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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화학제품과 제조회사 정보화학제품과 제조회사 정보화학제품과 제조회사 정보화학제품과 제조회사 정보

가 제 품 명가 제 품 명가 제 품 명가 제 품 명.... FIre Cote XFIre Cote XFIre Cote XFIre Cote X 220220220220 시간 보용시간 보용시간 보용시간 보용(2 )(2 )(2 )(2 )

나 일반적인 특성나 일반적인 특성나 일반적인 특성나 일반적인 특성.... 시간 보용 내화도료 건축용도료 아크릴수지계 도료시간 보용 내화도료 건축용도료 아크릴수지계 도료시간 보용 내화도료 건축용도료 아크릴수지계 도료시간 보용 내화도료 건축용도료 아크릴수지계 도료2 / /2 / /2 / /2 / /

다 제품의 용도다 제품의 용도다 제품의 용도다 제품의 용도.... 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용 도료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용 도료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용 도료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용 도료(BASE COAT)(BASE COAT)(BASE COAT)(BASE COAT)

라 유해성 분류라 유해성 분류라 유해성 분류라 유해성 분류.... 유해물질 인화성물질유해물질 인화성물질유해물질 인화성물질유해물질 인화성물질////

제조자 정보제조자 정보제조자 정보제조자 정보 주 한두화이어코트 경남 김해시 어방동주 한두화이어코트 경남 김해시 어방동주 한두화이어코트 경남 김해시 어방동주 한두화이어코트 경남 김해시 어방동( ) , 1048- 12( ) , 1048- 12( ) , 1048- 12( ) , 1048- 12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 055- 321- 4700( ) 055- 321- 4700( ) 055- 321- 4700( ) 055- 321- 4700

공급자 정보공급자 정보공급자 정보공급자 정보 주 한두화이어코트 경남 김해시 어방동주 한두화이어코트 경남 김해시 어방동주 한두화이어코트 경남 김해시 어방동주 한두화이어코트 경남 김해시 어방동( ) , 1048- 12( ) , 1048- 12( ) , 1048- 12( ) , 1048- 12

유해성 위험성유해성 위험성유해성 위험성유해성 위험성2.2.2.2. ••••
가 유해성 위험성 분류가 유해성 위험성 분류가 유해성 위험성 분류가 유해성 위험성 분류. -. -. -. -

폭발성물질폭발성물질폭발성물질폭발성물질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급성독성 경구급성독성 경구급성독성 경구급성독성 경구( )( )( )( ) 4444

인화성가스인화성가스인화성가스인화성가스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급성독성 경피급성독성 경피급성독성 경피급성독성 경피( )( )( )( ) 4444

인화성에어로즐인화성에어로즐인화성에어로즐인화성에어로즐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급성독성 흡입 가스급성독성 흡입 가스급성독성 흡입 가스급성독성 흡입 가스( - )( - )( - )( - )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산화성가스산화성가스산화성가스산화성가스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급성독성 흡입 증기급성독성 흡입 증기급성독성 흡입 증기급성독성 흡입 증기( - )( - )( - )( - )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고압가스고압가스고압가스고압가스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급성독성 흡입 분진 미스트급성독성 흡입 분진 미스트급성독성 흡입 분진 미스트급성독성 흡입 분진 미스트( - / )( - / )( - / )( - / )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인화성액체인화성액체인화성액체인화성액체 3333 피부 부식성 자극성피부 부식성 자극성피부 부식성 자극성피부 부식성 자극성//// 2222

인화성고체인화성고체인화성고체인화성고체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심한 눈 손상성 자극성심한 눈 손상성 자극성심한 눈 손상성 자극성심한 눈 손상성 자극성//// 2222

자기반응성물질 및 혼합물자기반응성물질 및 혼합물자기반응성물질 및 혼합물자기반응성물질 및 혼합물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호흡기 과민성호흡기 과민성호흡기 과민성호흡기 과민성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자연발화성액체자연발화성액체자연발화성액체자연발화성액체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피부 과민성피부 과민성피부 과민성피부 과민성 1111

자연발화성고체자연발화성고체자연발화성고체자연발화성고체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세포 변이원성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자기발열성물질 및 혼합물자기발열성물질 및 혼합물자기발열성물질 및 혼합물자기발열성물질 및 혼합물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발암성발암성발암성발암성 2222

물반응성물질 및 혼합물물반응성물질 및 혼합물물반응성물질 및 혼합물물반응성물질 및 혼합물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생식독성생식독성생식독성생식독성 1111

산화성액체산화성액체산화성액체산화성액체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특정표적장기 독성 회노출특정표적장기 독성 회노출특정표적장기 독성 회노출특정표적장기 독성 회노출- 1- 1- 1- 1 3333

산화성고체산화성고체산화성고체산화성고체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특정표적장기 독성 반복노출특정표적장기 독성 반복노출특정표적장기 독성 반복노출특정표적장기 독성 반복노출---- 1111

유기과산화물유기과산화물유기과산화물유기과산화물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흡인유해성흡인유해성흡인유해성흡인유해성 1111

금속부식성물질금속부식성물질금속부식성물질금속부식성물질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수생환경유해성수생환경유해성수생환경유해성수생환경유해성 2222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시 항목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시 항목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시 항목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시 항목....

그림문자그림문자그림문자그림문자1)1)1)1)

신호어신호어신호어신호어2)2)2)2) 위험 경고위험 경고위험 경고위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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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위험문구유해성 위험문구유해성 위험문구유해성 위험문구3) ,3) ,3) ,3) , 인화성 액체 및 증기인화성 액체 및 증기인화성 액체 및 증기인화성 액체 및 증기- H226 .- H226 .- H226 .- H226 .

삼키면 유해함삼키면 유해함삼키면 유해함삼키면 유해함- H302 .- H302 .- H302 .- H302 .

피부와 접촉하면 유해함피부와 접촉하면 유해함피부와 접촉하면 유해함피부와 접촉하면 유해함- H312 .- H312 .- H312 .- H312 .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피부에 자극을 일으킴피부에 자극을 일으킴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15 .- H315 .- H315 .- H315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319 .- H319 .- H319 .- H319 .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H335 .- H335 .- H335 .- H335 .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H371 .- H371 .- H371 .- H371 .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되면 신체에 손상을 일으킴장기간 또는 반복노출되면 신체에 손상을 일으킴장기간 또는 반복노출되면 신체에 손상을 일으킴장기간 또는 반복노출되면 신체에 손상을 일으킴H372 .H372 .H372 .H372 .

