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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Y��ü�¬Ð�\�ô

��� 696S

���8 696S

��X�à©Ä@¬©ÁX�\
�Å©T�

�p�/õ	�/ µÅ��ô
��� Ñ�ÀT�Ü¤\�T¬D \

�¬
p¬/°¸�8 ½0Ät�ÜÐ�\ 290�8 91
Nat.-Code/°¸�8/City
�T (031)640-8780
)¤ (031)640-8710

DÁÁiÜD��ô
4	�T�8 (031)640-8780

2.  t/�Ø1
ù�¬� GHS 0�ÐXpäLü�t�X)Èä

 t/�Ø1�X

xT1a´ l� 3
<��Ý1���ù1<È l� 2
ì\��Á���ù1<È l� 2A
<�üü1<È l� 1
\�¥0/�àÅ1 (1�x�) l� 3
\�¥0/�àÅ1(�õx�) l� 2
Ì1�ÝX½ t1<È l� 3

�)pX8l|ìh\½à\Àm©

ø¼8�

à8´: ½à

 t�Ø8l

xT1a´��0.
<�Ð�ùD|<´.
L�t01<��QD|<¬��L.
�Ðì\�ùD|<´.
xL���0�D|<¬��L.
¥0����õx��t¥0Ð�ÁD|<¬��L
¥0�x�¥ÐXt�ÝÝ<Ð� th.

�)pX8l

ô·¤�l·Tü·àô\�0@¬XÜ$�ð.
©0@�©$D|�iÜ¤p��ÀXÜ$.
í�)À©�0·X0·p�·(...)·¥D|¬©XÜ$.
¤�l��ÝXÀJ�ÄlÌD¬©XÜ$.
��0)ÀpX|èXÜ$.
(�Ä·D·�¤·ø¤¸·�0·¤��t)|(D) a�XÀÈÜ$.
%x��X0����óÐ�Ìè	XÜ$.
�Å¥�<\$ü�XõD��XÀÈÜ$.
X½<\0�XÀÈ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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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ô8¥�·ô8X·ôH½·Htô8l)|(D) )©XÜ$.
<�Ð;<täÉXD�@<\;<Ü$.
<�(��8¬t})Ð;<t$ü�¨àXõ@�p��pXÜ$. <�|<\;<Ü$/äÌXÜ$.
a�Xtà \õ0���ó<\.0à8aX0l´�8\H�DèXÜ$.
�Ð;<t���<\pìt�;<Ü$. �¥XtXÝ¸��|�pXÜ$. Ä�;<Ü$.
x��p��¸hD�|tXÌ0�(X¬)XÄ0D�<Ü$.
(D�\) �X|XÜ$
<��ù1��M�t�À�tXY�xpX·p¸DlXÜ$.
�Ð�ùtÀ��tXY�xpX·p¸DlXÜ$.
$ü�Xõ@�àäÜ¬©�8ÁXÜ$.
©0�X0����óÐèè��ÐXì�¥XÜ$.
 �¥X����¥¥�Ð�¥XÜ$.
ÀíÜ�Ð0|´©< / ©0|Ð0XíÜ$.

 t�Ø1�X0�Ðìh�ÀJ�0À t�Ø1
h : bis(1,2,2,6,6-pentamethyl-4-piperidyl) sebacate. L�t0�QD|<¬��µÈä.

3. l11�X�m�h É
TY��1
<i<

|��m
i1�Äü©�X<i<

 t1�

CAS �8 ��
ÝÄ�8

TY<È� �©�/t� h É(%) 0tTY<È
©]�8

GHS
 t1

123-86-4 n-butyl acetate n-Butyl Acetate 20 - 30% KE-04179
√

95-63-6 1,2,4-trimethylbenzene Pseudocumene; 5 - 10% KE-34410
√

64742-95-6 solvent naphtha (petroleum),
light arom. (<0,1% benzene)

5 - 10% KE-31662
√

1330-20-7 xylene 5 - 10% KE-35427
√

112-07-2 2-butoxyethyl acetate 2-Butoxyethyl
acetate

3 - 5% KE-04135
√

108-67-8 mesitylene 1 - 3% KE-34411
√

141-78-6 ethyl acetate Acetic acid ethyl
ester

1 - 3% KE-00047
√

100-41-4 ethylbenzene �ÌÆL 1 - 3% KE-13532
√

108-65-6 2-methoxy-1-methylethyl ac-
etate

PMA 1 - 3% KE-23315
√

64-19-7 acetic acid 0.3 - 1.0% KE-00013
√

108-10-1 4-methylpentan-2-one 0.3 - 1.0% KE-24725
√

41556-26-7 bis(1,2,2,6,6-pentamethyl-4-
piperidyl) sebacate

0.1 - 0.3% KE-09407
√

98-82-8 cumene Methyl ethyl
benzene;

