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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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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식별번호:

제품용도/등급: 

공급자:

작성자:

비상연락처:

2. 유해.위험성

분류

제품 기호

신호어
위험

가능한 위험
혼합물의 39%는 알려지지 않은 급성 독성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H351

H280

H319

H222

H361

H373

H336

GHS 위험 알림문
발암성, 카테고리 2

고압가스

안구 자극, 카테고리 2

가연성 에어로졸, 카테고리 1

생식성 독성, 카테고리 2

STOT, 반복노출, 카테고리 2

STOT, 단회 노출, 카테고리 3, NE

피부 자극, 카테고리 2 H315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됨.

고압가스가 함유되어 있으며, 가열되었을 경우 폭발할 수 있음

심각한 안구 자극을 유발함

가연성이 매우 높은 에어로졸

생식이나 태아를 손상시킬 것으로 의심됨

장기적이나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음

졸음이나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음

피부 자극을 유발함

GHS 라벨 예방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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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

P210

P211

P251

P260

P264

P271

P280

P302+P352

P304+P340

P305+P351+P338

P308+P313

P312

P321

P332+P313

P337+P313

P362+P364

P403+P233

P405

P410+P403

P410+P412

P501

사용 전 특별 설명서를 확보한다.

고열, 고온의 표면, 불꽃, 화기 및 기타 발화원으로부터 멀리 보관한다. 흡연을 하지 않는다.

불꽃이나 발화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분사하지 않는다.

다 쓴 후에도 용기를 찌르거나 태우지 않는다.

분진/증기/가스/미스트/스프레이 등을 들이 마시지 않는다.

제품 취급 후 손을 꼼꼼히 씻도록 한다.

실외 혹은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서만 사용하도록 한다.

보호용 장갑/옷/안경/안면장비를 착용한다.

피부에 닿았을 경우: 충분한 양의 비눗물로 씻어낸다.

흡입한 경우: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시켜 호흡하기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

눈에 들어간 경우: 몇 분간 물로 조심스레 헹군다. 만일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있고, 빼기 쉬운 
상황이라면 렌즈를 빼도록 한 후에 계속 헹궈낸다.

노출되었거나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의학적 조언을 구하도록 한다.

몸이 좋지 않다면 독극물 센터 혹은 의료진을 찾도록 한다.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라벨을 참조한다.

피부 자극이 발생한 경우: 의학적 조언을 구하도록 한다.

안구 자극이 지속되는 경우: 의학적 조언을 구하도록 한다.

오염된 의복을 벗고 다시 착용하기 전에 세탁하도록 한다.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한다. 용기를 꼭 닫은 채로 보관한다.

보관장소를 잠그도록 한다.

햇빛으로부터 보호한다.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한다.

햇빛으로부터 보호한다.50°C / 122°F를 넘지 않도록 한다.

관련 당국의 규정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하도록 한다.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량

CAS-번호 Wt.%
범위값

GHS 부호 GHS 문구

64742-49-0 25-50 GHS08 H304

74-98-6 10-25 GHS04 H280

유해물질

화학명

나프타, 석유, Hydrotreated Light

프로판

Heptane, branched, cyclic and linear
426260-76-6

10-25 GHS07-GHS08 H304-315-319-336-35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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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42-47-8 2.5-10 GHS08 H304

106-97-8 2.5-10 GHS04 H280

78-93-3 2.5-10 GHS02-GHS07

1330-20-7 2.5-10 GHS02-GHS07

111-65-9 1.0-2.5
GHS02-GHS07-
GHS08

142-82-5 1.0-2.5
GHS02-GHS07-
GHS08

100-41-4 1.0-2.5
GHS02-GHS07-
GHS08

14807-96-6 1.0-2.5 자료없음

64-17-5 0.1-1.0 GHS02

출력일자:  8/29/2017

Hydrotreated Light Distillate

n-부탄

메틸에틸케톤

자일렌 (o-, m-, p- isomers)

옥탄

n-헵탄

에틸벤젠

탈크(Hydrous Magnesium Silicate) 

에탄올

메탄올 67-56-1 0.1-1.0
GHS02-GHS06-
GHS08

H225-319-332-336 

H226-315-319-332

H225-304-315-336

H225-304-315-336

H225-304-332-351-373

자료없음

H225

H225-311-331-370

4. 응급조치요령

눈에 들어간 경우: 그 즉시 15분만 눈꺼풀을 들어올린 채 충분한 양의 물로 눈을 헹궈낸다. 의료진을 찾도록 한다. 눈을 비비거나 
눈을 감은채로 있지 않도록 한다.

