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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물질질  안안전전  보보건건  자자료료  
  

              RROOVVAALL
®®

  AALLPPHHAA  SSPPRRAAYY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공급자  현테크 주식회사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88 디지탈엠파이어2 101동 1405 

제조자  Shanghai Roval Zinc Rich Paint Corporation 

주소  Fenggong Road 393, Malu Town, Jiading District, Shanghai, China 20180 

비상 전화 (82) 31-695-6288 

문의 전화  (82) 31-695-6288 

제정 일자  2011년 10월 5일 

 

2.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OSHA PEL ACGIH TLV CAS 번호. 함유량 % 

톨루엔   108-88-3 25.1 

크실렌 100ppm 100ppm 1330-20-7 0.3 

에틸 벤젠 100ppm 100ppm 100-41-4 0.3 

아세톤   67-64-1 5~10 

 

3. 유해 · 위험성 

분류 : 가연성 액체, 증기 고압 가스,  삼켰을 시 위험하거나 치명적이다.   

주의사항 : 열, 불꽃, 스파크로부터 멀리해야 한다. 눈과 피부, 옷에 닿지 않게 피해야 한다. 눈, 피부, 옷과의 

장기적인 접촉을 피해야 한다.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증기나 연막을 들이쉬지 말아야 한다. 용기를 닫아놔야 

한다.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사용 후 즉시 손을 씻어야 한다.  

흡입시의 영향 : 기체가 폐를 지나가면서 상처를 입힌다. 이것으로 약한 마취증세를 보인다. 

액화성 가스가 닿게 될 경우, 염증과 상해를 입을 수 있다. 

잠재적인 건강상 유의사항 :  피부 접촉 시, 안구 접촉 시, 섭취 시, 흡입 시, 유해하다. 

 

4. 응급조치요령 

피부에 접촉했을 때 : 용매로 이물을 제거할 것. 즉시 물과 비누로 접족부분을 세척한다. 

눈에 들어갔을 때 : 15분 이상 흐르는 물에 씻어낼 것.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먹었을 때 : 두드리지 말 것. 구토시 삼키지 말 것.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흡입했을 때 :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고 필요할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호흡이 곤란할 경우, 산소를 공급해 

준다. 

 



5. 화재폭발시 대처방법 

소화제 이산화탄소, 정규포말, 모래 등 

소화 방법 및 장비 
보호용 의복, 인공 호흡기, 화학용 안전 고글, 고무 장화와 두꺼운 고무장갑을 착용 할 

것 

비정상적인 화재 및  

폭발 위험 

열, 전기 장비, 스파크 및 불꽃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 

극단적인 열에 노출되면 폐쇄된 용기가 폭발할 수 있다. 

애어로졸은 압력을 받고 있으므로 섭씨 50도 이상의 온도에 노출될 경우 캔이 

폭발할 위험이 있다. 물은 극단적인 열에 노출되어 자연 발화 또는 폭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냉각제로 사용할 수 있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개인적 주의사항 
용매증기 흡입을 피할 것. 

처리에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를 사용할 것 

환경적 주의사항 
하수구 또는 물에 버리지 말 것 

스파크, 화염 및 화재의 원인이 될만한 것을 피할 것 

청소하는 방법 처리를 위한 용기에 흘려서 채울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저장 

서늘하고(40℃ 이하) 건조한 곳에 저장, 직사광선을 피할 것. 

환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할 것. 

불, 열 및 물에서 분리할 것. 

취급 
내용물이 흔들리면 분출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함. 

내용물이 탈 때 유독가스가 생성되니 주의해야 함. 

 

8. 노출 방치 및 개인 보호구 

기술적 방법 

폭발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보호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연기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 추출기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와 제품을 취급하고 포장하는 방법에 따른 정전기 

이동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탱크와 같은 밀폐장소, 특히 바닥부분에 충분한 환기를 유지해야 한다. 

눈 보호 얼굴 보호 장비와 화학용 고글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손 보호 보호용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위생 관행 사용 후 즉시 손을 씻어야 한다. 

