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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Version No.: 1.0(제정일 2013-04-26) 

Elution buffer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  Elution buffer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연구용으로 사용 한다. 

다. 공급자 정보 

  ○ 회사명 : ㈜바이오니아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49-3번지 

  ○ 긴급전화번호 : +82-42-1588-9788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생식독성 : 금속부식성 물질 : 구분1 

급성 독성(경피) : 구분3 

급성 독성(흡입:증기) : 구분2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2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2 

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신호어 :  위험 

  ○ 유해․위험 문구 : HH229900  금금속속을을  부부식식시시킬킬  수수  있있음음 

H302 삼키면 유해함 

HH331111  피피부부와와  접접촉촉하하면면  유유독독함함  

HH331144  피피부부에에  심심한한  화화상상과과  눈눈에에  손손상상을을  일일으으킴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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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331188  눈눈에에  심심한한  손손상상을을  일일으으킴킴  

HH333300  흡흡입입하하면면  치치명명적적임임  

HH336611  태태아아  또또는는  생생식식능능력력에에  손손상상을을  일일으으킬킬  것것으으로로  의의심심됨됨  

○ 예방조치 문구 :  

예방 : PP220011  사사용용  전전  취취급급  설설명명서서를를  확확보보하하시시오오.. 

PP220022  모모든든  안안전전  예예방방조조치치  문문구구를를  읽읽고고  이이해해하하기기  전전에에는는  취취급급하하지지  마마시시오오..  

PP223344  원원래래의의  용용기기에에만만  보보관관하하시시오오..  

PP226600  ((분분진진··흄흄··가가스스··미미스스트트··증증기기··스스프프레레이이))를를((을을))  흡흡입입하하지지  마마시시오오..  

PP226644  취취급급  후후에에는는  취취급급  부부위위를를  철철저저히히  씻씻으으시시오오  

PP227700  이이  제제품품을을  사사용용할할  때때에에는는  먹먹거거나나,,  마마시시거거나나  흡흡연연하하지지  마마시시오오..  

PP227711  옥옥외외  또또는는  환환기기가가  잘잘  되되는는  곳곳에에서서만만  취취급급하하시시오오  

PP228800  ((보보호호장장갑갑··보보호호의의··보보안안경경··안안면면보보호호구구))를를((을을))  착착용용하하시시오오  

PP228811  적적절절한한  개개인인  보보호호구구를를  착착용용하하시시오오..  

PP228844  호호흡흡기기  보보호호구구를를  착착용용하하시시오오..  

대대응응  ::  PP330011++PP331122  삼삼켜켜서서  불불편편함함을을  느느끼끼면면  의의료료기기관관((의의사사))의의  진진찰찰을을  받받으으시시오오  

PP330022++PP335522  피피부부에에  묻묻으으면면  다다량량의의  비비누누와와  물물로로  씻씻으으시시오오..  

PP330044++PP334400  흡흡입입하하면면  신신선선한한  공공기기가가  있있는는  곳곳으으로로  옮옮기기고고  호호흡흡하하기기  쉬쉬운운  자자세세로로  안안정정을을  취취하하시시오오  

PP330055++PP335511++PP333388  눈눈에에  묻묻으으면면  몇몇  분분간간  물물로로  조조심심해해서서  씻씻으으시시오오..  가가능능하하면면  콘콘택택트트렌렌즈즈를를  제제거거하하시시오오..    

PP330088++PP331133  노노출출되되거거나나  노노출출이이  우우려려되되면면  의의학학적적인인  조조치치··조조언언을을  구구하하시시오오..  

PP331100  즉즉시시  의의료료기기관관((의의사사))의의  진진찰찰을을  받받으으시시오오  

PP331122  불불편편함함을을  느느끼끼면면  의의료료기기관관((의의사사))의의  진진찰찰을을  받받으으시시오오  

PP333300  입입을을  씻씻어어내내시시오오..  

