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GB/T 17519-2013에 의거함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 트라이드앤트루 대니쉬오일 (Tried and True Danish Oil)



제품 타입: 액체



제조사:
FBC Chemical Corp.
P.O. Box 599
634 Route 228
Mars, Pennsylvania 16046, USA



연락처 : 1-724-625-3116



상품 코드: FBC TRIED AND TRUE DO

2. 유해 · 위험성
유해성: 해당 사항 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변형 린시드오일(Modified Linseed Oils): 90~100%



4. 응급조치요령
응급조치


i.

눈에 들어갔을 때: 15분 이상 충분한 양의 물로 헹궈낸다. 위 아래 눈꺼풀을 들
어서 헹구고 의료진을 찾는다.



ii.

피부에 닿았을 때: 물과 비누로 씻는다.

iii.

흡입했을 때: 장소를 옮겨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iv.

삼켰을 때: 물로 입 안을 헹군 후 물을 충분히 마신다.
증상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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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발· 화재 시 대처방법


적절한 소화재: 발화 현장에 적절한 소화재 사용



부적절한 소화재: 물 분무기 사용은 불충분할 수 있음



화학물질로 인한 유해성: 해당 사항 없음



화재 진압 시 참고사항: 일반적인 화재와 마찬가지로 소방관은 방화복과 독립적 호
흡장치가 부착된 안면 보호구를 착용한다.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예방책: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한다.



환경오염 예방: 12번 참조



누출 차단 및 정화:
i.

누출 차단: 위험이 없는 상황이라면 누출을 차단한다.

ii.

정화: 누출된 물질을 흡착해 통에 넣고 규제에 따라 폐기한다.

7. 취급 및 저장방법


취급 시 주의사항: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취급한다.



저장 시 주의사항: 용기를 꼭 닫은 상태에서 건조하고 선선하며 환기가 잘 되는 곳
에서 보관한다.
함께 보관하면 안 되는 물질: 해당 사항 없음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노출 관련 지침: 규제기관으로부터 작업 노출 한계가 설정된 유해물질이 전혀 함유



되어 있지 않음


작업장: 샤워 시설, 눈을 헹굴 수 있는 시설, 환기 시스템



개인보호구:
i.

눈/얼굴 보호: 특별한 보호 조치 불필요

ii.

피부/신체 보호: 특별한 보호 조치 불필요

iii.

호흡기 보호: 노출 한계를 넘었거나 호흡기가 자극이 된 경우, 미국 국립직업안
전위생연구소(NIOSH)의 승인을 받은 마스크를 착용할 것

iv.

위생 지침: 위생과 안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산업 기준을 따를 것

9. 물리 · 화학적 특성


물리적 특성: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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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자료 없음



냄새: 자료 없음



냄새 역치: 자료 없음



pH: 자료 없음



용해점: 자료 없음



비등점: 자료 없음



인화점: 자료 없음



증발률: 자료 없음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0%



상대 밀도: 자료 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반응성: 자료 없음



화학적 안정성: 권고한 상태로 보관 시 안정



위험할 수 있는 반응: 일반적인 사용과 보관 시 위험한 반응은 일어나지 않음



방지할 상황: 극한 기온과 직사광선



배합 금기 물질: 없음



유해 분해 물질: 없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독성관련 정보: 자료 없음



인체에 미치는 급성 영향: 자료 없음



신체적, 화학적, 독성학적 특성과 관련된 증상: 자료 없음



단기/장기 노출로 인한 급성/만성 증상: 자료 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 독성: 수생환경을 해치는 성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음



잔류성 및 분해성: 자료 없음



생물축적: 자료 없음



기타: 밝혀진 바 없음

13. 폐기 시 주의사항


환경보호법에 따라 폐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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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규제대상 아님

15. 법적 규제 현황


미국 연방법규: 규제 성분 없음



미국 슈퍼펀드(공해방지사업을 위한 대형 자금) 개정 및 허가법(SARA): 규제 성분 없
음



미국 수질오염방지법: 규제 성분 없음



미국 종합환경대책책임보상법: 규제 성분 없음



캘리포니아 주민발의 65: 규제 성분 없음



기타: 해당사항 없음

16. 기타 참고사항


발행일자: 2015년 5월 27일



수정일자: 해당 사항 없음

판매처: ㈜쏘비트
서울 성동구 연무장길 36
전화 070-7714-7712 / 팩스 02-6455-8921
해당 MSDS 한글화 파일은 (주)쏘비트에서 작업하였으며, 무단 전제 및 복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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