기타 사항 피부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용 크림이나 옷을 입는 것이 좋다. 

 

  



9. 물리 화학적 특정 

 끓는 점  -24.8~110.6℃ 비중  0.95  

 증기압   591kPa(25℃) 녹는 점  자료없음 

 증기 밀도(대기=1)   자료없음 자동 점화 온도  350℃ 

 물에 대한 용해도   불용성  물 분해 계수  3.16 (이론상으로) 

 외관 및 냄새  은색 액체.  

 인화점  -41.1℃ 폭발 한계 
하한    1.1 vol%    

상한    26.7 vol% 

 

10. 안정성 및 반응성 

 안정성  정상 상태 및 예상 저장 장소에서 안정함. 

 피해야 할 조건  열, 불과 스파크. 가연 한계 내에서 혼합물을 섞을 것. 

 호환성 문제(피해야 할 조건)  산화제와 반응함. 

 유해 분해 또는 제품 기준  적용할 수 없음. 

 유해물질 발생 가능성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를 생성함. 자극성 기체가 생성됨. 

 

11. 독성에 관한 정보 

출입 경로:  흡입?  예  피부? 예  소화?  예 

건강 위험(급성 및 만성): LD50 oral, rat：  4300mg/kg    (Xylene) 
LD50 oral, rat：  3500mg/kg    (Ethyl benzene) 

발암성: 
 NTP 발암 물질 

재료    알려진 것    예상     IARC 카테고리         발암성 효과 

크실렌    아니오    아니오          3                   A4 

에틸벤젠  아니오    아니오         2B           A3 동물에 대한 입증 

*A4 (인간과 동물에게 분류할 수 없음.) 

 
노출의 징후와 증상:  적용 할 수 없음 

의료 조건: 

일반적으로 노출에 의한 악화: 
 적용 할 수 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독성:   수중 생태계에 독성 

어류 (멍텅구리 피라미) - 96hr LC50   3.3mg/L 

어류 (무지개 송어)  - 96hr LC50  0.4mg/L 

잔류성 및 분해성:  관련사항 없음. 

동생물의 생체 내 축적 가능성:  관련사항 없음. 

환경유해물질: 공기에서 크실렌은 기본 수산기들과 광화학적으로 반응하여 저하된다. 토양에서 이 물질은 

휘발하고 지하수로 걸러질 것이다. 이로 인해 생물학적 축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3. 폐기시 주의사항 

계속 현지 규정을 준수할 것. 
오염된 빈 용기는 내용물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함. 

폐기는 해당 정부의 규정에 따라야 함. 

에어로졸 캔을 폐기할 때에는 가스가 완벽하게 제거되어야 함.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Hazard Class: 2.1 Packing Group: --- UN number: 1950 

Proper Shipping Name: AEROSOLS, FLAMMABLE, Consumer Commodity ORM-D   

Land Transport ADR/RID (CROSS BORDER) 

ADR/RID Class: 2 GASES Item: 5F DANGER CODE (KEMLER): - 

UN Number: 1950  Description of goods: 1263 AEROSOLS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DG 

IMDG Class: 2.1 IMO regulation Page Number: 2102 UN Number: 1950 

Packing group: --- EMS Number: F-D, S-U Marine Pollutant: NO 

Proper Shipping Name:      AEROSOLS PRODUCT (IN LIMITED QUANITIES) 

Air Transport ICAO-TI AND IATA-DGR 

ICAO/IATA Class:      2.1     UN/ID Number:      1950      Packing Group:     - 

Proper Shipping Name:      AEROSOLS, FLAMMABLE, N.O.S. 

 

15. 법적 규제 현황 

나라나 지역의 규제 정보에 따른 준비는 사용자의 책임에 의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16. 참고 사항 

참조 

1) 기업을 위한 GHS 분류 안내(유엔 2009 년) 

2) 원료 제조업체의 MSDS 

3) ROVAL 의 고유 자료 

  

면책조항: 여기에 포함된 정보는 현재 당사 지식에서 최고로 정확합니다. 우리 회사는 다른 물질들과 섞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타 물질을 사용하였을 경우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