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판 날짜: 2021년 7월 6일
안전 데이트 시트 날짜: 2021년 7월 6일
버전2

MSDS번호: AA13650-0000000001

항목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1.1 제품명
상표명: FUGABELLA COLOR

거래코드: 001011011-2

1.2 제품의 권고용도 및 사용상의 제한
권장 용도: 접착제, 실리콘
사용상 제한에 관한 정보: 없음

1.3  제품 공급업체 정보
회사명: KERAKOLL S.p.A.

주소: Via dell'Artogianato, 9, 41049 Sassuolo (MODENA), Italy

전화번호: +39 0536 816511   팩스: +39 0536816581

safety@kerakoll.com

1.4 비상연락망
유럽지역 긴급전화번호 112

Kerakoll 이태리 - +39 0536 816511

아일랜드
독극물정보센터: 01 809 2166 (매일 오전8시-오후10시)

응급상황시: 999 / 112

몰타
응급상황시: +356 2395 2000 (24시간 운영)

항목 2: 유해성 · 위험성

2.1 유해성· 위험성 분류
규정(EC) 번호1272 / 2008(CLP)에 의거,

인간과 환경에 대한 유해성에 관한 정보: 없음 ->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음

2.2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규정(EC) 번호 1272/2008(CLP)에 의거,

〮그림 문자 및 심벌

해당없음

〮라벨에 표기하는 유해성분

해당없음

〮유해 문구

해당없음

〮예방조치문구

해당없음

〮특별조항

없음

물질안전 보건자료
Safety Data Sheet

위원회 규정(EU) 2020/878에 개정된 규정(EC) 1907/2006(REACH), 제31조, 부속서II 준수

FUGABELLA COLOR

mailto:safety@kerakoll.com


2.3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
PBT, vPvB 물질로 적용되지 않음
내분비 교란 물질이 0.1%이상 농도로 존재하지 않음

항목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3.1 물질
해당사항 없음

3.2 혼합물
혼합물 식별: FUGABELLA COLOR

CLP(Classification, Labelling & Packaging; 분류, 라벨링, 포장) 및 관련 규정 내 위험 요소:

해당사항 없음

항목 4: 응급조치 요령

4.1 응급조치
피부에 접촉했을 때: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씻을것
눈에 들어갔을때: 즉시 물로 씻을것
먹었을 때 : 구토를 유도하지 말고, 의사의 진찰을 받을 것
흡입 했을때: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안정을 취할 것

4.2 급성 및 발현 지연의 경우 가장 중요한 증상 및 영향
해당사항 없음

4.3 즉각적인 의료 조치 및 특별 치료가 필요한 징후
해당사항 없음

항목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5.1 소화(화재진압) 매체
적절한 소화제: 물, 이산화탄소
안전상의 이유로 절대 사용 불가한 소화제: 특별히 없음

5.2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유해성
폭발 및 연소시 가스: 흡입 금지
태우면 짙은 연기 생성

5.3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주의사항
적절한 호흡장비를 착용할 것
소화에 사용된 오염수는 따로 수거하고 , 절대 하수구로 배출 금지
안전상 여건이 괜찮다면 손상되지 않은 용기는 화재현장으로부터 멀리 이동시킬 것

항목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6.1 인체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개인 보호구를 착용할 것
안전한 곳으로 사람 이동
추가 정보는 항목 7, 8의 보호조치 참조

6.2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유수가 토양, 하층토 및 지표수, 배수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 할 것
오염된 누출수는 모아서 폐기할 것
제품이 환경오염(수로,토양,배수구)을 발생시키면 관련 기관에 알릴 것

흡수 되어도 되는 물질: 유기물, 모래

6.3 정화 또는 제거 방법

                                                                                               *vPvB (very persistant and very bioaccumulative; 고지속성 고생물농축성)

                                                                                                 *PBT (persistant bioaccumulative and toxic; 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독성)



충분한 물로 씻을 것

항목 7: 취급 및 보관방법

7.1 안전취급요령
피부와 눈의 접촉, 증기 및 미스트 흡입을 피할 것
섭취 및 음용 금지
권장 보호장비는 항목 8 참조

7.2 안전한 보관방법 (피해야 할 조건 포함)

환기가 잘 되는 서늘한 장소에 보관할 것
보관에 적합하지 않은 물질: 특별히 없음
보관에 관한 지시사항: 적절한 환기

7.3 특정 용도
권장사항: 특별히 없음
각 산업분야별 특정용도: 특별히 없음

항목 8: 노출 방지 및 개인보호구

8.1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 OEL_Occupational Exposure Limits (작업장 노출 한도)

