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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1개 - 개개: 개개 개개개 개 개개 개개

1.1 제품 식별자

Roxtec Fire Sealant

1.2 화학 물질의 권장 사용법 및 주의사항

수동적 방화용 실란트

1.3 공급자 상세사항

Roxtec International AB
Box 540, 371 23 Karlskrona, Sweden
전화: +46 455 36 67 00
팩스: +46 455 820 12
info@roxtec.com
www.roxtec.com

1.4 비상 연락처 

대한민국 국립 화학물질안전원

긴급 전화번호: +82 42 605 7030

24시간 신고 가능

개2개 - 개개개개 개개 
2.1 물질 또는 혼합물의 분류

본 혼합물은 CLP 규정 EC 1272/2008 또는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국제조화시스템(GHS) 2015년 개정 6판에 
따른 위험요소로 분류하지 않는다.

본 혼합물은 리치규청, EC 1907/2006 32항 또는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국제조화시스템(GHS) 2015 개정 6
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2.2 표시 요소

해당사항 없음. 본 제품은 특별한 표기가 요구되는 물질 또는 농도를 함유하고 있지 않다.

2.3 기타 위험요소

본 제품은 PBT 또는 vPvB로 평가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

개3개 - 개개 개개 개개 개 개개 
3.1 물질

해당사항 없음. 본 제품은 혼합물이다. 3.2항 참조.

3.2 혼합물

본 제품은 따로 표시하거나 명시해야 하는 물질 또는 농도 수준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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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4개 - 개개개개

4.1 응급조치 설명 
피부 접촉: 비누와 물로 씻는다. 
눈 접촉: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는다.
흡입: 흡입한 사람이 신선한 공기가 있는 따뜻한 곳에서 쉬게 한다.
섭취: 많은 양의 물로 입안을 깨끗이 헹구고 물을 뱉는다. 그 후에 적어도 
1/2 리터의 물을 마신다.
오염된 옷을 제거한다.

4.2 가장 중요한 증상/효과, 급성 및 만성

표시된 바 없음.

4.3 즉각적인 의료처치 및 특별치료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징후

증상에 따른 치료

개5개 - 개개 개개 개개

5.1 적합한 소화제 
적합한 소화기: 인근에 있는 화재 소화용 물질로 소화한다.
적합하지 않은 소화기: 특별하게 없음.

5.2 화학 물질에서 발생하는 특별 유해성

연소 시 유해 가스(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를 내포한 연기가 발생하며 불완전 연소 시 알데히드 및 기타 독성, 유
해성, 자극성 또는 환경적으로 유해한 물질이 발생한다.

5.3 소방관을 위한 특별 보호 조치

유럽기준 BS EN 469에 따라 소방관 일반 보호 장비, 장갑(BS EN 659), 장화(HO 사양 A29 및 A30) 또는 동급의 장비

를 사용한다. 자급형 개방 양압식 압축 공기 호흡 장비(BS EN 137)를 사용한다. 

개6개 - 개개 개개 개 개개개개

6.1 주의사항, 개인 보호 장비 및 응급상황 조치

청소할 때 알레르기 검사를 거친 적절한 보호 장갑을 사용한다.
청소할 때 더스트 필터 IIb(P2)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
보호 수역에 누출했을 경우, 즉시 긴급 구조대에 연락한다.
제품을 들이마시거나 피부와 눈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6.2 환경 보호 조치

누출된 제품이 토양, 식물, 배수구, 하수, 지표수 및 지하수에 이르지 않도록 방지한다.
제품이 소량으로 자연환경에 배출된 경우 심각한 환경 영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량으로 배출된 경우 
긴급 구조대 및 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6.3 정화 및 제거 방법

연소 폐기 처분을 위해  물질을 주의하여 수집한 후 유출 지역을 물로 씻어낸다.
공기가 통하도록 물질을 저어주지 않는다.
오염된 제품은 화학 폐기물과 같이 처리하여야 하며 비위해물품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6.4 기타 참조

개인 보호 장비 및 폐기에 관해서는 제8장 및 제13장을 참조한다.