PP333322++PP331133  피피부부  자자극극이이  생생기기면면  의의학학적적인인  조조치치··조조언언을을  구구하하시시오오  

PP333377++PP331133  눈눈에에  자자극극이이  지지속속되되면면  의의학학적적인인  조조치치··조조언언을을  구구하하시시오오  

PP336611  오오염염된된  모모든든  의의복복은은  벗벗거거나나  제제거거하하시시오오..  

PP336622  오오염염된된  의의복복은은  벗벗고고  다다시시  사사용용  전전  세세탁탁하하시시오오..  

PP336633  다다시시  사사용용전전  오오염염된된  의의복복은은  세세척척하하시시오오  

PP339900  물물질질손손상상을을  방방지지하하기기  위위해해  누누출출물물을을  흡흡수수시시키키시시오오  

저저장장  ::  PP440033++PP223333  용용기기는는  환환기기가가  잘잘  되되는는  곳곳에에  단단단단히히  밀밀폐폐하하여여  저저장장하하시시오오  

PP440055  잠잠금금장장치치가가  있있는는  저저장장장장소소에에  저저장장하하시시오오  

PP440066  금금속속부부식식성성  물물질질이이므므로로  ((제제조조자자  또또는는  행행정정관관청청에에서서  정정한한))  내내부부식식성성  용용기기에에  보보관관하하시시오오..  

폐폐기기  ::  PP550011  ((관관련련  법법규규에에  명명시시된된  내내용용에에  따따라라))  내내용용물물  용용기기를를  폐폐기기하하시시오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 분진폭발 위험성) : NFPA 등급: 보건 = 3  화재 = 1 반응성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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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이명(관용명) CAS.번호 함유량(%) 

4-(2-하이드록시에틸)-1-피페라진

에탄술폰(HEPES) 

(4-(2-HYDROXYETHYL)-1-

PIPERAZINE ETH 
7365-45-9 2~5% 

염화나트륨 Sodium Chloride 7647-14-5 1~3% 

이미다졸 Imidazole 288-32-4 2~10% 

글리세린 Glycerol 56-81-5 5~15% 

메르캅토에탄올 b-mercaptoethanol 60-24-2 0.01~1% 

물 water 7732-18-5 89.99~66% 
 

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눈눈에에  묻묻으으면면  몇몇  분분간간  물물로로  조조심심해해서서  씻씻으으시시오오..  가가능능하하면면  콘콘택택트트렌렌즈즈를를  제제거거하하시시오오..  계계속속  씻씻으으시시오오..  

                                          긴긴급급  의의료료조조치치를를  받받으으시시오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피피부부((또또는는  머머리리카카락락))에에  뭍뭍으으면면  오오염염된된  모모든든  의의복복은은  벗벗거거나나  제제거거하하시시오오..  피피부부를를  물물로로  씨씨으으시시오오//샤샤워워하하시시오오..  

                                              오오염염된된  의의복복은은  벗벗고고  다다시시  사사용용  전전  세세탁탁하하시시오오..  

뜨뜨거거운운  물물질질인인  경경우우,,  열열을을  없없애애기기  위위해해  영영향향을을  받받은은  부부위위를를  다다량량의의  차차가가운운  물물에에  담담그그거거나나    

씻씻어어내내시시오오  

긴긴급급  의의료료조조치치를를  받받으으시시오오  

오오염염된된  옷옷과과  신신발발을을  제제거거하하고고  오오염염지지역역을을  격격리리하하시시오오  

경경미미한한  피피부부  접접촉촉  시시  오오염염부부위위  확확산산을을  방방지지하하시시오오  

다. 흡입했을 때 : 즉즉시시  의의료료기기관관((의의사사))의의  진진찰찰을을  받받으으시시오오  

과과량량의의  먼먼지지  또또는는  흄흄에에  노노출출된된  경경우우  깨깨끗끗한한  공공기기로로  제제거거하하고고  기기침침이이나나  다다른른  증증상상이이  있있을을  경경우우  의의료료  조조치치를를  취취하하시시오오 

라. 먹었을 때 : 삼삼켰켰다다면면  입입을을  씻씻어어내내시시오오..  토토하하게게  하하려려  하하지지  마마시시오오..  

