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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 제품명 UNIMEC ATIR SH 150 

물질////혼합물 혼합물 

B.B.B.B. 확인된 용도 산업용 기어 오일. 

C.C.C.C. 공급사 

공급사 UNIMEC S.p.A. 

 via del lavoro, 20 - 20865 Usmate - Velate (MB) ITALIA 

 Tel: +39.039.6076900 

 Fax: +39.039 6076909 

 e-mail: info@unimec.eu 

긴급 전화번호  
 

A.A.A.A. 분류 
 

본 제품은 고용노동부 고시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에 따라서 유해물질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B.B.B.B. 표지 요소 
 

본 제품은 고용노동부 고시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에 따라서 유해물질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C.C.C.C.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타 유해성 

 
 

물리 화학적 특성 오염된 표면은 아주 미끄럽습니다. 

환경적 특성 환경으로 배출되어서는 안됩니다. 

 

화학물질명 KECLKECLKECLKECL    CAS CAS CAS CAS 번호 중량퍼센트 
Amines, C12-14-tert-alkyl KE-00752 68955-53-3 0.1-<0.25 
Long-chain alkenyl amine - ^ 0.025-<0.1 

 

추가 정보 IP 346으로 측정 시 3 % 이하의 DMSO 추출물이 들어 있는 광유를 포함한 제품. 

 
 

 

필요한 응급조치 기술 

1. 1. 1.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2. 2. 2. 유해· · · · 위험성 

3. 3. 3.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4. 4. 4. 응급조치 요령 



 

일반적인 조치사항 상태가 심각하거나 지속되면 의사나 응급 구급대에 연락하시오. 

A.A.A.A. 눈에 들어 갔을 때 눈과 눈 밑을 물로 충분히 헹구시오. 

B.B.B.B. 피부에 접촉했을 때 오염된 옷과 신발을 벗으십시오. 피부를 비누와 물로 씻을 것. 오염된 옷은 세탁한 후 다시 
사용하십시오. 

C.C.C.C.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십시오. 

D.D.D.D. 먹었을 때 토하게 하지 마시오.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어떠한 것도 입으로 먹이지 마십시오. 
의사 또는 독극물관리센터에 즉시 연락하십시오. 

 
급성 및 지연성의 가장 중요한 증상////영향 

A.A.A.A. 피부에 접촉했을 때 분류되지 않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B.B.B.B. 눈에 들어 갔을 때 분류되지 않음. 

C.C.C.C. 흡입했을 때 분류되지 않음. 고농도의 증기 흡입 시 호흡계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D.D.D.D. 먹었을 때 분류되지 않음. 섭취하면 위장 자극, 메스꺼움, 구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 , , 즉각적인 의사 치료와 특별 처치를 수행할 것 

E.E.E.E. 의사의 주의사항 증상에 따라 치료하십시오. 
 

A.A.A.A. 소화제 

 
적절한 소화제 이산화탄소 (CO 2). ABC 분말. 거품. 물 스프레이 또는 물안개. 

부적절한 소화제 불길이 번질 위험이 있으므로 강력한 물줄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B.B.B.B.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특수 위험성 불완전 연소 및 열분해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각종 탄화수소, 알데하이드 및 매연과 
같은 다양한 독성 가스를 생성할수 있다. 이러한 가스는 밀폐된 공간에서 또는 고농도로 
흡입 시 매우 위험할 수 있다. 

 

C.C.C.C. 소화시 주의사항 

소방관용 특정 보호용구 자급식 호흡장비와 보호복을 착용하십시오. 

기타 참고사항 용기/탱크를 물 분무로 식히십시오. 화재 잔재 및 오염된 방화수는 지역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A.A.A.A.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일반 정보 누출된 물질을 접촉하거나 걸어서 지나가지 말 것. 오염된 표면은 아주 미끄럽습니다.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십시오. 적절하게 통풍이 되도록 하십시오. 모든 발화원을 
제거하십시오. 

