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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안전 보건 자료 (GHS) 

물짙명 CAS No 

이미다를로끄리드 105827"':재-9 

1 .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절보 

가. 제품멸 믹파뭐유제( I m i dao I op r i d)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KE No 

KE-05- 0331 

제품의 권고 용도 살출제 (The Chemioal Database)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사용 

다. 제조자/수밑자/유통얻자 절 

회사명 : (추)국보싸이언 

주 소 :중북 청주시 를 

긴급전화번호 : TEL. 

2. 유해설 ’ 우|험설 

가.유해섭 ’ 무|험설 분류 

1!1 부 부식설/1!1 부 자극성 

신호 경고 

유해 · 우|험문구 

H315 피부에 자곡을 일으킬 

H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H371 (특쩔표쩍장기)에 손삼을 밀으킬 수 있음 

예망조 :):1 문구 

예망 

P260 분진 , 률 · 가스 , 미스트 ’ 풍기 · 스프레이를 를밑하지 마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느 먹거나， 마시거나 홈연하지 마시오. 

P280 보호찰갑 , 보호의 • 보안렴 • 안면보호구를 확용하시오. 

U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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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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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릉 

P302tP352 n:I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셋으시오. 
P30하P351t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껴|속 생 

으시오. 

P309tP311 노출되거나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품을 받으시오. 
P321 릉급처5:1 를 하시오. 

P332tP313 끄|부 자극이 샘키면 의학쩍인 조언 ’ 주의를 맡으시오. 

P337tP313 눈에 대한 자극이 XI 속되면 의학쩍인 조언 ’ 주의를 맏으시오. 

P362 오멀된 의복은 빚고 다시 샤용 전 세탁하시오. 
저찰 

P405 밀볼하여 저잠하시오. 
펴|그| 

반응설 자료없음 

Imidaclopr id 

다. 유해 ’ 우|험섭 분류기준에 포 

보권 자료없음 

화재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 명 1-(6-Chloro-3-pyridiny 

이멸(관용멸) 

CAS 번 호 105827-78-9 
함유량(%) 4. 뻐 

짜
 ι찌
 
M 
폈
 쩨
 
… ” 4. 응급조치요렴 

가. 눈에 들어 랐을 때 눈에 때j~!:' ’'~'~i그 

눈에 묻으면 몇 분칸 물‘샤↓1칩 

나.n:I부에 첩촉했을 때 경미한 III 부 접촉 시 오염부위 확산을 망지하시오 

뜨거운 물질인 경무， 얼를 없애키 위해 열함을 맡은 부위를 다량의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씻어내시오 

물질과 접촉시 측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III 부와 눈을 씻어내 AI 오 

오멀된 옷과 싣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억을 력리하시오 

오멈된 의복은 벚고 다시 사용 전 세탁하시오. 

III 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쩍인 조언 ’ 주의를 맡으시오. 

다. 톨밑했를 때 노출되커나 물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틀 맏으시오. 

따뜻하거| 하고 안절되게 해주시오 

심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호홈이 힘들 곁무 산소를 공급하시오 

호톨하지 않느 경루 민공흐홈를 실시하시오 

랴. 먹었을 때 노출되커나 물편함을 』끼면 의료그|관(외사)의 도움을 맡으시오. 

마. 끼타 의사의 주의사항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 XI 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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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발 , 화재시 대처맙법 
가. 쩍절한(부쩍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 이산화탄소 또느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느 흙을 사용할 것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키는: 특절 유해성 가얼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비민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멸시 분해하여 부식성/득성 홈을 발샘할 수 있음 

일부느 탈 수 있으나 쉴게 절화하지 많응 

타느 동안 얼분해 또느 연소에 의해 자극쩍이고 매무 유득한 가스가 발샘될 수 있음 

다 . 화재진맙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망조치 구조자느 쩍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롤어지지 않케 하시오 

용융되어 운송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오 

루|험하지 많다면 화재지억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지역을 빚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탤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무 면 물러나 타께 놔두시오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탤크 화재시 맙력 망출잠치에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 

타 . 화재진맙시 착용할 보호구 및 

6. 누출사고시 대 처 망법 

가. 민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 

분진，훌·가스·미스트·증기 

엎질러진 것을 흑시 닦아내고， 보호구 합의 예맘조치를 따르시오. 

