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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병균(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 
닿을 때 병균이 표면에서 옮겨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비누와 물로 
적어도 20초 

이상 손을 자주 
씻으세요.

20초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 
흥얼거립니다.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표면에서 발견되는 병균으로부터 가족과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까요?

몸이 좋지 않으면 집에 머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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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 
흥얼거립니다.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6 피트

마스크를 
착용하고, 6
피트 간격을 
유지합니다.

표면에서 발견되는 병균으로부터 가족과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까요?

병균(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 
닿을 때 병균이 표면에서 옮겨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비누와 물로 
적어도 20초 

이상 손을 자주 
씻으세요.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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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세사 행주로 닦으면 
대부분의 병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집안 내부의 
표면을 규칙적으로 

세정합니다.

비누나 세제와 물을 사용합니다. 
세차게 문질러서 닦습니다.

비누와 물로 세척합니다.

비누와 물로 세척합니다.

표면에서 병균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극세사 행주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매번 사용 후 세탁기로 별도 

세탁하거나 싱크대에서 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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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ap

세제는 병균과 더러움을 제거합니다.

Disinfectant

소독제는 대부분의 
병균을 죽입니다.

표백제와 제4 암모늄은 흔히 사용되는 
소독제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독제 오용 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독제는 폐 
또는 정상적으로 
숨쉬는 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세제와 소독제의 차이점은?

세제와 소독제를 
어린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www.pehsu.net

집에 아픈 사람이 
없다면, 세정합니다.

집에 아픈 사람이 없다면, 접촉이 
잦은 표면의 소독을 고려합니다.

출입금지

집에 아픈 
(아픈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먼저 세정한 

다음, 공동으로 
사용하고 접촉이 

잦은 표면을 
소독합니다.

Disinfectant

SOAP

소독하기 전에 항상 
먼저 세정하여, 

소독제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정해야 하는지 또는 소독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죠?

소독제는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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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제
소독제 선택 
시 더 안전한 

제품을 찾으세요. 
더 안전하다고 
하여,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ACTIVE INGREDIENTS:
Alkyl (50% C 14, 40% C12, 10% C16)

Dimenthyl Benzyl Ammonium Saccharinate, Water, 

Butane, Propane, Ethanolamine, Fragrance, 

MEA-Borate, NIPA-Borate, Ammonium Hydroxide

DIRECTIONS FOR USE:
Preclean surfaces prior to use. Hold can upright 6” 

to 8” from surface. Spray 3 to 4 seconds until 

covered with mist.To Sanitize: Surfaces must remain wet for 10 

seconds then allow to air dry.
To Disinfect: Surfaces must remain wet for 3 

minutes then alw to air dry. 

CAUTION

라벨에 표기된 
유효 성분을 살펴 
보세요. ”위험” 
또는 ”독성” 등의 

단어가 적힌 
제품은 피합니다.

ACTIVE INGREDIENTS:
Hydrogen Peroxide.................................. 1.4%

OTHER INGREDIENTS ........................ 98.6%

TOTAL .................................................... 100%

DIRECTIONS FOR USE:
Preclean surfaces prior to use. Hold can upright 6” 

to 8” from surface. Spray 3 to 4 seconds until 

covered with mist.To Sanitize: Surfaces must remain wet for 10 

seconds then allow to air dry.
To Disinfect: Surfaces must remain wet for 3 

minutes then alw to air dry. 

에탄올, 이소프로파놀, 과산화수소, 
L-유산균, 구연산, 황산수소 

나트륨, 과산화아세트산 등 더 
안전한 성분을 고릅니다.

SUITABLE FOR use on all hard surfaces 

where bacteria or unpleasant odors are a 

concern including Appliances, Highchairs, 

Garbage Cans, Countertops, Changing 

Tables.--------------------------------------------------

DIRECTIONS FOR USE

TO CLEAN: wet the surface with this 

spray & wipe clean. For stubborn stains, 

let stand a few more minutes. Allow to 

penetrate, then wipe clean.
TO DISINFECT & DEODORIZE: 1. Wet 

the surface with the spray (spot test to 

check surface compatibility) 2. Leave for 

10 minutes. Allow to air-dry. No rinsing or 

wiping required.

모든 소독제 사용 
시 항상 라벨 표기 
사항을 따릅니다. 

EPA 웹사이트 www.epa.gov/
pesticide-labels/dfe-certified-

disinfectants에서 ”환경 보호” 소독제에 
쓰이는 성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면에 뿌린 뒤, 제품 라벨에 표기된 시간 
동안 번들거릴 만큼 젖은 상태로 둡니다. 

이것은 ”적시는 시간”, ”유지 시간” 
또는 ”접촉 시간”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안전한 소독제를 어떻게 선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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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제 사용 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기 흐름을 늘리기 위해 가능한 
창문과 문을 열어둡니다.

아이들이 가까이 
있을 때는 이런 제품 
사용을 피합니다.

세제, 소독제, 청소 
도구는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소독제 사용 시 
장갑을 착용하고, 

눈을 보호하기 
위한 안경 

또는 보안경을 
착용합니다.

전국 독극물 통제센터 전화 번호, 
1-800-222-1222를 가정 내 

모든 전화기 부근에 붙여놓거나 
휴대폰에 저장해 둡니다.

1-800
-222-

1222

소독제를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