노노출출되되거거나나  노노출출이이  우우려려되되면면  의의학학적적인인  조조치치,,조조언언을을  구구하하시시오오  

물물질질을을  먹먹거거나나  흡흡입입하하였였을을  경경우우  구구강강대대구구강강법법으으로로  인인공공호호흡흡을을  하하지지  말말고고  적적절절한한  호호흡흡의의료료장장비비를를  이이용용하하시시오오 

마. 급성 및 지연성의 가정 중요한 증상/영향 : 폭폭로로시시  의의료료진진에에게게  연연락락하하고고  추추적적조조사사  등등의의  특특별별한한  응응급급조조치치를를  취취하하시시오오  

바. 응급처치 및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의의료료인인력력이이  해해당당물물질질에에  대대해해  인인지지하하고고  보보호호조조치치를를  취취하하도도록록  하하시시오오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 이이  물물질질과과  관관련련된된  소소화화시시  알알콜콜  포포말말,,  이이산산화화탄탄소소  또또는는  물물분분무무를를  사사용용할할  것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예, 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 :  

금금속속을을  부부식식시시킬킬  수수  있있음음 

타타는는  동동안안  열열분분해해  또또는는  연연소소에에  의의해해  자자극극적적이이고고  매매우우  유유독독한한  가가스스가가  발발생생될될  수수  있있음음  

일일부부는는  탈탈  수수  있있으으나나  쉽쉽게게  점점화화하하지지  않않음음  

일일부부는는  금금속속과과  접접촉촉시시  가가연연성성  수수소소가가스스를를  생생성성할할  수수  있있음음  



 

 

 4 

www.bioneer.com 

BQ-042-101-06 

Revision : 0(2012-11-29) 

 

비비인인화화성성,,물물질질  자자체체는는  타타지지  않않으으나나  가가열열시시  분분해해하하여여  부부식식성성//독독성성  흄흄을을  발발생생할할수수  있있음음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

시오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

나 타게 놔두시오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  

((분분진진··흄흄··가가스스··미미스스트트··증증기기··스스프프레레이이))를를((을을))  흡흡입입하하지지  마마시시오오..  

엎엎질질러러진진  것것을을  즉즉시시  닦닦아아내내고고,,  보보호호구구  항항의의  예예방방조조치치를를  따따르르시시오오  

오오염염  지지역역을을  격격리리하하시시오오  

들들어어갈갈  필필요요가가  없없거거나나  보보호호장장비비를를  갖갖추추지지  않않은은  사사람람은은  출출입입하하지지마마시시오오..  

모모든든  점점화화원원을을  제제거거하하시시오오  

위위험험하하지지  않않다다면면  누누출출을을  멈멈추추시시오오  

적적절절한한  보보호호의의를를  착착용용하하지지  않않고고  파파손손된된  용용기기나나  누누출출물물에에  손손대대지지  마마시시오오  

플플라라스스틱틱  시시트트로로  덮덮어어  확확산산을을  막막으으시시오오  

피피해해야야할할  물물질질  및및  조조건건에에  유유의의하하시시오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수수로로,,  하하수수구구,,  지지하하실실,,  밀밀폐폐공공간간으으로로의의  유유입입을을  방방지지하하시시오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물물질질손손상상을을  방방지지하하기기  위위해해  누누출출물물을을  흡흡수수시시키키시시오오..  

불불활활성성  물물질질((예예를를  들들어어  건건조조한한  모모래래  또또는는  흙흙))로로  엎엎지지른른  것것을을  흡흡수수하하고고,,  화화학학폐폐기기물물    

용용기기에에  넣넣으으시시오오..  

공공기기성성  먼먼지지를를  제제거거하하고고  물물로로  습습윤윤화화하하여여  흩흩어어지지는는  것것을을  막막으으시시오오..  

