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2020-2021 

연례 살충제 사용 통지서

본 교육구는 통합 해충 관리 방침(IPM)을 채택했습니다. 본 방침에는 살충제 사용시, 이를 부모/보호자와 교육구 

직원에게 통지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년도 동안, 해충에 의한 심각한 질병그리고/또는 건물 구조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살충제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충제에 노출될 경우 자녀나 

본인(학교 직원) 건강 그리고/또는 행동이 지장있는 경우, 다음을 통지합니다:  

• 승인 목록에 속한 살충제는 해당 학년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교육구 산하 모든 장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살충제 목록이 첨부되어 있음으로 이를 참고하십시오).

• 비승인 제품을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 72시간 전에 통지합니다(예외: 비상시에는 즉각적인

응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교육구 승인 목록을 포함한 살충제 관련 추가 정보는 http://www.cdpr.ca.gov/ 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살충제가 사용될 때마다 사전에 통지받기를 원한다면, 아래 부분을 작성한 후 절취선 ㄹ분을 잘라서 학교 메인 

오피스로 보내주십시오. 

학부모/보호자 통지 요청서 

2020-2021 

 본인은 자녀의 학교에서 살충제를 사용할 때마다 통지받기를 원합니다(예: 연례 살충제 사용 통지서에 추가로).

본인은 살충제 사용 전 적어도 72시간 전에, 해당 통지서가 자녀편으로 집으로 보내지거나, 교직원으로서

본인에게 제공된 는 것을 이해합니다. (예외: 비상시에는 즉각적인 응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자녀의 학교에서 살충제를 사용할 때마다 통지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학부모 학생 안내서에

실린 연례 통지서,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학교에서 사용된 공인 살풍제를 통지받을 것임을 이해합니다.

자녀의 성명 (정자로 기입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년: _______________ 

학교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실 번호 _______________ 

부모/보호자 성명 (정자로 기입하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모/보호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 

Note to Site Administrator 

File the original in the Main Office. If the above “I would like to be notified” box is checked, 

forward a copy of this notice via school mail to Pest Management Unit. 

Maintenance and Operations Central 3 and Special Services 
Attn. Pest Management Unit

해당되는 경우, 아래 부분을 작성, 서명한 후 자녀의 학교로 보내주십시오

http://www.cdpr.ca.gov/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사전 예방 원칙과 알 권리에  약속합니다. 아래에 나열된 모든 제품은 LAUSD가 교육구 부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이 목록에는 아래 나열된 승인 된 제품이 

모두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러한 제품 중 일부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나열된 제품 중 일부는 해중 감독관 승인 및/또는 적용 중 직접 감독을 요구하며, IPM 방침에 설명된대로 건강 또는 안전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이런한 제품은 이 목록의 맨 아래에 나열되어 있으며 

제한 사항은 “설명” 칸에도 나와 있습니다.  

 

  

살충제 

(1) 

유표성  

성분 

  
외형상 

특성 

  
사용 

방법 

  
목표물 

해충 

USEPA 
독성 

유형 

(2) 
레벨 

지정 

 

  
 의견 

  
EPA REG. NO.  
or CA. REG. 
NO. 

Advance Granular Ant Bait 아마벡틴 B1 0.011% 알갱이 실내 틈새와 구멍. 

실외는 레벨에 따라 

사용. 

개미 3 주의 미끼 유인제.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499-370 

Alpine Cockroach Gel Bait   Dinotefuran 젤 실내 틈새, 구멍과 빈 

공간 

바퀴벌레 3 주의 미끼 유인제.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499-507 

Avert Dry Flowable 
Cockroach Bait (Formula 1) 

아마벡틴 B1 0.05% 미립자 틈새와 구멍 미립자 

미끼 

바퀴벌레 3 주의 미끼 유인제.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499-294 

Bora-Care Termiticide, 
Insecticide and Fungicide 
Concentrate 

disodium octaborate 
tetrahydrate 40% 

액체 현탁 해충으로 감염된 

나무에 분무기로 

뿌린다 

터마이트 3 주의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64405-1 

Contrac Blox 브로모디알론 0.005% 고체 덩어리 

미끼 

먹이 서식지에만 

사용하는 땅굴쥐 미깨 

땅굴쥐 3 주의 먹이 서식지에 간혹 사용한다.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12455-79 

Distance Fire Ant Bait  2-1-메틸-2-(4-

phenoxyphenoxy) 에톡실시 

피리틴.5% 

 

알갱이 부분 또는 전지역 불개미 3 주의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1021-1728-
59639 

