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번: HCE-DL01
HCE-DL02

HCE-DL01 시리즈
원액(500ml)+휴대용 스프레이 병
ECLEAR ZERO
HCE-DL02 시리즈
희석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100ml 스프레이
ECLEAR ZERO LIGHT

취급 설명서
한국에서만 사용 가능.
상기의 국가 이외에서 구매하신 고객은 반드시 구매 국가의 실정이 반영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www.elecom.co.jp/global/download-list/
하이포염소산수는 뛰어난 살균, 탈취 효과가 있고, 알레르기 물질(꽃가루, 진드기, 집 먼지)
을 제거할 수 있는 수용액입니다. 약산성으로 의류나 피부에도 순하고 남지 않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취급 설명서를 잘 읽고,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안전상의 주의(반드시 준수하십시오.)
사용상의 주의사항
• 본 제품은 음용할 수 없습니다.
흡입하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 다른 세제 또는 약제와 혼합하지 마십시오.
• 희석할 때에는 수돗물을 사용하십시오.
• 휴대용 병을 사용하기 위해 물로 희석한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사용하십시오.

응급 처치
•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비비지 말고, 즉시 흐르는 물로 씻어내십시오.
• 만일 마신 경우에는 물을 마시는 등의 처치를 하십시오.
•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진찰을 받을 때에는 본 제품을 가지고 가십시오.

기타
• 본 제품은 의료품이 아닙니다.
• 모든 바이러스, 균을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용 환경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패키지 내용 확인
ECLEAR ZERO

ECLEAR ZERO LIGHT

원액(500ml)+휴대용 스프레이 병 포함
형번: HCE-DL01 시리즈

희석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100ml 스프레이
형번: HCE-DL02 시리즈

원액(500ml)

• 가습기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탱크에 물을 넣은 다음 본 액을 투입하십시오.
• 가습기에서 시용하는 경우에는 가습기의 취급설명서를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 의류, 깔개 또는 가구를 향해 사용할 때에는 만약을 위해 눈에 띄지 않는 부분으로
변색 유무 등을 확인하고 나서 사용하십시오.
•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마십시오.
•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본 액을 다른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지 마십시오.

휴대용 스프레이 병
(빈 병/30ml)

취급 설명서
(본 설명서)

보관상의 주의사항
•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본품(100ml)

스프레이 노즐

취급 설명서
(본 설명서)

계량 컵

• 직사광선을 피해 뚜껑을 꼭 닫아서 쓰러지거나 넘치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하십시오.
• 개봉 후에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서 보관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하십시오.

ECLEAR ZERO 사용 방법
원액은 수돗물로 희석하여 가습기, 스프레이 병 등 각 분무 도구에서
사용하십시오. 용도에 따라서 희석 비율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가습기에서 사용하는 방법

■ 휴대용 스프레이 병에서 사용하는 방법

예: 가습기 탱크 용량이 80ml인 경우에는 먼저 물 72ml를 넣고 나고 본 액
8ml를 넣으십시오.

① 부속된 스프레이 병의 스프레이 노즐을
분리합니다.

원액: 물을 1:9 비율로 희석하여 사용하십시오.

◦ 본 제품은 초음파식 가습기와 기화식 가습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열식 가습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가습기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물을 넣은 다음 본 액을 투입하십시오.
◦ 탱크 용량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원액을 넣을 양만큼 물의 양을

② 부속된 계량 컵을 사용하여 본 액 약 7ml를
스프레이 병에 넣습니다.

③ 계량 컵을 사용하여 물 약 23ml를 스프레이 병에
넣어 희석합니다.

④ 스프레이 노즐과 스프레이 병을 꼭 잠급니다.

⑤ 제균하고자 하는 부분이나 냄새가 나는 부분에 뿌립니다.

줄이십시오.

◦ 원액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십시오.
◦ 반드시 부속된 계량 컵을 사용하여 물로 희석하십시오.

◇ECLEAR ZERO 희석법
■ 희석법 1 [원액:물=1:3]
◦ 30ml 만드는 방법/원액 7ml+수돗물 23ml
◦ 시설이나 가게 등 위생 관리가 필요한 장소에서 제균 및 탈취 시에
적절한 농도입니다.
■ 희석법 2 [원액:물=1:9]
◦ 80ml 만드는 방법/원액 8ml+수돗물 72ml
◦ 200ml 만드는 방법/원액 20ml+수돗물 180ml
◦ 일반 가정에서 공간 제균이나 탈취 시에 적절한 농도입니다.