예방조치문구예방조치문구예방조치문구예방조치문구4)4)4)4)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 P264 .- P264 .- P264 .- P264 .

이 제품을 사용시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이 제품을 사용시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이 제품을 사용시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이 제품을 사용시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270 , .- P270 , .- P270 , .- P270 , .

보호장갑 보호의 및 눈 안면 보호구를 착용하시오보호장갑 보호의 및 눈 안면 보호구를 착용하시오보호장갑 보호의 및 눈 안면 보호구를 착용하시오보호장갑 보호의 및 눈 안면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P280 , / .- P280 , / .- P280 , / .- P280 , / .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 의사 의 도움을 받으시오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 의사 의 도움을 받으시오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 의사 의 도움을 받으시오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 의사 의 도움을 받으시오- P312 ( ) .- P312 ( ) .- P312 ( ) .- P312 ( )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세척 처치를 하시오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세척 처치를 하시오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세척 처치를 하시오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세척 처치를 하시오- P321 .- P321 .- P321 .- P321 .

다량의 비누와 물로 세척 조치를 하시오다량의 비누와 물로 세척 조치를 하시오다량의 비누와 물로 세척 조치를 하시오다량의 비누와 물로 세척 조치를 하시오- P322 .- P322 .- P322 .- P322 .

다시 사용전 오염된 의류는 세척하시오다시 사용전 오염된 의류는 세척하시오다시 사용전 오염된 의류는 세척하시오다시 사용전 오염된 의류는 세척하시오- P363 .- P363 .- P363 .- P363 .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언 주의를 받으시오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언 주의를 받으시오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언 주의를 받으시오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언 주의를 받으시오- P332+P313 , .- P332+P313 , .- P332+P313 , .- P332+P313 ,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3.3.3.3.
화학물질명화학물질명화학물질명화학물질명 번호번호번호번호CASCASCASCAS 함유량함유량함유량함유량 이 명이 명이 명이 명

아크릴수지아크릴수지아크릴수지아크릴수지 ---- 1 - 15%1 - 15%1 - 15%1 - 15% ----

XYLENEXYLENEXYLENEXYLENE 1330- 20- 71330- 20- 71330- 20- 71330- 20- 7 10 - 20%10 - 20%10 - 20%10 - 20% 다이메틸벤젠다이메틸벤젠다이메틸벤젠다이메틸벤젠

PentaerythritolPentaerythritolPentaerythritolPentaerythritol 115- 77- 5115- 77- 5115- 77- 5115- 77- 5 1 - 10%1 - 10%1 - 10%1 - 10% 펜타펜타펜타펜타

MelamineMelamineMelamineMelamine 108- 78- 1108- 78- 1108- 78- 1108- 78- 1 1 - 10%1 - 10%1 - 10%1 - 10% 트리아진 트리아민트리아진 트리아민트리아진 트리아민트리아진 트리아민1,3,5- - 2,4,6-1,3,5- - 2,4,6-1,3,5- - 2,4,6-1,3,5- - 2,4,6-

Ammonium PolyphosphateAmmonium PolyphosphateAmmonium PolyphosphateAmmonium Polyphosphate 68333- 79- 968333- 79- 968333- 79- 968333- 79- 9 21 30%21 30%21 30%21 30%–––– 암모늄 폴리인산염암모늄 폴리인산염암모늄 폴리인산염암모늄 폴리인산염

Chlorinated ParaffinChlorinated ParaffinChlorinated ParaffinChlorinated Paraffin 63449- 39- 863449- 39- 863449- 39- 863449- 39- 8 1 - 10%1 - 10%1 - 10%1 - 10% 염화파라핀염화파라핀염화파라핀염화파라핀

Titanium DioxideTitanium DioxideTitanium DioxideTitanium Dioxide 13463- 67- 713463- 67- 713463- 67- 713463- 67- 7 1 - 10%1 - 10%1 - 10%1 - 10% 루타일루타일루타일루타일

영업비밀영업비밀영업비밀영업비밀 ---- 1 - 10%1 - 10%1 - 10%1 - 10% ----

응급조치 요령응급조치 요령응급조치 요령응급조치 요령4.

가 눈에 들어 갔을 때가 눈에 들어 갔을 때가 눈에 들어 갔을 때가 눈에 들어 갔을 때.... 눈 접촉시 분 이상 많은 양의 물로 씻어 내시오눈 접촉시 분 이상 많은 양의 물로 씻어 내시오눈 접촉시 분 이상 많은 양의 물로 씻어 내시오눈 접촉시 분 이상 많은 양의 물로 씻어 내시오- 15 .- 15 .- 15 .- 15 .

눈에 화학물질이 들어간 경우 즉시 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받으시오눈에 화학물질이 들어간 경우 즉시 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받으시오눈에 화학물질이 들어간 경우 즉시 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받으시오눈에 화학물질이 들어간 경우 즉시 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받으시오- .- .- .-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오염된 의류와 신발을 벗기고 분 이상 비눗물로 씻어 내시오오염된 의류와 신발을 벗기고 분 이상 비눗물로 씻어 내시오오염된 의류와 신발을 벗기고 분 이상 비눗물로 씻어 내시오오염된 의류와 신발을 벗기고 분 이상 비눗물로 씻어 내시오- 15 .- 15 .- 15 .- 15 .

피부 이상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피부 이상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피부 이상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피부 이상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 .- .

화학물질에 오염된 의류와 신발은 다시 사용하기 전에 세탁하시오화학물질에 오염된 의류와 신발은 다시 사용하기 전에 세탁하시오화학물질에 오염된 의류와 신발은 다시 사용하기 전에 세탁하시오화학물질에 오염된 의류와 신발은 다시 사용하기 전에 세탁하시오- .- .- .- .
다 흡입했을 때다 흡입했을 때다 흡입했을 때다 흡입했을 때.... 노출지역으로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 안정을노출지역으로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 안정을노출지역으로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 안정을노출지역으로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 안정을----

취하게 한다취하게 한다취하게 한다취하게 한다....

호흡이 없으면 인공호흡을 실시한다호흡이 없으면 인공호흡을 실시한다호흡이 없으면 인공호흡을 실시한다호흡이 없으면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 .- .- .

구토물을 삼키지 않도록 한다구토물을 삼키지 않도록 한다구토물을 삼키지 않도록 한다구토물을 삼키지 않도록 한다- .- .- .- .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한다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한다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한다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한다- .- .- .- .
라 먹었을 때라 먹었을 때라 먹었을 때라 먹었을 때.... 호흡장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억지로 구토를 유도하지 않도록 한다호흡장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억지로 구토를 유도하지 않도록 한다호흡장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억지로 구토를 유도하지 않도록 한다호흡장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억지로 구토를 유도하지 않도록 한다- .- .- .- .