B.B.B.B.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일반 정보 물질로 지하수가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물질이 하수구나 배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유출 정도가 심각해서 제어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현지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5. 5. 5. 5. 폭발· · · · 화재시 대처방법 

6. 6. 6.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C.C.C.C. 밀폐 및 정화 방법과 소재 

정화 또는 제거방법 둑을 쌓아 막으십시오. 유출물을 비연소성 흡수재(모래, 토양, 규조토, 질석 등)로 수거하여 
지방/국가 규정(13항 참조)에 따라 폐기 용 용기에 담으십시오. 적절한 밀폐 용기에 
보관해서 폐기하십시오. 

 

D.D.D.D. 다른 장을 참조 

개인보호장비 자세한 내용은 제8절 참조. 

폐기물 처리 제13절 참조. 
 

A.A.A.A. 안전취급요령 

안전취급에 대한 조치사항 취급시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개인보호장비는 8항을 

참조하십시오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만 사용하십시오 증기나 분무 미스트를 흡입하지 
마십시오 피부, 눈, 및 의복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화재,,,,    폭발 방지 정전기 방전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십시오. 용기· 수용설비를 접지· 접합시키시오. 

위생상 주의사항 제품과 접촉할 위험에 노출되는 작업자가 엄격한 위생 규칙을 준수하게 하시오. 정기적인 
설비, 작업장 및 의복의 세척이 권장됨. 휴식 시간 전이나 본 제품을 취급한 다음에는 즉시 
손을 씻으십시오. 연마제, 용매 또는 연료를 사용하지 마시오. 제품에 의해 오염된 천으로 
손을 닦지 마시오. 작업복 주머니에 제품으로 오염된 천을 넣지 마시오. 

B.B.B.B. 안전한 저장 방법: (: (: (: (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기술적 조치////보관조건 음식, 음료 및 동물 사료에서 멀리 보관하십시오. 제방을 쌓은 곳에 보관하십시오.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원용기에 보관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새 용기에 규정 라벨의 모든 
정보를 기재하시오. 용기가 비어 있더라도 위험 표지를 제거하지 마시오. 제품이 뜨거운 
케이스나 전기 접촉부 위로 배출(예; 밀봉 실패로 인해)되지 않도록 시설을 설계하시오. 
결빙, 열, 햇빛을 차단하십시오. 습기를 방지하시오. 

피해야 할 물질 강산화제. 
 

A.A.A.A. 관리 계수 

노출 한계 직업 노출 기준을 가진 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B.B.B.B. 적절한 공학적 관리 

공학적 관리방법 직업 노출 기준을 준수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 밀폐 공간(탱크, 용기 등)에서 
작업할 경우, 호흡이 충분한 공기가 공급되며 권장 장비를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시오. 

C.C.C.C. 개인보호구와 같은 개인 보호 방법 (PPE)(PPE)(PPE)(PPE)        

개인보호장비 

일반 정보 본 제품이 혼합물에 사용시, 적절한 보호장비 공급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권고됨. 본 
권고사항은 공급제품에 적용됨. 

호흡기 보호 일반적인 사용 조건 하에서는 없음. 작업자들이 노출 한계 이상의 농도에서 일할 경우에는 
제대로 인준 받은 방독면을 사용해야 합니다. 증기/입자용 혼합필터가 장착된 방독면 (EN 
14387). A/P1형. 호흡 기구를 사용할 경우 선택 및 사용에 관한 제조업체의 지침 및 규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눈보호 튈 염려가 있으면 다음을 착용하십시오:. 옆 가리개가 있는 보안경. 

7. 7. 7. 7. 취급 및 저장방법 

8. 8. 8.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피부 및 신체보호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할 것. 보호 신발 또는 장화. 긴소매 의복. 