     장기간              단기간

mg/m3   ppm     mg/m3  ppm

석회암 벨기에 10,000

헝가리 10,000

중국 8,000

중국 4,000

대한민국 10,000

일본 2,000

일본 8,000

스페인 10,000

스위스 3,000

미국 15,000

미국 5,000

미국 10,000

미국 5,000

영국/북아일랜드 10,000

영국/북아일랜드 4,000

이태리 10,000

크로아티아 10,000

프랑스 10,000

네덜란드 10,000

포르투갈 10,000

황산칼슘 호주 10,000

오스트리아 5,000

벨기에 10,000

캐나다 10,000

캐나다 10,000

캐나다 5,000

독일 6,000

독일 4,000

독일 1,500

헝가리 6,000 호흡가능한 에어로졸

아일랜드 10,000

라트비아 4,000

DFG: 흡입가능한 에어로졸

흡입 가능한 에어로졸

해당값은 석면이 없고 결정질실리카

퀘백

AGS: 호흡가능한 에어로졸

DFG: 호흡가능한 에어로졸

퀘백

흡입 가능한 에어로졸

OSHA: 호흡가능한 먼지

NIOSH: 호흡 가능한 에어로졸,탄산칼슘

달리 명시되지 않은 입자로 PNOC

흡입 가능한 에어로졸

호흡 가능한 에어로졸

OSHA: 총 먼지

NIOSH: 총 먼지, 탄산칼슘

흡입 가능한 에어로졸

1% 미만인 흡입가능한 먼지에 대한 값

장,단기: 호흡가능한 에어로졸

온타리오: 호흡가능한 에어로졸

흡입 가능한 부분

흡입 가능한 에어로졸

호흡 가능한 먼지

전체 먼지: 총 먼지는 입자

샘플러 입구에서 유속 50-80cm/sec

인 입자로 구성

구성요소 OEL 유형 국가 노트



뉴질랜드 10,000 석면이 없고 실리카가 1% 미만인

흡입 가능한 먼지 값

싱가폴 10,000

대한민국 10,000

스페인 10,000

스위스 3,000 호흡가능한 에어로졸

미국 10,000 NIOSH: 총 먼지

미국 5,000 NIOSH: 호흡가능한 에어로졸

미국 15,000 OSHA: 총 먼지

미국 5,000 OSHA: 호흡가능한 먼지

이태리 10,000

아르헨티나 10,000

칠레 8,800

프랑스 10,000

그리스 10,000

인도네시아 10,000

아일랜드 10,000

말레이시아 10,000

네덜란드 10,000

폴란드 10,000

포르투갈 10,000

슬로바키아 4,000 흡입할 수 있는 부분

슬로바키아 1,500 호흡 가능한 부분

슬로베니아 6,000

NNN 10 후각증상

황산,칼슘염,수화물 벨기에 10,000

(2:2:1)

스페인 10,000

NNN 10 후각증상

(+)-주석산 독일 2,000 AGS: 장,단기: 흡입가능한 부분

독일 2,000 DFG: 장,단기: 흡입가능한 부분

스위스 2,000

삼산화철 폴란드 2,500

폴란드 5,000

글리옥살…%; 벨기에 0.1 흡입 가능한 부분 그리고 증기

에탄디알…% 캐나다 0.100 온타리오: 흡입가능한 에어로졸,증기

덴마크 0.500    0.200   0.500  0.200

핀란드 0.020

스페인 0.100

이태리 0.100

아르헨티나 0.100

멕시코 0.100

미국 0.100

포르투갈 0.100

NNN 0.100

8.2 개인 보호구
눈 보호: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으나, 적절한 방법으로 작업 진행
피부 보호: 일반적인 사용을 위해 특별한 예방 조치는 필요하지 않음
호흡기 보호: 일반적인 사용에서 필요하지 않음
일시적 위험: 해당사항없음
환경 노출 위험: 해당사항없음
위생 및 기술 조치: 해당사항없음

