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음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 
 
보호 장갑 / 보호 복 / 눈 보호구를 착용 할 것 

분진/흄이를(을) 흡입하지 마시오 

삼킨 경우: 입을 헹굴 것. 구토를 유도하지 말 것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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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 
 
보호 장갑 / 보호 복 / 눈 보호구를 착용 할 것 

분진/흄이를(을) 흡입하지 마시오 

삼킨 경우: 입을 헹굴 것. 구토를 유도하지 말 것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음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 
 
보호 장갑 / 보호 복 / 눈 보호구를 착용 할 것 

분진/흄이를(을) 흡입하지 마시오 

삼킨 경우: 입을 헹굴 것. 구토를 유도하지 말 것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음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 
 
보호 장갑 / 보호 복 / 눈 보호구를 착용 할 것 

분진/흄이를(을) 흡입하지 마시오 

삼킨 경우: 입을 헹굴 것. 구토를 유도하지 말 것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Hafnium Tetrachlo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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