액액체체를를  흡흡수수하하고고  오오염염된된  지지역역을을  세세제제와와  물물로로  씻씻어어  내내시시오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 모모든든  안안전전  예예방방조조치치  문문구구를를  읽읽고고  이이해해하하기기  전전에에는는  취취급급하하지지  마마시시오오  

취취급급  후후에에는는  취취급급  부부위위를를  철철저저히히  씻씻으으시시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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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  제제품품을을  사사용용할할  때때에에는는  먹먹거거나나,,  마마시시거거나나  흡흡연연하하지지  마마시시오오  

옥옥외외  또또는는  환환기기가가  잘잘  되되는는  곳곳에에서서만만  취취급급하하시시오오  

용용기기가가  비비워워진진  후후에에도도  제제품품  찌찌꺼꺼기기가가  남남아아  있있을을  수수  있있으으므므로로  모모든든  MMSSDDSS//라라벨벨  예예방방조조치치를를    

따따르르시시오오..  

취취급급//저저장장에에  주주의의하하여여  사사용용하하시시오오..  

개개봉봉  전전에에  조조심심스스럽럽게게  마마개개를를  여여시시오오  

장장기기간간  또또는는  지지속속적적인인  피피부부접접촉촉을을  막막으으시시오오  

피피해해야야할할  물물질질  및및  조조건건에에  유유의의하하시시오오  

나. 안전한 저장 방법(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 원원래래의의  용용기기에에만만  보보관관하하시시오오 

용용기기는는  환환기기가가  잘잘  되되는는  곳곳에에  단단단단히히  밀밀폐폐하하여여  저저장장하하시시오오..  

금금속속부부식식성성  물물질질이이므므로로  ((제제조조자자  또또는는  행행정정관관청청에에서서  정정한한))    

내내부부식식성성  용용기기에에  보보관관하하시시오오  

빈빈  드드럼럼통통은은  완완전전히히  배배수수하하고고  적적절절히히  막막아아  즉즉시시  드드럼럼  조조절절기기에에    

되되돌돌려려  놓놓거거나나  적적절절히히  배배치치하하시시오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자료 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공공정정격격리리,,  국국소소배배기기를를  사사용용하하거거나나,,  공공기기수수준준을을  노노출출기기준준  이이하하로로  조조절절하하는는  다다른른  공공학학적적    

관관리리를를  하하시시오오  

운운전전시시  먼먼지지,,  흄흄  또또는는  미미스스트트를를  발발생생하하는는  경경우우,,  공공기기  오오염염이이  노노출출기기준준  이이하하로로  유유지지되되  

도도록록  환환기기하하시시오오  

이이  물물질질을을  저저장장하하거거나나  사사용용하하는는  설설비비는는  세세안안설설비비와와  안안전전  샤샤워워를를  설설치치하하시시오오 

다. 개인 보호구 

○ 호흡기 보호 : 노노출출되되는는  물물질질의의  물물리리화화학학적적  특특성성에에  맞맞는는  한한국국산산업업안안전전보보건건공공단단의의  인인증증을을  필필한한  호호흡흡용용  보보호호구구를를    

착착용용하하시시오오 

○ 눈 보호 : 자료 없음 

○ 손 보호 : 자료 없음 

○ 신체 보호 : 자료 없음 

9. 물리화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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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하이드록시에틸)-1-피페라진에탄술폰(HEPES) 

가. 외관(물리적 상태, 색 등) : 고체, 흰색 

나. 냄새 : 무취 

다. 냄새 역치 : 자료없음 

라. pH : 해당 안됨 

마. 녹는점/어는점 : 236℃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자료없음 

사. 인화점 : 자료없음 

아. 증발 속도 :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 해당 안됨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자료없음 

카. 증기압 : 무시할 수 있음 

타. 용해도 : 자료없음 

파. 증기밀도 : 해당 안됨 

하. 비중 : 없음 

거. n 옥탄올/물 분배계수 : 없음 

너. 자연발화 온도 : 자료없음 

더. 분해 온도 : 자료없음 

러. 점도 : 자료없음 

머. 분자량 : 238.31 

염화나트륨(NaCl) 

가. 외관(물리적 상태, 색 등) : 고체, 흰색 

나. 냄새 :무취 

다. 냄새 역치 : 자료 없음  

라. pH :6.7 (6.7~7.3) 

