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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SSoolleexx  MM  559900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1. 제품명: 솔렉스 M 590 (Solex M 590) 

2. 일반적 특징 : 수용성의 반투명 액체 – 혼합물 

3. 제품의 용도 : 금속가공유 - 수용성 

4. 공급자 / 제조자 정보 : 유니버셜오일주식회사(Universal Oils Co., Ltd) 

경남 김해시 생림면 마사로 15-8 

TEL : 055) 338-7255,         FAX : 055)338-7254 

5. 긴급 연락처 : 유니버셜오일(주) 

6. 작성일자 : 2004년 10월 5일  

7.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2 / 2013년 6월 28일  

 

2. 위험 유해성 

 

1. 유해성·위험성 분류  

급성 독성(경피)  : 구분 4 

급성 독성(흡입: 분진/미스트)  : 구분 4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 1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 1 

호흡기 과민성  : 구분 1 

피부 과민성  : 구분 1 

생식독성  : 구분 1B 

특정표적장기 독성(1 회 노출)  : 구분 2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 1 
 

2.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가. 그림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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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호어 :       위험  
 

다. 유해·위험문구 

H312 피부와 접촉하면 유해함  

H314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  

H317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318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H332 흡입하면 유해함  

H334 흡입시 알레르기성 반응, 천식 또는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음  

H360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H371 신체 중 (...)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H372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신체 중 (...)에 손상을 일으킴  

H412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해함  
 

라. 예방조치문구  

-예방  

P201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P202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P260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 흡입하지 마시오.  

P261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P272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 착용하시오.  

P281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P285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서는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대응  

P301+P330+P331 삼켰다면 입을 씻어내시오. 토하게 하려 하지 마시오.  

P302+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으시오.  

P303+P361+P353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  

P304+P34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04+P341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05+P351+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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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08+P313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P309+P311 노출되거나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10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14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P321 (…) 처치를 하시오.  

P322 (…) 조치를 하시오.  

P333+P313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P342+P311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63 다시 사용전 오염된 의복은 세척하시오.  
 

-저장  

P405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폐기  

P501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3.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NFPA)  

NFPA 등급(0-4 단계):  보건=2  화재=1  반응성=0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 물질명(이명) CAS No 함량(%) 

물 7732-18-5 5 

히드로 처리된 경파라피닉  증류액 

(HYDROTREATED LIGHT DISTILLATE) 
64742-55-8 56.5 

아이소프로판올아민(1-아미노-2-프로판올(1-

AMINO-2-PROPANOL)) 
78-96-6 5 

TDA-3(.alpha.-Isotridecyl-.omega.-

hydroxypoly(oxy-1,2-ethanediyl)) 
9043-30-5 3 

1,2-BENZISOTHIAZOL-3(2H)-ONE 2634-33-5 3 

SORBITAN MONOOLEATE 1338-43-8 2.5 

기타 영업비밀 25 

 

4. 응급조치 요령 

 

흡입: 부작용이 발생하면,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시킬 것. 호흡하지 않을 경우 인공호흡을 

할 것.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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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접촉: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제거하는 동안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을 것. 필요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할 것.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은 재사용 전에 철저히 건조시키고 세탁할 것. 

 

눈 접촉: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세척할 것. 곧바로 의사의 치료를 받도

록 할 것. 

 

섭취: 소방서(응급구조) 또는 의사에게 즉시 연락할 것. 의식 불명의 사람은 토하게 하거나 음료수

를 마시지 않도록 할 것. 구토를 하면, 구토 물이 기도를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머리를 둔부

보다 낮추도록 할 것. 만약 사람이 의식 불명이면 머리를 옆으로 돌리게 할 것. 즉시 의사의 치료

를 받을 것.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화재 및 폭발 위험: 없음. 

1. 소화제 : 이산화탄소, 분말, 정규 포말 소화제 

2. 소화방법및 장비 :  발화 초기일 때에 평소 준비하고 비치된 소화용구를 활용하여 초기 진화 

및 확대방지를 시도하고 호흡 보호장비인 방독마스크 착용를 착용할 것 

3.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질소화합물 

4. 사용해서는 안되는 소화제 : 고압 물 분사기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작업적 유출 : 작업자가 위험 없이 누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면 중단 시킬 것.  

 

소량 누출: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킬 것.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

당한 용기에 수거할 것. 관계인 외의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할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취급 방법 : 피부와 눈의 접촉을 피한다. Mist 의 흡입을 주의하고 개인 위생에 주의한다. 드럼 취

급시 안전화를 착용하고 적절한 운반장비를 사용한다. 

