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SA 제품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방법

일반적인 안전 및 차량 내부 보호를 위해 HASA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 제품(HASA Sani‑Clor® 및 
Hasachlor®)과 HASA 염산의 적절한 운반 및 적재 

지침을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HASA 제품은 강력한 고성능 화학 물질로 포장에 

지시된 대로 적절한 안전 지침을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절대로 승용차 실내에 HASA Sani‑Clor®, Hasachlor® 또는 

HASA 염산을 싣지 마십시오. 유출되는 경우 내부를 

손상시키고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HASA 제품은 픽업 트럭 뒤, 평상형 트럭, 다용도 

트럭, 트레일러 또는 화물차 안이나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운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반 중에는 용기 

아래에 보호 플라스틱 시트를 사용하십시오. 

  운반 중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용기 및 

상자를 고정하십시오.

  절대로 제공된 플라스틱 4병 들이 용기 외부에 

병들을 낱개로 따로 운반하지 마시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품 제공 시 함께 제공된 판지 

용기에 보관하십시오.

  산과 표백제가 섞이면 위험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과 용기는 항상 

분리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Sani‑Clor®, Hasachlor®, HASA 염산 병을 같은 

격납 용기에 담지 마십시오. Sani‑Clor® 병은 

흰색이며 항상 노란색 격납 용기에 넣습니다. 

HASA 염산 병은 빨간색이며 항상 빨간색 격납 

용기에 넣습니다.

   운반하기 전에 격납 용기의 바닥이 건조 상태이고 

깨끗하며 구멍이나 균열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HASA는 강력한  
"프로 등급", 고성능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액을 
제공합니다. 12.5% 농도로, 

HASA 제품처럼  
수영장과 온수 욕조를 

청소하고 소독하는  
제품은 없습니다! 

추가 지침은 HasaPool.com의  
"안전 데이터 시트(Safety Data 
Shee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을 원래 포장에 항상 수직 
상태로 고정하여 운반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HasaPool.com을 확인하십시오

HASA Sani‑Clor®, Hasachlor®   

및 HASA 염산의  
운반 및 취급
HASA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 및 염산 제품의 
적절한 보관 방법은 제품 포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HasaPool.com


HASA 염산

Hasachlor®

응급처치

눈에 들어간 
경우

•  눈을 뜨고 15-20분 동안 물로 천천히 가볍게 헹굽니다.
•  컨택트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첫 5분 후에 렌즈를 제거한 후 눈을 계속 헹굽니다.
• 독극물 통제 센터 또는 의사에게 전화하여 치료 조언을 구하십시오.

피부나 옷에
묻은 경우

• 오염된 의복을 벗으십시오.
• 15-20분 동안 충분한 양의 물로 즉시 피부를 헹굽니다.
• 독극물 통제 센터 또는 의사에게 전화하여 치료 조언을 구하십시오. 

들이마신 경우 •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합니다.
•  숨을 쉬지 않는 경우, 911이나 구급차를 호출한 후, 가능하다면 입으로 

인공호흡을 하십시오.
•  독극물 통제 센터 또는 의사에게 전화하여 치료 조언을 구하십시오.

삼킨 경우 •  독극물 통제 센터 또는 의사에게 전화하여 치료 조언을 구하십시오.
•  삼킬 수 있다면 물을 한 잔 마시게 합니다.
•  독극물 통제 센터나 의사의 지시가 없는 한 구토를 유도하지 마십시오.
•  의식이 없는 사람의 입에 어떤 것도 주지 마십시오.

직통 전화 번호

독극물 통제 센터나 의사에게 전화하거나, 치료를 받으러 갈 때는 제품 용기나 라벨을 가지고 가십시
오. 1-800-424-9300번으로 전화하여 응급 치료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 주의사항

점막 손상의 가능성으로 인해 위세척 사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활성 성분:

염화수소: 31.45%

불활성 성분: 68.55%

총 100.0%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라벨을 전부 읽으십시오

독성! 삼킬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심한 화상을 유발합니다.  
증기가 유해합니다.

취급

염산 함유. 피부와 눈에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흡입하거나 삼키지 

마십시오. 염소형 표백제 또는 기타 가정용 화학물질과 혼합하지 

마십시오.

참고: 염산의 취급 시마다, 보호복(고글, 헌 옷, 고무장갑)을 착용한 

뒤 보호복을 벗고 나면 재사용 전에 세탁하십시오. 

유출 또는 누수: 충분한 물로 즉시 씻어내십시오. 그리고 

베이킹소다와 모래를 뿌리십시오. 유출이나 누수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용한 재료는 치우고 비닐봉지에 넣어 

폐기하십시오. 