0.1 - 0.3% KE-23957
√

DÜ�1� 4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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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pX�9
�Ðä´�DL
XÝ¸��|�pXíÜ$. �D,D\hWXàà \<\�´Ä 15�tÁ©��8�XíÜ$. X¬X�ÄD�D�.

<�Ð�	�DL
©��à�|¬©XÀÈÜ$. �Ü$ü�¨àXõD�D�. <��ùtÀ� ½°X¬X�ÄD�<íÜ$.

a�
�0�ø¤¸Xa�D<`�. ¬à\�0|a�X�D½°à \õ0���ó<\.0íÜ$. 8at�ÜYXp�
N<txõ8aDäÜXíÜ$. XÝD�<t�t���àX¬|><íÜ$. �ÁtÀ��tX¬X�ÄD�D�.

9ÈDL
¼0ät�ÜXY�xp¸D�<Ü$,ø¬àt´©D©0�|¨ÐôtÄ]XÜ$. l | ÄXÀÈíÜ$. 4ÝD
èXíÜ$.

0ÀX¬XüX¬m
ø��Ð�\´ \�ÌÄUô�ÀJL.��´ t1�Ð�t�� 3¥� 11¥D8p`�

5. í�T¬Ü��)�
��\�T�
ô¸�x�1É-�1ü,t°TÄ�(CO2),tpTY<È, <�4.

���\�T�
äÉX<�¬

TY<È\�0Ý0�¹� t1
xT1a´��0. �0�õ0@�tt�í�1<i<D�1`��L. ¨à�TÐD�p`�. ©��0�õ0ôä
4�0L8Ð�åD0|U° ��µÈä. �T�Å<\x\ �<tX�l�0�\\ ��ÀJ�XíÜ$. ©0
|D°0�tU%D¬©XÀÈÜ$. ´U%1©0�DØmÁ©0ÐÙ|\<ÈDô�XÜ$.

T¬ÄUÜ)©`ô8l��)pX
��X�)©XíÜ$: �à´Tõ. T¬ÄUÜD�`½°�	Ý8a¥D|)©`�.T¬Üñl|<�4\Ý�íÜ
$.

6. ��¬àÜ��)�
x´|ô8X0�tD�\pX¬m�ô8l
µ�t���óÐô�XíÜ$. �TÐ<\�0@¬XÜ$. H�Ü�D��XÜ$(7�mü 8�mD8pXÜ$). �0|
a�XÀÈÜ$.

X½Dô8X0�tD�\pX¬m
��t0�lÐ ��ÀJÄ]XíÜ$. �t�ð»9@Ð��¬Ü¤\Ð$üt�Ý�D½°ÀíÜ�Ð0|�(
0�ÐL¬Ü$.

�T���p)�
��<DµÀXàD�ð1a)�\a)XÜ$.�) ¨�, Y,==È�,Üp ø¬à©0HÐôDÀíÜ�Ð0|Ð0
XÜ$. 8�\hWX�8�XíÜ$. ©�X¬©D<XíÜ$.

7. è	��¥)�
<�üüÑ%t��¬�Dt���¬©��õ�Ð,�t��H)Èä.

H�è	�9
TüX�Ýt�õ0�í��¥�ÄÐtt��D)ÀXÜ$,ø¬à�Åx�0�ôäT�@��X�0U��t�
ÝXÀJÄ]XÜ$. ø��@¨àÁ¬� ü0À�TÐtD��0��óÐ\Xì¬© ��µÈä. �����0
|�ÝÜ¬�¥1t�L: 0t©0Ð�äx©0\<tD.¨äDLmÁ�À¬Ü|¬©XÜ$.
�Å���ÜÜ��0)À©à��XõD)©Xì|\ä. �T¥X|¬©t��H)Èä. <���Ð�	XÀÈÜ
$. �0��4ø¤¸|a�XÀÐ�. ¬©ÀíÐ��að����À�´|h.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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½à\ÜXüX¬mD��XíÜ$. ô�¥��ôÐ�´|XptpXàµ�t� ÐDÈ|(Ä� 5˜25°Cì|iÈ
ä.. �ð. È�Æt�üXÀJÄ]XíÜ$. �	\©0�pì¤ý�¬�	Xà0¸ÀJ�XìÈ��D)Àt|iÈ
ä. À��Éü�p�tÁX�ÉD�¥X�½°�)�Ð0|È��@=àÐ�¥XÄ]XÜ$. ø¬àÀ��Éôä
��ÀÌ 5�X 1tÁ���ÉD�¥Xà�X�½°�)�Ð0|��\=àÐ�¥XÄ]XÜ$.