◦ 부속된 스프레이 병에 넣어서 사용하십시오.
◦ 희석할 때에는 수돗물을 사용하십시오.
◦ 휴대용 스프레이 병을 사용하기 위해 물로 희석한 경우에는 한 달

휴대용 스프레이 병에서
사용

약 7ml

1：3

이내에 사용하십시오.
◦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액을 조금씩 더해서
사용하십시오.

가습기 80ml
탱크에서 사용
HCE-HU01/02/03의 경우

약 8ml

1：9

가습기 200ml
탱크에서 사용
HCE-HU11의 경우

약 20ml

1：9

완성 용량

본 액의 사용량

계량 컵의 기준

원액:물

ECLEAR ZERO LIGHT 사용 방법

보관 방법

■ 스프레이 노즐 장착 방법

본 제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환경에서 보관하십시오.

① 본품의 뚜껑을 분리하고 중간마개를 엽니다.

보관 온도: 5~25℃
보관 습도: 20~85%RH

장기 보존 시에 사용하기 위해 뚜껑 및
중간마개는 버리지 마십시오.

■ 보관 시 주의사항
◦ 다음 장소에서는 보관하지 마십시오.
－직사광선에 노출된 장소
－고온다습한 장소
－화학 약품을 보관하거나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
◦ 뚜껑을 꼭 닫아서 쓰러지거나 넘치지 않게 두십시오.

② 부속된 스프레이 노즐을 부착합니다.

◦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프레이
노즐을 분리하여 중간마개를 막고
뚜껑으로 잠가서 보관하십시오.

◦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본 액을 다른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지 마십시오.
◦ 개봉 후에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서 보관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하십시오.

■ 폐기하는 경우
◦ 본 제품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르십시오.

사양
ECLEAR ZERO
원액(500ml) + 휴대용 스프레이 병
(빈 병/30ml)

품명

HCE-DL01 시리즈

형번

ECLEAR ZERO LIGHT
본품(100ml)
HCE-DL02 시리즈

성분

하이포염소산수

액성

약산성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100ml

500ml

정미량

가습기용은 원액과 물을 1:9 비율
스프레이용은 원액과 물을 1:3 비율

사용량
기준
보관 온도

5℃~25℃

보관 습도

20%~85%RH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함
자가검사번호 : H-B01B-R00030001-A180
자가검사번호는 이 제품이 살생물제품류(소독제) 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하며,
타 용도와는 무관합니다.

Item name / 품목:

Disinfectants

Model category / 종류:

Other, Spray

기타 (Others)/ 스프레이형 (Spray)

Model name / 모델명:

G-MIST

G-MIST

Produced country / 생산국명:

Japan

일본

Maker name / 생산회사명:

ELECOM CO., LTD.

ELECOM CO., LTD.

Importer / 수입회사명 및 주소:

ELECOM Korea Co., Ltd.

엘레컴코리아 주식회사

Ingredients / 성분:

Water

정제수

Hypochlorous acid
Weight, volume / 중량 또는 용량: 100 ml

일본 외 구매 고객들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구매 국가의 대리점에 연락 하십시오.
“ELECOM CO., LTD. (Japan)”은 일본 외 다른 국가에서의 구매 또는 사용에 대한
문의사항을 응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어 외의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환은 엘레컴 보증서의 명시에 따라 이루어지며, 일본 외 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독제

※일러스트(및 사진)는 이미지입니다.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성의 향상 및 품질 개선을 위해 색이나 사양 등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의 패키지 등에 기재된 회사명이나 제품명 등은 일반적으로 각 회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만일 제조상의 원인으로 품질 불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 제품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그 이외의 책임은 지지 않으므로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5F Suam Bldg. 1358-17, Seocho2-dong, Seocho-gu, Seoul 137-862, Korea
TEL : 1588 - 9514 FAX : 3472 - 5533 www.elecom.co.kr
Eclear zero / Eclear zero light
Manual, Safety precautions, and Compliance with regulations
1st edition, February 12, 2019

Hypochlorous acid
100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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