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및 살충제와 같은 많은 가정 용품들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보관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린이, 애완 동물 또는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정 해충에 맞는 라벨이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EPA는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덜 해로운 EPA의 안전 선택 라벨이 붙은 EPA 등록 생물 농약 및 제품 사용을 고려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 라벨을 읽는 것만으로도 가족, 애완 동물, 그리고 지역 사회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팁으로 가족 및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 첫 번째로 라벨을 읽으십시오.
라벨은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 제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 제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 응급 조치 지침.
• 더 자세한 정보 및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로 전화하십시오.

✔ 모든 라벨의 주의사항을 따르십시오.
• 경
 고 및 지침은 여러분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 창문을 열고, 장갑을 착용하고, 제품의 분진을
흡입하지 않도록 경고를 따르십시오.
• 라벨에 지시된 대로 아이들과 애완 동물을 취급
지역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십시오.

✔ 원래 용기에 제품을 보관하십시오.
• 제
 품을 음식 및 음료수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이들은 익숙한 병을 보면
먹거나 가지고 노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 꽉 맞는 뚜껑이 없는 용기는 내용물이 쉽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전화하는 장소

많은
라벨에는 응급 상황시 전화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해당 지역의 독극물 통제 센터 번호와
수의사 또는 지역 동물 병원 전화번호는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할 경우 제품 라벨을 소지하십시오!
라벨은 제품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을 줍니다.
■

유출될 수 있습니다.
• 원
 래의 용기를 버릴 경우에는, 비상 시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라벨에서 다른 용기에 제품을 혼합할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혼합물을 모두 사용하십시오. 모든
혼합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새로운 용기에 라벨을 부착하십시오.

✔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기
• 환
 경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라벨 지침에
따라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 연못, 개울 기타 물 수급원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는 곳에서는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식수를
오염시키고 야생 동물을 죽일 수 있습니다.
• 바람이 부는 날에 제품을 분사하면, 인근 물로
제품이 흘러들어갈 수 있습니다.
• 절대로 농약 또는 기타 잔디 및 정원 제품을
배수구에 쏟아 부어서는 안됩니다.

✔ 필요에 적합한 제품을 구매하십시오.
• 작
 업에 적합한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라벨을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시간,
돈을 절약하고 실패를 없앨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이 필요한 제품만을 구매하십시오. 너무
많이 구매한 경우, 라벨 지침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제품을 전달하십시오. 오랜
기간 동안 저장하는 경우, 일부 제품은 효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용량은 좋은 제품이 아닙니다.
• 적당한 양을 사용하십시오. 라벨에서는 사용할
정확한 양을 표시합니다. 더 많이 사용하면,
제품, 돈을 남용할 수 있으며, 사람, 애완동물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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