 

손보호 보호 장갑: 니트릴 고무, 불화고무. 장갑 공급자가 제공한 침투성과 파괴시간에 관한 
지시를 준수하십시오. 또한 절단 위험성, 마모, 접촉시간 등 제품이 사용되는 특정 현장 
조건을 고려하십시오. 용액에서 사용하거나 다른 물질과 혼합하는 경우, 그리고 EN 374의 
규정과 다른 조건에서 사용하는 경우, EC 공인 장갑 공급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물리화학적 특성 
 

A. 20° CA. 20° CA. 20° CA. 20° C에서의 물리적 상태 
외관((((물리적 상태, , , , 색 등))))    
색상 

 액체 
투명 
황색 에게 호박색 

 

B.B.B.B. 냄새 
C.C.C.C. 냄새 역치 

 특징적임 
자료없음 

속성 값 비고 방법 

D.D.D.D. pHpHpHpH    

E.E.E.E. 녹는 점////녹는 점 범위 

 
해당없음 
해당없음 

 

F. F. F. F. 끓는 점////끓는 점 범위  자료없음  

G.G.G.G. 인화점 

 
H.H.H.H. 증발률 

230  °  C 

446  ° F 

 

 

 
자료없음 

클리브랜드 개방형 인화점 
시험기(COC) 
클리브랜드 개방형 인화점 
시험기(COC). 

I.I.I.I. 연소 시간, 100 mm, 100 mm, 100 mm, 100 mm    (s)(s)(s)(s)    
J.J.J.J. 공기 중 가연한계 
상한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하한  자료없음  

K.K.K.K. 증기압 
L.L.L.L. 수용성 
기타 용매에서의 용해도 

 자료없음 
용해되지 않음 
자료없음 

 

M.M.M.M. 증기밀도 
N.N.N.N. 상대 밀도 

 

0.85 - 0.86 
자료없음 
@ 15 ° C 

 

밀도 850 ----    860 kg/m3 @ 15 ° C  

O.O.O.O. logPowlogPowlogPowlogPow    
P.P.P.P. 자연발화점 
Q.Q.Q.Q. 분해 온도 
R.R.R.R. 동점도 

 
 

150 mm2/s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 40 ° C 

 
 

ISO 3104 

S. S. S. S. 분자량  자료없음  

폭발성 비폭발성   

산화성 해당없음   

유해 반응의 가능성 자료없음 

기타 참고사항 

어는 점 자료없음 

 

 

 

 

9. 9. 9. 9. 물리화학적 특성 



 

 

 

A.A.A.A. 반응성 자료없음. 

B.B.B.B. 화학적 안정성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안정적이다. 

C.C.C.C. 유해한 반응 정상적인 절차에서 없음. 

D.D.D.D. 피해야 할 조건 열(인화점 이상의 온도), 스파크, 발화점, 화염, 정전기. 

E.E.E.E. 피해야 할 물질 강산화제. 

F.F.F.F.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정상적인 사용에서 없음. 
 

A.A.A.A. 가능한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흡입했을 때 분류되지 않음. 고농도의 증기 흡입 시 호흡계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먹었을 때 분류되지 않음. 섭취하면 위장 자극, 메스꺼움, 구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눈에 들어 갔을 때 분류되지 않음. 

피부에 접촉했을 때 분류되지 않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B.B.B.B. 물질적, , , , 화학적 및 독성학적 특성관련 증상 

증상 자료없음. 

C.C.C.C. 장단기 노출로 인해 지연 발현되거나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영향 및 만성적 영향 

급성 독성 ----    제품 정보 

 

경구 분류되지 않음. 
혼합물의 0 %는 알 수 없는 급성 경구 독성의 구성 성분으로 구성됨. 

피부의 분류되지 않음. 
혼합물의 0 %는 알 수 없는 급성 경피 독성의 구성 성분으로 구성됨. 

흡입했을 때 분류되지 않음. 

 
 

혼합물의 0 %는 알 수 없는 급성 흡입 독성의 구성 성분으로 구성됨. 

급성 독성 ----    물질정보 
 

화학물질명 LD50 LD50 LD50 LD50 경구 LD50 LD50 LD50 LD50 경피 LC50 LC50 LC50 LC50 흡입 
Amines, C12-14-tert-alkyl 

68955-53-3 
LD50 >500 mg/kg bw 

(rat-OECD 401) 
LD50 612 mg/kg bw 

(rat-OECD 401) 
LD50 1177 mg/kg bw 

(rat-OECD 401) 
LD50 >250 mg/kg bw (rat) 
Dlmin 50 mg/kg bw (rat) 

LD50 251 mg/kg bw 
(rat-OECD 402) 

LD50 >200 mg/kg (rabbit) 
LD50 2000 mg/kg (rabbit) 

LD50 (4h) >= 157 ppm 
(vapour rat-OECD 403) 
LC50 (4h) 157 ppm (rat 

vapour-OECD 403) 
LC50 (4h) >231 ppm (rat 

vapour-OECD 403) 

Long-chain alkenyl amine 
^ 

LD50 1689 mg/kg (Rat)   

10. 10. 10.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11. 11. 11. 독성에 관한 정보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분류되지 않음.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분류되지 않음. 

