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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1. 항상 읽고 이해하고 따르십시오. 레이블을  사용하기 
    전에 지침을 따르십시오. 모든 화학 물질.

2. 항상 P.P.E를 사용하여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3. 항상 화학 물질을 제거하십시오 직업을 수행 한 후 
    청소.

4. 무인 화학 물질을 절대로 남기지 마십시오. 특히, 
    아이들이 접근 할 수 있다면.

5. 화학 물질을 레이블 또는 컨테이너없이 병.

6. 화학 물질을 혼합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강력한.



국제 및 유럽 경고 표지판

해로운
현장에서 제한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흡입했을 때의 건강 또는 피부의 침투.
자극
염증과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직접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접촉 할 때, 또는
피부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흡입 될 수 있습니다.

독성
매우 독성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흡입시 심각한 또는 심
지어 사망 섭취 또는 피부 침투.

신랄한
피부 접촉시 생체 조직의 화상이나 파괴를 일으킬 
수 있음.

인화성
극도의 인화성
내화 지역에서만 사용하십시오.
끓는 점 35 ℃ 이하.
극히 가연성 및 기체 성.
인화점 0 ° C 이하
고인 화성
방염 지역에서만 사용하십시오.
인화점 21 c 미만

건강에 위험한 위험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시 중대한 건강 영향을 초
래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해롭다.
독성 / 매우 독성 수생 생물
환경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물.

분진이나 스프레이 또는 증기를 흡입하지 마십시오.
피부와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음주, 식사 또는 흡연 전에 잘 씻으십시오. 눈과의 접촉
시 즉시 많은 양의 물로 씻어 내고 의사의 도움을 받으십
시오.

적절한 보호 복, 눈, 얼굴 및 손보호를 착용하십시오.
피부에 닿았을 경우 즉시 물로 충분히 씻어 내십시오. 눈
과의 접촉시 즉시 많은 양의 물로 씻어 내고 의사의 도움
을 받으십시오.

적절한 보호 복, 눈, 얼굴 및 손보호를 착용하십시오.
오염 된 모든 의복을 즉시 제거하십시오.
피부에 닿았을 경우 즉시 물로 충분히 씻어 내십시오. 눈
에 접촉 된 경우 즉시 물로 15 분 동안 씻고 의사의 진료
를 받으십시오.

컨테이너가 저장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열 및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십시오.
증기 나 분무를 흡입하지 마십시오.
보호 할 행동을 취하십시오. 정전기 방전.

야외에서나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서만 사용하십시오. 호
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보호 장갑, 의복,
눈과 얼굴 보호. 삼킨 경우 : 즉시 의사의 진단을받을 것. 
용기 또는 라벨을 보일 것. 구토를 유도하지 마십시오. 피
부 (또는 모발)에 묻 으면 : 즉시 모든 오염 된 의복. 
물로 피부를 헹구십시오. 에서 석방하지 마라. 환경.

자연 환경에 노출 됨으로써 통제 됨.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안내서는 HSE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hse.gov.uk/chemical-classification/labelling-packaging/hazard-symbols-hazard-pictograms.htm

COSHH
건강에 유해한 물질의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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