항목 9: 물리〮화학적 특성

9.1. 기본적인 물리〮화학적 특성 정보

물리적 상태: 고체

(IFV), DSEN, A4-URT irr,larrynx metaplasia

장,단기: 호흡가능한 부분

장,단기: 호흡가능한 부분

장,단기: 흡입가능한 부분



색상: 제품 설명에 명시
냄새역치: 해당없음
pH: 해당없음
동점도(동적 점성도): 해당없음
녹는점/어는점: 해당없음
초기 끓는점/끓는점 범위: 해당없음
인화점: 해당없음
폭발범위의 상한/하한: 해당없음
증기 밀도: 해당없음
증기압: 해당없음
상대밀도: 1.22g/cm₃
물에 대한 용해도: 약간 용해됨
기름에 대한 용해도: 해당없음
n-옥탄올/물 분배계수: 해당없음
자연 발화 온도: 해당없음
분해 온도: 해당없음
인화성: 해당없음
휘발성 유기 화합물: 0% ; 0g/l

입자 특성: 해당없음
입자 크기: 해당없음

9.2. 기타 정보
혼화성: 해당없음
전도도: 해당없음
증발속도: 해당없음 기타 관련 정보 없음

항목 10: 안정성 및  반응성

10.1. 반응성
일반적 조건에서 안정적

10.2 화학적 안정성
테이터 없음

10.3 유해 반응의 가능성
없음

10.4 피해야 할 조건
습도

10.5 피해야 할 물질
특별히 없음

10.6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특별히 없음

항목 11: 독성에 관한 정보

11.1. 건강 유해성 정보

〮건강 유해성
규정(EC)번호 1272/2008 에 의거 
a) 심한 독성 알려진것 없음
b) 피부 부식성/자극성 알려진것 없음
c) 심한 눈 손상/자극성 알려진것 없음
d)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알려진것 없음
e) 생식세포 변이 알려진것 없음
f) 발암성 알려진것 없음
g) 생식 독성 알려진것 없음
h)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노출) 알려진것 없음
i)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노출) 알려진것 없음
j) 흡인유해성 알려진것 없음



11.2. 기타 유해성 정보
내분비 교란 물질이 0.1%이상 농도로 존재하지 않음

항목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2.1. 독성
제품이 환경에 영향을 주지않도록 적절한 작업방법 선택할 것

〮제품의 생태독성

: 환경 유해성 없음

〮제품 성분의 생태독성

: 환경 유해성 없음

12.2. 잔류성 및 분해성
해당사항 없음

12.3. 생물 농축성
해당사항 없음

12.4. 토양 이동성
해당사항 없음

12.5. PBT 및 vPvB 평가 결과
존재하지 않음

12.6. 내분비 교란성
내분비 교란 물질이 0.1%이상 농도로 존재하지 않음

12.7. 기타 부작용
해당사항 없음

항목 13: 폐기 시 주의사항

13.1. 폐기방법 및 폐기시 주의사항
지역 및 각 국가규정 준수
유럽 폐기물 카달로그 (EWC)에 따른 폐기물 코드가 없음. 공인된 폐기물 처리 서비스센터에 문의할 것

유해 폐기물의 특성(부속서III, Directive 2008/98/EC) 의거,

해당사항 없음

항목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운송 규정상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음

14.1. 유엔번호
해당사항 없음

14.2. 유엔 적정 선적명

14.3.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14.4. 용기 등급

14.5. 환경오염물질
해당사항 없음

14.6.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적대책
ADR 국제 위험물 도로 운송 규칙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 IMDG

라벨,식별번호,특별조항, 제한수량, 예외수량여객기,화물기,라벨,부수적위험요소                  해당없음적재코드,적재노트,부수적

ADR IATA

국제해상위험물규칙

규제되지 않음 규제되지 않음

IMDG

ADR IATA IMDG

IMDG

규제되지 않음

규제등급 없음 규제등급 없음 규제등급 없음

규제등급 없음 규제등급 없음 규제등급 없음

ADR IATA



예외수량 특별조항 위험요소,특별조항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14.7.IMO 문서에 따른 대량 해상운송 규제
해당사항 없음

항목 15: 법적 규제 현황

15.1. 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한 안전·건강 및 환경에 관련된 세부 규제 / 제정법률

Dir 98/24/EC (작업장에서 화학제품과 관련된 위험)

Dir 2000/39/EC (작업시 노출 한계값)

규정(EC)번호 1907/2006 (REACH)

규정(EC)번호 1272/2008 (CLP)

규정(EC)번호 790/2009 (ATP 1 CLP)  그리고  (EU)번호 758/2013

규정(EC)번호 286/2011 (ATP 2 CLP)

규정(EC)번호 618/2012 (ATP 3 CLP)

규정(EC)번호 487/2013 (ATP 4 CLP)