의식이 없거나 경련이 발생할 경우 아무것도 먹이지 않도록 한다의식이 없거나 경련이 발생할 경우 아무것도 먹이지 않도록 한다의식이 없거나 경련이 발생할 경우 아무것도 먹이지 않도록 한다의식이 없거나 경련이 발생할 경우 아무것도 먹이지 않도록 한다- .- .- .- .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한다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한다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한다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한다- .- .- .- .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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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화재시 대처 방법폭발 화재시 대처 방법폭발 화재시 대처 방법폭발 화재시 대처 방법5. ,

가 적절한 부적절한 소화제가 적절한 부적절한 소화제가 적절한 부적절한 소화제가 적절한 부적절한 소화제. ( ). ( ). ( ). ( )

적절한 소화제적절한 소화제적절한 소화제적절한 소화제1)1)1)1) 물 이산화탄소 일반적인 포말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물 이산화탄소 일반적인 포말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물 이산화탄소 일반적인 포말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물 이산화탄소 일반적인 포말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 , , , ,- , , , ,- , , , ,- , , , ,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부적절한 소화제부적절한 소화제부적절한 소화제부적절한 소화제2)2)2)2)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 .- .- .
대형 화재시대형 화재시대형 화재시대형 화재시3)3)3)3) 일반적인 소화약제를 사용하거나 미세한 물 분무로 살수 할 것일반적인 소화약제를 사용하거나 미세한 물 분무로 살수 할 것일반적인 소화약제를 사용하거나 미세한 물 분무로 살수 할 것일반적인 소화약제를 사용하거나 미세한 물 분무로 살수 할 것- .- .- .- .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특정 유해성특정 유해성특정 유해성

열분해 생성물열분해 생성물열분해 생성물열분해 생성물1)1)1)1) 탄소 산화물 질소 산화물탄소 산화물 질소 산화물탄소 산화물 질소 산화물탄소 산화물 질소 산화물- ,- ,- ,- ,
화재 및 폭발위험화재 및 폭발위험화재 및 폭발위험화재 및 폭발위험2)2)2)2) 경미한 화재 위험경미한 화재 위험경미한 화재 위험경미한 화재 위험- .- .- .- .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및 예방조치및 예방조치및 예방조치

위험없이 할 수 있으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킬 것위험없이 할 수 있으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킬 것위험없이 할 수 있으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킬 것위험없이 할 수 있으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킬 것- .- .- .- .

누출된 물질에 고압 물줄기를 뿌려 비산 되지 않도록 할 것누출된 물질에 고압 물줄기를 뿌려 비산 되지 않도록 할 것누출된 물질에 고압 물줄기를 뿌려 비산 되지 않도록 할 것누출된 물질에 고압 물줄기를 뿌려 비산 되지 않도록 할 것- .- .- .- .

물질 자체 또는 연소 생상물의 흡입을 피할 것물질 자체 또는 연소 생상물의 흡입을 피할 것물질 자체 또는 연소 생상물의 흡입을 피할 것물질 자체 또는 연소 생상물의 흡입을 피할 것- .- .- .- .

바람을 등지고 있도록 하고 저지대를 피할 것바람을 등지고 있도록 하고 저지대를 피할 것바람을 등지고 있도록 하고 저지대를 피할 것바람을 등지고 있도록 하고 저지대를 피할 것- .- .- .- .

누출사고시 대처방법누출사고시 대처방법누출사고시 대처방법누출사고시 대처방법6.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조치사항 및 보호구조치사항 및 보호구조치사항 및 보호구

피복이나 인체에 접촉을 피하고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증기 흡입을피복이나 인체에 접촉을 피하고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증기 흡입을피복이나 인체에 접촉을 피하고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증기 흡입을피복이나 인체에 접촉을 피하고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증기 흡입을----

피 할 것피 할 것피 할 것피 할 것....

오염된 의복은 갈아 입어야함오염된 의복은 갈아 입어야함오염된 의복은 갈아 입어야함오염된 의복은 갈아 입어야함- .- .- .- .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

대기중 유출대기중 유출대기중 유출대기중 유출1)1)1)1) 물 분무를 사용하여 증기의 발생을 감소시킬 것물 분무를 사용하여 증기의 발생을 감소시킬 것물 분무를 사용하여 증기의 발생을 감소시킬 것물 분무를 사용하여 증기의 발생을 감소시킬 것- .- .- .- .
토양 유출토양 유출토양 유출토양 유출2)2)2)2) 보관을 위하여 연못 웅덩이 또는 피트와 같은 수용지역을 확보할 것보관을 위하여 연못 웅덩이 또는 피트와 같은 수용지역을 확보할 것보관을 위하여 연못 웅덩이 또는 피트와 같은 수용지역을 확보할 것보관을 위하여 연못 웅덩이 또는 피트와 같은 수용지역을 확보할 것- , .- , .- , .- , .

추후 처리를 위한 제방을 축조할 것추후 처리를 위한 제방을 축조할 것추후 처리를 위한 제방을 축조할 것추후 처리를 위한 제방을 축조할 것- .- .- .- .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킬 것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킬 것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킬 것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킬 것- .- .- .- .
수중 유출수중 유출수중 유출수중 유출3)3)3)3) 흡수성 시트 또는 누출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패드나 쿠션으로 덮을 것흡수성 시트 또는 누출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패드나 쿠션으로 덮을 것흡수성 시트 또는 누출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패드나 쿠션으로 덮을 것흡수성 시트 또는 누출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패드나 쿠션으로 덮을 것- .- .- .- .

세제 비누 알코올 또는 기타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것세제 비누 알코올 또는 기타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것세제 비누 알코올 또는 기타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것세제 비누 알코올 또는 기타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것- , , .- , , .- , , .- , , .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소량 누출소량 누출소량 누출소량 누출1)1)1)1)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킬 것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킬 것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킬 것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킬 것- .- .- .- .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할 것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할 것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할 것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할 것- .- .- .- .
대량 누출대량 누출대량 누출대량 누출2)2)2)2)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취급 및 저장방법취급 및 저장방법취급 및 저장방법취급 및 저장방법7.

가 안전취급요령가 안전취급요령가 안전취급요령가 안전취급요령.... 보호장비를 착용하시오보호장비를 착용하시오보호장비를 착용하시오보호장비를 착용하시오- .- .- .- .