8. x�)À��xô8l
TY<ÈXx�0�, Ý<Y�x�0�ñ

TY<È�
n-butyl acetate STEL 950 mg/m3

STEL 200 ppm
TWA 710 mg/m3
TWA 150 ppm

xylene STEL 655 mg/m3
STEL 150 ppm
TWA 435 mg/m3
TWA 100 ppm

2-butoxyethyl acetate TWA 131 mg/m3
TWA 20 ppm

ethyl acetate TWA 1,400 mg/m3
TWA 400 ppm

ethylbenzene STEL 545 mg/m3
STEL 125 ppm
TWA 435 mg/m3
TWA 100 ppm

acetic acid STEL 37 mg/m3
STEL 15 ppm
TWA 25 mg/m3
TWA 10 ppm

4-methylpentan-2-one STEL 300 mg/m3
STEL 75 ppm
TWA 205 mg/m3
TWA 50 ppm

cumene TWA 245 mg/m3
TWA 50 ppm

��\õY��¬
��\X0¥X|È(`�.õ0|�QD´à -ä��¥Xät-m�00X0|¬©XíÜ$.t�<\ø½�@©��
0X�Ä| OEL øÌ<\ ÀX0Ð©�XJ<t,��\8a0ô8l|)©t|iÈä.
©´

CEIL \àx�0� (ceiling)
STEL èÜ�x�0�(short-term exposure limit)
TWA Ü���Éà�Äx�0�(time weighted average)

�xô8l
�, <�, 7üX�	DÉ0�t�xô8¥D|)©t|iÈä.

8a0ô8
�Å�ätx�0�tÁX�ÄÐ��Å`½°Ð���\õx�8aô8l|¬©t|h.

�ô8
��X��¤ð��\�0ô8X0�XìôH½D¬©XÜ$.

�ô8
���´Ð�\¥�X�4Ü�@L$8�ÀJµÈä. �Ü�¥�¬È@��Ðh �<ÈDüp\�¥)È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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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È� ¥�¬È ¥�PØ h,Ü�
n-butyl acetate �t¤(Viton (R)) R© 0.7 mm 10 MIN

È¸´à4 0.33 mm 30 MIN

solvent naphtha (petroleum), light arom. (<0,1%
benzene)

�t¤(Viton (R)) R© 0.7 mm 30 MIN

xylene È¸´à4 0.33 mm 30 MIN
�t¤(Viton (R)) R© 0.7 mm 480 MIN

2-butoxyethyl acetate �t¤(Viton (R)) R© 0.7 mm 480 m
È¸´à4 0.33 mm 480 m

ethyl acetate È¸´à4 0.33 mm 10 MIN
�t¤(Viton (R)) R© 0.7 mm 480 MIN

��XÅ4©ÄÐ0|(�: 0ÄH�1,��X�½�¥1,9@��0)À©Äñ) ô8¥�X��1D��XÜ$¬©
©Ä��4�Åx½°, ´TY1 3øù (�: Dermatril®ñ)XÈ¸´¥�D¬©XÜ$. $ü�½°,¥�DP´XÜ$. �
D��Ðô�|X�Áit��<\½°, �ø9@ÄT�è$tà4¥�D)©XÜ$. MSDS 2�mÐ�Ü�<ÈÐ
<��x��½°,��\��À��h,Ü�Ð�\p¸D¥��p�\�0lt|h.  t\´<tü�ÅÜüX|
�h. }�¥�D��Ü¤p�¬©`�Æ�Ìä��L.¥��p���õ\¬©,�¥,�D,P´�(ÀÜ��ô|�
ÜÜ��XÜ$. ��t�p�,ó@T�t��¥�@�ÜÜP´XÜ$.