마. 녹는점/어는점 : 801℃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1413℃ 

사. 인화점 : 자료 없음 

아. 증발 속도 : 자료 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 해당 안됨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자료 없음 

카. 증기압 : 1mmHg 

타. 용해도 : 360g/L 

파. 증기밀도 :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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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비중 : 2.16 

거. n 옥탄올/물 분배계수 : -0.46 

너. 자연발화 온도 : 자료 없음 

더. 분해 온도 : 자료 없음 

러. 점도 : 자료 없음 

머. 분자량 : 58.44 

이미다졸(Imidazole) 

가. 외관(물리적 상태, 색 등) : 고체, 무색에서 노란색까지 

나. 냄새 :비린내 

다. 냄새 역치 : 자료 없음  

라. pH :9.8 

마. 녹는점/어는점 : 자료 없음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자료 없음 

사. 인화점 : 자료 없음 

아. 증발 속도 : 자료 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 해당 안됨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자료 없음 

카. 증기압 : 0.0462mmHg 

타. 용해도 : 159g/L 

파. 증기밀도 : 해당 안됨 

하. 비중 : 0.6 

거. n 옥탄올/물 분배계수 : -0.08 

너. 자연발화 온도 : 자료 없음 

더. 분해 온도 : 자료 없음 

러. 점도 : 자료 없음 

머. 분자량 : 68.08 

글리세린 (Glycerol) 

가. 외관(물리적 상태, 색 등) : 액체, 무채색 

나. 냄새 : 무취 

다. 냄새 역치 : 자료없음  

라. pH :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 20℃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171℃ 

사. 인화점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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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증발 속도 :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 해당 안됨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19/2.7% 

카. 증기압 : 0.0025mmHg 

타. 용해도 : 1000g/L 

파. 증기밀도 : 3.1 

하. 비중 : 1.2613 

거. n 옥탄올/물 분배계수 : 자료없음 

너. 자연발화 온도 : 370℃ 

더. 분해 온도 : 290℃ 

러. 점도 : 954cP 

머. 분자량 : 92.09 

메르캅토에탄올 ( ß-Mercaptoethanol) 

가. 외관(물리적 상태, 색 등) : 액체, 무채색 

나. 냄새 : 희미하지만 특이한향 

다. 냄새 역치 : 자료없음  

라. pH : 4.5-6 

마. 녹는점/어는점 :< -50℃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154~161℃ 

사. 인화점 : 70.5℃ 

아. 증발 속도 :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 해당 안됨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18/2.3% 

카. 증기압 : 1.756mmHg 

타. 용해도 : 자료없음 

파. 증기밀도 : 2.69 

하. 비중 : 1.1143 

거. n 옥탄올/물 분배계수 : -0.056 

너. 자연발화 온도 : 295℃ 

더. 분해 온도 : 자료없음 

러. 점도 : 3.43cP 

머. 분자량 : 78.13 

물 

가. 외관(물리적 상태, 색 등) : 액체, 무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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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냄새 : 무취 

다. 냄새 역치 : 자료없음  

라. pH : 7 

마. 녹는점/어는점 :0℃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100℃ 

사. 인화점 : 자료 없음 

아. 증발 속도 :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 해당 안됨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해당 없음 

카. 증기압 : 23.8mmHg 

타. 용해도 : 100g/100ml 

파. 증기밀도 : 자료없음 

하. 비중 : 1 

거. n 옥탄올/물 분배계수 : -1.38 

너. 자연발화 온도 : 자료없음 

더. 분해 온도 : 자료없음 

러. 점도 : 자료없음 

머. 분자량 : 18.02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금금속속을을  부부식식시시킬킬  수수  있있음음 

고고온온에에서서  분분해해되되어어  독독성성가가스스를를  생생성성할할  수수  있있음음  

가가열열시시  용용기기가가  폭폭발발할할  수수  있있음음  

일일부부는는  금금속속과과  접접촉촉시시  가가연연성성  수수소소가가스스를를  생생성성할할  수수  있있음음  

비비인인화화성성,,  물물질질  자자체체는는  타타지지  않않으으나나  가가열열시시  분분해해하하여여  부부식식성성//독독성성  흄흄을을  발발생생할할  수수  있있음음  

