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로 바이러스에 대해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시기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노로 바이러스. 어떤 

바이러스인지 알고 가정에서 감염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노로 바이러스 제대로 알아보자!  
 
Q1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감염력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로 지극히 소량이라도 사람에게    

감염되어 장 안으로 퍼집니다.  

 
Q2  노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메스꺼움・구토         복통         설사         발열                

 
 
 

Q3  노로 바이러스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입에서 체내로 전파되어 감염됩니다. 감염 경로는 대부분 아래와 같습니다.  

 
구토물이나 분변이 묻은 기저귀 

등을 만진 손 감염된 사람이 

만든 요리 날 음식이나 충분히 익히지 않은 

어패류 

 
 
 

 

 

 

 

 

노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은 손 씻기 

충분히 가열 

(중심 온도를 85도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 

조리기구의 세정과 

소독을 철저히 

바이러스부터 

몸 지키기!※ 

 

※ 구토물이나 분변이 묻은 기저귀 등을 다룰 때는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회용 고무장갑, 

마스크, 앞치마 등을 착용하고 정리가 끝나면 쓰레기는 곧바로 버리고 세탁물은 염소계 표백제 

등으로 소독합시다.  



가정에서 감염된 사람이 발생할  경우는?  

어린이나 노인 등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토물이나 분변에는 바이러스가 가득! 깔끔하게 치워 소독합시다!  

페트병을 사용한 간단한 소독액 만드는 방법  

○준비물  

  ·염소계 표백제  

  ·500ml페트병(잘 씻은 병) 

  ·종이타월 등  

  ·비닐봉지（버리기 쉽도록 쓰레기통에 씌운다） 

  ・고무장갑 

  ·마스크・앞치마 등（감염방지용） 

○구토물 처리 순서(염소농도 5% 의 표백제를 사용할 경우) 

（１）0.1%(1000ppm)농도의 소독액을 만듭니다.  

페트병 뚜껑 2 컵 분량(약 10 ml)의 염소계 표백제를 

페트병에 붓는다.  

물을 더해 500ml 로 채운 후 뚜껑을 닫아 잘 흔들어 

섞는다.  

 

 

 

 

 

 

（２）구토물이나 분변을 치워 비닐봉지에 담습니다.  

소독액을 적신 종이타월로 구토물 등을 덮는다. 닦아 낸 면을 덮어가면서 제거한 후 비닐봉지에  

담는다. 

 
 
 
 
 
（３）더러워진 곳을 소독합니다.  

소독약을 적신 종이타월로 수차례 닦은 후 물로도 

수차례 닦는다.  

사용한 종이타월과 장갑을 비닐봉지에 담아 소독액을 

더해 밀폐시켜 폐기한다.  

 
 
 
 
 

가정 내 소독은 묽은 소독액을 준비합시다.  

 ＊묽은 소독액 ：２리터（혹은 2.5리터）페트병＋뚜껑 2컵 염소계 표백제（약 200～250ppm） 
소독할 장소・ 물건 부위・종류 등 소독방법 

화장실, 세면대, 욕실 대 ・ 소변기, 배수용 레버,  

손잡이, 수도꼭지, 욕조 

세제 등으로 더러워진 곳을 닦은 후  

묽은 소독액으로 소독하여 10분  

후에 물로 씻어낸다.   

분변과 구토물이 튄 장소 
더러운 손으로 만진 장소 등 

마루, 벽, 문 손잡이,  

전화기 등  

묽은 소독액을 종이타월 등으로 

묻혀 닦고 10 분 후에 물로 

닦아낸다. 

분변・구토물 등으로 더럽혀진  

곳（잠옷, 속옷, 시트 등） 
잠옷, 속옷, 시트, 천 기저귀 

등 

더러워진 곳을 닦아 묽은 소독액에 

30 분 정도 담근 후 세탁한다. 젖은 

수건을 대고 스팀 다리미로 85 도, 

1분 이상 가열하는 것도 효과 있음  
오물과 접촉한 물건  마스크, 종이타월  비닐봉지 등에 넣어 버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