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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1.1 제품명 

 Siachrome PLATINUM 

1.2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화학제품의 사용 

 자동차 관리 제품 

1.3 공급자 정보 

제조업체 

회사명: 

거리: 

장소: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Sia Abrasive Industries AG 

Mühwiesenstrasse 20 

 

CH-8501 Frauenfeld/Schweiz 

+ 41 (0)52 724 41 11                 팩스: + 41 (0)52 724 45 45 

msds.ch@sia-abrasives.com 

www.sia-abrasives.com 

공급업체 

회사명: 

주소: 

전화: 

홈페이지: 

 

로버트보쉬코리아 유한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5(신일동) 

080-955-0909 

www.siakorea.co.kr 

1.4. 비상 전화 번호 

   080-955-0909 

 

2항 : 유행성·위험성 

2.1 화학제품의 분류 

    29 CFR 부분 1910.1200 

 가연성 액체: 가연성 액체 4 

2.2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29 CFR 부분 1910.1200 

신호어:경고 

      유해 알림문 

가연성 액체 

예방 알림문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오. 

열/불꽃/개방 화염/뜨거운 표면에서 멀리하시오. – 금연.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해당 법률에 따라 폐기물을 처분하시오. 

2.3 기타 유해성 및 위험성 

 이용 가능한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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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3.2 혼합물 

위험 성분 

CAS NO. 성분 수량 

8042-47-5 화이트 미네랄오일 (석유) 55.35% 

 

4항: 응급조치 요령 
4.1 응급 조치 기술 

일반 정보 

 특별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들거나 증상이 보이면 진찰/치료를 받으시오. 

흡입했을 때 

 맑은 공기를 쐬도록 하시오. 기도 자극의 경우 의사와 상담하시오.  

피부에 접촉했을 때 

피부와 접촉한 후 즉시 물과 비누로 물로 충분히 씻으시오. 오염된 의복을 벗고 세척한 뒤에 재사용하시오. 

눈에 들어갔을 때 

 세안 또는 물로 즉시 신중하고 철저하게 헹구시오. 

먹었을 때 

 즉시 물로 입을 헹구고 물을 많이 마십시오. 구토를 유도하지 마시오. 의사에게 연락하시오. 

4.2 급성과 지연성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상과 영향 

 이용 가능한 정보 없음. 

4.3 즉각적인 치료와 특별 치료의 징후 

 증상에 따라 치료하시오. 

5항: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5.1 소화 물질 

적절한 소화제 

 살수 분사. 화재 주변에 대한 화재 진압 조치를 조정하시오. 

부적절한 소화제 

 완전 물 분사 

5.2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가연성.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합니다. 

5.3 화재 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화재의 경우: 자가 호흡 장치를 착용하시오. 

추가 정보 

살수 분사를 사용하여 직원들을 보호하고 위험한 용기를 냉각시키시오. 오염된 소화수를 따로 모아두시오. 배수구 

또는 지표수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6항: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6.1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적절한 환기를 제공하시오. 가스/연무/증기/분무액을 호흡하지 마시오. 피부, 눈, 옷과 접촉을 피하시오. 개인 보호 장비를 

사용하시오. 

6.2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배수구 또는 지표수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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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액체 결합제 (예, 모래, 규조토, 산 또는 일반 결합제)로 흡수하시오. 폐기물 처리에 관한 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회복재를 처리하

시오. 

6.4 기타 항에 대한 참조 

 안전한 취급: 7항을 참조하시오. 

 개인 보호장비 (PPE): 8항을 참조하시오. 

 폐기: 13항을 참조하시오. 

 

7항: 취급 및 저장방법 

7.1 안전 취급 요령 

안전한 취급에 관한 권고 사항 

특별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업 재료를 취급하는 동안 예방 조치의 최소 표준은 TRGS 500에 명시합니다. 

화재와 폭발 방지에 관한 권고 사항 

점화원을 멀리 하시오 – 금연. 정전기 방전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하시오.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합니다. 개방형 조

명과 불, 기타 가연성원을 멀리할 수 있는 장소에서만 재료를 사용하시오. 

취급에 관한 추가 정보 

오염된 의복을 벗으시오. 휴식시간과 작업 후에 손을 씻으시오. 사용 중에는 금연하시오. 사용 중에는 먹거나 마시지 마시오. 피부, 

눈, 옷과 접촉을 피하시오. 먼지/연기/가스/연무/증가/분무액 호흡을 피하시오. 

