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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1.1 제품명  ECOBOND SEW-47S 

   1.2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수용성 에폭시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1.3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 정보 

 

     회사명 ㈜에스엔씨케미칼즈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22 부산벤처타워 1307 호 

     전자메일 info1@sncchemicals.com  

     긴급전화번호  +82-(0)51-609-9800 
 

2. 유해성•위험성 

   2.1 유해성•위험성 분류 

   2.2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경고          

    유해•위험문구 

  

H302 삼키면 유해함 

H332 흡입하면 유해함 

H226 가연성 액체 및 증기 

H336 졸음이나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예방조치문구 

       예방 P210 열/스파크/불꽃/뜨거운곳 등으로부터 격리, 금연 

P233 용기를 꼭 닫으시오. 

P240 용기등을 고정, 접지 하시오. 

P242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시오. 

P243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P261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P281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대응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mailto:info1@sncchemica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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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01+P310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P302+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 

P304+P34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32+P313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P337+P313 눈에 대한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P370+P378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CO2, 포말 및 분말 소화제, 모래등을 

사용하시오. 

  

     저장 P403+P235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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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European Directive 67/548/EEC 에 따른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R-문구                                     Xi 

 

R22 : 삼키면 유해함. 

R20 : 흡입하면 유해함. 

R10 : 가연성 액체 및 증기 

R67 : 증기흡입으로 졸음이나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S-문구 

 자료없음  

   2.3 기타 유해•위험성 

     보건 자료없음 

     화재 
 

자료없음 

     반응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구성분 

(CAS No. / EC No / KE-No.) 
양 (%) 

분류 

CAS No. MITI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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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Methylethylidene)bisphenol 

polymer with 2,2'-[(1-

methylethylidene)bis(4,1-

phenyleneoxymethylene)]bis[oxirane] 

(25036-25-3 / 607-500-3) 

>40 - <50 25036-25-3 7-1279 

Water 

(7732-18-5 / 231-791-2) 
>40 - <50 7732-18-5 - 

Propylene glycol methyl ether 

(107-98-2 / 203-539-1) 
>1 - <5 107-98-2 2-204 

Benzyl alcohol 

(100-51-6 / 202-859-9) 
>1 - <5 100-51-6 3-1011 

 Bisphenol A epichlorohydrin 

polymer 

(1675-54-3/ 216-823-5) 

>2 - <5     1675-54-3             4-209 

Polyethylene glycol 

(25322-68-3/500-038-2) 
>2 - <5 25322-68-3 7-129 

  

4. 응급조치요령 

   4.1 눈에 들어갔을 때  

눈에 화학물질이 들어간 경우 즉시 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받으시오. 

화학물질 눈접촉시 15 분 이상 많은 양의 물로 씻어내시오. 

   4.2 피부에 접촉했을 때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 하시오 .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4.3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증상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언을 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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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먹었을 때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토하게 하지 마시오. 

   4.5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5.1 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5.2 부적절한 소화제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5.3 대형 화재시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 자가호흡장비를 포함한 보호장비를 모두 입으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6.1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노출 레벨에 적합한 호흡 보호구, 보호 복 및 장비를 착용하시오 

   6.2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환경으로의 누출을 방지하시오.  

수로,배수관,지하, 폐쇄된 공간으로의 누출을 방지하시오. 

   6.3 정화 또는 제거 방법   

흡수제 삽입물로 유출 된 것을 덮으십시오 : 쓸어 내고 폐기물 처리 용기에 

담으십시오.  

점화원을 제거하십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7.1 저장방법  

상온 

   7.2 취급방법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을 막으시오. 

피해야 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시오 

고온에 주의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8.1 화학적/생물학적 노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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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없음. 

   8.2 적절한 공학적 관리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 

하시오. 

   8.3 개인 보호구 

    호흡기 보호 
노출되는 기체/액체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 하시오 

    눈 보호 

 화학물질 방어용 안경과 보안면을 사용하시오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와 비상샤워시설을 설치하시오 

    손보호  

적합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보호 

 

 

적합한 내화학성 장갑, 부츠를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9.1 기본적인 물성 및 화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 

   외관 

 

     성상 액상 

     색상 하얀색 

     냄새 자료없음 

    pH 8.0 - 9.0 

    녹는점/어는점 자료없음 

    끓는점  100℃(water) 

    인화점  자료없음 

    증발속도  자료없음 

    인화성  자료없음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자료없음 

    증기압  자료없음 

    물에 대한 용해도  자료없음 

    증기밀도  자료없음 

    비중  1.04 - 1.14 

    n-옥탄올/물분배계수  자료없음 

    자연발화온도  자료없음 

    분해온도 자료없음 

    점도(℃) 3,500-7,000 cps 

    분자량 (Mn)  자료없음          

   9.2 기타정보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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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정성 및 반응성 

   10.1 안정성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10.2 피해야 할 조건  

열, 화염, 스파크, 기타 점화원과 접촉을 피하시오. 

   10.3 피해야 할 물질  

 

가연성 물질, 환원성 물질 

자극성 물질, 독성 가스 

   10.4 유해한 반응   

자료없음. 

   10.5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자료없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11.1 잠재적건강 영향 

 눈에 자극적임.피부에 자극적임.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수 

있음.수생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수생 생물에 독성을 야기시킬 수 있음 

   11.2 급성독성정보  

     급성독성 

경구 자료 없음 

경피 자료 없음 

흡입 자료 없음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자료 없음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자료 없음 

     호흡기 및 피부 과민성  자료 없음 

발암성 자료 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자료 없음 

생식독성 자료 없음 

특정 표적 장기 독성 

 

                       1 회 노출 자료 없음 

                       반복노출 자료 없음 

흡인 유해성 자료 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2.1 생태독성 

 

어류 자료 없음. 

갑각류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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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자료 없음. 

     12.2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자료 없음. 

분해성 자료 없음. 

     12.3 생물농축성 자료 없음. 

     12.4 토양이동성 자료 없음. 

     12.5 기타유해영향 자료 없음. 

  

13. 폐기 시 주의사항 

   13.1 폐기 방법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하시오. 

   13.2 주의 사항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UN Number  자료없음. 

     Proper Shipping Name  해당사항없음. 

     Transportation Class  해당사항없음. 

     Packing Group  해당사항없음. 

     Marine Pollutant  해당사항없음. 

     Special precautions for user 자료없음. 

  

15. 법적 규제 정보 

  

   15.1 국제 목록 현황 

       U.S.A. (TSCA) 해당 없음. 

       Australia (AICS)  해당 없음. 

       Canada (DSL)  해당 없음. 

       China (CECS) 해당 없음. 

       Europe (EINECS)  해당 없음. 

       Japan (ENCS) 해당 없음. 

       Korea (ECL)  해당 없음. 

   15.2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규제/특정 규제  

해당 없음. 

   15.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 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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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자료의 출처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KOSHA)  

     Eurepean Chemicals Agency  (ECHA)  

       

 

   16.2 최초 작성 일자 2017-07-18          

   16.3 개정번호 및 개정 날짜  

개정 번호 003 

개정 날짜 2019-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