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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나 상업용 건물의 빈대 퇴치 
 

o 빈대는 사무실이나 영업소에 주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o 각 회사에서는 빈대가 나타날 경우에 대비하여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o 직원들은 뉴욕시 빈대 포털 사이트(http://nyc.gov/health/bedbugs)를 방문하거나, 회사에서 후원하는 

교육을 통해 빈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빈대 출현 신고 
o 빈대를 본 직원은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빈대를 식별하기 위해 '안전한 빈대 예방 및 

퇴치'(http://www.nyc.gov/html/doh/downloads/pdf/vector/bed-bug-guide.pdf)라는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o 상관은 시설 관리 및 운영 담당자나 부서에 즉시 연락하여 빈대 확인 후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빈대 존재 확인 
o 목격된 벌레가 정말 빈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o 의심스러운 벌레 한 마리를 잡아 해충 처리 전문가에게 보여줘 빈대인지 확인하십시오. 
 
빈대 신고 처리 
o 사람들이 빈대가 나타난 것에 대해 걱정하기 때문에 직원이 신고를 하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o 시설에 들어온 빈대가 어느 특정 직원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추측될 경우 인사부에서 비 리에 

문제를 처리합니다. 
o 빈대의 출처에 대한 뜬소문을 잠재우도록 노력하십시오. 
o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해충 처리 전문가를 고용하여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는 

것을 모든 직원에게 알리시어 안심십시오. 가능하면 이 문제 해결에 소요될 시간을 정해두면 좋습니다. 
 
해충 처리 전문가 선정 및 협조 
o 해충 구제업자나 해충 처리 전문가의 빈대 탐지 및 처리 솜씨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해충 처리 

전문가 선정 및 협조'라는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o 일부 전문가는 빈대 냄새를 맡는 개를 이용하여 빈대를 찾습니다. 잘 훈련된 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o 해충 처리 전문가와 함께 마련한 해충 박멸 계획의 주요 사항을 직원들에게 공지하십시오. 직원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이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다고 믿고 더욱 안심하게 됩니다. 
 
빈대라고 확인된 경우 
o 확산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직원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해충 처리 전문가의 

검사/처리 날짜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o 살충제를 사용할 경우, 제품의 라벨과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사본을 요청하는 직원들에게 

배포합니다. 
o 살충제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 해충 처리 전문가가 독성이 가장 적으면서 효과적인 살충제를 선택하고, 

직원들이 없을 때 목표한 방식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사용할 제품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만약 있으면 직원보건안전부 또는 인사부에 알립니다. 

 
빈대가 아니라고 확인된 경우 
o 직원들이 앞으로 계속 조심하고 다른 수상한 벌레가 있으면 신고하도록 하십시오. 
o 추후 정기적으로 사무실을 검사하되, 가급적 해충 처리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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