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 자녀가  

있다면 납 테스트를 
받아보세요!

곰팡이 집에 곰팡이가 생긴 흔적:

• 감기 증상 없이 아프거나 호흡곤란 경험.

• 곰팡이 포자를 보거나 축축한 냄새를 감지.

• 때로는 곰팡이가 눈에 띄지 않는 표면 아래, 벽 뒤, 벽의 석고 

등 집의 일부에서 자라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납 집에 납 흔적:

• 맨눈으로 집에 납이 있는  

알 수 없어요! NYCHA에게  

테스트를 요구해야  

알 수 있습니다.

해충 집에 해충의 흔적:

• 해충은 음식, 쓰레기, 습기에 이끌립니다.

• 배설물, 해충에 물린 곳, 또는 죽은 해충.

• 씹힌 음식 포장지.

곰팡이는 물이 새는 

곳이나 싱크대 밑 등 

습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자랄 수 

있습니다.

납은 보거나 냄새를 

맡을 수 없지만 벽이나 

천장의 페인트 또는 

식수에서 발견되는 

독입니다.

NYCHA 거주민들의  건강한 환경 제공을 요구합시다!

곰팡이, 납, 해충은 건물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위험하고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과 학습 장애를 포함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장기적으로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NYCHA 아파트에는 곰팡이, 납, 해충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NYCHA는 수년  

동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소홀히 해왔고, 이는 아파트의 고질적인 문제들과 

주민들의 건강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일반적인 해충으로는 

쥐, 바퀴벌레, 빈대, 

그리고 다른 곤충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집              가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NYCHA



If you have  
young children, 

get your 
apartment  

tested!

건강에 미치는 영향

곰팡이

•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알레르기 및 천식을 악화시킵니다.

• 만성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인후통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 특히 어린이, 노인, 및 질환을 앓는 사람에게 위험합니다.

납

• 아동에게 발달 장애를 일으킵니다.

• 행동, 신경계, 근육 문제를 일으킵니다.

• 사람에게 안전한 수준의 납은 없습니다. 모든 노출은 위험합니다.

해충
• 천식을 악화시키고 다른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과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 살충제 또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 할 수 있을까요?

곰팡이, 납, 해충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곰팡이

• 부엌, 욕실, 냉장고/난로 뒤 등 집의 습기 있는 부위에서 곰팡이 

피었는지 확인합니다.

• 건조함을 유지하기 위해 환기가 잘 되는지 확인합니다.

• 딱딱한 표면에 있는 곰팡이는 항균성 비누와 물로 깨끗이 청소하되 

카펫과 같은 부드러운 표면은 교체하고 수분의 출처를 제거합니다.

다른 거주민들의 팁

납
• 페인트 벗겨짐과 부서진 석고로부터 멀리 떨어집니다.

• NYCHA에 요구해 납 검사를 받습니다.

해충

• 쓰레기는 밀봉된 가방이나 용기에 보관하고 집에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 되도록 매일 버립니다.

• 밀봉된 용기에 음식을 저장합니다.

NYCHA에 책임을 요구합니다.
NYCHA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 곰팡이, 납, 해충 문제에 대해 NYCHA에 

티켓을 제출하세요.

• NYCHA와의 통화 내용을 기록하고 

NYCHA가 수행하는 모든 유지보수 작업 

사진을 찍습니다.

• 어린 자녀가 가정에 있다면 

NYCHA에 알리세요! NYCHA

에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는 경우 

반드시 납 페인트 검사해야 한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곰팡이 문제는 Mold and Leak 

Ombudsperson 콜센터 1.888.341.7152

로 문의하세요.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이웃 주민들과 

연락하고 Federal Monitor (연방 

모니터)에 함께 문의하세요.

• 이메일: monitor@nychamonitor.com

• 전화: 347.809.5555

• 무료 전화번호: 844.309.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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