화원 열 발생 및 스파크를 주의하시오화원 열 발생 및 스파크를 주의하시오화원 열 발생 및 스파크를 주의하시오화원 열 발생 및 스파크를 주의하시오- .- .- .- .••••

큰 충격과 압력을 주의하시오큰 충격과 압력을 주의하시오큰 충격과 압력을 주의하시오큰 충격과 압력을 주의하시오- .- .- .- .
나 안전한 저장방법나 안전한 저장방법나 안전한 저장방법나 안전한 저장방법....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반드시 뚜껑을 밀폐 한 후에 보관한다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반드시 뚜껑을 밀폐 한 후에 보관한다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반드시 뚜껑을 밀폐 한 후에 보관한다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반드시 뚜껑을 밀폐 한 후에 보관한다- .- .- .- .

---- 직사광선을 피해 냉암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하여야 함직사광선을 피해 냉암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하여야 함직사광선을 피해 냉암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하여야 함직사광선을 피해 냉암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하여야 함....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불 열원 스파크 점화원 등으로부터화재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불 열원 스파크 점화원 등으로부터화재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불 열원 스파크 점화원 등으로부터화재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불 열원 스파크 점화원 등으로부터- , , ,- , , ,- , , ,- , , ,

격리 시킬 것격리 시킬 것격리 시킬 것격리 시킬 것....

식료품 사료 의학품 음식과 혼합 저장하지 않는다식료품 사료 의학품 음식과 혼합 저장하지 않는다식료품 사료 의학품 음식과 혼합 저장하지 않는다식료품 사료 의학품 음식과 혼합 저장하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혼합시 반응이 일어날 물질과 격리하여 저장한다혼합시 반응이 일어날 물질과 격리하여 저장한다혼합시 반응이 일어날 물질과 격리하여 저장한다혼합시 반응이 일어날 물질과 격리하여 저장한다- .- .- .- .

저장창고에서는 화기취급이나 흡연을 금지한다저장창고에서는 화기취급이나 흡연을 금지한다저장창고에서는 화기취급이나 흡연을 금지한다저장창고에서는 화기취급이나 흡연을 금지한다- .- .- .- .

환경안전 관련 법령을 따를 것환경안전 관련 법령을 따를 것환경안전 관련 법령을 따를 것환경안전 관련 법령을 따를 것-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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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8.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 ,. ,

구 성 성 분구 성 성 분구 성 성 분구 성 성 분 번호번호번호번호CAS 국내규정국내규정국내규정국내규정 규정규정규정규정ACGHI

아크릴수지아크릴수지아크릴수지아크릴수지 -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XYLENE 1330-20-7
TWA 100ppm, 435mg/–––– ㎡㎡㎡㎡

STEL-150ppm, 655mg/㎡㎡㎡㎡

YLV-TWA-100ppm, 435mg/㎡㎡㎡㎡

STEL-150ppm, 655mg/㎡㎡㎡㎡

Pentaerythritol 115-77-5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Melamine 108-78-1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Ammonium Polyphosphate 68333-79-9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Chlorinated Paraffin 63449-39-8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Titanium Dioxide 13463-67-7 TWA 10mg/–––– ㎡㎡㎡㎡ YLV-TWA-10mg/㎡㎡㎡㎡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환기시설이 허용농도 이하가되도록 함환기시설이 허용농도 이하가되도록 함환기시설이 허용농도 이하가되도록 함환기시설이 허용농도 이하가되도록 함- .- .- .- .

단 허용농도 초과시 국부적 배기시설 설치단 허용농도 초과시 국부적 배기시설 설치단 허용농도 초과시 국부적 배기시설 설치단 허용농도 초과시 국부적 배기시설 설치( , )( , )( , )( , )
다 개인보호구다 개인보호구다 개인보호구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호흡기 보호호흡기 보호호흡기 보호1)1)1)1) 고농도의 증기흡입 예상시 적절한 호흡보호구 착용고농도의 증기흡입 예상시 적절한 호흡보호구 착용고농도의 증기흡입 예상시 적절한 호흡보호구 착용고농도의 증기흡입 예상시 적절한 호흡보호구 착용- .- .- .-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 안 마크 을 필할 것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 안 마크 을 필할 것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 안 마크 을 필할 것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 안 마크 을 필할 것- ( ) .- ( ) .- ( ) .- ( ) .
눈 보호눈 보호눈 보호눈 보호2)2)2)2) 보안경 보안면 착용보안경 보안면 착용보안경 보안면 착용보안경 보안면 착용- (Chemical goggles), .- (Chemical goggles), .- (Chemical goggles), .- (Chemical goggles), .
손 보호손 보호손 보호손 보호3)3)3)3) 손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내화학성 보호장갑 착용손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내화학성 보호장갑 착용손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내화학성 보호장갑 착용손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내화학성 보호장갑 착용- .- .- .- .
신체 보호신체 보호신체 보호신체 보호4)4)4)4) 불 침투성 보호의와 안전화 착용불 침투성 보호의와 안전화 착용불 침투성 보호의와 안전화 착용불 침투성 보호의와 안전화 착용- .- .- .- .

물리화학적 특징물리화학적 특징물리화학적 특징물리화학적 특징9.

가 외관가 외관가 외관가 외관.... 백색 점조액체백색 점조액체백색 점조액체백색 점조액체....
나 냄새나 냄새나 냄새나 냄새.... 독특한 탄화수소류 냄새독특한 탄화수소류 냄새독특한 탄화수소류 냄새독특한 탄화수소류 냄새....
다 냄새역치다 냄새역치다 냄새역치다 냄새역치....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라라라라. pH. pH. pH. pH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마 녹는점 어는점마 녹는점 어는점마 녹는점 어는점마 녹는점 어는점. /. /. /. /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사 인화점사 인화점사 인화점사 인화점.... 33333333℃℃℃℃
아 증발속도아 증발속도아 증발속도아 증발속도....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 인화성 고체 기체자 인화성 고체 기체자 인화성 고체 기체자 인화성 고체 기체. ( , ). ( , ). ( , ). ( , )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차차차차.... 인화 또는 폭발범위의 상한 하안인화 또는 폭발범위의 상한 하안인화 또는 폭발범위의 상한 하안인화 또는 폭발범위의 상한 하안////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카 증기업카 증기업카 증기업카 증기업....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파 증기밀도파 증기밀도파 증기밀도파 증기밀도....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하 비중하 비중하 비중하 비중.... 1.30± 0.2 at 251.30± 0.2 at 251.30± 0.2 at 251.30± 0.2 at 25℃℃℃℃
거 옥탄올 물분배계수거 옥탄올 물분배계수거 옥탄올 물분배계수거 옥탄올 물분배계수. n- /. n- /. n- /. n- /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너 자연발화온도너 자연발화온도너 자연발화온도너 자연발화온도....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더 분해온도더 분해온도더 분해온도더 분해온도....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러 점도러 점도러 점도러 점도.... 이상이상이상이상5,000CPS5,000CPS5,000CPS5,000CPS
머 분자량머 분자량머 분자량머 분자량....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안정성 및 반응성안정성 및 반응성안정성 및 반응성안정성 및 반응성10.