과민성 과민성 물질로 분리되지 않음. 과민성 물질을 포함한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발암성 이 제품은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 

 
 

생식세포 변이원성 이 제품은 돌연변이 유발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 

생식 독성 분류되지 않음. 

특정장기 표적독성 ----    1111회 노출 분류되지 않음. 

특정장기 표적독성 ----    반복 노출 분류되지 않음. 

기타 유해 영향 장시간 반복 노출(오염된 옷과 접촉)되면 특징적인 피부 병변(여드름)이 발생할 수 있다. 

흡인 유해성 분류되지 않음. 

 
 

 

A.A.A.A. 생태 독성 

분류되지 않음. 이 제제에 포함된 성분들 중 한 성분의 공급자는 농축된 상태에서 수생환경 위험 분류가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급성 수생 독성 ----    제품 정보 

자료없음. 

 
급성 수생 독성 ----    물질정보 

 

화학물질명 조류독성 물벼룩류와 다른 수생 
무척추 동물에 대한 독성 

어독성 미생물에 대한 독성 

Long-chain alkenyl amine 
^ 

EC50 (96h) 0.03 mg/l EC50 (48h) 0.011 mg/l 
(Daphnia magna) 

LC50 (96h) 0.11 mg/l  

만성 수생 독성 ----    제품 정보 

자료없음. 

 
만성 수생 독성 ----    물질정보 

자료없음. 

 
육생 생물에 대한 영향 
자료없음. 

 
B.B.B.B. 잔류성 및 분해성 

일반 정보 자료없음. 

 

12. 12. 12.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C.C.C.C. 생물 농축성 

제품 정보 자료없음. 

logPowlogPowlogPowlogPow    자료없음 

물질정보 . 

 

 

D.D.D.D. 이동성 

토양 이 제품은 물리 화학적 특성상 일반적으로 낮은 토양 이동성을 보인다. 

대기 증발 손실이 제한된다. 

물 용해되지 않음. 제품은 수면에 확산된다. 

E.E.E.E. 기타 유해 영향 

일반 정보 자료없음. 

PBT PBT PBT PBT 및 vPvBvPvBvPvBvPvB    평가 자료없음. 
 

A.A.A.A. 잔여물////미사용 제품의 폐기물 환경으로 배출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수구에 비우지 마십시오. 해당 국가의 환경법과 
규정에 따라 폐기하시오. 사용한 오일은 폐오일 수거 장소로 보내야 한다. 이 오일을 잘못 
폐기하면 환경에 위험 요소가 된다. 용매, 브레이크 및 냉각 액체와 같은 외부 물질과의 
혼합은 금지되어 있다. 

B.B.B.B. 오염된 포장 빈용기는 재활용 또는 폐기를 위해 허가된 폐기물 처리장에 수거되어야 함. 국가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C.C.C.C. 기타 참고사항 처리 담당자에 대한 안전과 보호 조치에 대하여 섹션 8을 참조하십시오. 
 

IMDG/IMOIMDG/IMOIMDG/IMOIMDG/IMO        

A.A.A.A. UN/IDUN/IDUN/IDUN/ID    번호 규제 되지 않음 
B.B.B.B. 유엔 적정 선적명 - 
C.C.C.C. 위해 등급 - 
D.D.D.D. 용기등급 - 
E.E.E.E. 해양오염물질 - 

ADR/RIDADR/RIDADR/RIDADR/RID        

A.A.A.A. UN/IDUN/IDUN/IDUN/ID    번호 규제 되지 않음 
B.B.B.B. 유엔 적정 선적명 - 
C.C.C.C. 위해 등급 - 
D.D.D.D. 용기등급 - 