M-Pede 지방산 포타슘염 49%  액체 분무기로 해충에게 

직접 뿌린다 

아프리칸 

꿀벌, 

삽주벌레, 

농작물 해충 

2 경고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53219-6 

Niban Granular Bait and 
Niban-FG  

붕산-5% 미립자, 

미세한 

미립자 

실내 및 실외 미끼 여러 종류의 

해충 

3 주의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64405-2 

NiBor-D Disodium Octaborate 
Tetrahydrate-98% 

분말 건조하거나 젖은 

상태로 사용 

여러 종류의 

해충 

3 주의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64405-8 

Recruit IV AG (Sentricon) Noviflumuron 0.5% 고체 미끼를 서식지에만 

사용 

지하 터마이트 3 주의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62719-454 

Recruit lV (Sentricon) Noviflumuron 0.5% 고체 미끼를 서식지에만 

사용 

지하 터마이트 3 주의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62719-453 

Tim-Bor Prefessional 붕산염 98% 분말 건조하거나 젖은 

상태로 사용 

나무 파괴 

생물체 및 

곰팡이 

3 주의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64405-8 



ProFoam Platinum 황산염 인산수소, Sodium 

Lauroampho Acetate, 
Sodium Lauryl 

Sulfate……..60% 

거품 거품을 내는 요소; 

살충제가 아님 

다양하게 사용 3 주의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Ca. Reg. 
1051148-50001-
AA 

Summit Bti Briquets Bacilius thuringiensis 
subspecies israelensis 
solids, spores and 
insecticidal toxins-10% 

고체 덩어리 물 위에 떠있는 유충 모기 유충 3 주의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6218-47 

Ecovia EC 티미유 - 20%                             

2- Phenephyl Proprionate- 

14% 로즈매리 오일 Oil- 8% 

액체 분무기로 뿌린다 레벨의 지시에 

의거에 함 

3 주의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예외 조항 - 

FIFRA 25 (b) 

Ecovia WD 티미유  - 10%                             

2- Phenephyl Proprionate- 
7% 

분말 레벨에 따라 사용. 레벨의 지시에 

의거에 함 

3 주의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예외 조항 - 

FIFRA 25 (b) 

         

다음 제품은 제품별로 표시된 특정 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표시된대로 해충 관리자 또는 기타 승인이 사용되기 전에 필요합니다. 

 

Generation Mini-Block 디페타아론 0.0025% 고체 미끼 

덩어리 

미끼를 서식장소에만 

사용 

땅굴쥐 3 주의 견고한 미끼 통을 사용한다.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7173-218 

PT 565 Plus XLO Formula 
2 

피레트린-0.5% 피페로닐 

볼옥시드-1% 엔-옥틸 

비사이콜헤프틴 

디카르복실산 1% 

에러솔 레벨에 따라 사용. 벼룩, 각다귀, 

모기, 벌, 

진드기 

3 주의 사용 후 24시간이 지난 후에 

출입이 가능하다. 사용 후 

식품을 다룰 때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499-290 

PT Wasp Freeze  페노트린 0.12%, d-트랜스 

말레트린 0.129% 

에러솔 실외용 분무기로 직접 

말벌과 벌에 뿌린다 

말벌, 벌 3 주의 사용하기 전에 

수퍼바이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499-362 

Rozol Pocket Gopher Bait Chlorphacinone……0.005% 알갱이 미끼 땅다람쥐 서식지에만 

사용한다 

땅다람쥐 3 주의 학생들이 인근에 없을 때, 

운동장과 조경지에 사용함.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7173-184 

Suspend SC 델타메트린 4.75% 액체 분무기로 뿌린다 벼룩, 티크, 

불개미 

3 주의 실외에만 사용함. 벼룩, 

티크와 불개미. 사용 후 

24시간이 지나야 출입이 

가능하다.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432-763 

Wilco Ground Squirrel Bait Diphacinone 0.005% 알갱이 미끼 미끼 서식지에만 

놓는다. 

땅굴 다람쥐 3 주의 곧 비가 올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음. 매번 사용할 때 

수퍼바이저로부터 승인을 

받음.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36029-20 

Mosquito Larvicide GB 
1111 

Aliphatic Petroleum 
Hydrocarbons- 

액체 수면에 사용한다 모기 유충 3 주의 본 제품 사용시, 사용 

지역에차단용 테이프를 치서 

8329-72 



98.7% 경고 사인을 붙이도록 한다.  

본 제품 사용한 모든 경우를 

IPM 다음 회의에 보고한다.   

인벤토리 관리 방법이 

사용된다.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Altosid Briquets S-Methoprene- 8.62% 덩어리 물 위에 떠있는 유충 모기 유충 3 주의 본 제품은 물이 흘르는 

지역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곳 

즉 폭풍 배관이나 저장 

웅덩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272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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