à´ô8
�i\ô8õD)©`�.�x@�ÜÜ�ð, \Ìä´Ä��0)À©Xõt�à(Ð¬����i1, \Ìä
´ÄXõD�´|\ä.

9. <¬TY�¹1
x�

���ÜÜÜ: a´ ÉÉÉ: ,�\ ÄÄÄÈÈÈíííXXX: �ÌÆL.

pH tùÆL.
y��/´�� -74 – -48 ◦C
�0S��üS���� 125 ◦C
xT� 25 ◦C EN ISO 3679
���Ä ÐLtôä¦L
xT1
xT��í���XÁ\ 7.5 %
xT��í���XX\ 0.7 %
�0U 8.3 hPa
©tÄ ��
�0�Ä �ÌÆL.
D� 0.97 g/cm3 DIN 53217/ISO 2811
n %Ä,/<�0Ä� �ÌÆL.
�ð�T(Ä 272 ◦C DIN 51794
�t(Ä
�Ä (23 ◦C) <20 s ISO 2431-1993 6 mm
��É

10. H�1��Q1
TY�H�1� t�QX�¥1

H��

<t|`pt

H�\�¥�è	ÁiÐ��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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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È

�ô�QD<X0�t°T�L|¬1��°1<È\�0©¬Xìô�XíÜ$.

�tÜÝ1�� t<È

à(Ðx��ÈD½°|°TÄ�,t°TÄ�,¤¨ø, È�°T<ü�@ t\�t<ÈÝ1�¥1t�L

11. Å1Ð�\�ô
�¥1t�@x�½\Ð�\�ô

8a0
T�xÄÐ�ùD|<¬��L.äLXÄ�èÄÐ0|¹Õt�À��à½Ä°¸�t�� ��µÈä.: Pµ,�0
�, T¤¼À,�À�xL,<�,XÝ��.¥0��õ���¤¸üä��@�l�Ì�à½Ä�Áüð��ä�ôà�
�ä.

½l
�¥Ðµ�D|<¬��L

�/<�
�Ð�ù9@TÁD|0`��L,ùa´@XÄ��x9@À��x�	@ü����hD��\<��ùD|0`
��L

h bis(1,2,2,6,6-pentamethyl-4-piperidyl) sebacate . L�t0�QD|<¬��µÈä.

t� t1�ô

	1Å1<È-½l
 tXÀJL

	1Å1<È-½<
 tXÀJL

	1Å1<È-a�
 tXÀJL

øÀ<ÈhÉ: 0 %

<��Ý1���ù1<È

n-butyl acetate l� 3
1,2,4-trimethylbenzene l� 2
solvent naphtha (petroleum), light arom. (<0,1% benzene) l� 3
xylene l� 2
mesitylene l� 2
ethyl acetate l� 3
acetic acid l� 1A
4-methylpentan-2-one l� 3

ì\��Á���ù1<È

1,2,4-trimethylbenzene l� 2A
xylene l� 2A
mesitylene l� 2A
ethyl acetate l� 2A
4-methylpentan-2-one l� 2A

8a0üü1<È
GHS 0�Ð0|�X�ÀJL

<�üü1<È

bis(1,2,2,6,6-pentamethyl-4-piperidyl) sebacate l�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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ÝÝ8ìÀtÐ1<È
GHS 0�Ð0|�X�ÀJL

�T1<È
GHS 0�Ð0|�X�ÀJL

ÝÝÅ1
GHS 0�Ð0|�X�ÀJL

\�¥0/�àÅ1 (1�x�)
�ÌÆL.

\�¥0/�àÅ1(�õx�)
�ÌÆL.

ax t1<È
GHS 0�Ð0|�X�ÀJL

<¬�,TY��Å1Y�¹1ü�(��Á
�Ü��Å¥x�0�D�üXì1�´©��0Ðx��t,8ì�aÈ9@8a0Ð�ùD|<¤p�à¥/�/��
à½ÄÐí¨ü||0`��L. �ÁüÕÄÐ�Pµ,�0�, <\,ü!}T,xL,ùè�x½°XÝÁät�µÈä. <
�Xa�|µXì©��D��Ü��¥D|<¬��Lù�¬@Ä�9@À��<\�	Xt<�XÀ)t�p�
´�	1<�üD|<¬��<p<�|µta� ��µÈä. a´��Ð�t�ùD �Xà�í�x�ÁD �
`��µÈä.

12. X½ÐøX��¥

ø��@X½�<\ t\<ÈDh Xà�<p, GHSÐXp tiÈä.