일일부부는는  산산화화제제로로  가가연연성성  물물질질을을  점점화화할할  수수  있있음음  

독독성성::  흡흡입입,,  섭섭취취,,  피피부부  접접촉촉시시  심심각각한한  부부상상  및및  사사망망을을  초초래래할할  수수  있있음음  

용용융융물물질질과과  접접촉촉  시시  피피부부와와  눈눈에에  심심각각한한  화화상상을을  입입힐힐  수수  있있음음  

나. 유해 반응의 가능성 : 자료 없음 

다. 피해야 할 조건(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 가가연연성성  물물질질,,  환환원원성성  물물질질 

라. 피해야 할 물질 : 열열 

마.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타타는는  동동안안  열열분분해해  또또는는  연연소소에에  의의해해  자자극극적적이이고고  매매우우  유유독독한한  가가스스가가  발발생생될될  수수  있있음음   

부부식식성성//독독성성  흄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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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자자극극((심심한한  경경우우도도  있있음음)),,  구구역역,,  구구토토,,  목목소소리리  상상실실,,  호호흡흡곤곤란란,,  천천명명,,  두두통통,,    

폐폐  울울혈혈을을  일일으으킬킬  수수  있있음음 

화화상상을을  일일으으킬킬  수수  있있음음  

자자극극((심심한한  경경우우도도  있있음음))을을  일일으으킬킬  수수  있있음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 급성 독성(노출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 : LLDD5500  996600  ~~  997700  ㎎㎎//㎏㎏  RRaatt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자자료료  없없음음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1100--1122일일  회회복복  iirrrriittaattiioonn,,  11일일에에서서  88일일사사이이에에  약약간간의의  염염증증이이  발발생생되되며며  홍홍채채점점수수  55//1100,,    

cchheemmoossiiss  점점수수1100~~1144 

○ 호흡기 과민성 : 자료없음 

○ 피부 과민성 : 자료없음 

○ 발암성 : 자료없음 

○ 생식세포 변이원성 : AAmmeess  tteesstt  ::  음음성성,,  SSaallmmoonneellllaa  ttyypphhiimmuurriiuumm  TTAA11553355,,TTAA9977,,9988,,110000,,110022  ::  00..662255,,  11..2255,,  22..55,,  55,,  1100  mmgg//ppllaattee,,    

UUnnsscchheedduulleedd  DDNNAA  ssyynntthheessiiss  ::  음음성성,,  RRaatt  pprriimmaarryy  hheeppaattooccyytteess  ::  00..2255,,  00..55,,  11,,  22,,  44  mmgg//mmll,,  소소핵핵시시험험((IInn  vviivvoo))::  음음성성 

NNMMRRII  mmoouussee  ::  550000,,  11000000,,  22000000  mmgg//kkgg  bbww 

○ 생식독성 : 음음성성((직직접접적적인인  생생식식독독성성시시험험은은  없없으으나나  OOEECCDD  TTGG440088에에  따따라라  RRaatt를를  이이용용하하여여  00,,  2200,,  6600,,  118800mmgg//kkgg  bbww//dd로로  수수행행한한    

결결과과  암암컷컷과과  수수컷컷((정정자자수수,,정정자자활활동동성성,,  정정자자모모양양  등등))의의  생생식식기기관관에에  아아무무  영영향향이이  없없었었음음  NNOOAAEELL  118800mmgg//kkgg  bbww//ddaayy))  

발발달달  및및  최최기기형형성성독독성성  NNOOAAEELL  mmaatteerraall//ddeevveellooppmmeennttaall  ttooxxiicciittyy//tteerraattooggeenniicciittyy  ::  6600  mmgg//kkgg  bbww  

RRaatt((WWiissttaarr)),,  DDoossee  ::  00,,  2200,,  6600,,  118800  mmgg//kkgg  bbww//dd((1144  dd))군군으으로로  시시험험한한  결결과과  최최고고농농도도군군에에서서  임임신신기기간간  66--88 일일과과  1177--  

