하면 코로나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박멸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특히 자주 손이 닿는 표면을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전등 스위치, 문고리, 리모컨, 수도꼭지 손잡이 등을 신경 써서 닦아야 합니다. 

자주 손이 닿는 표면의 상세 목록은 2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소파, 러그, 커튼 등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은 소재의 물품도 

청소하세요.  

눈에 보이는 먼지나 때를 모두 제거한 후, 이런 소재에 적합한 세정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닦으세요. 가능하다면,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기계 세탁하세요. 

� 모든 침구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최고 온도로 세탁하세요.  

여기에는 이불 커버, 매트리스 커버, 세안 및 목욕 수건, 주방용 행주, 담요 등이 

포함됩니다. 더러운 세탁물을 만질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세요. 

� 세탁물 바구니를 살균 청소하세요.  

바구니 안에 일회용 안감이나 세탁기를 이용해 씻을 수 있는 천을 덧대어 

사용하세요. 

� 청소가 끝나면 항상 진공청소기의 먼지통을 비우세요.  

진공청소기를 살균 세정제로 깨끗하게 닦으세요. 식기세척기, 세탁기 등 청소나 

세척에 사용되는 가전제품도 마찬가지로 살균 세정제로 닦아야 합니다. 

� 숙소 물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또한 가정용 표백제를 암모니아나 기타 독성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세정제와 

절대 혼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세요. 

 

 



 

살균 청소할 항목 
새로운 게스트를 맞이하기 전, 숙소를 청소할 때는 손이 자주 닿는 곳을 특별히 

신경 써서 닦으세요.  

 

일반 

• 문고리 

• 선풍기와 조명등 

조작 손잡이 

• 일반 및 재활용 

쓰레기통  

• 헤어드라이어 

• 다리미와 다리미판  

• 열쇠 

• 전등 스위치  

• 계단 손잡이 

• 리모컨  

• 탁자 상판 

• 실내 온도 조절기 

• 창문틀 및 창문 

손잡이 

주방  

• 가전 제품: 커피 

머신, 오븐, 

압력밥솥, 토스트기 

등 

• 수납장 및 서랍 

손잡이  

• 양념: 식용유, 

소금통과 후추통, 

많이 사용하는 

양념과 용기 등  

• 등받이가 있는 의자  

• 식기세척기 사용이 

금지된 식기: 

도자기 그릇, 

어린이용 플라스틱 

그릇 등 

• 싱크대 

욕실 

• 수도꼭지 손잡이 

• 샴푸, 린스, 

바디워시, 물비누 

용기  

• 샤워 커튼과 샤워실 

문 

• 샤워실 및 욕조 

• 세면대 

• 변기 

침실 

• 옷걸이와 여행 가방 

보관대 

• 침대 옆 협탁  

청소/세척에 사용되는 

가전제품 

• 식기세척기 

• 진공청소기 

• 세탁기와 건조기 

어린이용품  

• 유아용 식탁 의자 

• 휴대용 아기 침대와 

아기 울타리  

• 장난감 

기타 편의시설  

• 자전거  

• 책 

• 서핑 보드 

• 보드게임 

 

*이 콘텐츠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CDC는 본 

콘텐츠나 에어비앤비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어떤 목적으로든 본 콘텐츠의 완전성, 

정확성, 신뢰성, 적합성 또는 이용 가능성에 대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진술 또는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에 의존하는 것에 따른 위험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