�ÝÝÜÅ1
ø��Ð�\�ô�t¬XÀJµÈä. ø��t0�\ÐXìä´���H)Èä.

Ì1�ÝX½ t1<È

1,2,4-trimethylbenzene l� 2
solvent naphtha (petroleum), light arom. (<0,1% benzene) l� 2
mesitylene l� 2
ethylbenzene l� 3
bis(1,2,2,6,6-pentamethyl-4-piperidyl) sebacate l� 1
cumene l� 2

øÀ<ÈhÉ 0%

�X1��t1
�ÌÆL.

Ý<��1
�ÌÆL.

 �tÙ1
�ÌÆL.

0À t�¥
�ÌÆL.

13. Ð0ÜüX¬m

Ð0)�
m�Ü�Ð0|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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Ð0ÜüX¬m
Ð0<DÐ�À\�XX�Ð0)�D�àiÈä. t�t�¥XÀJ@½° tÐ0<@���¬t|iÈä.

14. ´¡ÐD�\�ô

0ÀxmX´¡�(Ü�ÐX\�X�Ü�

IMDG (ttt���´́́¡¡¡)
 Ô�8: 1263
 Ô�� ��: ÄÌ

´¡Ð�X�Ø1ñ	: 3
���Øñ	: �(ÆL
©0ñ	: III
t�$ü<È: Dtù

ICAO/IATA (mmmõõõ´́́¡¡¡)
 Ô�8: 1263
 Ô�� ��: ÄÌ

´¡Ð�X�Ø1ñ	: 3
���Øñ	: �(ÆL
©0ñ	: III

¬©��´¡��´¡�èÐ�(tLD���p�D�\¹Ä\H��E
 �t�ÐèLt�Ð���t��Ý,9@��@ÆÈ�ÀUxXÜ$.  �ÜT<X<t|)ÀXìT<X�X, 	�
X, �4�|´�ÀJÄ]XÜ$. ��\Ü@hØ�(�9�ÜYÐ0|��\èLt�Ðãà´¡XÜ$.

15. ��Ü��i

°ÅH�ôt�ÐX\Ü�

xT1a´ l� 3
<��Ý1���ù1<È l� 2
ì\��Á���ù1<È l� 2A
<�üü1<È l� 1
\�¥0/�àÅ1 (1�x�) l� 3
\�¥0/�àÅ1(�õx�) l� 2
Ì1�ÝX½ t1<È l� 3

TY<È�¬�ÐX\Ü�

0�Ép¬�ÁTY<È xylene 6.96%
0�Ép¬�ÁTY<È ethyl acetate 3%
0�Ép¬�ÁTY<È ethylbenzene1.68%

�Ø<H��¬�ÐX\Ü�

�Ø<H��¬� xT1a´ �2� X

Ð0<�¬�ÐX\Ü�
m�Ü�Ð0|Ð0`�.

0Àm´�xm�ÐX\Ü�
�t1½l(R-phrase)

R10 xT1.
R20/21 a�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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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7 8aÄµÐ�ù1.
R52/53 �ÝÝ<Ð tXp¥0�xE�¥D|<¬�Ä�µÈä.
R66 �õ�<\x��t<�|tpX�Xp�

H�1½l(S-phrase)

S23 �0��4|a�XÀÈÜ$.
S36/37 �i\ô8Xõü¥�D)©XíÜ$.
S38 X0�©�XÀJ@½°LÞ@8a¥D|)©XÜ$.

16. ø�X8à¬m

���8 ÀT
1.0

\���|�: 2018-09-13
B13060362

0À
t<ÈH�ôt�ÌX�ô���|�¬,ù¬X\ XÀÝ,�ô�àPÐüpXì�UiÈä. ø�ô�èÀH�\è
	, ¬©, �¬, ô�, ´¡,Ð0�0�ü�(�Àhtpô����È¬��\�ü�´��H)Èä.��ô�ì0Ðl
´�<\�Ü�<ÈüÌ�Ä�p0Àì�<Èü<iXì¬©�Èp�0À�õÐ¬©�<È��ø<ÈtÀ½�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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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 
 
 
 
 

제
공
자 

상호(명칭) 엑솔타코팅시스템즈 
코리아 유한회사 사업자등록번호 220-88-40623 

성명(대표자) 홍 태 화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axalta-korea@axalta.com 
hye-kyung.lee@axalta.com 