저장 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하며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서 밀폐된 용기에 보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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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환기: 국소 배기 장치 설치할 것. 해당 노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것. 

 

눈 보호: 비산 물 또는 유해한 액체로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착용할 것. 작업장 가까운 곳에 분

수식 눈 세척시설 및 비상세척설비(샤워식)를 설치할 것. 

 

보호의: 플라스틱 앞치마와 안전화 착용할 것. 

 

안전장갑: 적당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후 비누로 손을 씻을 것. 

 

호흡 보호구: 사용빈도가 높거나 노출이 심한 경우에는 호흡용 보호구가 필요함.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 : 갈색 반투명한 액체 

물리적 상태 : 액체 

냄새 : 약간의 아민, 광유 냄새 

끓는점 : >100℃ 

어는점 : <-15℃ 

증기압(20℃, kPa) : 2.3(물) 

증기 밀도 : 자료없음 

인화점(COC) : 인화가능성 없음  

산화성 : 자료없음 

비중(물=1) : 1.01 

물 용해도 : 완전 용해함 

수소이온지수(pH) : 9.0~ 10.0 (5%희석) 

분자량 : 자료없음 

분배계수 : 자료없음 

기타 : 페놀, 아질산염 불포함 

 

10. 안정성 및 반응성 

 

반응성 :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피해야 할 조건 : 열, 직사광선, 강한 산이나 알칼리 물질 

위험한 분해생성물 : 질소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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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해 생성물 : 자료없음 

중합 반응 : 중합하지 않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발암성 : 산업안전보건법 : 미규정 

국소 영향 : 흡입, 피부, 눈에 자극성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질 및 생태 독성 : 수질 및 생태학적으로 유해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고 합법적인 방법으

로 폐수처리를 해야 한다.  

토양 이동성 : 유동 액체.  수용성 

잔류성 및 분해성 : 쉽게 생분해 되지 않음  

동생물의 생체내 축적 가능성 :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 관기법 (법률 제 453호)제 25조에 의거 관리한다. 

 

폐기방법 : 사용했거나 폐기하려는 제품은 허가 받은 장소에서 승인 받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

탁 처리한다. 희석하여 사용된 제품은 승인 받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인수되기 전에 화학.생물학

적 처리에 의하여 분리시킬 수 있다. 용기는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승인받은 폐기물 처리업자에

게 의뢰하여 처리하고 깨끗하게 스팀 세척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운송시 주의사항 : 운송시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으나 취급 부주의에 의한 누출물의 배수. 하수관 

또는 강. 하천 등으로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기타 외국의 운송관련 기준에 의한 분류 및 규제 : RID/ADR, IMDG, DOT49 CFR, ICAO-TI, IATA-

DGR등에 의거 미규정 

 

15. 법적 규제현황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자극성, 환경 유해 물질(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등 화학물질관리 관련법에 의한 규제 : 폐기물관리법(법률 제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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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법 : 미규정  

4. 기타 외국법에 의한 규제 : OSHA (미국산업안전보건청), CERCLA(환경반응*보상*책임에 관한 종

합법), EC(유럽공동체)지령, TSCA(독성물질통제법), CALIFORNIA 제안 65, SARA(수정 및 재인증에 

관한 Superfund법령) 제302,304,313조, SARA 유해성 범주에 의한 규정사항 없음. 

5. 유럽연합 규정: 

   유럽연합(EC) 분류: 

     Xi 자극성물질 

 

16. 기타 참고사항 

 

이 MSDS 정보는 노동부 고시 제1997-27호,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관련법, 폐기물관리법(법률 제

453호), 산업안전공단(www.kosha.net)에 등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재 통용되는 EC 기

준 및 당사의 지식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 및 인용 문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등에 관한 기준 (노동부 고시 제 97-27호)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번역 지침서(한국 산업안전공단 작업환경지도국 1995.10) 

- 기존화학물질목록 (유독물 관리협회) 

- 산업위생업무편람 (노동부 1994.12) 

- 유독물 자료집 (한국 독극물 관리협회, 1990.8) 

- 물질안전 보건자료 작성 실무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1996.2) 

- 그 외 원료 공급업체에서 접수한 MSDS 자료를 참조로 함    

  

만일 귀하가 작업상 제 삼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당사 제품을 구매한다면, 이 자료에 나온 정보

를 제공함으로서 이 제품을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에게 안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귀하의 의무 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복사본은 유니버셜오일(주)에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