피부에 닿은 경우: 비눗물로 씻어 내도록 한다. 오염된 의복은 벗도록 한다. 만일 자극이 심해지거나 지속되면 의료진을 찾도록 한
다.

흡입한 경우: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호흡을 어려워 하는 경우 산소를 공
급한다. 그 즉시 의료진을 찾도록 한다. 구강대구강 인공호흡법은 하지 않는다. 호흡하기 어렵다면 그 장소를 벗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도록 한다. 만일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그 즉시 의료진을 찾도록 한다.

섭취한 경우: 호흡 위험: 구토를 유발하거나 구강으로 뭔가를 주입하지 않는다. 폐에 들어가 폐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즉시 의료진을 찾도록 한다. 삼켰을 경우에도 의료진을 찾도록 한다.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적절한 소화재: 알코올 필름이 생성되는 폼, 이산화탄소, 분말소화기, 건조사, 물안개

화재 및 폭발 위험: 인화점이 20°F(-6.7°C)도 되지 않으며 가연성(액체, 기체 상태에서) 이 매우 높다. 화재 시 물을 분사하는 것은 효
과가 없을 수 있다. 밀봉 상태의 용기가 고열에 노출되면 내부에 수증기가 형성되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기체 상태의 제품이 공기
와 섞이면 폭발성 혼합물이 생길 수 있다. 기체 상태의 제품ㅠ이 점화원에 닿았다가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 용기를 꼭 닫은 상태로 
보관한다. 열, 전기 시설, 불꽃, 불길 등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한다. 용기 내에 압축가스가 있기 때문에 뾰족한 것으로 찌르면 캔이 파
열할 수 있다. 화재나 폭발 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화재 진압 시 참고사항: 화재 장소에서 대피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화재 진압을 실시한다. 독립적 호흡 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보
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화재에 노출된 캔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뿌린다. 열이 가해지면 캔이 터질 수 있다.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모래나 흙으로 누출을 차단한다. 톱밥은 불이 잘 붙으니 사용하지 않는다. 누출된 장소는 격리하고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의
출입은 통제한다. 점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모두 치우고 환기를 시킨다. 제품을 흡수했을 수 있는 공구도 모두 치운다.
폐기는 법규에 따라 한다. 밀봉된 용기는 소각하지 않는다. 환기를 시키고 누출된 성분은 격리, 흡착 후 폐기한다. 흡착에 사용된 물
품과 용기 등은 법규에 따라 폐기한다.

7. 취급 및 저장방법

Page 3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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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시 주의사항: 취급 후 깨끗이 씻는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 제품이 묻은 옷은 다시 사용하기 전에 세탁한다. 충분히
환기가 되는 곳에서만 사용한다. MSDS와 라벨의 주의 사항을 따른다. 캔의 내용물을 모두 사용했다고 해도 제품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기체 상태의 제품을 들이마시면 안 된다. 눈, 피부, 옷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보관 시 주의사항: 환기가 잘 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용기를 꼭 닫아 둔다. 열, 전기 시설, 불꽃, 불길
등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한다. 캔의 내용물은 압축 상태에 있다. 양이 많을 경우 화기성 에어로졸의 보관을 위해 설계되고 보호되
는 건물에 보관하도록 한다. 제품은 밀폐된 용기에 저장소의 온도가 49°C를 넘지 않도록 한다. 열, 습기, 이물질이 없는 곳에서 보관
한다.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한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용기를 꼭 닫아 보관한다. 열,불꽃,및 발화원으로부터 멀리
보관한다. 과도한 열을 피하도록 한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화학명 CAS-번호. 중량%
이하

ACGIH TLV-
TWA

ACGIH TLV-
STEL

OSHA PEL-TWA
OSHA PEL-

CEILING

나프타, 석유, Hydrotreated 
Light 64742-49-0 30.0 N.E. N.E. N.E. N.E.

프로판 74-98-6 20.0 N.E. N.E. 1000 ppm N.E.
헵탄, branched, cyclic and 
linear 426260-76-6 15.0 N.E. N.E. N.E. N.E.

Hydrotreated Light Distillate 64742-47-8 10.0 N.E. N.E. N.E. N.E.
n-부탄 106-97-8 10.0 N.E. 1000 ppm N.E. N.E.
메틸에틸케논 78-93-3 10.0 200 ppm 300 ppm 200 ppm N.E.
자일렌 (o-, m-, p- isomers) 1330-20-7 5.0 100 ppm 150 ppm 100 ppm N.E.
n-헵탄 142-82-5 5.0 400 ppm 500 ppm 500 ppm N.E.
옥탄 111-65-9 5.0 300 ppm N.E. 500 ppm N.E.
에틸벤젠 100-41-4 5.0 20 ppm N.E. 100 ppm N.E.
탈크 (수소 마그네슘 실리
케이트) 14807-96-6 5.0 2 mg/m3 N.E. N.E. N.E.