 
 

7.2 안전한 저장 방법 

보관실과 용기의 요건 

통풍이 잘되고 시원한 곳에만 원래 용기를 보관하시오. 용기는 밀봉하시오. 열, 뜨거운 표면, 불꽃, 개방 화염, 기타 점화원에서 멀

리하시오. 금연 

보관 양립 가능성에 관한 권고 사항 

산화제. 강산. 강한 알칼리. 자연 발화 또는 자가 발열 물질 

보관 조건에 관한 추가 정보 

권장 저장 온도: 15-25°C 

 

8항: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8.1 제어 변수 

노출방지 

 

 

 

적절한 공학적 관리 

환기가 잘되는 지역에서만 사용하시오. 

보호와 위생 조치 

오염된 의복을 벗으시오. 휴식시간과 작업 후에 손을 씻으시오. 사용 중에는 금연하시오. 사용 중에는 먹거나 마시지 

마시오. 피부, 눈, 옷과 접촉을 피하시오. 먼지/연기/가스/연무/증가/분무액 호흡을 피하시오. 

    눈/얼굴 보호 

보안경/얼굴 보호대를 착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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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보호 

화학 물질을 취급할 때 4개의 제어 숫자를 포함하여 CE-라벨이 있는 보호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화학 물질에 내

성이 있는 보호 장갑의 품질은 특정 작업장 농도의 기능과 유해 물질의 양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

해 이들 장갑 공급업체와 함께 상기 언급한 보호 장갑의 화학 물질에 대한 내성을 확인하기를 권장합니다. 검사를 

거친 보호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권장 장갑: HyFlex○R  Foam (EN 420, EN 388 (3131)). 

피부 보호 

적절한 방호복을 착용하시오. 

호흡기 보호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 호흡 보호장비를 착용하시오.  

환경 노출 관리 

특별한 환경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으로 제품의 규제를 받지 않는 배출을 허용하지 마시오. 
 

9항: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정보 

9.1 물리∙화학적 특성 
물리적 상태: 

색깔: 

냄새: 

pH-값(20°C에서): 

물리적 상태에서 변화 

용해점/빙점: 

초기 비등점과 비등점 범위: 

인화점: 

인화성 

   고체: 

   기체: 

인화 똔느 폭발 범위의 하한: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 

점화 온도: 

자연 발화 온도 

고체: 

   기체: 

분해 온도: 

산화 속성 

  산화하지 않음: 

증기 압력: 

(20°C에서) 

밀도 (20°C에서): 

수용성: 

기타 용제의 용해성 

미결정 

분배계수: 

점도/역학: 

(20°C에서) 

증발률: 

용제 함유량: 

페이스트 

노란색 

과일향 

 

 

 

 

 

 

 

 

 

 

 

 

 

 

 

 

해당 없음 

 

미결정 

>35°C 

>150°C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미결정 

미결정  

325°C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미결정 

 

 

<0,1 hPa 

 

0,8 g/cm3 

사실상 불용성 

 

 

미결정 

해당 없음 

 

미결정 

59,90% 

9.2 그 밖의 참고사항 

     고체 함유량:        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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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항: 안정성 및 반응성 

10.1 반응성 

 가연성. 

10.2 화학적 안정성 

 안정성:안정적 

제품은 정상 주변 온도에서 보관할 때 안정적입니다. 

10.3 유해 반응 가능성 

 위험 반응:발생하지 않음 

 알려진 위험 반응이 없음. 

10.4 피해야 할 조건 

열(예, 뜨거운 표면), 불꽃, 개방 화염의 원인에서 멀리하시오.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합니다. 개방형 조명과 불, 기타 

가연성원을 멀리할 수 있는 장소에서만 재료를 사용하시오. 직사광선을 피하시오. 

10.5 피해야 할 물질 

 산화제. 강산. 강한 알칼리. 자연 발화 또는 자가 발열 물질 

10.6 분해 시 생성되는 물질 

 알려진 유해 분해 제품이 없음. 
 

11항: 독성에 관한 정보 

11.1 독성 효과에 대한 정보 

독성동태학, 신진대사, 분포 

이용 가능한 정보 없음. 

급성 독성 

 이용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분류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CAS NO. 화학명 

 노출경로 복용량 종 출처 방법 

8042-47-5 화이트 미네랄오일 (석유) 

 경구 LD50  >5000 mg/kg 쥐 ECHA  

 피부 LD50  >2000 mg/kg 토끼 ECHA  

 흡입 (4시간) 연무제 LC50  >5,09 mg/l 쥐 ECHA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이용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분류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민감화 영향 

이용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분류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재생산을 위한 발암성/돌연변이성/독성 영향 

이용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분류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분류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분류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발암성 (OSHA): 

발암성 (IARC): 

발암성 (NTP): 

이 혼합물의 성분이 목록에 있지 않습니다. 

