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기의 번식 예방하기

집 주변의 
고인 물 없애기

Health

모기는 단순히 성가시기만 한 존재가 아닙니다. 질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기가 알을 낳으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병뚜껑처럼 작은  
공간에 담긴 아주 적은 양의 물도 모기의 번식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주는 집 주변의 모든 고인 물을 없애야 합니다. 집 주변
의 고인 물을 찾아 없애시려면 이 점검표를 사용하십시오.

번식 가능한 장소 해결 방법

쓰레기 및 폐품  모든 쓰레기를 치우십시오. 

받침 있는 화분에 심은 
식물  

3~4일마다 받침의 물을 버리고 받침을 
씻으십시오. 화분에 물을 과하게 주지 마
십시오.

공기주입식 어린이 풀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뒤집어 두십시오.

정원용 새 물통 1주일에 한 번 이상 정원용 새 물통을 씻
고 물을 교체하십시오.

평평한 지붕 지붕에 모이는 고인 물을 모두 없애십시오.

빗물받이  봄가을에는 빗물받이를 세척하십시오. 
찌꺼기를 제거하여 물이 잘 흐르도록 하
십시오.

에어컨/HVAC 유출액 유출액을 빼내어 기기 아래에 고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애완동물 그릇  일주일에 두 번 세척하십시오.

장식용 연못 물고기를 넣고, 공기를 주입하거나 Bti 
(Bacillus thuringiensis israelensis, 예: 
Mosquito Dunks™ 모기 살충제)  
처리를 하십시오.

타이어 사용하지 않는 타이어를 치우십시오.

깎은 잔디 조각과 낙엽  낙엽과 깎은 잔디 조각을 쌓아놓지 말고 
비닐봉지에 넣어두십시오. 낙엽이나 깎은 
잔디 조각을 갈퀴로 쓸어 길가의 배수조
에 넣지 마십시오.

수영장, 온수 욕조 및  
사우나  

수영장을 세척하고 염소 처리를 하십시
오.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물을 빼고, 덮
개로 덮거나 Bti 처리를 하십시오.

수영장 덮개 수영장 덮개에 모이는 물을 모두 배수하
십시오. 

나무 구멍과 속이 빈 나무 구멍을 모래로 채우십시오.

쓰레기통과 분리수거함 쓰레기통을 덮어두고 물이 잘 빠지도록 
바닥에 구멍을 뚫으십시오.

잔디 잔디에 물을 과하게 주지 마십시오. 물이 
고일 수 있는 낮은 곳의 땅을 평평하게  
만드십시오.

실외 배관시설 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수하십시오.

페인트통, 양동이 및 나
무판자와 같은 주택 개
조 용품  

주택 개조 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시에
는 방수 천막으로 덮거나 뒤집어 놓으
십시오.

방수 천막 방수 천막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외바퀴 손수레와 기타 정
원 관리 용품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실내에 보관하거
나 뒤집어 놓으십시오.

보트, 카누 또는 카약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뒤집어서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거하기 어려운 대형 
용기  

모래로 채우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