가 화학적 안정성가 화학적 안정성가 화학적 안정성가 화학적 안정성.... 상온 상업에서 안정함상온 상업에서 안정함상온 상업에서 안정함상온 상업에서 안정함- .- .- .- .
나 유해반응의 가능성나 유해반응의 가능성나 유해반응의 가능성나 유해반응의 가능성.... 중합하지 않음중합하지 않음중합하지 않음중합하지 않음- .- .- .- .
다 피해야할 조건다 피해야할 조건다 피해야할 조건다 피해야할 조건.... 열 스파크 화염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열 스파크 화염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열 스파크 화염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열 스파크 화염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 , ,- , , ,- , , ,- , , ,
라 피해야할 물질라 피해야할 물질라 피해야할 물질라 피해야할 물질.... 강산화제 가연성물질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기타 유독한 탄소산화물강산화제 가연성물질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기타 유독한 탄소산화물강산화제 가연성물질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기타 유독한 탄소산화물강산화제 가연성물질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기타 유독한 탄소산화물- , , , ,- , , , ,- , , , ,- , , , ,
마 분해시 생성되는 물질마 분해시 생성되는 물질마 분해시 생성되는 물질마 분해시 생성되는 물질....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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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에 관한 정보독성에 관한 정보독성에 관한 정보독성에 관한 정보11.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경로에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경로에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경로에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경로에....

관한 정보관한 정보관한 정보관한 정보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 .- .- .

나 건강 유해성 정보나 건강 유해성 정보나 건강 유해성 정보나 건강 유해성 정보....

관용명 및 이명관용명 및 이명관용명 및 이명관용명 및 이명
급성독성급성독성급성독성급성독성

경구경구경구경구 경피경피경피경피 흡입흡입흡입흡입

아크릴 수지아크릴 수지아크릴 수지아크릴 수지 LD50>250,000mg/ kgLD50>250,000mg/ kgLD50>250,000mg/ kgLD50>250,000mg/ kg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XYLENEXYLENEXYLENEXYLENE 쥐쥐쥐쥐LD50( ) 3,500mg/kgLD50( ) 3,500mg/kgLD50( ) 3,500mg/kgLD50( ) 3,500mg/kg 토끼토끼토끼토끼LD50( ) 17,8ml/ kgLD50( ) 17,8ml/ kgLD50( ) 17,8ml/ kgLD50( ) 17,8ml/ kg 쥐쥐쥐쥐LCLo( ) 4,000ppm/ 4hLCLo( ) 4,000ppm/ 4hLCLo( ) 4,000ppm/ 4hLCLo( ) 4,000ppm/ 4h

PentaerythritolPentaerythritolPentaerythritolPentaerythritol 쥐쥐쥐쥐LD50( ) 2,000mg/kgLD50( ) 2,000mg/kgLD50( ) 2,000mg/kgLD50( ) 2,000mg/kg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MelamineMelamineMelamineMelamine 쥐쥐쥐쥐LD50( ) 3161mg/ kgLD50( ) 3161mg/ kgLD50( ) 3161mg/ kgLD50( ) 3161mg/ kg 토끼토끼토끼토끼LD50( )>1,000mg/kgLD50( )>1,000mg/kgLD50( )>1,000mg/kgLD50( )>1,000mg/kg LC50 3248mg/ mLC50 3248mg/ mLC50 3248mg/ mLC50 3248mg/ m 2222

Ammonium PolyphosphateAmmonium PolyphosphateAmmonium PolyphosphateAmmonium Polyphosphate 쥐쥐쥐쥐LD50( ) 2,000mg/kgLD50( ) 2,000mg/kgLD50( ) 2,000mg/kgLD50( ) 2,000mg/kg 쥐쥐쥐쥐LD50( ) 5,000mg/ kgLD50( ) 5,000mg/ kgLD50( ) 5,000mg/ kgLD50( ) 5,000mg/ kg 쥐쥐쥐쥐LC50( ) 5.09mg/ l 4hrLC50( ) 5.09mg/ l 4hrLC50( ) 5.09mg/ l 4hrLC50( ) 5.09mg/ l 4hr

Chlorinated ParaffinChlorinated ParaffinChlorinated ParaffinChlorinated Paraffin 쥐쥐쥐쥐LD50( ) 11,700mg/kgLD50( ) 11,700mg/kgLD50( ) 11,700mg/kgLD50( ) 11,700mg/kg 토끼토끼토끼토끼LD50( ) 10,000mg/kgLD50( ) 10,000mg/kgLD50( ) 10,000mg/kgLD50( ) 10,000mg/kg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Titanium DioxideTitanium DioxideTitanium DioxideTitanium Dioxide 쥐쥐쥐쥐LD50( ) 10,000mg/kgLD50( ) 10,000mg/kgLD50( ) 10,000mg/kgLD50( ) 10,000mg/kg 토끼토끼토끼토끼LD50( ) 10,000mg/kgLD50( ) 10,000mg/kgLD50( ) 10,000mg/kgLD50( ) 10,000mg/kg 쥐쥐쥐쥐LC50( )>6.82mg/ l 4hrLC50( )>6.82mg/ l 4hrLC50( )>6.82mg/ l 4hrLC50( )>6.82mg/ l 4hr

관용명 및 이명관용명 및 이명관용명 및 이명관용명 및 이명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아크릴 수지아크릴 수지아크릴 수지아크릴 수지 구분구분구분구분2222

XYLENEXYLENEXYLENEXYLENE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PentaerythritolPentaerythritolPentaerythritolPentaerythritol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MelamineMelamineMelamineMelamine 인체 무자극인체 무자극인체 무자극인체 무자극////

Ammonium PolyphosphateAmmonium PolyphosphateAmmonium PolyphosphateAmmonium Polyphosphate 약한자극성약한자극성약한자극성약한자극성....