러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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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절화 또는 제거 망범 물활설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를수하고， 화학펴|기 

물 용기에 널으시오 . 

액체를 톨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삿어 내시오. 

7. 취급 및 저장망범 
가. 안전취급요령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캐를 여시오. 

공학쩍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찰조하여 학얻하시오 

용끼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하빌 예망조치를 따르시오.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 마시거나 를연하지 마시오. 

장끼간 또는 지속쩍인 1I1 부접촉을 막으시오. 

쩍절한 환키가 없으면 저장지억에 출밑하지 마시오.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 

취급/저잠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 

1I1 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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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한 저잡맘법 밀볼하여 저잡하시오. 

빈 드럼통은 완전 õl 배수하고 쩍절히 막아 폭시 드럼 조절키에 되돌려 놓거나 쩍절 õl 배치하시오. 

음식과 음료수로부터 멀리하시오. 

B. 노출맘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샘물학쩍 노출기준 등 

국내큐첩 자료없음 

ACGIH 규절 자료없음 

생물학쩍 노출기준 자료없음 

나. 쩍절한 공학쩍 관리 공절력 èl , 국소배기를 사용하커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느 다른 공학 

쩍 관리를 하시모.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다.개민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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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인증을 필한 호를용 보호구를 

9. 물 èl화학쩍 특설 

가.외관 

섭상 연한 갈색의 투멸한 유제 

색삼 연한 괄색 '~Iij.irl:;!!，'m，m.t\\(. 'o\'~， 
나. 냄새 자료없음 젠 '，，~;løtitlli~i\\폐k 텐 
다. 냄새억 xl 자료없음 페써씨T‘꽉 

5t: 멸짧/꾀Z훌 자료없음 텐띈때:젠2:;:띈펜:;:띤 뿔:ι? ;}f::때ι 
바. 초기 끓는=절고} 끓느점 범위 자료없음 

사. 민화점 자료없음 

마. 증발속도 자료없음 

자. 민화섭(고져1 ， 기져I ) 자료없음 

차. 인화 또느 폭발 멀위의 상한/하한 자료없음 

카. 풍기암 자료없음 

타. 용해도 자료없음 

파. 즘키밀도 자료없를 

하. 비풍 0.97-1.07 

거 . n-옥탄올/물분배계수 자료없음 

너. 자연말화온도 자료없음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러. 점도 자료없음 

머 . 분자량 2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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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절설 및 반응설 
가. 화학쩍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고온에서 분해되어 득설가스를 샘설할 수 있음 

카얼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노 탈 수 있으나 쉰거| 점화하지 많음 

비민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얼시 분해하여 부식설/득설 흥을 말샘할 수 있음 

나. 피해야 할 조건 얼， 스파크， 화멸 등 점화뭔 

다. 피해야 할 물질 가연설 물질， 환뭔설 물질 

라. 분해시 샘설되는 유해물질 타는 동안 얼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쩍이고 매우 유득한 가스가 발샘될 수 있 
.e 
= 

부식성/득설 륨 

11 . 특설에 관한 첩보 

카. 가능설이 높은 노출 경로에 

나. 권캄 유해성 절보 

급성득설 

경구 LD50 5,000 mg/생 Rat 

경 피 LD50 5,000 mg/kg Rat 

를밑 자료없음 

III 부부식성 또는 비자극설 

심한 눈손상 또느 비자극성 

흐름기과민설 자료없음 

끄|부과민성 자료없음 j tJ 
댐
 썼
 싸
 

}| a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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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 ”펙 
펼 

:펀펀 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A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샘식세포변이뭔설 자료없음 

생식득설 자료없음 

홈인유해설 자료없음 

12 . 환경에 미치는 엉함 

가. 생태득설 

어류 자료없응 

갑락류 자료없응 

조류 자료없음 

나. 잔류설 및 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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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설 자료없음 

