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환경부 고형폐기물 관리국  
 

Publication 20-07-020                                             July 2020                                                                         Page 1 

주의: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및 일회용 

개인보호구 처리 

 
연락처 

이름: Chuck Mattews (척 매튜스) 

전화번호: 360-407-6383 

이메일: Chuck.Matthews@ecy.wa.gov 
 
장애인법에 의거 

장애인 서비스를 요청하려면 환경부에 

전화 360-407-6383 또는 

이메일 Chuck.Matthews@ecy.wa.gov  

로 연락주시거나 웹사이트 

https://ecology.wa.gov/accessibility 를 

방문하세요. 청각장애용 

릴레이서비스(TRS), 문자전화(TTY)는 

711 또는 877-833-6341 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워싱턴주 인슬리 주지사의 “안전하게 자택 거주” 성명에 의한 

제한이 풀려감에 따라 주 전체의 사업체와 휴양시설, 농업분야 

및 각종 다른 활동들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의 일과 

생활, 놀이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COVID-19 를 발생시키는 SARS-

CoV-2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위한 노력에 따라, 이제는 다양한 

활동들에 개인보호구(PPE)의 사용이 필수 또는 적극 

권장됩니다.  

이 문서에 제시된 안내문은 COVID-19 예방을 위해 사용한 

개인보호구의 올바른 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회용 

마스크 및 일회용 장갑, 그리고 일회용 가운 등이 포함됩니다. 이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개인보호구를 사용한 모든 경우, 각종 

사업체들과 농업시설, 휴양시설, 주택 및 다른 어떤 장소들에도 

적용됩니다. 

이 안내문은 또한 각종 의료보호시설, 요양원, 비상대응차량, 

그리고 평소 작업시 잠재적으로 특수처리가 필요한 감염성 

폐기물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른 모든 장소들에도 적용됩니다. 

잠재적인 감염성 폐기물 관리는 이 안내문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이러한 시설들에서 사용된 개인보호구의 처리는 

아래에 적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거주지역 

보건부 위생사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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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의 일반적 처리 

각종 시설이나 사업체, 주택 등에서 COVID-19 와 관련하여 사용한 개인보호구를 일반 고형폐기물 (가령, 일반 

가정쓰레기)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 예방조치로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대형 쓰레기덤프나 봉투가 

없는 일반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지 말고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청소부나 그들의 가족들, 고형폐기물 관리인 등 다른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쓰레기통 안에 쓰레기 봉투를 넣어서 사용하면 추가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반드시 단단히 묶어서 수거용 쓰레기통이나 쓰레기덤프에 버려야 합니다.  

잠재적 감염성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의료시설 및 기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COVID-19 와 관련된 폐기물을 버리기 전에 추가로 소독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잠재적인 감염성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의료시설 및 기타 관련기관들은 전염을 막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이미 발행된 예방기준(Standard Precautions)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시설들은 그곳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특별히 포장하고 표지를 붙여 운반해야 하는 관리 요건을 이미 숙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곳에서 평상시 나오는 일회용 개인보호구는 일반 고형폐기물 (가령, 일반 가정쓰레기)로 처리될 

것입니다. COVID-19 와 관련하여 사용된 개인보호구는 흐를 정도의 체액으로 흠뻑 젖어있지 않는 한 일반 

개인보호구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해당 시설들은 사용된 개인보호구의 특별취급이 필요한지, 또는 

일반 쓰레기로 처리가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관리규정기준을 활용해야 합니다.  

COVID-19 관련 더 많은 정보와 자료 

워싱턴주 COVID-19 현재상황 (current COVID-19 situation in Washington), 인슬리 주지사 성명 (Governor 

Inslee’s proclamations), 증상 (symptoms), 전염경로 (how it spreads), 그리고 검사는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how and when people should get tested) 최신 정보와 함께하세요. 보다 많은 정보는 보건부의 자주 묻는 

질문들 (Frequently Asked Questions)을 참조하세요.  

• 워싱턴주 보건부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WA State Department of Health 2019 Novel 
Coronavirus Outbreak) 

• 워싱턴주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WA State Coronavirus Response) 

• 거주지역 보건부 찾기 (Find Your Local Health Department or District) 

•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 (CDC Coronavirus) 

• 부정적 인식 줄이기 (Stigma Reduction Resources) 

COVID-19 관련 더 많은 질문이 있으신가요?  

보건부 핫라인으로 전화하세요: 1-800-525-0127. 통역서비스는 # 버튼을 누르고 응답이 나오면 한국말을 

요청하면 됩니다 (오전 6 시부터 밤 10 시까지). 여러분의 건강상태, COVID-19 검사, 혹은 검사 결과 등과 

관련한 질문은 의료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dc.gov/oralhealth/infectioncontrol/summary-infection-prevention-practices/standard-precautions.html
https://www.doh.wa.gov/Emergencies/Coronavirus
https://www.governor.wa.gov/office-governor/official-actions/proclamations
https://www.governor.wa.gov/office-governor/official-actions/proclamations
https://www.doh.wa.gov/Emergencies/NovelCoronavirusOutbreak2020COVID19/FrequentlyAskedQuestions#what-are-symptoms
https://www.doh.wa.gov/Emergencies/NovelCoronavirusOutbreak2020COVID19/FrequentlyAskedQuestions#spread
https://www.doh.wa.gov/Emergencies/NovelCoronavirusOutbreak2020COVID19/TestingforCOVID19
https://www.doh.wa.gov/Emergencies/NovelCoronavirusOutbreak2020COVID19/FrequentlyAskedQuestions
https://www.doh.wa.gov/emergencies/coronavirus
https://www.doh.wa.gov/emergencies/coronavirus
https://coronavirus.wa.gov/
https://www.doh.wa.gov/AboutUs/PublicHealthSystem/LocalHealthJurisdictions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https://www.doh.wa.gov/Emergencies/NovelCoronavirusOutbreak2020COVID19/StigmaRedu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