에탄올 64-17-5 1.0 N.E. 1000 ppm 1000 ppm N.E.
메탄올 67-56-1 1.0 200 ppm 250 ppm 200 ppm N.E.

개인보호구

작업장: 인클로저와 배기 장치 등을 사용해 공기 오염 수치를 낮춘다. 권장 노출한계보다 낮은 수준이다.방폭형 배기 장치를 사용

한다. 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 증기가 쌓이지 않도록 한다. 문과 창문으로 교차 환기를 할 수 있다. 위험성분 TLV를 허용 한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국소 배기 가스 환기의 일반적인 희석을 제공하여 대량으로 규칙적으로 한다.

호흡기 보호: OSHA 1910.134 및 ANSI Z88.2 요건을 충족한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을 준수하여야 한다. NIOSH/MSHA 승인 규격의

공기 정화 호흡 보호구 (유기 증기 카트리지 또는 캐니스터 포함)는 공기 중 농도가 노출 한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상

황에서 허용될 수 있다.

피부 보호: 불침투성 장갑을 장갑을 착용해 피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니트릴이나 네오프렌 재질의 장갑이 적절한

피부 보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장시간 피부 접촉을 막기 위해 장갑을 착용하도록 한다.

눈 보호: 액체가 튀어도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안경류를 착용한다.

기타 보호 장비: 개인 보호 장비 유형 및 해당 용도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안전 감독관 또는 산업 위생사를 따르도록 한다.

위생: 음식물을 먹거나 흡연을 하기 전에 물과 비누로 충분히 씻는다. 제품이 묻은 옷은 곧바로 벗어 다시 사용하기 전에 세탁한다

9. 물리.화학적 특성

액체
확립되지 않음

에어로졸 미스트 
용제와 유사함 
0.704 해당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0.9 - 11.5
-96
자료없음

형태:
냄새:
상대 밀도:
어는 점,  °C:
수용성:
분해 온도., °C:
끓는 범위, °C: 
인화성: 
증발율: 
증기 밀도율:

자료없음
경미함
자료없음
-37 - 537
연소 가능
에테르 보다 빠름

공기보다 무거움

물리적 형태
냄새 역치:
pH:
점도:
분배계수, n-옥탄올/정제수:

폭발 한계, vol%:
인화점, °C:
자기 발화 온도., °C:
증기압:

자료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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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일자:  8/29/2017

방지할 상황: 49°C 이상의 온도, 강산/강알칼리, 인화 가능한 모든 것

배합금기 물질: 강한 산화제, 강산/강알칼리

유해 분해 물질: 불길 노출 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열 노출 시 매캐한 연기와 매연 (용제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
데히드가 포함될 수 있음)

해로운 중합 반응: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어나지 않음

안정성:적인 보관 상태에서 안정적임

11. 독성에 관한 정보

눈에 닿았을 때: 심각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피부에 닿았을 때: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음.

흡입하였을 때: 흡입하면 유해할 수 있음. 높은 가스, 증기, 미스트 혹은 분진 농도는 흡입하였을 때 유해할 수 있음. 증기, 스프레이, 
가스 혹은 미스트를 흡입하지 않도록 한다. 높은 증기 농도는 안구, 코, 식도 및 폐에 자극적일 수 있다. 장기적이나 과도한 흡입은 호
흡기의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삼켰을 때: 삼키면 유해하다. 삼키게 되면 독성이 치명적이거나 실명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

과도한 노출의 효과 - 만성 위험: 중추 신경계의 장애(예: 종정력 상실, 무력감, 피로, 정신혼란, 흐린 시야) 및/또는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농도가 높으면 중추 신경계 영향 (지침, 현기증, 구역질, 두통, 마비, 흐린 시야) 및/또는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보고서는 영구
적인 뇌와 신경계 손상을 가진 용매에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직업상 과다 노출과 관련이 있다. 실험실 동물의 자일렌에 대한 과다 노
출은 생식 장애뿐만 아니라 간 이상, 폐, 비장, 안구, 혈액 손상과 관련이 있다. 만성 과다노출로 인한 인간의 영향에는 간, 심장이상, 
신경계 손상이 포함되어 있다. 실험실 동물의 메틸에틸케톤에 대한 과다 노출은 간 이상, 신장 및 폐 손상과 관련이 있다. 흡입으로 
인한 태아독성/흡입독성 영향은 임신 중 >1000ppm에 피폭된 쥐에서 관찰되었다. IARC는 에틸벤젠을 인간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로 분류한다. (그룹2B)ㅠ

