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 해충관리 프로그램 안내 

2022-2023학사연도 
 
초등학교용: Maryland 법은 학교 건물이나 운동장에 살충제를 살포할 경우, 사전에 또는 비상 
살포 시에는 24 시간 이내에 교직원과 모든 학생의 학부모/후견인께 이 사실을 알리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포안내가 모든 학부모와 후견인 그리고 교직원에게 예외 없이 
보내집니다. 
 
중∙고등학교 및 행정 사무실용: Maryland 법은 학교와 운동장에 살충제 살포에 대한 
사전통지를 원하는 교직원과 모든 중고등학생 학부모/후견인은 학교 살충제 살포통지 
리스트에 올리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스트에 올리기 위해 이 안내와 
함께 보내드린 양식을 적으시고 학교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용: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MCPS)에서 시행하는 통합 해충관리 (IPM) 
프로그램은 학교 시설과 학교 부지에서 해충 및 설치류 등을 관리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입니다. IPM 프로그램은 학교건물의 해충 여부와 해충이 생기기 쉬운 상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해충관리의 첫 단계는 IPM 직원이 
직원교육/원인제거/검사/문제가 될만한 장소확인/위생상태향상 등 살충제를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각 단계는 필요할 경우 감독, 평가, 조절하게 됩니다.  
살충제는 마지막 방법으로 또는 비상시에만 사용됩니다. 
 
학기 중 건물이나 운동장에서 사용될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 않은 살충제와 덫의 제품명과 
일반 명칭입니다. 
 
제품명 알려진 명칭 
4-The-Birds II Polybutene 
Advion cockroach bait arena Indoxacarb 
Advion cockroach gel bait Indoxacarb 
Altosid Methoprene 
Avert cockroach bait station Abamectin 
Avert dry flowable roach bait Abamectin 
Contrac Bromodiolone 
Cynoff EC Cypermethrin 
Cy-Kick CS Cyfluthrin 
Deltadust Deltamethrin 
Demon WP Cypermethrin 
Drione insecticide Pyrethrins 
Dylox 6.2 grams Trichlorfon 

 
 
 
 
 

 



 
첨부 A, 2쪽 

 

 
Product Name Common Name 
First Strike 
Freehand 1.75G Herbicide 
Garlon 4 Ultra Herbicide 

Difethialone 
Pendimethian/Dimethenamid-P (ISO) 
Triclopyr-2-Butoxyethyl Ester 

Gentrol IGR concentrate Hydroprene 
Gentrol point source roach control Hydropene 
Golden malrin fly bait Methomyl thioacetimidate 
Maxforce roach killer bait gel Hydramethylnon 
Niban granular bait Orthoboric acid 
Nibor D Disodium octaborate tetrahydrate 
PT wasp freeze II Prallethrin 
PT565 plus XLO Pyrethrins 
Ratsorb Camphoraceous 
Rozol tracking powder Chlorophacinone 
Talon G Brodifacoum 
Talstar Professional multi-insecticide Bifenthrin 
Termidor SC termiticide Fipronil 
Terro PCO ant bait Sodium borate 
Timbor Disodium octaborate tetrahydrate 

 
 
 
Division of Sustainability and Compliance, Environmental Services/Indoor Air Quality의 
environmental health specialist인 Mr. John Conaway가 Safety Data Sheets와 학교 건물 
또는 운동장에 사용되는 모든 살충제의 라벨과 살포장소 기록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살포 내용을 검토하고 싶은 분은 Mr. Conaway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240-740-
2526 또는 이메일: john_d_conaway@mcpsmd.org) 
 
IPM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은 공개 교육위원회 회의를 통해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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