소재지(사업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 (역삼동) 
푸르덴셜타워 5층 

(전화번호 : 02-2147-5400) 
(팩스번호 : 02-2147-5401) 

 

물
질
정
보 

화학물질명(총칭명) Xylene 

고유번호(CAS No. 등) 1330-20-7 상품명 첨부 MSDS 상의 제품명 참조 
등록번호 

(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생략 가능) 

04-1808-00406 용도 48. 용제 

유해화학물질 (함유)여부 [V] 유독물질   [  ] 허가물질   [  ] 제한물질   [  ] 금지물질 
※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자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
해
성
정
보 

구분 기술내용 

용도기술 
(공급망내 확인된 용도) 

본 물질은 자동차 보수용 도료, 산업용 도료, 소비자용 붓페인트
에 함유되어 있는 용제임 

제조공정 기술 
(작업조건) 

사용시간 및 빈도 1일 약 4시간 이내, 1년 264일 사용 
단위시간 또는 
작업당 사용량 1일 약 1kg 사용 

해당 용도에 대한 
기타 작업조건 

작업자는 항상 개인보호장비(호흡기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를 착용할 것. 

위해성저감조치 

인체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작업자는 항상 개인보호장비(호흡기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를 착용할 것. 
사용공정 중에는 항상 국소배기장치 및 집진시설을 가동할 것 

환경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사용공정 중에는 항상 국소배기장치 및 집진시설을 가동할 것 

폐기물 관리조치 공정 중 발생한 모든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할 것 

확인필 

 



노출정보 및 
하위사용자 지침 

최적 작업조건 하의 
산정 노출량 

<작업자에 대한 만성 노출 농도> 
PROC 1 (노출 우려가 
거의 없는 밀폐된 연속 
공정) 

흡입노출 1.86E-03 mg/m3 

경피노출 1.03E-03 mg/kg/day 

PROC 3 (밀폐된 회분
공정 (합성 또는 배합) 

흡입노출 1.86E+00 mg/m3 

경피노출 2.06E-02 mg/kg/day 

PROC 4 (간헐적인 노
출이 있는 회분 또는 
합성공정) 

흡입노출 1.24E-01 mg/m3 

경피노출 6.86E-03 mg/kg/day 
PROC 8a (비고정형 저
장용기에 저장 또는 저
장시설로부터 이송, 운
반) 

흡입노출 3.10E-01 mg/m3 

경피노출 1.37E-01 mg/kg/day 

PROC 9 (지정된 주입
라인에서 소형용기에 
주입하는 공정) 

흡입노출 1.55E-01 mg/m3 

경피노출 3.43E-03 mg/kg/day 
 

 



[별지 제26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 

 
  
 

제
공
자 

상호(명칭) 엑솔타코팅시스템즈 
코리아 유한회사 사업자등록번호 220-88-40623 

성명(대표자) 홍 태 화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axalta-korea@axalta.com 
hye-kyung.lee@axalta.com 

소재지(사업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 (역삼동) 
푸르덴셜타워 5층 

(전화번호 : 02-2147-5400) 
(팩스번호 : 02-2147-5401) 

 

물
질
정
보 

화학물질명(총칭명) Ethenylbenzene 

고유번호(CAS No. 등) 100-42-5 상품명 첨부 MSDS 상의 제품명 참조 
등록번호 

(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생략 가능) 

04-1809-02341 용도 33. 중간체 

유해화학물질 (함유)여부 [  ] 유독물질   [  ] 허가물질   [  ] 제한물질   [  ] 금지물질 
※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자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
해
성
정
보 

구분 기술내용 

용도기술 
(공급망내 확인된 용도) 

본 물질은 자동차 보수용 도료, 산업용 도료, 소비자용 붓
페인트에 사용되어 점착성을 부여하는 물질이 생성되도록 
하는 반응물질임. 

제조공정 기술 
(작업조건) 

사용시간 및 빈도 1일 약 4시간 이내, 1년 264일 사용 
단위시간 또는 
작업당 사용량 1일 약 0.03 kg 사용 

해당 용도에 대한 
기타 작업조건 

작업자는 항상 개인보호장비(호흡기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
경 등)를 착용할 것. 

