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독성 청소

문의: 425-452-6932
recycle@bellevuewa.gov

무독성 청소 방법
욕조, 샤워 및 싱크 클리너
• 베이킹소다

• 카스티야 물비누

자기 재질의 설비에 뿌리고 젖은 천으로 문지릅니다.

배수구 클리너

• 베이킹소다
• 식초
• 끓는 물 • 배수구 청소 도구

천에 비누를 묻히면 세정력이 향상됩니다. 이 과정이

자잘한 배수구 막힘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먼저 ½컵의

끝나면 잘 헹궈줍니다.

베이킹 소다를 배수구에 부은 다음 식초 ½컵을 부어 줍니다. 몇

창문과 거울 클리너

• 카스티야 물비누 1/4티스푼
• 식초 3티스푼
• 물 2컵
• 스프레이 병(24온스 이상)

분간 거품이 일도록 기다린 다음 끓는 물을 가득 채운 차
주전자에서 물을 따르십시오. 필요한 경우 이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배수구가 심하게 막힌 경우에는 배수구 청소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배수구가 자주 막힐 경우, 배수구 보호
장치를 추가하여 머리카락과 이물질을 걸러내는 방법을

스프레이 병에 재료를 넣고 흔들어 줍니다. 비누는

고려해 보십시오.

기존에 사용했던 제품의 왁스 잔여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오븐 클리너

중요합니다. 표면에 뿌리고 천으로 문지릅니다. 병에
라벨을 붙입니다.

변기 클리너
• 베이킹소다

• 카스티야 물비누

• 베이킹소다 1컵 이상
•물
• 카스티야 물비누를 한두 번 짜서 넣어 줍니다.

자동 세척식 오븐에는 사용 불가. 오븐 바닥에 물을 넉넉히 뿌리고
표면이 완전히 하얗게 될 때까지 베이킹소다를 넉넉히 사용해 찌든

보울 안에 베이킹소다를 뿌리고 비누 몇 방울을

때를 덮으십시오. 상단에 물을 더 많이 뿌리고 혼합물을 하룻밤

떨어뜨리십시오. 화장실 솔로 문지릅니다.

그대로 두시면 다음 날 아침에 기름기를 쉽게 닦아 낼 수 있습니다.

리놀륨 및 바닥 클리너

지저분한 때를 청소하고 나서 스펀지에 물비누를 약간 묻혀 오븐에

• 식초 1/4컵
• 온수 한 통

온수 한 통에 식초 1/2컵을 섞어 닦습니다. 식초 향은
바닥이 마르면 곧 사라집니다.

남은 잔여물을 세척합니다. 이 방법은 상당히 힘들지만 독성이
없습니다.

곰팡이 제거제

• 티트리 오일 2티스푼

• 물 2컵

다목적 클리너

스프레이 병에 넣고 흔들어서 섞은 다음 곰팡이가 있는 부분에

젖은 천에 비누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세게

소량으로도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티트리 오일은 애완조가

문지릅니다.

있는 가정에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구 광택제

시트러스 다목적 클리너

• 카스티야 물비누

• 올리브유 등의 오일 1/2티스푼
• 식초 또는 신선한 레몬즙 1/4컵

유리병에 재료를 넣고 섞습니다. 부드러운 천에
용액을 묻혀 목재 표면을 닦습니다. 용기를 덮어
보관합니다.

뿌립니다. 헹구지 마세요. 티트리 오일은 다소 비싸지만

• 오렌지, 자몽, 레몬 또는 라임 1개에서 나온 껍질
• 백식초 3컵
• 뚜껑이 있는 깨끗한 유리 쿼트 병 1개
• 깨끗한 32온스 스프레이 병 1개

쿼트 병에 시트러스 과일 껍질과 식초를 넣고 섞습니다. 용기의
뚜껑을 닫고 혼합물을 찬장에 2주 동안 보관하며 가끔 흔들어
주세요. 병에서 시트러스 과일의 껍질을 빼 준 후 여과된 액체를
스프레이 병에 붓고 물을 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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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청소하고, 광을
내고, 막힌 곳을 뚫고, 해충을 관리하세요.
청소 제품 구매를 위한 팁: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라벨을 읽으십시오.
해당 작업에 있어 가장 위험도가 낮은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하십시오. 위험, 독극물, 주의 또는 경고 문구가 표시된 제품을
피하십시오.