노출 경로: 안구 접촉, 섭취, 흡입, 피부 흡수, 피부 접촉

급성 독성 수치
본 제품에 대한 급성 영향은 테스트 된 바가 없다. 개별 구성물질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CAS-번호 화학명 경구 LD50 피부 LD50 증기 LC50
64742-49-0
74-98-6

나프타, 석유, Hydrotreated Light 
프로판

>3160 mg/kg 토끼
N.I. 

426260-76-6 햅탄, branched, cyclic and linear N.I.
64742-47-8 Hydrotreated Light Distillate
106-97-8
78-93-3

n-부탄
메틸에틸케톤

1330-20-7
111-65-9

>5000 mg/kg Rat 
N.I.

5500 mg/kg
>5000 mg/kg 랫드

N.I.
2483 mg/kg 랫드 
3500 mg/kg 랫드

N.I. 
142-82-5   N.I.
100-41-4

자일렌 (o-, m-, p- isomers) 
옥탄
n-헵탄
에틸벤젠

>4951 mg/L 랫드
658 mg/L 랫드

N.I.
>5000 mg/L 랫드
658 mg/L 랫드
       N.I.
29.08 mg/L 랫드 
118 mg/L 랫드
103 mg/L 랫드
17.4 mg/L 랫드 

14807-96-6
64-17-5

30
30,000 mg/l 랫드

67-56-1

탈크 (수소 마그네슘 실리케이트)
에탄올
메탄올

3500 mg/kg 랫드 
6000

7060 mg/kg 랫드 
6200 mg/kg 랫드

>2000 mg/kg 토끼 
N.I.

5000 mg/kg 토끼
>4350 mg/kg 토끼 

N.I.
3000 mg/kg 토끼 
15400 mg/kg 토끼 

N.I.
15,800  mg/kg 토끼

N.I. N.I.

N.I. - 정보 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여러 성분의 혼합물임

13. 폐기 정보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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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일자:  8/29/2017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항공 (IATA)미국 (USDOT)

해당사항 없음

국제(IMDG)

1950 1950

TDG (캐나다) 

N.A.

Limited 
Quantities
페인트류

에어로졸 에어로졸 Limited 
Quantities
페인트류

해당사항 없음 2.1 2.1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UN 번호

선적시 품목명:

위험등급:

패킹 그룹: 

Limited Quantity: 해당 해당 해당 해당

15. 법적 규제 현황

미국 연방 법규:
CERCLA - SARA  유해물질 카테고리

본 제품은 1986년 슈퍼펀드 개정 및 재허가법(SARA Title III) 제311조 및 312조에 따라 공포된 EPA '위험 범주'에 따라 검

토되었으며, 다음 범주를 충족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정의에 따라 고려된다:

정보 없음

Sara 섹션 313:

본 제품은 1986년 슈퍼펀드 개정 및 재허가법 제3권 제313조와 40 CFR 제372절의 보고 요건에 의거한 다음과 같
은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화학명 CAS-번호
78-93-3 
1330-20-7
100-41-4

메틸에틸케논
자일렌 (o-, m-, p- isomers) 
에틸벤젠
메탄올 67-56-1

미국 유해물질 규제법:
TSCA법 12(b)조로 규제되는 성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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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 정보

가연성: 4 물리적 위험: 0 개인보호: X
HMIS 등급 
건강: 2*

NFPA 등급
건강: 2 가연성: 4 불안정성 0

휘발성 유기 화학물 g/L: 633

SDS 수정일자:

수정사유:

2017/08/29

제품 구성 변경
물질 및/혹은 제품 속성 변경: 
02 - 유해.위험성
15 - 법적 규제 현황
문구 변경

Page 7 / 7


	Section1Rpt
	Section2Rpt_Statement
	90
	91
	Section3Rpt
	Section3Rpt_GHS

	Section4Rpt
	Section5Rpt
	Section6Rpt
	Section7Rpt
	Section8_IngsRpt
	Section8Rpt
	Section9Rpt
	Section10Rpt
	Section11Rpt
	Section11Rpt_AcuteToxicity
	Section12Rpt
	Section13Rpt
	Section14Rpt
	Section15Rpt
	Section15-CerclaRpt
	Section15-Sara313Rpt

	Section16R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