규정(EC)번호 944/2013 (ATP 5 CLP)

규정(EC)번호 605/2014 (ATP 6 CLP)

규정(EC)번호 2015/1221 (ATP 7 CLP)

규정(EC)번호 2016/918 (ATP 8 CLP)

규정(EC)번호 2016/1179 (ATP 9 CLP)

규정(EC)번호 2017/776 (ATP 10 CLP)

규정(EC)번호 2018/669 (ATP 11 CLP)

규정(EC)번호 2018/1480 (ATP 13 CLP)

규정(EC)번호 2019/521 (ATP 12 CLP)

규정(EC)번호 2020/878

규정(EC)번호 648/2004 (세정제)

부속서 XVII 규정(EC)1907/2006(REACH) 와 후속 개정에 따른 제품 또는 성분에 관련된 제한규정:

제품에 대한 제한: 없음
성분에 대한 제한: 없음

규정 EU 2012/18 (Seveso III) 관련 규제:

없음

규정EU 649/2012 (PIC 규정):

등재된 물질 없음

독일 수질 위험물 등급:
2등급: 물에 위험

SVHC 물질:

없음

섹션 16: 그 밖의 참고사항

본 MSDS는 상기 명시된 날짜를 기반으로 적절한 자료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요 참조문헌 및 출처:

ECDIN_Environmental Chemicals Data and Information Network (환경 화학물질 데이터 및 정보 네트워크)

- Joint Reserch Centr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SAX's DANGEROUS PROPERTIES OF INDUSTRIAL MATERIALS (SAX의 산업물질의 위험 특성)

- Van Nostrand Reinold

본 내용이 사용자의 특정 용도와 관련하여 적절함을 확인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본 MSDS는 최신 개정본만 유효합니다.

안전 데이터 시트에 사용된 약어 및 약어에 대한 범례:

ACGIH: 미국 정부 산업 위생사 회의
ADR: 도로를 통한 위험물의 국제 운송에 관한 유럽 협정.



AND: 내수로에 의한 위험물의 국제 운송에 관한 유럽 협정 ATE: 급성 독성 추정치
ATEmix: 급성 독성 추정(혼합물) BCF: 생물학적 농도 계수
BEI: 생물학적 노출 지수 BOD: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CAS: Chemical Abstracts Service(미국 화학회 분과).

CAV: 포이즌 센터
CE: 유럽 공동체
CLP: 분류, 라벨링, 포장
CMR: 발암성, 돌연변이성 및 생식독성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

CSR: 화학적 안전성 보고서
DMEL: 유도된 최소 영향 수준
DPD: 위험 제제 지침
DSD: 위험 물질 지침
EC50: 최대 유효 농도의 절반
ECHA: 유럽 화학 물질청
EINECS: 기존 상업 화학 물질의 유럽 인벤토리
ES: 노출 시나리오
GefStoffVO: 유해 물질에 관한 법령, 독일
GHS: 화학 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대한 세계적으로 조화된 시스템
IARC: 국제 암 연구 기관
IATA: 국제 항공 운송 협회
IATA-DGR: "국제 항공 운송 협회"(IATA)의 위험물 규정. IC50: 최대 억제 농도의 절반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TI: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술 지침
IMDG: 위험물에 대한 국제 해상 규정
INCI: 화장품 성분의 국제 명명법
IRCCS: 연구, 입원 및 건강 관리를 위한 과학 연구소
KAFH: 열을 멀리하십시오
KSt: 폭발 계수
LC50: 테스트 모집단의 50%에 대한 치사 농도
LD50: 시험 모집단의 50%에 대한 치사량
LDLo: 치사량 낮음
N.A.: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N/D: 정의되지 않음 / 해당없음
NA: 해당없음
NIOSH: 국립 직업 안전 보건 연구소
NOAEL: 관찰된 부작용 수준 없음
OSHA: 산업안전보건청
PBT: 지속성, 생물 농축성 및 독성
PGK: 포장 지침
PNEC: 예상 무영향 농도
PSG: 승객
RID: 철도를 통한 위험물의 국제 운송에 관한 규정
STEL: 단기 노출 제한
STOT: 특정 표적 장기 독성
TLV: 임계값 제한 값
TWATLV: 시간 가중 평균 하루 8시간에 대한 임계값 제한 값 (ACGIH 표준)

vPvB: 고잔류성, 고농축성
WGK: 독일 워터 해저드 클래스

COV: 휘발성 유기 화합물
CSA: 화학적 안전성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