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로바이러스는 사람의 장세포에서 증식하는 바이러스로 불과 
10~100개 정도만 섭취해도 감염된다고 합니다.  
손과 식품 등을 매개로 입으로 침입하여 약 1~2 일 뒤에 구토와 설
사, 복통 등 위장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증과 식중독은 연중 발생되고 있지만 특
히 겨울철에 유행합니다. 
이 팸플릿으로 예방 포인트를 확인하고 식중독을 방지합시다. 

예방하자! 
노로바이러스･식중독 

①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식품을 먹고 감염되는 경우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식품을 조리하여 오염시키는 경우 
Ⓑ바이러스가 든 조개류를 충분히 가열하지 않고 먹은 경우 

②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기는 경우 

감염자의 구토물 혹은 변이 실내로 퍼져 주변인에게 감염이 확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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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사례 소독액 만드는 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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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경로 

감염자가 조리 화장실, 하수
로부터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감염･발병 

･수중의 조개류로 바이러스 혼입 
･오염된 조개를 제대로 가열하지 

않고 섭취, 감염 

･중심부 85~95 도로 90 초이상 가

열하면 안전 

감염자의 손을 매개
로 바이러스가 식품
에 부착, 이를 먹고 
감염 

구토물, 변의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잔존 바이
러스가 건조되어 퍼져 
입으로 들어오는 등 
 

실내환경 오염 
 

변과 구토물로 바
이러스 배출 

‘불현성 감염’을 주의하세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
우가 있는데 이를 불현성 감염이라 합니다. 
불현성 감염의 경우에도 얼마간 변에서 노로바이러스
가 배출되기 때문에 적절한 손 씻기를 하지 않으면 자
기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병을 퍼뜨릴 수 있습니
다. 
 



예방 포인트 

 

  

※노로바이러스는 알코올이나 역성 비누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손 씻기 
 

가열 
 

식품 취급인의 건강관리 
 

조리기구의 분류와 소독  
 

오물처리 
 

화장실 이용 후나 조리 전
후에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2 번 씻는 것이 효과적입니
다. 
※씻는 방법은 4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조개류 등 노로
바이러스 감염의 
우려가 있는 식
품은 중심부를 
85~90도로 90초 
이상 가열합시다. 
 

설사와 구토 등 위장염 증
상이 있을 때는 직접 식품
을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증상이 없
어진 뒤에도 2 주일~1 달 
정도는 변과 함께 바이러
스가 배출됩니다. 
 

후생노동성이 작성한 ‘대
량조리시설 위생관리 매뉴
얼’에서는 조리종사원의 
정기 검변(월 1 회 이상)이 
규정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10 월~3 월에는 노로
바이러스 검사가 바람직하
다고 밝혔습니다. 
 

기구는 식재료와 용도별로 분류하여 사용 후에는 철저히 세척 
및 소독합니다. 
●끓는 물 이용법 
충분히 끓여 소독합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 이용법 
※소독액 제조법은 3 페이지를 참조
하세요. 
①0.02%의 차아염소산나트륨(염소
계표백제)에 수 분 간 담그거나, 행
주 등으로 푹 적시듯 닦습니다. 
②10 분 후에 물로 헹구거나 닦아냅
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방
지하기 위해 구토물
이나 변은 조심스레 
처리합시다. 
 
※구체적인 처리법
은 5 페이지를 참조
하세요. 
 

화장실 이용 후  

작업개시 전 
매 작업별로 
 

오염된 것을 만진 후  



식중독 사례 
 

  

 건수(연평

균) 

환자수(연평

균) 

전국 약 350건 약 13,600명 

니가타 현 약 6건 약 330명 

소독액 제조법 

◎학교의 식중독 사례 

◎고령자 시설의 식중독 사례 
 
한 고령자 시설에서 급식을 먹은 입소자와 직원 등 200 명이 복통, 설사, 발열 등
의 설사를 호소하여 검사결과 변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 
조리종사원 1 명이 조리 전날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였고, 그 상태로 급식을 배식
하였다. 그 직원으로부터 환자와 같은 유전자형의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이상으로 보아 배식 시 직원의 손을 매개로 급식이 오염되어 식중독을 일으킨 것
으로 판단됨. 
 

급식으로 나온 빵을 먹은 어린이 1,271명이 구토 
등의 식중독 증상을 보여 환자와 빵 조리종사원
의 변 및 빵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종사원이 빵 제조를 담당
하여 식중독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됨.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현황 
(2012~14년) 

 

노로바이러스는 염소계 소독제로 소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알맞은 농도로 소독합시다. 
 

구토물과 변으로 오염된 부분 그 외 유행시의 정기소독 (6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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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물과 변을 제
거한 뒤의 바닥, 
변기, 의류 등 
 

●가열소독이 곤란한 조리기
구 
●직접 손으로 만지는 부분 
손잡이, 문고리, 수도꼭지, 
냉장고 손잡이 등, 화장실 
주변, 전화기, 스위치, 리모
콘, 장난감 등 
 

[0.1%(1,000ppm)소독액] 
차아염소산나트륨(6%원액)을 
500ml 의 페트병에 뚜껑 2 개분을 
넣고 물을 부어 500ml 로 맞춘다. 
(60배 희석) 
 

[0.02%(200ppm)소독액] 
차아염소산나트륨(6%원액)을 2
리터 페트병에 뚜껑 2개분을 넣
고 물을 부어 2 리터로 맞춘다. 
(300배 희석) 
 

사고방지를 위해 ‘소독액’이라고 써 둔다. 