보관 및 폐기: 염산을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똑바로 세워서 

보관하십시오. 아이들, 반려동물 및 다른 동물에게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빈 용기는 꼼꼼히 헹굽니다.

사용법

라벨의 지침을 주의 깊게 따라 주십시오.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본 제품은 pH를 감소시킵니다. 필요에 따라 7.2 - 7.6사이의 pH를 

유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테스트 도구를 사용하여 

pH를 점검하십시오. 과다 사용하지 마십시오. 수영장에 다량의 

염산을 첨가하기보다는 반복적으로 첨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영장 물의 pH를 줄이려면, 24시간 기준 20,000갤런당 1쿼트의 

염산을 첨가합니다. 필터와 펌프를 작동시키고 수영장 벽에서 

최소 1피트 떨어진 수심이 깊은 곳에 조심스럽게 산을 첨가합니다. 

섞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가능한 넓은 면적에 천천히 붓습니다. 첨가 

후, 1시간 이상 펌프와 필터를 작동시킵니다. pH가 7.2 - 7.6 범위에 이를 

때까지 24시간 간격으로 반복합니다.

응급처치

눈에 들어간 
경우

•  눈을 뜨고 15-20분 동안 물로 천천히 가볍게 헹굽니다.
•  컨택트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첫 5분 후에 렌즈를 제거한 후 눈을 계속 헹굽니다.
•  독극물 통제 센터 또는 의사에게 전화하여 치료 조언을 구하십시오.

피부나 옷에
묻은 경우

•  오염된 의복을 벗으십시오.
• 15-20분 동안 충분한 양의 물로 즉시 피부를 헹굽니다.
• 독극물 통제 센터 또는 의사에게 전화하여 치료 조언을 구하십시오. 

들이마신 경우 •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합니다.
•  숨을 쉬지 않는 경우, 911이나 구급차를 호출한 후, 가능하다면 입으로 인공호흡을 
하십시오.

• 독극물 통제 센터 또는 의사에게 전화하여 치료 조언을 구하십시오.

삼킨 경우 • 독극물 통제 센터 또는 의사에게 전화하여 치료 조언을 구하십시오.
•  삼킬 수 있다면 물을 한 잔 마시게 합니다.
•  독극물 통제 센터나 의사의 지시가 없는 한 구토를 유도하지 마십시오.
• 의식이 없는 사람의 입에 어떤 것도 주지 마십시오.

직통 전화 번호

독극물 통제 센터나 의사에게 전화하거나, 치료를 받으러 갈 때는 제품 용기나 라벨을 가지고 가십시
오. 1-800-424-9300번으로 전화하여 응급 치료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 주의사항

점막 손상의 가능성으로 인해 위세척 사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활성 성분: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 12.5%

기타 성분: 87.5%

총 100.0%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라벨을 전부 읽으십시오

예방 조치 문구

사람 및 가축에 위험

위험: 부식성: 영구적인 눈 손상과 피부 화상을 유발합니다. 

삼킬 경우 유해합니다. 눈에 들어가거나 피부 또는 옷에 묻지 

않도록 하십시오. 본 제품을 취급할 때는 보안경, 고글, 또는 

안면 보호대, 보호복, 고무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취급 후, 

식사, 음료 마시기, 껌 씹기, 담배 사용, 또는 화장실 사용 전에 

비누로 꼼꼼하게 씻으십시오. 오염된 의복은 벗어서 다시 입기 

전에 세탁하십시오. 증기를 흡입하지 마십시오.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은 가능한 빨리 벗어나십시오. 강한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 돌아오지 마십시오.

환경적 위험

본 살충제는 어류 및 수중 생물에게 독성이 있습니다.

신체적 및 화학적 위험

강력한 산화제: 라벨 지시에 따라 물만 섞으십시오. 다른 

화학물질과 섞지 마십시오. 본 제품을 화학물질(예: 암모니아, 산, 

세제 등) 또는 유기 물질(예: 소변, 대변 등)과 섞을 경우 눈, 폐, 

점막을 자극하는 염소 가스가 방출됩니다.

보관 및 폐기

장비의 보관, 폐기 또는 청소로 음식이나 사료를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보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단히 닫힌 통풍이 되는 용기에 

보관하십시오. 직사광선과 열을 피하고 서늘하며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여 손상을 방지하십시오. 쏟은 경우, 다량의 

물을 부으십시오.

살충제 폐기: 사용할 수 없는 제품 또는 제품에 오염된 물은 

오수관에 폐기하기 전에 물로 희석해야 합니다.