Chlorinated ParaffinChlorinated ParaffinChlorinated ParaffinChlorinated Paraffin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Titanium DioxideTitanium DioxideTitanium DioxideTitanium Dioxide 토끼에서 피부 자극성 시험결과 약한 자극성 혹은 비자극성토끼에서 피부 자극성 시험결과 약한 자극성 혹은 비자극성토끼에서 피부 자극성 시험결과 약한 자극성 혹은 비자극성토끼에서 피부 자극성 시험결과 약한 자극성 혹은 비자극성

관용명 및 이명관용명 및 이명관용명 및 이명관용명 및 이명 심한 눈 송상 또는 자극성심한 눈 송상 또는 자극성심한 눈 송상 또는 자극성심한 눈 송상 또는 자극성

아크릴 수지아크릴 수지아크릴 수지아크릴 수지 구분 급성 노출 만성 노출에 대한 자료 없음구분 급성 노출 만성 노출에 대한 자료 없음구분 급성 노출 만성 노출에 대한 자료 없음구분 급성 노출 만성 노출에 대한 자료 없음2A, , .2A, , .2A, , .2A, , .

XYLENEXYLENEXYLENEXYLENE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PentaerythritolPentaerythritolPentaerythritolPentaerythritol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MelamineMelamineMelamineMelamine 인체 무자극인체 무자극인체 무자극인체 무자극////

Ammonium PolyphosphateAmmonium PolyphosphateAmmonium PolyphosphateAmmonium Polyphosphate 약한 자극성에서 중간 자극성약한 자극성에서 중간 자극성약한 자극성에서 중간 자극성약한 자극성에서 중간 자극성

Chlorinated ParaffinChlorinated ParaffinChlorinated ParaffinChlorinated Paraffin 래빗 드레이즈테스트에서 경미한 자극성을 띔래빗 드레이즈테스트에서 경미한 자극성을 띔래빗 드레이즈테스트에서 경미한 자극성을 띔래빗 드레이즈테스트에서 경미한 자극성을 띔

Titanium DioxideTitanium DioxideTitanium DioxideTitanium Dioxide 토끼에서 안 자극성 시험 결과 약한 자극성토끼에서 안 자극성 시험 결과 약한 자극성토끼에서 안 자극성 시험 결과 약한 자극성토끼에서 안 자극성 시험 결과 약한 자극성

관용명 및 이명관용명 및 이명관용명 및 이명관용명 및 이명
과민성과민성과민성과민성 발암성발암성발암성발암성

호흡기호흡기호흡기호흡기 피부피부피부피부 KOSHAKOSHAKOSHAKOSHA ACGIHACGIHACGIHACGIH

아크릴 수지아크릴 수지아크릴 수지아크릴 수지 분류되지 않음분류되지 않음분류되지 않음분류되지 않음 분류되지 않음분류되지 않음분류되지 않음분류되지 않음 아니오아니오아니오아니오

XYLENEXYLENEXYLENEXYLENE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미규정미규정미규정미규정

A4A4A4A4

인체에 대한 조사인체에 대한 조사인체에 대한 조사인체에 대한 조사::::

결과 발암성 물질결과 발암성 물질결과 발암성 물질결과 발암성 물질

로 분류되지 않음로 분류되지 않음로 분류되지 않음로 분류되지 않음....

PentaerythritolPentaerythritolPentaerythritolPentaerythritol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MelamineMelamineMelamineMelamine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인체 무과민성인체 무과민성인체 무과민성인체 무과민성////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Ammonium PolyphosphateAmmonium PolyphosphateAmmonium PolyphosphateAmmonium Polyphosphate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Chlorinated ParaffinChlorinated ParaffinChlorinated ParaffinChlorinated Paraffin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Guinea pigGuinea pigGuinea pigGuinea pig

maximizationmaximizationmaximizationmaximization

에서 과민성을 띔에서 과민성을 띔에서 과민성을 띔에서 과민성을 띔testtesttesttest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Titanium DioxideTitanium DioxideTitanium DioxideTitanium Dioxide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사람에서 패치사람에서 패치사람에서 패치사람에서 패치

테스트결과 음성테스트결과 음성테스트결과 음성테스트결과 음성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A4A4A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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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명 및 이명관용명 및 이명관용명 및 이명관용명 및 이명 생식세포변이원성생식세포변이원성생식세포변이원성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생식독성생식독성생식독성

아크릴 수지아크릴 수지아크릴 수지아크릴 수지 분류되지 않음분류되지 않음분류되지 않음분류되지 않음 분류되지 않음분류되지 않음분류되지 않음분류되지 않음

XYLENEXYLENEXYLENEXYLENE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마우스의 최기형성 시험결과가 있고마우스의 최기형성 시험결과가 있고마우스의 최기형성 시험결과가 있고마우스의 최기형성 시험결과가 있고,,,,
어미 동물 독성이 나타나지 않은어미 동물 독성이 나타나지 않은어미 동물 독성이 나타나지 않은어미 동물 독성이 나타나지 않은

용량으로 태아에 영향을 나타냄용량으로 태아에 영향을 나타냄용량으로 태아에 영향을 나타냄용량으로 태아에 영향을 나타냄

PentaerythritolPentaerythritolPentaerythritolPentaerythritol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MelamineMelamineMelamineMelamine
인비트로 음성인비트로 음성인비트로 음성인비트로 음성- /- /- /- /
인비보 음성인비보 음성인비보 음성인비보 음성- /- /- /- /

독성 자료 있음독성 자료 있음독성 자료 있음독성 자료 있음....

Ammonium PolyphosphateAmmonium PolyphosphateAmmonium PolyphosphateAmmonium Polyphosphate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Chlorinated ParaffinChlorinated ParaffinChlorinated ParaffinChlorinated Paraffin
- In vitro Ames test- In vitro Ames test- In vitro Ames test- In vitro Ames test

시 음성시 음성시 음성시 음성(Salmonella typhimurium)(Salmonella typhimurium)(Salmonella typhimurium)(Salmonella typhimurium)
시 음성시 음성시 음성시 음성- In vivo Cytogenetic- In vivo Cytogenetic- In vivo Cytogenetic- In vivo Cytogenetic

수태후 일동안 래트 노출시수태후 일동안 래트 노출시수태후 일동안 래트 노출시수태후 일동안 래트 노출시6~ 196~ 196~ 196~ 19
제왕절개에서 태아기형의 발생률이제왕절개에서 태아기형의 발생률이제왕절개에서 태아기형의 발생률이제왕절개에서 태아기형의 발생률이

없음없음없음없음....