분해설 자료없음 

다.샘물농촉성 

놀촉설 자료없음 

FRO마M:0220아882낀104 

샘분해설 (샘분해섭에 대한 유용한 자료가 없므므로 난분해섭므로 칸주) 

랴. 토양이동섭 자료없음 

마. 기타 유해 엉할 자료없음 

13. 펴!끼시 주의사함 
가. 펴|기망멈 펴|끼물관리법에 멸시된 렴우 

나. 펴|기시 주의샤함 (관련 멀큐에 명시된 

규절에 따하 내용물 및 용기를 펴|기하시오.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키를 펴|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절보 

가. 유엔번호 (UN No.) UN 분송위 
나. 쩍절선쩍멸 해당없음 

다. 운송에서외 무|험설 등급 해당 

랴. 용끼등급 해당없음 

마. 해암오염물힐 자료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느 운송수단 

화재시 비삽조xl 해당없음 

유출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15. 멈쩍큐저l 현활 … … 
가 산얻안전보권멀에 의한?pj때활:덴찌 테태 떨쩍펀폐 

1f?l, r:i.iE~싸W{W.~~a:':~\~~\':;i; 삐L- j파!".\I .. \꾀'ï:li:lf:~~ri':\!J fIi 꾀:~I，‘ :..J~ •" .~il‘?‘1). /.4\'; W.'l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짧한 체#제紀획j텐 째펀펜泌펀쉐꽉 끼 Y센 칩 

전대책 

zt: $;휠를힐헐룹};:랩싣E;醫網灣뭘 f패，;;;때i; 템’t;↓?;떼 삶」::띤ψ!‘ ff ri:;;찍끼 
마， 키타 력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력내큐제 

잔류설유)1 오멀물철관리멈 해당없음 

극외큐제 

미국관리첩보 (OSHA 큐절) 해당없음 

미국관리절보 (CERCLA 규절) 해당없음 

미국관러절보 (EP대A 302 규첩) 해당없음 

미극관리첩보 (EP매A 304 큐첩) 해당없음 

미국관리첩보 (EP매A 313 큐절) 해당없음 
미국관리절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력관리절보(스톡흩를협약물질) 해당없음 

미력관리첩보(몬트ë!1 롤의절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첩보(확절분류걸과) 해당없음 

EU 분류절보(우|헐문구)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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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분류절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그 밖의 활고사합 

가.자료의 출처 

The Chemical Database( 성 상 ) 

The Chemical Database( 색 상 ) 

NIT티마. 녹는절/어는절) 

NIT티카. 증끼암) 

TOMES;RTECS( 머 . 분자랑) 

QSAR ; TOPKA T ( I!I 부부식설 또노 자극섭 ) 

QSAR;TOPKAT( 심 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TOMES;RTECS( 특절 표쩍장끼 득성 ( 1회 노출) ) 

EPI SUITE( 생분해설) 

나 . 최 초작설 밀 2009-06-29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점밀자 

개절횟수 3 회 

초j 종 깨정일자 2016-01.29 

è~ . 그|타 

2. 유해설 , 무|험성(추가첩보) 
- 급설특성(경구) 구분3 

。 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느 때전ω 제 
호를 위하여 당사 연구소 및 산얻안전곰단 자료이다. 

。 제공된 MSDS는 내부쩍인뭘꽤막사훤J7그뚫at훼며，1띔↑업젖펜웰등으 
하느 경우에는 저작권법펀많;?)폐I:;!:퓨괴贊씌젠사|辦 때 

。 이 자료에 대한 문의사행| 했으싸」wdY!꺼탤료~~없까츄찌j'춰쐐개鼠{fC~i. 

￡급훌콰훌훌 펀 fg|L흘렸魔첼魔댐戀戀i;ji떤떨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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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느 다음과 같습니다. 

학설비치” 및 근로자의 건캄보 

용도로 사용 

;많;최r x;: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