위해성저감조치 

인체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작업자는 항상 개인보호장비(호흡기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
경 등)를 착용할 것. 
사용공정 중에는 항상 국소배기장치, 활성탄흡착시설 및 집
진시설을 가동할 것 

환경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사용공정 중에는 항상 국소배기장치, 활성탄흡착시설 및 집
진시설을 가동할 것 

폐기물 관리조치 공정 중 발생한 모든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것 

노출정보 및 
하위사용자 지침 

최적 작업조건 하의 
산정 노출량 

정확한 노출량은 산정되지 않았으나, 위해 우려가 없는 수
준으로 관리됨 

 

확인필 

 



[별지 제26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 
 
 
 
 

제
공
자 

상호(명칭) 엑솔타코팅시스템즈 
코리아 유한회사 사업자등록번호 220-88-40623 

성명(대표자) 홍 태 화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axalta-korea@axalta.com 
hye-kyung.lee@axalta.com 

소재지(사업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 (역삼동) 
푸르덴셜타워 5층 

(전화번호 : 02-2147-5400) 
(팩스번호 : 02-2147-5401) 

 

물
질
정
보 

화학물질명(총칭명) Toluene 

고유번호(CAS No. 등) 108-88-3 상품명 첨부 MSDS 상의 제품명 참조 
등록번호 

(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생략 가능) 

04-1808-00661 용도 48. 용제 

유해화학물질 (함유)여부 [V] 유독물질   [  ] 허가물질   [  ] 제한물질   [  ] 금지물질 
※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자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
해
성
정
보 

구분 기술내용 

용도기술 
(공급망내 확인된 용도) 

본 물질은 자동차 보수용 도료, 산업용 도료, 소비자용 붓페
인트에 함유되어 있는 용제임 

제조공정 기술 
(작업조건) 

사용시간 및 빈도 1일 약 4시간 이내, 1년 264일 사용 
단위시간 또는 
작업당 사용량 1일 약 0.06 kg 사용 

해당 용도에 대한 
기타 작업조건 

작업자는 항상 개인보호장비(호흡기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를 착용할 것. 

위해성저감조치 

인체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작업자는 항상 개인보호장비(호흡기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를 착용할 것. 
사용공정 중에는 항상 국소배기장치 및 집진시설을 가동할 것 

환경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사용공정 중에는 항상 국소배기장치 및 집진시설을 가동할 것 

폐기물 관리조치 공정 중 발생한 모든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
리할 것 

노출정보 및 
하위사용자 지침 

최적 작업조건 하의 
산정 노출량 

정확한 노출량은 산정되지 않았으나,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
으로 관리됨 

 

확인필 

 



[별지 제26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 
  
 

제
공
자 

상호(명칭) 엑솔타코팅시스템즈 
코리아 유한회사 사업자등록번호 220-88-40623 

성명(대표자) 홍 태 화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axalta-korea@axalta.com 
hye-kyung.lee@axalta.com 

소재지(사업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 (역삼동) 
푸르덴셜타워 5층 

(전화번호 : 02-2147-5400) 
(팩스번호 : 02-2147-5401) 

 

물
질
정
보 

화학물질명(총칭명) Acetic acid ethyl ester ; Ethyl acetate 

고유번호(CAS No. 등) 141-78-6 상품명 첨부 MSDS 상의 제품명 참조 
등록번호 

(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생략 가능) 

04-1808-00460 용도 48. 용제 

유해화학물질 (함유)여부 [V] 유독물질   [  ] 허가물질   [  ] 제한물질   [  ] 금지물질 
※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자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
해
성
정
보 

구분 기술내용 

용도기술 
(공급망내 확인된 용도) 

본 물질은 자동차 보수용 도료, 산업용 도료에 함유되어 있는 
용제임 

제조공정 기술 
(작업조건) 

사용시간 및 빈도 1일 약 4시간 이내, 1년 264일 사용 
단위시간 또는 
작업당 사용량 1일 약 0.5kg 사용 

해당 용도에 대한 
기타 작업조건 

작업자는 항상 개인보호장비(호흡기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를 착용할 것. 

위해성저감조치 

인체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작업자는 항상 개인보호장비(호흡기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를 착용할 것. 
사용공정 중에는 항상 국소배기장치 및 집진시설을 가동할 것 

환경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사용공정 중에는 항상 국소배기장치 및 집진시설을 가동할 것 

폐기물 관리조치 공정 중 발생한 모든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
리할 것 

노출정보 및 
하위사용자 지침 

최적 작업조건 하의 
산정 노출량 

정확한 노출량은 산정되지 않았으나,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
으로 관리됨 

 

확인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