Titanium DioxideTitanium DioxideTitanium DioxideTitanium Dioxide
마우스 소핵시험 음성마우스 소핵시험 음성마우스 소핵시험 음성마우스 소핵시험 음성----
마우스 염색체이상시험 음성마우스 염색체이상시험 음성마우스 염색체이상시험 음성마우스 염색체이상시험 음성----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관용명 및 이명관용명 및 이명관용명 및 이명관용명 및 이명 특정 표기장기독성 회특정 표기장기독성 회특정 표기장기독성 회특정 표기장기독성 회(1 )(1 )(1 )(1 ) 특정 표기장기독성 반복특정 표기장기독성 반복특정 표기장기독성 반복특정 표기장기독성 반복( )( )( )( ) 흡인유해성흡인유해성흡인유해성흡인유해성

아크릴 수지아크릴 수지아크릴 수지아크릴 수지 분류되지 않음분류되지 않음분류되지 않음분류되지 않음 분류되지 않음분류되지 않음분류되지 않음분류되지 않음 분류되지 않음분류되지 않음분류되지 않음분류되지 않음

XYLENEXYLENEXYLENEXYLENE

중추신경계에 장애를중추신경계에 장애를중추신경계에 장애를중추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일으킬 수 있음일으킬 수 있음일으킬 수 있음....

흡입 시 중추신경계에흡입 시 중추신경계에흡입 시 중추신경계에흡입 시 중추신경계에----

영향으로 인해 마취작용영향으로 인해 마취작용영향으로 인해 마취작용영향으로 인해 마취작용

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일으킬 수 있음....

반복 장기간 노출 시반복 장기간 노출 시반복 장기간 노출 시반복 장기간 노출 시,,,,

표적장기로 신경계에표적장기로 신경계에표적장기로 신경계에표적장기로 신경계에

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

흡인 시 화학적 폐렴을흡인 시 화학적 폐렴을흡인 시 화학적 폐렴을흡인 시 화학적 폐렴을

야기할 수 있음야기할 수 있음야기할 수 있음야기할 수 있음....

PentaerythritolPentaerythritolPentaerythritolPentaerythritol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MelamineMelamineMelamineMelamine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래트 체중 감소래트 체중 감소래트 체중 감소래트 체중 감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Ammonium PolyphosphateAmmonium PolyphosphateAmmonium PolyphosphateAmmonium Polyphosphate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Chlorinated ParaffinChlorinated ParaffinChlorinated ParaffinChlorinated Paraffin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주 동안 래트 경우주 동안 래트 경우주 동안 래트 경우주 동안 래트 경우13131313

100,900,3750mg/ kg bw100,900,3750mg/ kg bw100,900,3750mg/ kg bw100,900,3750mg/ kg bw

노출시 어떤 노출조건이던노출시 어떤 노출조건이던노출시 어떤 노출조건이던노출시 어떤 노출조건이던

암컷의 간장에 자극적암컷의 간장에 자극적암컷의 간장에 자극적암컷의 간장에 자극적

변화와 괴사함변화와 괴사함변화와 괴사함변화와 괴사함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Titanium DioxideTitanium DioxideTitanium DioxideTitanium Dioxide 흄은 기도를 자극함흄은 기도를 자극함흄은 기도를 자극함흄은 기도를 자극함....

직업상 년 이상 노출된직업상 년 이상 노출된직업상 년 이상 노출된직업상 년 이상 노출된20202020

근로자에서 진폐증이 보고근로자에서 진폐증이 보고근로자에서 진폐증이 보고근로자에서 진폐증이 보고

됨됨됨됨....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환경에 미치는 영향환경에 미치는 영향환경에 미치는 영향환경에 미치는 영향12.

관용명 및 이명관용명 및 이명관용명 및 이명관용명 및 이명 어류어류어류어류 갑각류갑각류갑각류갑각류 조류조류조류조류

아크릴 수지아크릴 수지아크릴 수지아크릴 수지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XYLENEXYLENEXYLENEXYLENE LC50- 16mg/ L/ 96hLC50- 16mg/ L/ 96hLC50- 16mg/ L/ 96hLC50- 16mg/ L/ 96h EC50- 3.53mg/L/48hEC50- 3.53mg/L/48hEC50- 3.53mg/L/48hEC50- 3.53mg/L/48h EC50- 4.9mg/ L/ 72EC50- 4.9mg/ L/ 72EC50- 4.9mg/ L/ 72EC50- 4.9mg/ L/ 72
PentaerythritolPentaerythritolPentaerythritolPentaerythritol LC50 4060000mg/ l 96hLC50 4060000mg/ l 96hLC50 4060000mg/ l 96hLC50 4060000mg/ l 96h LC50 3170000mg/L 48hLC50 3170000mg/L 48hLC50 3170000mg/L 48hLC50 3170000mg/L 48h EC50 1520000mg/ l 96hEC50 1520000mg/ l 96hEC50 1520000mg/ l 96hEC50 1520000mg/ l 96h
MelamineMelamineMelamineMelamine LC50 2290.81mg/ l 96hLC50 2290.81mg/ l 96hLC50 2290.81mg/ l 96hLC50 2290.81mg/ l 96h LC50 6.884mg/ l 48hLC50 6.884mg/ l 48hLC50 6.884mg/ l 48hLC50 6.884mg/ l 48h EC50 2.675mg/ l 96hEC50 2.675mg/ l 96hEC50 2.675mg/ l 96hEC50 2.675mg/ l 96h
Ammonium PolyphosphateAmmonium PolyphosphateAmmonium PolyphosphateAmmonium Polyphosphate LC>123mg/ l 96hLC>123mg/ l 96hLC>123mg/ l 96hLC>123mg/ l 96h EC50 813mg/ l 48hEC50 813mg/ l 48hEC50 813mg/ l 48hEC50 813mg/ l 48h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Chlorinated ParaffinChlorinated ParaffinChlorinated ParaffinChlorinated Paraffin LC50 0.06ng/ l 96hLC50 0.06ng/ l 96hLC50 0.06ng/ l 96hLC50 0.06ng/ l 96h EC50 102mg/ l 24hEC50 102mg/ l 24hEC50 102mg/ l 24hEC50 102mg/ l 24h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Titanium DioxideTitanium DioxideTitanium DioxideTitanium Dioxide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EC50>1000mg/ l 48hEC50>1000mg/ l 48hEC50>1000mg/ l 48hEC50>1000mg/ l 48h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관용명 및 이명관용명 및 이명관용명 및 이명관용명 및 이명
나 잔류성 및 분해성나 잔류성 및 분해성나 잔류성 및 분해성나 잔류성 및 분해성....

