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비

흡입구가 넓은 진공청소기

스탠드형 진공청소기

실린더형 진공청소기

여분의 집진봉투

안전

•	 전선이 양호한 상태인지 검사한다.

•	 청소할 때 진공청소기가 전선 위를 

지나가지 않게 한다.

•	 플러그를 꽂거나 뽑을 때 절대로 전선을 

잡아 당겨서 하지 말고 플러그 끝을 

잡고 한다.

•	 전선을 너무 잡아 빼지도 말고 연장선을 

추가하지도 않는다

•	 고장 난 장비는 와드 건물 대표에게 

즉시 알린다.

카펫 바닥
1. 집진 봉투와 필터가 가득 차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2. 진공 청소를 하기 전에 큰 물건을 치운다.

3. 카펫이 깔린 모든 곳을 적절한 방법으로 진공 청소한다.

ㄱ. 복도나 카펫이 깔린 다목적실과 같은 곳은(있는 경우) 

흡입구가 넓은 진공청소기를 사용한다.

ㄴ. 공과방과 예배실 통로와 같은 곳은 스탠드형 청소기를 

사용한다.

ㄷ. 의자나 긴 의자, 찬송가 꽂이 내부, 연단 위 등은 실린더형 

진공청소기를 사용한다.

4. 현관의 카페트를 진공 청소한다.

5. 청소가 끝나면, 전선을 깔끔하게 감아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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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

마른 자루 걸레(필요 시)

쓰레받기

쓰레기통

대걸레와 양동이

다목적 세제

젖은 바닥 주의 표지판

안전

•	 대걸레로 닦은 곳으로 통하는 모든 

출입구에 젖은 바닥 주의 표지판을 

세운다.

타일 바닥
1. 가장자리와 모서리, 문 뒤를 비로 쓴다.

2. 방의 한 쪽에서 다른 쪽 방향으로 나머지 바닥을 쓴다. 

화장실에서는 마른 자루 걸레를 사용하지 않는다.

3. 부스러기를 수거해서 쓰레기통에 버린다.

4. 청소 장소로 통하는 모든 출입구에 젖은 바닥 주의 표지판을 

세운다.

5. 다목적 세제를 이용하여 바닥을 대걸레로 닦는다.

6. 대걸레와 양동이를 헹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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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

마른 자루 걸레(필요 시)

쓰레받기

쓰레기통

나무 바닥
1. 가장자리와 모서리, 문 뒤를 비로 쓴다.

2. 방의 한 쪽에서 다른 쪽 방향으로 나머지 바닥을 쓴다. 바닥이 

넓은 경우, 마른 자루 걸레를 사용하고 다 끝나면 마른 자루 

걸레를 턴다.

3. 부스러기를 수거해서 쓰레기통에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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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 봉투

제설용 삽

제설제

외부
눈이 내리지 않는 계절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잔디밭, 주차장, 쓰레기 처리장, 인근 교회 소유지에 있는 

쓰레기와 부스러기를 치운다.

2. 보도를 비로 쓴다.

3. 잡초를 뽑는다.

눈이 내리는 계절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잔디밭, 주차장, 쓰레기 처리장, 인근 교회 소유지에 있는 

쓰레기와 부스러기를 치운다.

2. 보도의 눈을 치운다.

3. 눈을 치운 보도에 제설제를 뿌린다. 제설제로 눈을 치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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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 걸레 또는 먼지떨이

청소용 천

다목적 세제

목재 가구 및 목재장식
1. 마른 걸레 또는 먼지떨이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가구와 

목재 장식의 먼지를 털어낸다.

•	 문틀

•	 체어 레일(의자를 세워서 걸쳐 놓는 벽에 댄 판자)

•	 걸레받이

•	 액자 틀

2. 다목적 세제를 걸레에 묻혀서 다음을 청소한다.

•	 목재 긴 좌석과 의자

•	 연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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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용 손 비누

보충용 종이타월

화장지 두루마리

분배기(디스펜서) 열쇠(필요한 경우)

안전

•	 보충 또는 교체 시에 흘린 액체를 

청소한다.

화장실
보충 및 교체해야 할 항목.