개7개 - 개개 개 개개

7.1 안전 취급을 위한 예방조치

잠재적으로 건강에 위해한 물질로 취급한다.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다.
본 제품 사용 시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않는다.
식사 장소에 들어가기 전 제품이 묻은 옷과 보호 장비를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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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부적합성을 포함한 안전 저장 조건

선선하며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결빙 온도 이상 및 30 ºC 이하).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취급한다.
환기가 잘 되는 눈 높이보다 낮은 곳에 저장한다.
원포장에만 저장한다.

7.3 구체적인 최종 용도

해당 없음.

개8개 - 개개개개 개 개개 개개 개개

8.1 관리 기준

모든 재료(제3장 참조)는 직업적 방사선 노출 한계값에 미치지 않는다.

8.2 노출 관리

아래의 일반적인 의무를 제외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음:
- 유럽연합의 지침인 89/391 EEC(1989년 6월 12일), 작업장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 향상 촉진을 위한 방법 소개 
- 기타 국제 권장사항 및 국가 노동법.
직접 노출 또는 튈 위험이 있는 경우 눈을 보호하는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본 제품의 특성에 따르면 보호 장갑은 일반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지만, 기계적 위험, 온도 또는 미생물적인 이유 등 다
른 이유로 필요할 수도 있다. 매우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은 “저화학저항” 또는 “방수” 표시가 된 장갑을 사용할 수 
있다.
흡입 보호 장비는 매우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만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조사에 문의한다. 
더스트 필터 llb(P2)가 필요할 수도 있다.
환경 노출 제한에 관해서는 제6장, 12장, 13장을 참조한다.

개9개 - 개개개 개개개 개개 개 개개 개개

9.1 기본 물리화학 조성

a) 외양 (모양 및 색깔): 하얀색, 반죽

b) 냄새: 해당사항 없음.
c) 후각역치: 해당사항 없음.
d) PH 7-9.
e) 어는점/녹는점: 해당사항 없음.
f) 끓는점/끓는 범위: 해당사항 없음.
g) 인화점: 해당사항 없음.
h) 증발률: 해당사항 없음.
i) 인화성: 해당사항 없음.
j) 상한/하한 인화 또는 폭발 범위: 해당사항 없음.
k) 증기압: 해당사항 없음.
l) 증기밀도: 해당사항 없음.
m) 상대 밀도: 1.61 kg/ l.
n) 용해도: 물에 용해됨.
o) 분배계수: n-옥탄올/물: 해당사항 없음.
p) 자연발화 온도: 해당사항 없음.
q) 분해 온도: 해당사항 없음.
r) 점도: 해당사항 없음.
s) 폭발 특성: 해당사항 없음.
t) 산화 특성: 해당사항 없음.

9.2 기타 정보

자료 없음.

개10개 - 개개개 개 개개개

10.1 반응성

본 제품은 일반적인 사용시에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

10.2 화학정 안정성

본 제품은 일반적인 저장 및 취급 상황 하에 안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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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위험 반응 가능성

알려진 위험 반응 없음.

10.4 피해야할 조건

표시된 바 없음.

10.5 피해야 할 물질

표시된 바 없음.

10.6 위험 분해 물질

보통 상황에서 없음.

개11개 - 개개개 개개 개개

11.1. 독성 영향에 관한 정보

a) 급성 독성

독극물로 분류되지 않음.
b) 피부 부식성/자극성

부식성 없음. 매우 민감한 사람의 약한 자극에 대한 반응 또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배제할 수 없음.
c)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매우 민감한 사람의 약한 자극에 대한 반응 또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배제할 수 없음.
d)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매우 민감한 사람의 약한 자극에 대한 반응 또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배제할 수 없음.
e) 생식세포 변이원성

아직까지 변이원성 또는 기타 생식세포 독성영향이 알려진 바 없음.
f) 발암성

아직까지 발암성 작용이 알려진 바 없음.
g) 생식 독성

아직까지 생식 독성이 알려진 바 없음.
h) 특정 표적 장기 독성 - 1회 노출

건강에 유해한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음

i) 특정 표적 장기 독성 - 반복 노출

아직까지 만성 효과가 알려진 바 없음.
k) 흡인 유해성

매우 민감한 사람의 약한 자극에 대한 반응 또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배제할 수 없음.

