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와 고양이들

당신이 아무리 고양이에게 유해한 청소세제(페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청소제품들, 보통 끝
단어가 “솔(sol)”로 되어있음)를 사용하지 않을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고양이들은 얼핏
보면 무해한 청소세제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집을 청소하기 위한 청소세제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제 고양이들 중 한 마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구토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
증상이 “집 대청소시”에 항상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만성적인 구토증상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들의 주인들이, 고양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동물
병원 진단서 혹은 치료약에 많은 돈을 쓰고 있으면서 혹시 안전하지 않은 청소세제를 무심코
사용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고양이의 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지 않을까? 라는 의문점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청소세제들을 좀더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양이가 집에서 어디서
잠자고, 놀고, 먹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고양이는 항상 그루밍을 하기 때문에 고양이 몸에
닿는 모든 것을 신경써야합니다.

저는 그 동안 사용해 왔던 청소세제(바닥용, 카펫용, 선반 닦이용)를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이 웹사이트(http://www.care2.com/greenliving/make-your-own-non-toxic-cleaning-kit.html)는
매우 간단하면서 저렴하게 당신의 고양이와 당신에게 무해한 청소세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희석비율, 준비재료 기타 등등 설명)
참고로 “무해한” 청소세제를 만드는 방법을 제공하는 많은 웹사이트에서는 티트리 오일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티트리 오일(그밖에 많은 에센셜 오일)은 고양이에게 매우 강한 독성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청소세제를 구매할 시 좀 더 제품의 구성성분을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구입/사용하고자하는 청소세제가 당신의 고양이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칠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유해한 성분이 약간이라도 있으면 구입/사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청소액체가 딸려 있는 밀대(http://www.amazon.com/Procter-Gamble-32694-SwifferStarter/dp/B000KHZWQA/ref=sr_1_15?ie=UTF8&qid=1351533189&sr=8-15&keywords=swiffer 에
있는 사진 참조)를 구입한다면, 그 밀대에 딸려있는 청소액체는 버리세요.

액체통을 깨끗이 세척한 후, 물을 채워 넣고 그 물에 카스티야 비누<올리브유와 수산화나트륨이
주원료인 비누> 및 식초를 약간 넣어도 됩니다.
상시한 바와 같이 시행한다면, 당신의 마루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고양이도 해로운 세제로부터 안전할 것입니다. 게다가 세제를 구입하는 가격도 훨씬 절약할 수
있습니다.

원목을 청소하기 위해서 세제를 뿌릴 경우에는 올리브오일과 식초를 섞어준 용액을 사용하면
됩니다.

유리를 닦을 시 식초, 액체세척제, 물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사이트(http://www.care2.com/greenliving/make-your-own-non-toxic-cleaning-kit.html)에 있는
레시피를 참고해서 청소세제를 직접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청소세제(페놀이 함유된 제품)가 싫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