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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품 속 빈대 확산 방지
소비자 안내서
o

매년 자선단체, 중고품 가게 및 기타 단체에서 수많은 기증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중고품에서
빈대를 발견할 가능성은 작지만, 뉴욕시를 비롯한 전국의 가정이나 사무실에 해충이 들끓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o

빈대는 누구에게도 달갑지 않은 존재입니다! 중고품을 기증하거나, 받거나 구입할 때 빈대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물건 기증

o

상태가 좋고 빈대나 기타 해충, 오염이 없는 깨끗한 물건만 기증합니다.

o

의류는 빨거나 드라이클리닝을 한 후 분류해서 적절히 포장합니다. 해충을 쉽게 처리할 수 없는
물건은 적절히 처분합니다. 해충이 득실거리는 물건은 절대 기증하거나 팔면 안 됩니다!

o

기증할 단체에 기증품을 어떤 식으로 받고 싶은지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기증품 목록을 작성하거나
특정 방식으로 포장해달라고 부탁하는 곳이 있습니다.

o

보건부는 단체나 상점에서 기증자에게 빈대에 대해 물어볼 것을 권장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주십시오.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빈대는 누구에게나 출몰할 수 있습니다!

o

자신이 지원하는 자선단체를 보호해 주십시오. 해충이나 하자가 있는 물건 때문에 단체는 물건
값보다 세탁, 수선, 폐기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빈대가 있는 물건 하나
때문에 시설 전체에 빈대가 퍼질 수도 있습니다.

물건 받기

o

중고품을 사거나 받기 전에 항상 들어오는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단체에 물어보십시오. 일부
자선단체와 중고품 가게는 기증품에 빈대나 다른 해충이 있는지 일상적으로 검사하고, 물건을 팔거나
보내기 전에 세탁하고 처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o

빈대와 그 흔적(핏자국, 벗은 허물, 부스러기)을 식별하는 방법을 알아두십시오.

o

받은 물건을 다른 물건과 함께 두기 전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모두 철저히 검사합니다.

매트리스, 박스 스프링, 침대 프레임
o 빈대가 있는 집에서 빈대는 대부분 매트리스와 박스 스프링에서 발견됩니다. 수선 및 소독 여부가
확실치 않은 중고 매트리스나 박스 스프링은 받거나 사지 마십시오.

o

침대의 프레임과 헤드보드를 철저히 검사합니다. 빈대는 금속재보다 목재 침대(특히 캡틴 침대)와
헤드보드(특히 버들가지 소재)에 더 많이 서식할 수 있습니다. 빈대는 금속 및 플라스틱 틈새뿐
아니라 매트리스와 금속 프레임이 닿는 곳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o

이음새를 모두 검사하십시오. 접힌 곳의 안쪽과 단추 아래쪽, 가구 꺾쇠와 압정을 살펴보십시오.
매트리스나 박스 스프링이 비닐에 싸여 있는 경우, 솔기와 터진 곳 안쪽을 살펴보십시오.

o

중고 침대를 받거나 구입한 경우, 위에 설명된 대로 철저히 검사하고 매트리스와 박스 스프링에 지퍼
달린 커버를 씌우십시오. 최소 1년 동안 커버를 씌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커버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터진 곳이나 찢어진 부분이 있으면 즉시 수선합니다.

의류

o

의류나 코트, 침구류, 담요, 봉제완구 같은 기타 섬유제품에 빈대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주머니,
소맷단, 안감, 솔기, 술 장식, 주름을 모두 검사합니다.

o

새로 받은 물건은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해둡니다. 세탁 가능한 물건은 다른 것과 함께 두기 전에
가급적 빨리 세탁하십시오. 빈대나 빈대 알을 박멸하려면, 뜨거운 물(140도 이상)을 사용하고 최소한
20분 동안 고온 건조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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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온 세탁이나 고온 건조가 불가능한 옷감에 있는 빈대는 드라이클리닝과 스팀클리닝으로
제거합니다.

가구

o

파손된 가구는 받거나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구멍이나 갈라진 틈새는 빈대가 들어가 숨을 수
있는 곳이 됩니다.

o

가구를 집에 가져오기 전에 철저히 검사합니다. 손전등과 돋보기가 도움이 됩니다.

o

천 소재 가구는 빈대가 들어갈 수 있는 터진 곳과 찢어진 부분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솔기와 안감을
세심하게 살펴보십시오. 쿠션을 치우고 아래쪽과 뒤쪽도 검사하십시오.

o

나사나 못 구멍을 포함한 표면 전체를 검사합니다. 서랍을 빼내어 모든 구석, 갈라진 곳, 틈새, 이음새,
접합부뿐 아니라 뒤쪽과 아래쪽도 검사합니다.

o

퍼티 나이프나 못 쓰는 카드로 갈라진 곳과 틈새에 빈대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여행가방

o

빈대는 여행가방, 특히 부드러운 천 가방에 붙어 다닐 수 있습니다.

o

모든 안감, 주름, 솔기를 검사합니다. 끈 아래쪽과 지퍼 가장자리를 따라 쭉 살펴봅니다. 가능하면
(재질에 따라)부드러운 천 가방을 고온 건조기로 살균하십시오. 아니면 헤어드라이어로 솔기를
가열해도 좋습니다.

그림/사진 액자
o 그림/사진 액자의 뒤쪽에 빈대 자국일지도 모르는 검은색이나 갈색 점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o

구멍이나 장식이 많은 액자는 피하고 목재가 단단하고 흠이 없는 액자를 선택합니다.

가전제품

o

주방용품, 운동 장비, 전자제품, 기타 가재도구는 빈대가 많은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o

특히 침실에 있는 물건에 신경을 씁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