2200 일일에에  체체중중이이  유유의의하하게게  감감소소하하였였으으며며  특특히히  1177--2200 일일에에  체체중중의의  영영향향은은  임임신신자자궁궁무무게게가가  현현저저히히((2266%%))감감소소로로  기기인인,,    

재재흡흡수수율율  증증가가,,  평평균균태태아아체체중중이이  모모독독성성에에  비비해해  낮낮음음..  차차산산자자의의  생생존존율율  감감소소,,  착착상상후후  손손실실  증증가가..  모모독독성성이이  영영향향이이    

있있었었으으며며,,  차차산산자자골골격격이이상상이이  1100%%까까지지  증증가가 

○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경경련련과과  llaatteerraall  ppoossttuurree의의  불불균균형형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표표적적장장기기::  간간과과  신신장장  RRaatt  NNOOAAEELL::약약  6600  mmgg//kkgg,,  9900일일  노노출출,,농농도도  00,,  2200,,  6600,,  118800  mmgg//kkgg    

bbww//dd,,  아아독독성성과과  아아만만성성시시험험에에서서  간간중중심심소소엽엽  비비대대,,  근근위위세세뇨뇨관관에에  αα22uu--mmiiccrroogglloobbuulliinn축축적적  

○ 흡인 유해성 : 자료 없음 

  다. 독성의 수치적 척도(급성 독성 추정치 등):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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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태독성 :  

어류 = LLCC5500  332277  ㎎㎎//ℓℓ  9966  hhrr  기기타타   

갑각류 = EECC5500  334411  ㎎㎎//ℓℓ  4488  hhrr  DDaapphhnniiaa  mmaaggnnaa   

조류 = EErrCC5500  113333  ㎎㎎//ℓℓ  7722  hhrr  SScceenneeddeessmmuuss  ssuubbssppiiccaattuuss 

나. 잔류성 및 분해성 :  

잔류성 = lloogg  KKooww  --00..0088 

분해성 = 자자료료  없없음음 

다. 생물 농축성 :  
농축성 = 자자료료  없없음음 

생분해성 = 9988  ((%%))  1188  ddaayy 

라. 토양 이동성 : 자자료료없없음음  

마. 기타 유해 영향 :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하시오. 

나. 폐기시 주의사항(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 번호 : 11775599 

나. 유엔 적정 선적명 : 기기타타의의  부부식식성성  물물질질  ((고고체체))((CCOORRRROOSSIIVVEE  SSOOLLIIDD,,  NN..OO..SS..))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88 

라. 용기등급(해당하는 경우) :11 

마. 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 : 자료 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 FF--AA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자료 없음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 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자료료  없없음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자료료  없없음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자료 없음,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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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  

TTOOMMEE((경경구구)),,  SSIIDDSS((피피부부부부식식성성  또또는는  자자극극성성)),,  SSIIDDSS((심심한한  눈눈손손상상  또또는는  자자극극성성)),,  SSIIDDSS((생생식식세세포포변변이이원원성성)),,  SSIIDDSS((생생식식독독성성)) 

  SSIIDDSS((특특정정  표표적적장장기기  독독성성  ((11회회  노노출출)))),,  SSIIDDSS((특특정정  표표적적장장기기  독독성성  ((반반복복  노노출출)))),,  SSIIDDSS((어어류류)),,  SSIIDDSS((갑갑각각류류)),,  SSIIDDSS((조조류류)),,    

나. 최초 작성일자 : 2013년 4월 25일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0 

라. 기타 : 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바이오니아가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이 보유 하고 있는 MSDS를 도입하여 원본 또는 일부를 수정하여 제공하는 것인 바, 산업안전 

보건법 제 41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해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MSDS는 내부적인 용도로 

만 사용이 가능하며, 외부적(상업적)인 용도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시고자 할 경우 

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주식  

회사 바이오니아 (http://www.Bioneer.co.kr , 전화번호 042-930-86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bione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