식물용 살충제 또는 개미
스프레이
• 페퍼민트 향 카스티야 비누 2티스푼
•물
스프레이 병에 물을 채우고
페퍼민트 향 카스티야 비누 2티스푼을 넣습니다.

가정용 세제를 혼합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표백제를 다른 클리너나 비누, 특히, 암모니아 제품과 섞지

이때,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비누를 마지막에

마십시오. 이러한 혼합물은 위험한 가스를 생성합니다.

이 혼합물을 식물에 있는 벌레에 직접 뿌립니다. 페퍼민트

매장에서 구입한 클리너를 올바르게 폐기하십시오.
쓰레기 배출이 금지된 제품들이 많습니다.
www.bellevuewa.gov/hazardous-waste 를 방문하여 별도의 폐기

도움이 됩니다. 단, 페퍼민트 오일은 애완조가 있는

넣으십시오.
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벌레들을 퇴치하는데도
가정에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처리가 필요한 품목과 이를 어디로 가져 가야 하는지 확인하시기

민달팽이와 달팽이 관리 방법

바랍니다.

정원의 민달팽이와 달팽이를 관리하는 몇 가지

보다 안전한 대체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일반적이고 덜 위험하며 저렴한 제품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청소하세요.
냄새가 거의 없거나 또는 전혀 없는 제품을
선택하고 에어로졸을 피하십시오.
방향 화학 물질은 어린이와 호흡기 질환 또는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에어로졸 오버스프레이에는
압축가스 또는 용매가 함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펌프
스프레이어 또는 도포 액체에는 보통 이러한 물질이 적습니다.
방향제 및 섬유 유연제를 피하십시오.
이러한 제품은 실내 및 실외 공기에 화학 물질을 확산하여 천식 및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공기를 상쾌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실내
공기가 가스와 입자로 인해 외부 공기보다 거의 100배 더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출처: 미국 환경 보호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달팽이가 식물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장벽을 만듭니다.
깨진 달걀 껍질을 사용하거나 식물 주위에 3인치
높이의 구리 장벽을 만드십시오.

• 얇게 썬 오이처럼 민달팽이가 먹을 수 있는 먹이를 놔서
다른 식물로부터 떨어지도록 합니다. 차단 작물인
겨자를 심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 얕은 보울에 설탕 1티스푼, 온수 1컵, 건조 이스트
1티스푼을 섞어 덫을 만들어두면 민달팽이를 퇴치할
수 있습니다.

두더지 퇴치제

• 신선한 박하 한 움큼
• 블렌더
•물

믹서기에 박하와 물을 넣고 섞어 줍니다. 섞인 재료를
큰 냄비에 물을 넣고 20-30분 동안 끓입니다. 이렇게

무독성 클리너 주의사항:

함으로써 약 6갤런의 두더지 퇴치제를 만들 수 있는

• 모든 클리너는 어린이와 애완 동물의

구멍과 두더지 구멍이 보이는 주변에 붓습니다. 더

• 클리너를 다른 제품과 섞지 마십시오.
• 전체 표면에 사용하기 전에 항상 적은 면적에 클리너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두더지는 박하 향기를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테스트하십시오.

• 홈메이드 제품에는 라벨 표시를 하십시오.

농축액이 만들어집니다. 희석된 혼합물을 두더지
이상 두더지 흔적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이 과정을
싫어하므로 사라지게 됩니다. 참고:워싱턴 주에서는
두더지 덫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퇴치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Ciscoe.com)

대안 형식, 통역사 또는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원하시면 최소한 48시간 전에 425-452-6932번(음성)으로 전화주시거나 l recycle@bellevuewa.gov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편의 제공과 관련된 불만 사항은 벨뷰 시 ADA / Title VI 관리자에게 425-452-6168번(음성)으로 전화주시거나
ADATitleVI@bellevuewa.gov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청각 장애가 있거나 난청을 겪고 있는 경우 711로 전화하십시오.
모든 미팅에서는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