소독액 
소독액 



올바른 손 씻기 순서  
 

 

  
◎올바른 손 씻기 

페이퍼 타월 
(또는 온풍건조기) 
 
손을 대지 않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꼭지 
(센서식, 페달식, 레버식 등) 
물이 나온다 
(세정력이 크고 겨울에도 사
용이 용이) 

페이퍼 타월용  

쓰레기통(페달식) 

센서식 알코올 

소독기 

 

손 씻기 매뉴얼을 비치 
 

◎좋지 못한 예 
 

헝겊 타월을 
걸어두는 것 
 

받아둔 소독액에 손
을 담그는 소독법 
 

수건이나 소독액이 한번 오염되
면 오히려 손이 오염됩니다. 
소독액 등은 자주 교환해야 합
니다. 
 

[황색 부분(3~10)을 2 번 시행하는 것은 노로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식중독 예
방에 효과적입니다. 거품을 많이 내어 물로 충분히 헹궈냅시다.] 
 

◎손씻기 

시계나 반지를 빼고 

손가락 끝(5번씩) 엄지손가락(5번씩) 손가락 사이(5번씩) 손과 손바닥(5번씩) 

거품을 냅니다 비누를 묻혀 물로 적십니다 

물로 충분히 헹궈 손톱 브러시(5번씩) 손목(5번씩) 

중요 
포인트! 

알코올을 분무하
여 손에 비빕니다 
 

수도꼭지는 휴지
로 감싸 잠급니다 

휴지로 닦고 

을 2번 반복 

알코올은 노로바이
러스에는 소독 효
과가 거의 없지만, 
세균에는 소독 효
과가 있습니다.  
 



구토물 처리 
 

  ◎사전에 준비해 둘 것 
 
○1회용 마스크, 장갑, 앞치마 ○페이퍼 타월  ○비닐봉지(2장 이상)  
○차아염소산나트륨액(염소계소독제)  ○소독액을 만들 용기 
 

◎구토물 처리 순서 
 

환자를 진정시키고 떨어
진 장소에서 안정시킨

주변 사람을 구토물에서 떨어지
게 한다. 

구토물 

구토물 
 1 회용 마스크,장갑,앞치마를 착

용한다. 
창문을 열고 환기한다. 
 

주의 1 
구토물 확산과 처리 시의 주의 
･처리시는 무릎과 옷소매가 바닥에 닿지 않도
록 주의 
･1m 정도의 높이에서 구토한 경우 구토물을 
중심으로 반경 2m 정도는 균이 퍼졌다고 보고 
처리한다. 
 

주의 2 
구토물을 버리는 방법 
･페이퍼 타월은 더러워진 면을 접어가며 닦는
다.(오염된 면으로 계속 닦으면 오염이 확산됨) 
･구토물을 모으기 어려우면 주걱 등을 이용해 모
은다. 
･구토물이 많은 경우에는 소독액을 뿌린 상태에
서 잠시 둔다.  

구토물을 페이퍼타월과 헝
겊 등으로 중심을 향해 바
깥으로부터 천천히 쓸어담
는다. 

구토물 
 

사용한 페이퍼 타월 등은 
비닐봉지에 넣어 입구를 묶
는다. 
 

구토물이 떨어진 장소를 0.1%의 
차아염산소나트륨액에 담근 수건
으로 10 분간 덮어둔다. 그 다음 
물을 뿌린다. 
 
카펫 등에 구토한 경우에는 다리
미 등으로 충분히 가열처리한다.  

차아염산

소나트륨 

※소독액 만드
는 법은 3페이
지 참조 
 

오물이 든 봉투와 1 회용 
장갑 등을 비닐봉지를 넣고 
입구를 묶어 버린다.  
 

작업 뒤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깨끗이 손을 씻는

다.  

2번 씻는 것이 좋습니다. 

 

비누 

★오염을 퍼뜨리지 않기 위해 신발 바닥 등도 소독
합시다. 



시설의 소독과 청소 
 

 

노로바이러스는 어디에 붙어있는 지 알기 어렵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에 오염된 곳을 만져 감염되
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 안에서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지는 장소나 물건은 정기적으로 소독합시다.  
또한, 청소에 사용한 걸레 등도 잊지 말고 소독합시다. 
 

손잡이, 문고리, 수도꼭지, 냉장고나 서랍 손잡이, 화장실 주변, 전화기, 스위치, 리모
콘, 장난감, 책상, 의자, 슬리퍼, 휠체어 손잡이, 침대 주변 등 

소독 장소 및 물건 

일상적 청소  정기적 소독 

깨끗한 천에 물을 적셔 닦기  
 

날짜나 요일을 정해 소독합시다. 
 

0.02%의 차아염소산나트륨액에 담근 천으로 
닦기 

물로 닦는다. 
 

10분 후  
 

※화장실은 오염되기 쉬운 장소이므로 소독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 변기,뚜껑 

손잡이 

변기 레버 

손잡이 
(양쪽 다) 

전기 스위치 
수도꼭지 

구토나 설사 증상
이 있는 직원, 이
용객이 있는 경우
는 특별히 주의합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에 관한 정보를 ‘니가타 식생활 안전 정보’ 홈페
이지에 게재 중입니다.  

홈페이지 http://www.fureaikan.net/syokuinfo/ 
또는 인터넷 ‘にいがた食の安全’ 검색 
 

문의 
니가타현 복지보건부 생활위생과 

우 953-8570 니가타시 주오구 신코초 4-1  

TEL 025-280-5205  FAX 025-284-67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