다 생물농축성다 생물농축성다 생물농축성다 생물농축성.... 라 토양이동성라 토양이동성라 토양이동성라 토양이동성.... 마 기타유해영향마 기타유해영향마 기타유해영향마 기타유해영향....
잔류성잔류성잔류성잔류성 분해성분해성분해성분해성

아크릴 수지아크릴 수지아크릴 수지아크릴 수지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XYLENEXYLENEXYLENEXYLENE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BCF 9.2BCF 9.2BCF 9.2BCF 9.2

log Koc =log Koc =log Koc =log Koc =

1.59~ 3.411.59~ 3.411.59~ 3.411.59~ 3.41

(Koc=39~ 2600)(Koc=39~ 2600)(Koc=39~ 2600)(Koc=39~ 2600)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PentaerythritolPentaerythritolPentaerythritolPentaerythritol log Kow- 2.61log Kow- 2.61log Kow- 2.61log Kow- 2.61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MelamineMelamineMelamineMelamine log Kow- 0.38log Kow- 0.38log Kow- 0.38log Kow- 0.38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BCF 0.05BCF 0.05BCF 0.05BCF 0.05 Koc 8452.79Koc 8452.79Koc 8452.79Koc 8452.79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Ammonium PolyphosphateAmmonium PolyphosphateAmmonium PolyphosphateAmmonium Polyphosphate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Chlorinated ParaffinChlorinated ParaffinChlorinated ParaffinChlorinated Paraffin log Kow>6log Kow>6log Kow>6log Kow>6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Titanium DioxideTitanium DioxideTitanium DioxideTitanium Dioxide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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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시 주의사항폐기시 주의사항폐기시 주의사항폐기시 주의사항13.

가 폐기방법가 폐기방법가 폐기방법가 폐기방법....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체 처리시설을 통한 자체처리 또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체 처리시설을 통한 자체처리 또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체 처리시설을 통한 자체처리 또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체 처리시설을 통한 자체처리 또는 폐기물----

처리업자를 통해 위탁처리처리업자를 통해 위탁처리처리업자를 통해 위탁처리처리업자를 통해 위탁처리....

나 폐기시 주의사항나 폐기시 주의사항나 폐기시 주의사항나 폐기시 주의사항....
환경에 유입되지 않게하며 허가를 득한 폐기물 처리업자에 위탁하여환경에 유입되지 않게하며 허가를 득한 폐기물 처리업자에 위탁하여환경에 유입되지 않게하며 허가를 득한 폐기물 처리업자에 위탁하여환경에 유입되지 않게하며 허가를 득한 폐기물 처리업자에 위탁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할 것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할 것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할 것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할 것....

운송에 필요한 정보운송에 필요한 정보운송에 필요한 정보운송에 필요한 정보14.

가 유엔번호가 유엔번호가 유엔번호가 유엔번호. (UN No.). (UN No.). (UN No.). (UN No.) 1263126312631263
나 유엔 적정선적명나 유엔 적정선적명나 유엔 적정선적명나 유엔 적정선적명.... 페인트 또는 페인트 관련 물질페인트 또는 페인트 관련 물질페인트 또는 페인트 관련 물질페인트 또는 페인트 관련 물질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제 급 인화성 액체류제 급 인화성 액체류제 급 인화성 액체류제 급 인화성 액체류3333
라 용기등급라 용기등급라 용기등급라 용기등급....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마 해양오염물질마 해양오염물질마 해양오염물질마 해양오염물질.... 비해당비해당비해당비해당

바바바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특별한 안전대책특별한 안전대책특별한 안전대책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법적 규제현황법적 규제현황법적 규제현황법적 규제현황15.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위험물질 인화성물질위험물질 인화성물질위험물질 인화성물질위험물질 인화성물질- .- .- .-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XYLENE, Titanium Dioxide: XYLENE, Titanium Dioxide: XYLENE, Titanium Dioxide: XYLENE, Titanium Dioxide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XYLENE,: XYLENE,: XYLENE,: XYLENE,

관리대상유해물질관리대상유해물질관리대상유해물질관리대상유해물질 : XYLENE, Titanium Dioxide: XYLENE, Titanium Dioxide: XYLENE, Titanium Dioxide: XYLENE, Titanium Dioxide

노출기준설정물질노출기준설정물질노출기준설정물질노출기준설정물질 : XYLENE, Pentaerythritol, Titanium Dioxide: XYLENE, Pentaerythritol, Titanium Dioxide: XYLENE, Pentaerythritol, Titanium Dioxide: XYLENE, Pentaerythritol, Titanium Dioxide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제 류 인화성액체제 류 인화성액체제 류 인화성액체제 류 인화성액체4 :4 :4 :4 :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폐기물 관리법상 지정폐기물에 해당폐기물 관리법상 지정폐기물에 해당폐기물 관리법상 지정폐기물에 해당폐기물 관리법상 지정폐기물에 해당....
마 기타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마 기타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마 기타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마 기타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기타 참조 사항기타 참조 사항기타 참조 사항기타 참조 사항16.

가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의거 를 작성하는 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참고가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의거 를 작성하는 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참고가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의거 를 작성하는 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참고가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의거 를 작성하는 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참고. 41 MSDS. 41 MSDS. 41 MSDS. 41 MSDS

자료를 제공받아 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관련법 기준 등 각종 관련정보 및자료를 제공받아 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관련법 기준 등 각종 관련정보 및자료를 제공받아 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관련법 기준 등 각종 관련정보 및자료를 제공받아 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관련법 기준 등 각종 관련정보 및, , , EC, , , EC, , , EC, , , EC

당사 경험들을 기초로 작성되었음당사 경험들을 기초로 작성되었음당사 경험들을 기초로 작성되었음당사 경험들을 기초로 작성되었음....

나 인용문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등에 관한 기준 및 작성실무 번역 지침서 및나 인용문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등에 관한 기준 및 작성실무 번역 지침서 및나 인용문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등에 관한 기준 및 작성실무 번역 지침서 및나 인용문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등에 관한 기준 및 작성실무 번역 지침서 및. : , , MSDS. : , , MSDS. : , , MSDS. : , , MSDS

유독물 자료집 기존화학물질목록 산업위생업무편람 등유독물 자료집 기존화학물질목록 산업위생업무편람 등유독물 자료집 기존화학물질목록 산업위생업무편람 등유독물 자료집 기존화학물질목록 산업위생업무편람 등, , ., , ., , ., , .

다 상기 사항은 추후 새로운 지식과 등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다 상기 사항은 추후 새로운 지식과 등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다 상기 사항은 추후 새로운 지식과 등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다 상기 사항은 추후 새로운 지식과 등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ST .. TEST .. TEST .. TEST .

라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공단라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공단라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공단라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공단.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