보관용기 취급: 리필이 불가능한 용기. 이 용기를 재사용하거나 

리필하지 마십시오. 가능한 경우 재활용으로 제공하거나, 적절한 

경우 재생하거나,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HASA Sani-Clor®

응급처치

눈에 들어간 
경우

•  눈을 뜨고 15-20분 동안 물로 천천히 가볍게 헹굽니다.
•  컨택트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첫 5분 후에 렌즈를 제거한 후 눈을 계속 헹굽니다.
• 독극물 통제 센터 또는 의사에게 전화하여 치료 조언을 구하십시오.

피부나 옷에
묻은 경우

• 오염된 의복을 벗으십시오.
• 15-20분 동안 충분한 양의 물로 즉시 피부를 헹굽니다.
• 독극물 통제 센터 또는 의사에게 전화하여 치료 조언을 구하십시오. 

들이마신 경우 •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합니다.
•  숨을 쉬지 않는 경우, 911이나 구급차를 호출한 후, 가능하다면 입으로 인공호흡을 
하십시오.

• 독극물 통제 센터 또는 의사에게 전화하여 치료 조언을 구하십시오.

삼킨 경우 •  독극물 통제 센터 또는 의사에게 전화하여 치료 조언을 구하십시오.
• 삼킬 수 있다면 물을 한 잔 마시게 합니다.
•  독극물 통제 센터나 의사의 지시가 없는 한 구토를 유도하지 마십시오.
• 의식이 없는 사람의 입에 어떤 것도 주지 마십시오.

직통 전화 번호

독극물 통제 센터나 의사에게 전화하거나, 치료를 받으러 갈 때는 제품 용기나 라벨을 가지고 가십시
오. 1-800-424-9300번으로 전화하여 응급 치료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 주의사항

점막 손상의 가능성으로 인해 위세척 사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라벨을 전부 읽으십시오

예방 조치 문구

사람 및 가축에 위험

위험: 부식성: 안구 손상을 유발합니다. 삼키거나 피부를 통해 

흡수될 경우 유해합니다. 눈에 들어가거나 피부 또는 옷에 

묻지 않도록 하십시오. 본 제품을 취급할 때는 보안경, 고글, 

또는 안면 보호대, 보호복, 고무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취급 

후, 식사, 음료 마시기, 껌 씹기, 담배 사용, 또는 화장실 사용 

전에 비누로 꼼꼼하게 씻으십시오. 오염된 의복은 벗어서 다시 

입기 전에 세탁하십시오. 증기를 흡입하지 마십시오.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은 가능한 빨리 벗어나십시오. 강한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 돌아오지 마십시오.

환경적 위험

본 살충제는 어류 및 수중 생물에게 독성이 있습니다. 국가 

오염물질 배출 차단 시스템(National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NPDES)의 허가 요건에 부합하고 배출 전 허가 당국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한, 본 제품이 함유된 페수를 

호수, 하천, 연못, 강 어귀, 해양 또는 기타 물가에 배출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을 함유한 폐수를 지역 하수처리장 당국에 

미리 알리지 않고 하수구에 배출하지 마십시오. 지침은 주 

수도 위원회 또는 EPA 지역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신체적 및 화학적 위험

강력한 산화제: 라벨 지시에 따라 물만 섞으십시오. 다른 

화학물질과 섞지 마십시오. 본 제품을 화학물질(예: 암모니아, 산, 

세제 등) 또는 유기 물질(예: 소변, 대변 등)과 섞을 경우 눈, 폐, 

점막을 자극하는 염소 가스가 방출됩니다.

보관 및 폐기

보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단히 닫힌 통풍이 되는 용기에 

보관하십시오. 직사광선과 열을 피하고 서늘하며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여 손상을 방지하십시오.

살충제 폐기: 쏟은 경우, 다량의 물을 부으십시오. 사용할 수 없는 

제품 또는 제품에 오염된 물은 오수관에 폐기하기 전에 물로 

희석해야 합니다.

보관용기 취급: 리필 가능한 용기. 이 용기에는 살충제만 

리필하십시오. 이 용기를 다른 목적으로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가능한 경우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재활용하십시오.

기억하세요!  
중요사항:

  병을 똑바로 세워 놓으십시오

  항상 병 뚜껑을 덮어 두십시오

  용기와 병을 혼용하지 마십시오

 한 병씩 운반하지 마십시오

가득 찬 병과 빈 병 모두에 

적용됩니다

용기와 병을 혼용하지 
마십시오

한 병씩 운반하지 
마십시오

항상 병 뚜껑을 덮어 
두십시오

병을 똑바로 세워 
놓으십시오

HASA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 제품 및 HASA 염산의 적절한 보관 방법은 제품 포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HasaPool.com을 확인하십시오

항상 병 뚜껑을 닫아두는 것 외에도, 흰색 병과 빨간색 병을 서로 옆에 함께 두거나 적재하지 마십시오.

본 문서는 화학 안전 데이터 시트 전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