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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엠 텍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예현리 758-6
Tel.: +82-53-611-2233 Fax.: +82-53-611-7003

제품명 : Foamase DA-808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 Foamase DA-808
나. 용도 및 일반적 특성 : 제지용 소포/억포제
다. 제조회사
- 상호 : 주식회사 엠텍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예현리 758-6,
- 전화 : 053-611-2233 팩스 : 053-611-7003
라. 작성부서 : 연구개발부
마. 작성일자 : 2009. 4. 1.
바. 개정횟수 및 최종개정일자 :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조성
화학물질명

CAS 번호

Polyoxyalkylene glycol

9003-11-06

Polyoxyethylene monooleate

9004-96-0

함유량, %

영업비밀

3. 유해 위험성
가. 긴급한 위험 유해성 정보 : 치명적인 인체 유해성 또는 독성 없음
나. 눈에 대한 영향 : 자극증상을 일으킬 수 있음.
다. 흡입시의 영향 : 자료 없음
라. 피부에 대한 영향 : 장시간 접촉 시 피부 자극증상이 있음.
마. 섭취시의 영향 : 자료 없음.
바. 만성징후와 증상 : 자료없음.
4. 응급조치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깨끗한 물로 약 15 ~ 20 분간 충분히 씻어내고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어낸다.
다. 먹었을 때 : 구토 발생시 흡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머리를 낮추고 즉시 의료조치를
받는다.
라. 의사의 주의사항 : 특별한 독성이나 유해성은 없으며 증상에 따라 기능적으로 치료
할 것.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가. 인화점 : 측정불가
나. 자연발화점 : 해당업음
다. 최저인화 한계치 / 최고 인화 계치 : 자료없음.
라. 소방법에 의한 분류 및 규제내용 : 자료없음
마. 소화방법:- 탄산가스, 건식화학분말 또는 포말소화기를 사용한다.
- 소형화재의 경우 이산화탄소 또는 모래, 흙을 사용한다.
- 물은 불기를 확산 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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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누출 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 바닥에 흘렀을 경우 상당히 미끄러움으로 신속히 닦아낸다.
- 피부와 눈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며 불침투성의 장갑과 안전화를 착용한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사항 : 위험하지 않게 누출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경우에
는 누출을 신속히 중지시키고, 오염된 폐수는 부상법 및 침전법 등의 각종 처리법
을 적용시킨다.
다. 정화 또는 제거방법 : 가능한 한 빈 용기에 옮겨 담고, 잔량은 모래나 기타 흡수제
로 흡수시키고, 추후의 처분을 위해 깨끗한 용기에 보관한다.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 취급요령 : 피부나 옷에 접촉하지 않도록 안전화, 고무장갑, 보호의를 착용한
다.
나. 보관방법 : 용기를 완전히 밀폐시켜 보관하고,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장소에 보
관한다.
8. 누출방지 및 개인 보호구
가. 공학적 관리방법 : 자료없음.
나. 호흡기 보호 : 자료없음.
다. 눈 보호 : 근로자는 이 물질에 의한 눈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말보호형 또는
분진보호용 고글형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함.
라. 손 보호 : 근로자는 이 물질에 의한 장기적인 손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장갑을 착용하여야 함.
마. 신체보호 : 근로자는 이 물질에 의한 반복 또는 장기적인 피부접촉을 방지하기 위
하여 적절한 불침투성 보호의를 착용하여야 함.
바. 위생상 주의사항 : 이 물질에 근로자의 노출 및 폭로시 다량의 깨끗한 물로 씻어내
고 의료조치를 취한다.
사. 노출기준 : 자료없음.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 담황색유성액상
나. 냄새 : 약간의 광물유 및 식물성 기름냄새
다. pH : 7.0±1.0 (10% soln. at 25℃)
라. 용해도 : 냉수에 쉽게 유화 분산
마. 끓는점/끓는점 범위 : 300℃이상
바. 폭발성 : 자료없음
사. 산화성 : 자료없음
아. 증기압 : 자료없음
자. 비중 : 약 0.96
차. 분배계수 : 자료없음
카. 증기밀도 : 자료없음
타. 점도 : 1,000 cPs 이하 (Brookfield, at 25℃)
파. 분자량 : 광유와 지방산유도체의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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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 상온 상압에 안정함.
나. 피해야 할 조건 및 물질 강산화제, 열원, 직사광선
다. 분해시 생성되는 물질 : 열분해 또는 연소시에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포르마린
등이 생성 될 수 있음.
11. 독성에 관한정보
가. 급성경구독성 : 자료없음
나. 급성흡입독성 : 자료없음
다. 아급성 독성 : 자료없음
라. 만성 독성 : 자료없음
마. 변이원성 : 자료없음
바. 차세대 영향(생식독성) : 자료없음
사. 발암성 영향 : 자료없음
아. 기타 특이사항 :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수생 및 생태독성 : 자료없음
나. 토양이동성 : 자료없음
다. 잔류성 및 분해성 : 자료없음
라. 동생물의 생체내 축적 가능성 :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물 관리법상 규제현황 : 폐기물관리법 제 25 조
나. 폐기방법 : 관련법규에 준함
다. 폐기시 주의사항 : 관련법규에 준함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선박안전법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의한 분류 : 자료없음
나. 운송시 주의사항 :
- 광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으므로 화재위험에 대처방법 숙지.
- 위험이 있는 장소에 주차 및 정차 금지.
- 화재 예방을 위하여 운송시 흡연금지.
- 누출방지를 위하여 배출밸브에 장금 장치 할 것.
다. 기타 외국의 운송관련 규정에 의한 분류 및 규제 : 자료없음
15. 법적 규제사항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나. 유해화학물질 등 타 부서의 화학물질관리 관련법에 의한 규제 :자료없음
다. 기타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16. 기타참고사항
자료의 출처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실무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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