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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는 실내와 실외에서 모두 볼 수 있는 균류입니다. 

수백여 가지 다른 종류의 곰팡이들은 뉴욕시를 포함하여 

미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집안의 

축축한 곳이나 습한 곳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곰팡이에 

노출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곰팡이는 누수 해결 및 습기 제거 

등 근본적인 수분 문제를 해결하고 눈에 보이는 곰팡이를 

청소하여 통제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어떻게 식별할 수 있나요?

•  곰팡이는 회색, 검은색, 녹색, 노란색 또는 주황색과 같이 다양한 색상을 
띌 수 있습니다.

•  곰팡이는 털이 많거나 끈적끈적하거나 분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어떤 곰팡이는 퀴퀴한 냄새, 썩은 냄새 또는 흙 같은 냄새가 납니다.

•  곰팡이는 보통 욕실이나 지하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 자랍니다.

곰팡이는 어디에서 자라나요?

•  곰팡이는 물, 습도 또는 습기가 많은 곳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따뜻한 온도와 높은 습도에서 더 빨리 자랍니다. 

•  곰팡이는 종이, 직물, 벽지풀, 시트락, 목재, 비누때, 가죽 및 기타 많은 
표면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곰팡이에 노출될 수 있나요?

•  곰팡이를 문지르거나 긁어내면 곰팡이 입자가  
입이나 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곰팡이는 공기 중으로 퍼질 수 있는  
작은 포자(종자와 유사) 형태로  
사람의 입이나 코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  알레르기가 있거나 곰팡이에 민감하다면 울혈,  
기침 및 콧물과 같은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곰팡이에 노출되면 천식 증상이 악화되거나 천식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직장에서 다량의 곰팡이에 노출되거나(예: 건물  
철거 작업자) 또는 특정 의료 조치를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분들은(예: 골수 또는 장기 이식,  
화학 요법)곰팡이에 더 심하게 반응할 위험이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구원에게 곰팡이에 의한 증상이  
있다고 생각되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곰팡이가 자랄 수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누수가 있는 부분을 수리하십시오. 세입자라면 그 문제를 임대인에게  
알리십시오.

•  습한 부분을 말리십시오.

•  공기 중의 습기를 제거하려면 제습기를 사용하십시오.

•   욕실에 환기팬이 없다면 샤워가 끝난 후에 창문을 여십시오.

•   요리할 때는 부엌 창문을 여십시오.



집에 있는 곰팡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나요?

곰팡이가 적게 핀 부분(10평방피트 미만): 

•  깨끗해질 때까지 플라스틱 시트와 덕트 테이프를 사용하여 곰팡이가 핀 
부분을 밀봉하십시오. 어린이와 애완동물은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  비누 또는 세제를 사용하여 벽이나 다른 단단한 표면에 핀 곰팡이를 물로 
닦아 내십시오. 

•  청소할 때는 고무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  청소된 부분은 완전히 말리십시오. 

•  곰팡이 청소에 사용된 스폰지나 천은 버리십시오.

•  곰팡이가 핀 천장 타일, 카펫 및 기타 흡수성 재료는 버리십시오.

곰팡이가 많이 피었거나(10평방피트 이상) 청소가 끝난 후에도 
곰팡이가 다시 피는 부분:

•  임대인에게 그 문제를 알리십시오. 법적으로 건물주는 눈에 보이는 
곰팡이를 제거하고 누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311번으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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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에 대한 상세 정보 문의:

•  311번으로 연락하거나 nyc.gov/health에 접속하여 "mold"(곰팡
이)를 검색하십시오. 

• 웹 사이트 epa.gov/mold를 방문하십시오. 

건물주의 책임 및 실내 알레르기 위험을 안전하게 고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

•  웹 사이트 nyc.gov/hpd에 접속하여 "mold and pests"(곰팡이
와 해충)을 검색하십시오.

뉴욕 주 노동부 인증을 받은 곰팡이 퇴치 계약자 명단:

•  웹 사이트 labor.ny.gov/mold에 접속하여 licensing(인증 업체)를 
검색하십시오.

자세한 정보

http://nyc.gov/health
http://epa.gov/mold
http://nyc.gov/hpd
http://labor.ny.gov/mo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