ICAO/IATAICAO/IATAICAO/IATAICAO/IATA        

A.A.A.A. UN/IDUN/IDUN/IDUN/ID    번호 규제 되지 않음 
B.B.B.B. 유엔 적정 선적명 - 
C.C.C.C. 위해 등급 - 
D.D.D.D. 용기등급 - 

 
 

화학물질명 log Powlog Powlog Powlog Pow    

Amines, C12-14-tert-alkyl 
68955-53-3 

2.9 

13. 13. 13. 13. 폐기시 주의사항 

14. 14. 14.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A.A.A.A. 산업안전보건법 

제조, , , , 수입, , , , 이송, , , , 공급이 금지된 유해 물질 
해당없음 

 

허가가 필요한 유해 물질 
해당없음 

유해물질 관리 대상 
해당없음 

특수건강검진 대상물질 
해당없음 

작업환경 측정대상물질 
해당없음 

직업적 노출 한계 
작업장 노출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시오(8절 참조) 

B.B.B.B. 화학물질관리법 

금지 물질 
해당없음 

금지 물질 
해당없음 

제한 물질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해당없음 

C.C.C.C. 위험물질안전관리법 등급 4: 인화성 액체, 4 석유류, 6000L . 

D.D.D.D. 폐기물 관리법 지정폐기물. 

 
E.E.E.E. 기타 규정 

이 제품에 포함된 모든 물질은 다음 항목에 나열된 목록에 등제 되었거나 면제됨: 
대한민국(KECL) 

 

 

 

A.  A.  A.  A.  주요 자료의 출처 공개된 정보와 회사 내부 데이터. 

B. B. B. B.     발행일자::::    22/2/2018 

C. C. C. C.     개정일::::    22/2/2018 

판 3.0 

개정 이유 자료없음 

 

15. 15. 15. 15. 법적 규제현황 

16. 16. 16. 16. 기타 참고사항 



 

D.D.D.D. 추가 정보 

약어 
• ACGIH =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 미국산업위생사협회 
• bw = body weight = 체중 

• bw/day = body weight/day = 체중/일 

• EC x = Effect Concentration associated with x% response = X%로 나타나는 영향농도 

• GLP = Good Laboratory Practice = 우수 실험실 운영기준 

• IARC =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f Cancer = 암에 대한 국제연구 기구 
• LC50 = 50% Lethal concentration = 50% 치사농도(반수 치사농도) - 시험 동물 군의 50% (절반)의 사망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이 섞인 공기 또는 화학 물질 용액의 농도 
• LD50 = 50% Lethal Dose = 50% 치사량(반수 치사량) - 한번에 주어진 시험 동물 군의 50% (절반)의 사망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양 
• LL = Lethal Loading = 치사 부하 
• NIOSH = 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산업안전보건 국립 연구소 

• NOAEL = 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 최대비독성용량 

• NOEC = No Observed Effect Concentration = 최대무영향농도 

• NOEL = No Observed Effect Level = 최대비독성용량 

• 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경제 협력 개발기구 

• OSHA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 산업안전보건청 

• UVCB = Substance of unknown or Variable composition, Complex reaction products or Biological material = 미지 또는 
가변적 조성, 복잡한 반응물 또는 생물학적 물질 

범례 
제8절 
ACGIH -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 미국산업위생사협회 

TWA - Time Weight Average = 시간 가중 평균 
STEL - Short Term Exposure Limits = 짧은 시간 노출 한계 
S* - Skin notation = 피부를 뜻하는 표기 

본 SDSSDSSDSSDS는 다음 국가의 법규에 따라서 작성되었습니다: : : : 대한민국 

책임의 한계 
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제공된 정보는 발표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지식과 정보 그리고 믿음에 기초할 때 정확합니다....    
제공된 정보는 오직 안전한 취급, , , , 사용, , , , 처리, , , , 보관, , , , 운송, , , , 폐기 및 배출을 위한 지침이며, , , , 보증서나 품질 사양서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 . . 이 정보는 오직 지정된 특정 물질에만 관련이 있으며, , , , 이 문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한, , , , 기타 물질과 혼합해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