노출 가능 경로에 대한 정보

건강에 유해한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음

물리화학적 및 독성 특성과 관련된 증상

정보 없음.

지연 및 즉각 효과와 단기 및 장기 노출에 의한 만성효과

아직까지 만성 효과가 알려진 바 없음.

독성의 단위(급성 독성 추정값)
정보 없음.

상호작용 효과

정보 없음.

개12개 - 개개개개 개개 
12.1 독성

본 제품은 주로 재생 가능한 원료에서 추출되는 쉽게 분해되는 자연 발생 또는 자연적인 물질로 구성되므로 지구 환
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대량으로 방출된 경우에 지역 환경에 소량의 환경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12.2 잔류성 및 분해성

자연 환경에서 분해됨.

12.3 생물 축적 가능성

본 제품 또는 내용물이 자연에 축적되지 않음.



Safety data sheet for Roxtec Fire sealant (KR) Page 5 of 6

12.4 토양 이동성

물에 용해되므로 토양 및 물에서 가변적임.

12.5 PBT 및 vPvB 평가 결과

화학적 안전 보고가 시행되지 않음.

12.6 기타 유해 영향 
표시된 바 없음.

개13개 - 개개개 개개개개

13.1 폐기 방법

본 제품은 위해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국가 및 지역 폐기물법을 준수해야 한다. 
본 제품은 일반적으로 재활용하지 않는다.
오염된 제품은 화학 폐기물과 같이 처리하여야 하며 비위해물품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하수 방류는 지양한다. 

개14개 - 개개 개개
특별히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ADR(도로), RID(철도), AND(내륙 수로), IMDG(해양), ICAO(IATA)(항공)등 모든 유
엔 규정이 적용된다. 

14.1 UN 번호

위험물질로 분류되지 않음.

14.2 UN적정 선적명

해당사항 없음.

14.3 운송 위험 등급

해당사항 없음.

14.4 포장 등급

해당사항 없음.

14.5 환경적 위험성

해당사항 없음.

14.6 사용자 특별 유의 사항

해당사항 없음.

14.7 MARPOL 73/78 부속서2 및 IBC 협약에 따른 수화물 운송

해당사항 없음.

개15개 - 개개 개개 개개 
15.1 안전, 보건 및 환경 규제/물질 또는 혼합물에 관한 특별법

표시된 바 없음.

15.2 화학적 안전성 평가

1997/2007 부속서 1에 따른 화학적 안전 보고 평가를 시행하지 않음.

개16개 - 개개 개개
본 버전은 업데이트 된 다음 안전보건자료를 대체함: 신규.
안전보건자료 변경 사유: 신규.

안전보건자료에 사용된 약어 설명

제14장 약어 설명:
ADR: 국제위험물도로운송규칙에 관한 유럽 협약

RID: 국제위험물철도운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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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조 자료 및 원본 출처

위해 요소의 계산에 관한 1차 데이터는 공식 유럽 분류 목록, 2015년 7월 1일 갱신된 1272/2008 부속서 1에서 발췌하

였음. 필요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 차선책으로 공식으로 인정된 자료를 사용함(예: IUCLID, 국제 화학 정보 데이터베

이스) 차차선책으로 국제적으로 저명한 화학 생산자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그 다음 선택지로는 다른 사용가능한 자
료를 활용하였음(예: 기타 생산자의 안전보건자료 또는 비영리단체의 정보, 출처의 신뢰도는 전문가에 의해 검증됨.)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만한 자료를 찾지 못한 경우, 위해 요소는 전문가가 특성이 알려진 비슷한 물질과 
비교하여 판단한 의견 및 EC 1907/2006 및 EC 1272/2008의 원칙을 따랐음. 

제품 분류 목적으로 사용된 분석 방법 정보(1272/2008 제9조 참조) 
본 혼합물의 위해성 계산은 1272/2008 부속서 I과 부합하는 전문가의 판단을 사용하여 수행되었음. 혼합물의 위해성

을 결정하기 위해 모든 사용가능한 정보를 참조하였으며 1907/2006 부속서 Xi과 부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