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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가 있는 가재도구의 적절한 처분 
 

o 집에 빈대가 있으면, 뭐든지 처분하기 전에 해충 처리 전문가로 하여금 검사하고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안전한 빈대 예방 및 퇴치' 참조). 대체로 빈대 문제가 있는 집에서 나온 의류, 침구류, 가구는 조치가 
가능하므로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o 물건을 처분하기로 결정했으면, 먼저 비닐봉투나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꼼꼼하게 밀봉하여 빈대가 

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가재도구 처분 시 밀봉 

o 물건을 버리기 전에 튼튼한 비닐이나 일반 비닐봉투에 담습니다.  

o 모든 비닐봉투와 플라스틱판에 테이프를 붙여 벌어진 곳이 없게 합니다. 덕트 테이프나 박스 

테이프를 사용하십시오.  

o 해충 때문에 밀봉한 모든 물건을 처분할 때는 조심스레 다루어 포장재가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o 가능하면 해충이 있는 물건을 튼튼한 쓰레기 봉투에 넣고 단단히 밀봉하여 빈대가 도망갈 수 없게 

합니다.  
 
밀봉한 물건 처분 

작은 물건 

o 의류, 침구류, 완구, 깔개, 신발, 기타 개인 소지품 같은 작은 물건은 튼튼한 쓰레기 봉투에 넣고 

테이프로 밀봉하여 빈대가 도망갈 수 없게 합니다.  

o “빈대가 있으니 가져가지 마세요(BED BUG INFESTED - DO NOT TAKE)”라고 분명히 쓴 표지를 봉투에 

붙여 다른 사람들이 그 물건을 집에 가져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o 해충 때문에 버리는 물건은 공중위생부에서 수거할 시간이 가까워올 때 보도 연석에 놓아두십시오.  

매트리스, 박스 스프링, 기타 대형 가구 

o 법에 따르면, 모든 매트리스와 박스 스프링은 버리기 전에 튼튼한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해야 합니다.  

o 매트리스와 침대 프레임, 천 소재 가구는 찢거나 해체하여 다른 사람이 집에 가져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o 물건을 버리기 전에 튼튼한 비닐로 싸고 덕트 테이프로 안전하게 밀봉합니다. 빈대가 집 전체에 

퍼지지 않도록 이 작업은 해당 물건이 있는 방에서 하십시오.  

o “빈대가 있으니 가져가지 마세요”라고 분명히 쓴 표지를 가구에 붙여 다른 사람들이 그 가구를 집에 

가져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o 물건은 공중위생부에서 쓰레기를 수거할 시간이 가까워올 때 보도 연석에 놓아둡니다.  

o 진공청소기를 사용한 경우, 봉투를 버리거나 용기의 내용물을 비닐봉투에 비워 밀봉합니다. 

진공청소기의 세척 가능한 모든 부분은 뜨거운 물과 세제로 깨끗이 닦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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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충 때문에 버리는 물건은 일반 건축 쓰레기와 함께 놓아두면 안 됩니다.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에는 

빈대가 있는 물건이 든 봉투를 수거하기 전에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지정 구역이 있어야 합니다.  

o 빈대가 있는 아파트의 주민은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고 협조하여 빈대가 있는 물건을 제거하고 

처분해야 합니다.  

o 빈대가 있는 집에서 나온 물건은 기증하면 안 됩니다.  
   
집에 새 물건 들여오기 

o 새 가구나 물건을 사기 전에 집에 빈대가 없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