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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achlor®  
및 Sani-Clor®는 1964년 

부터 업계 최고의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액 

수영장 물  

처리제입니다.

  

시간을 내서  
정보를 확인하세요
전문 수영장 관리 기술자들은 코로나19 자택대기 
명령 기간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올바르고 건강하며 위생적인 수영장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갖추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명령에 따라 많은 스포츠, 피트니스, 
레크리에이션 시설들이 폐쇄됐지만, 뒷마당 
수영장에서는 여전히 놀이와 운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HasaPool.com 
23119 Drayton Street, Saugus, CA 91350

HASA Cares
절약 • 재사용 • 재활용

자랑스러운  
미국산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전문 수영장 관리 서비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을 완전히 준수하며 수행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동안 
전문 수영장 관리 

유지의 중요성

수영장 관리 전문가가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을 

통한 도움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수영장을 즐기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수영장, 온수 
욕조, 스파를 통해 퍼질 수 있나요?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수영장과 
온수 욕조 사용을 통해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수영장과 온수 
욕조의 적절한 가동, 관리, 소독(예: 염소 및 
브롬 사용)은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제거하거나 그 활동을 중단시킵니다.

출처: (PHTA.org 및 CDC.gov). EPA가 승인한 염소 소독제는 

질병의 전염을 막으려면 최소 1ppm(백만분율)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PHTA 미국 표준  
ANSI/APSP 표준 11)

수영장 관리 업체들은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 기관(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CISA)의 필수 중요 인프라 
근로자 목록에 따라 '필수 근로자' 범주에 
속하며, '주거지의 안전, 위생, 필수 운영 
유지에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추가  
자료 지원처:

• WHO.int 
• PHTA.org 

•  CDC.gov
• CISA.gov

수영장 관리 기술자는 Sani-Clor® 소독액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가정과 사업장  

실내의 음식 접촉이 없는 비다공성 표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 수영장  

관리 서비스를 

유지하여 처리 비용이 

많이 드는 녹조 낀 

수영장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세요.

푼돈 아끼려다  
목돈이 나간다고요?
수영장 물을 배수하거나 전문 관리 

서비스를 삭감하기 전에 꼭 알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가정에 필수적인 서비스와 
비필수적인 서비스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지만, 평소의 수영장 처리 계획과 
서비스 일정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믿을 수 있는 수영장 전문가 유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됩니다.

수영장 물을 배수하기 전에 고려할  
위험 요소

•  온도가 높을 때 수영장이나 스파의 물을 배수하면 

표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배수 및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엄격한 법안이 있는 

도시가 많으며, 큰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  부적절한 수영장 물 배수는 환경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하고, 기소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부적절하게 배수할 경우, 정수압(수영장 아래 

지하수가 위로 밀어 올리는  

압력)이 장비와 수영장  

모두에 심각한 비용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 물을 배수하기 전에 고려할 비용

물 배수 및 채우기와 관련한 비용 외에도, 

수영장은 배수하는 동안 심각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표면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수영장 

벽과 바닥은 표면이 습하고 차갑게 유지되도록 

침수성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바닥과 벽이 

비바람에 노출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녹조가 낀 수영장 비용
녹조가 낀 수영장을 투명하고 파란물로  
되돌리는 데 드는 화학품과 인건비는 수백 달러
(최소 2-3개월의 수영장 관리 비용)에 달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는 관리는 좋은 생각 같지만, 
적절한 화학품 처리 없이는 말 그대로 단 몇 시간 
만에 녹조가 배로 증가하여 맑은 수영장이 녹색이 
될 수 있습니다. 수영장 전문가에게 맡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수영장 물을 배수하기로 하는 경우, 전문 수영장 관리 
기술자에게 요건과 시기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세요.

잘못된 시기에 

수영장 물을 

배수하면 말 그대로 
수영장 전체가 
땅에서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수영장 $2,000-$10,000
 비닐 라이닝 수영장   $3,000-$5,000
섬유 유리 지중 수영장  $5,000-$40,000 

  * 평균 통계치 기준

손상 비용*

* 평평 평평평 평평

 펌프 대여 및 호스 $100-$200
  물 + 화학품 $100-$150 

 합계 $200-$350

배수 비용*

* 평균 통계치 기준

$200+

$300

$200

녹조  
관리 평균 

비용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수영장 관리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수영장과 스파의 적절한 위생 상태 보장 
처리되지 않은 수영장은 수영을 하는 사람들과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에 위험을 줍니다. 수영장의 
녹조는 세균 증식으로 이어져 웨스트나일병이나 
지카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모기의 번식지가 
됩니다. 

가족의 안전한 뒷마당 제공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 수영장 관리 전문가는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며, 안심할 수 있는 뒷마당 
수영장을 보장하도록 도와줍니다.

적절한 비품 이용 보장
수영장 관리 전문가는 수영장을 계속 가동하고 
올바른 수질을 유지하는 데 최적의 제품과 비품을 
가장 잘 구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 장비 및 수질 보호 
수영장 관리 전문가는 자택대기 명령 기간은 물론, 
언제라도 수영장의 상태, 안전, 웰빙에 기여하도록 
가장 자격을 갖춘 훈련된 전문가입니다. 

비용 낭비 및 추가 위험 방지 
과용하지 않아야 하는 삼염화물 약제를 과하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시아누르산(Cyanuric acid, CYA)은 
염소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비용 낭비 및 녹조와 
세균 증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HASA Sani-Clor® 
소독액과 같은 수영장-강화 염소 표백액이 수영장 
관리 및 과잉 염소 처리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세한 정보와 유용한 조언은  
HasaPool.com을 확인하세요.

$250+

$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