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서식[ 47 2 ]■  

이 요약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29 2 「 」 

행규칙 제 조의 에 따라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며31 2 ,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업 상호 명칭( ) 세창인스트루먼트 주( )

판매업 주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길 구로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26 5 1303( , )

판매업 대표전화 02-6292-1000

유해화학물질  

정보

물질명 중크롬산칼륨

고유번호 

또는 CAS 

No.

7778-50-9

용도 Reagent

취급 기준 준수

취급시설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 ,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운전 시 먼지 흄 또는 미스트를 발생하는 경. , 

우 공기 오염이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시오 이 물질을 저장, . 

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화학사고 

예방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 

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피부 또는 머리카락 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 . ( )

복은 벗으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 샤워하시오 뜨거운 물질인 경우. / . , 

열을 없애기 위해 영향을 받은 부위를 다량의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씻어

내시오 과량의 먼지 또는 흄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 

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조치를 취하시오 삼켰다면 입을 씻어내. 

시오 토하게 하려 하지 마시오. .

보관 저장·

열 스파크 화염 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금연 의복 가연성 물질로부터 , , , ( ) : 

격리 보관하시오 원래의 용기에만 보관하시오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 . . 

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금속부식성 물질이므로 제조자 또는 행. (

정관청에서 정한 내부식성 용기에 보관하시오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 . 

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운반

번호UN : 2923

유해화학물질 운전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유해화학

물질관리자이어야 함 용기를 차량에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밀폐된 적재함 . , 

또는 운반대를 이용하여 용기를 적재할 것

기타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

될 수 있음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 . , , , 

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백상지 또는 중질지210mm×297mm[ (80g/ ) (80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