이 혼합물의 성분이 목록에 있지 않습니다. 

이 혼합물의 성분이 목록에 있지 않습니다. 

흡인 유해 

이용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분류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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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대상 실험에서 특정 영향 

이용 가능한 자료 없음. 

 

12항: 환경에 미치는 영향 
12.1 생태 독성 

 이용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분류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12.2 잔류성 및 분해성 

혼합물에 있는 물질은 REACH, 부록 XIII에 따라 PBT/vPvB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12.3 생물 농축성 

 제품을 실험하지 않았습니다. 

12.4 토양 이동성 

 제품을 실험하지 않았습니다. 

12.5 기타 유해 영향 

 이용 가능한 자료 없음. 

추가 정보 

 배수구 또는 지표수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토양/하층토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13항: 폐기 시 주의사항 

13.1 폐기 방법 

폐기에 관한 권고 사항 

배수구 또는 지표수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토양/하층토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해당 법률에 따라 폐

기물을 처분하시오. 

오염된 용기 및 포장재 

 오염되지 않은 포장재는 재활용합니다. 

14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US DOT 49 CFR 172.101 

적절한 선적명 

해상 운송 (IMDG) 

UN 번호 

UN 적정 선적명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용기 등급 

항공 운송 (ICAO-TI/IATA-DGR) 

UN 번호 

UN 적정 선적명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용기 등급 

 

이들 운송 규정과 관련하여 유해한 물질이 아님. 

 

이 운송 규제를 의미에서 위험한 물품 없음. 

이 운송 규제를 의미에서 위험한 물품 없음. 

이 운송 규제를 의미에서 위험한 물품 없음. 

이 운송 규제를 의미에서 위험한 물품 없음. 

 

이 운송 규제를 의미에서 위험한 물품 없음. 

이 운송 규제를 의미에서 위험한 물품 없음. 

이 운송 규제를 의미에서 위험한 물품 없음. 

이 운송 규제를 의미에서 위험한 물품 없음. 

14.5 환경 오염 물질 

환경 유해         없음 

14.6 이용자용 특별 예방 대책 

 특별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4.7 MARPOL 73/78 부록 II와 IBC 코드에 따른 대량 운송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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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항: 법적 규제 현황 

15.1 미국 규제 

    국가 목록 

 등록 현황: Yes. 

15.2 국가 규정 

1986년 안전한 식수 및 독성 집행법 (발의안 65, 캘리포니아 주) 

이 제품에는 암, 선천적 장애, 기타 생식기능의 손상을 유발하는 캘리포니아 주에 알려진 화학 물질이 들어 있지 않

습니다. 

 

16항: 그 밖의 참고사항 

유해 물질 정보 표시 (HMIS) 

건강: 

가연성: 

물리적 유해: 

개인 보호: 

1 

2 

1 

B 

NFPA 유해 등급 

건강: 

가연성: 

반응성: 

독특한 위험: 

개정일: 

개정 No. 

1 

2 

1 

 

2018년 4월 26일 

1,00 

 

약어와 머리글자어 

 ADR: Accord européen sur le transport des marchandises dangereuses par Route 

 (국제도로 위험물품 운송에 관한 유럽조약) 

 IMDG: 위험물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협약 

 IATA: 국제 항공 운송 협회 

 GHS: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에 대한 세계조화시스템 

 EINECS: 유럽 상업용 화학 물질 목록 

 ELINCS: EU 신고물질목록 

 CAS: 화학 초록 서비스 번호 

 LC50: 치사 농도, 50% 

 LD50: 치사량, 50% 

추가 정보 

위의 정보는 제품의 안전 요건을 독점적으로 설명하고 현재 지식을 근거로 합니다. 이 정보는 보관과 처리, 운송, 폐기를 

하는데 이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명시된 제품의 안전한 취급에 관한 권고 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보를 

다른 제품으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제품을 다른 제품과 혼합하는 경우 또는 처리하는 경우 이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관한 정보가 새로운 가짜 자료에 반드시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유해 성분에 관한 자료는 하청 업체의 물질 안전 보건 자료의 최신판에서 각각 가져 왔습니다.) 
Siachrome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siakorea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www.sia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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