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ian R. Leahy 
Director 

Department of Pesticide Regulation 

 

Edmund G. Brown Jr. 
Governor 

 

FAQ 
 

?  
이 포스터는 살충제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캘리포니아 농무부 (Department of Pesticide 
Regulation, DPR)에서 제작되었습니다. DPR 의 근로자 보건 안전 지사 (WHS) 농약 질병 감시 프로그램 

(PISP) 의 자료에 따르면 식품 시설에서 살충제 관련 부상 / 질병에 관련된 제품의 91 %가

살균제였습니다.*  PISP  는 1971 년부터 농약 관련 질병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 

 
http://www.cdpr.ca.gov/docs/whs/pisp.htm 

? 

살충제는 해충을 방제, 파괴, 격퇴 또는 유인하려는 물질입니다. 살균제는 세균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살충제의 일종입니다. 곤충, 곰팡이 및 설치류를 죽이는 데 사용되는 제품도 살충제입니다. 
 

를 ? 

아니오, 자발적입니이다. 이 아웃 리치 프로젝트의 목표는 작업장에서 살균제 및 살충제 관련 질병 및 

상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PPE) 를 ? ( ) ?  
예,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제품 라벨에 명시된대로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안전한 작업장을 제공해야합니다.   
 

(PPE) ? 
사용하기전에항상제품라벨을읽으십시오.  제품라벨에는특정 PPE 요구사항에대한정보와소독제를 
효과적으로안전하고합법적으로사용하는방법이나와있습니다 . 고용주는필요한모든보호장비를 
제공하고양호한상태로유지해야합니다.  
 

? 

예, Cal/OSHA 는 모든 캘리포니아 근로자를위한 화학 물질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조건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직원 교육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링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dir.ca.gov/dosh/dosh_publications/RsgHazcomModel.pdf. 

(DPR) ? 

농무부는 (DPR) 캘리포니아에서 살충제의 판매 및 사용에 대한 규제를 담당합니다. 살충제와 관련된 주 

및 연방 법률을 집행 할 권한은 지역 자치주 위원들에게 (County Agricultural Commissioners, CAC) 
전달됩니다. 지역 자치주 위원들은 (CAC) 살충제에 관한 보고서를 조사하여 노출로 이어지는 상황을 

밝히고 살충제 법 위반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위법일 경우  

집행 조치를 취합니다. 
 

를 ? 

농무부 (DPR) 웹 사이트에서 포스터를 더 다운로드하거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에는 살균제 안전성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식품 시설에서 발생한 673 개의 관련 농약 관련 질병을 바탕으로합니다. 2005-2014 년 농약 질병 감시 프로그램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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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dpr.ca.gov/docs/whs/sanitizer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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