•	 손 비누(보충 또는 교체)

•	 화장지(빈 두루마리를 교체한다)

•	 종이 타월(빈 두루마리를 교체하거나 여유분을 충분히 둔다)

•	 티슈(다쓰면 교체한다)

용품을 보충하거나 교체한 후, 분배기(디스펜서)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알림: 분배기(디스펜서) 모델은 다양하다. 필요한 경우 와드 건물 

대표에게 추가 훈련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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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세제

변기 솔

걸레 또는 종이타월

1회용 장갑

안전

•	 변기와 소변기를 청소할 때 1회용 

장갑을 낀다.

•	 변기와 소변기를 청소한 후에는 손을 

씻는다.

변기와 소변기
1. 변기 물을 내린다.

2. 변기 또는 소변기 안팎으로 다목적 세제를 묻힌다 (물을 

내리지 않는다).

3. 변기 솔을 이용하여 변기 또는 소변기 안쪽을 문지른다.

4. 걸레 또는 종이타월에 다목적 세제를 묻힌다.

5. 변기의 위쪽을 먼저 닦은 다음 아래쪽을 닦는다.

6. 변기 또는 소변기의 바깥쪽을 닦는다.

7. 변기 물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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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세제

걸레 또는 종이 타월

딱딱한 표면
1. 다목적 세제를 표면이 아니라 걸레나 종이 타월에 묻힌다.

2. 표면을 깨끗하게 닦는다.

딱딱한 표면은 다음과 같다.

•	 문을 밀기 위한 금속판과 손잡이

•	 탁자

•	 피아노와 오르간 건반(건반만)

•	 금속의자

•	 난간

•	 가구 상판

•	 전화기

•	 싱크대와 수도꼭지

•	 음수대

•	 기저귀 교환대

•	 도색된 벽(필요에 따라 부분 청소)



장비

걸레 또는 종이 타월

칠판지우개

쓰레받기

안전

•	 칠판 높은 곳에 있는 얼룩을 지우려고 

가구 위에 올라서지 않는다. 필요하면 

키가 큰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칠판
1. 칠판을 지운다(물이나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축축한 걸레나 종이 타월로 받침대를 닦는다. 분필 가루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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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레 또는 종이 타월

유리 세정제

유리 및 거울
1. 유리 세정제를 걸레나 종이 타월에 묻힌다.

2. 유리와 거울 표면을 닦는다.

3. 창문과 거울 주위에 있는 금속과 플라스틱을 닦는다.

4. 높이 2.4미터 이하의 모든 현관 유리의 양면을 닦는다(문과 

유리창).

추가 정보

•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	 얼룩과 지문 제거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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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봉투(다양한 크기)

수거용 대형 쓰레기 봉투

다목적 세제

걸레 또는 종이 타월

안전

•	 결코 쓰레기통에 손을 넣어서 쓰레기를 

제거하지 않는다. 쓰레기통에 있는 

물체가 해로운 것일 수도 있다.

쓰레기통
1. 작은 용량의 쓰레기는 큰 수거 봉투에 비운다. 쓰레기가 

젖었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ㄱ.쓰레기통이 더러운 경우, 걸레나 종이 타월에 다목적 

세제를 묻혀 통을 청소한다.

ㄴ.각 쓰레기통 바닥에 여분의 봉투를 하나 더 놔둔다.

ㄷ.봉투를 교체한다. 봉투가 쓰레기통보다 큰 경우, 봉투를 

매듭으로 묶는다.

2. 쓰레기를 청소 용역 회사나 시에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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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린더형 진공청소기

안전

•	 전선이 양호한 상태인지 검사한다.

•	 청소할 때 진공청소기가 전선 위를 

지나가지 않게 한다.

•	 플러그를 꽂거나 뽑을 때 절대로 전선을 

잡아 당겨서 하지 말고 플러그 끝을 

잡고 한다.

•	 전선을 너무 잡아 빼지도 말고 연장선을 

추가 하지도 않는다.

•	 고장 난 장비는 와드 건물 대표에게 

즉시 알린다.

직물 가구
1. 진공청소기의 집진봉투가 꽉 차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2. 진공청소를 하기 전에 큰 쓰레기를 치운다.

3. 직물 표면과 틈새를 진공청소한다.

직물 가구는 다음과 같다.

•	 소파

•	 의자

•	 긴 의자

•	 연단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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