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date November 10, 2020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규정에 의거)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PTS Nonwoven fabric melt blown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 권고 용도

필터제품, 미세먼지용 마스크

제품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다. 공급자 정보
회사명

주식회사 피티에스코리아

주소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석포로 68-39

전화번호 / 펙스

+82-31-359-8231 / +82-31-359-8232

2. 유해성 · 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해당 없음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그림문자

해당 없음

신호어

해당 없음

유해성·위험 문구

해당 없음

예방조치 문구

해당 없음

예방

자료없음

대응

자료없음

저장

건조하고 환기가 잘 되는곳에 보관

폐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해당 없음

기타 유해·위험성 (예: 분진폭발 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가. 화학 물질명

폴리프로필렌 (Polypropylene)

나. 관용명 및 이명

폴리프로필렌(PP) 수지

다. CAS 번호 및 함유량
물질명

함유량 (%)

CAS 번호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

> 98

9003-07-0

첨가제 (Trade secret)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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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노출되거나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다. 흡입했을 때

과량의 먼지 또는 흄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조치를 취하시오.

라. 먹었을 때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화재 폭발 시 대처방법
가. 인화점

자료 없음

나. 자연 발화점

> 400℃

다. 폭발한계

자료 없음

라. 소방법에 의한 분류 및 규제 내용

소방법 상 합성수지류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 합성수지 제품으로 특수가연물에
해당됨)

마. 특정 유해성

점화원과 열원을 피해야 함.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화재시 자극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물질의 흡입은 유해할 수 있음.

바. 소화방법 및 장비

옥내/옥외 소화전 설비의 물 또는 거품으로
소화하고 소규모 화재는 인산염류 분말
소화약제, 이산화탄소로 소화함.
밀폐공간 내 소화 작업 시 호흡기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함.

사. 소화제

물, 거품, 이산화탄소, 분말 소화 약제 등

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소화제

자료 없음.

자. 추가 정보

가능할 경우 화재 지역에서 멀리 이동시킬 것.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가. 인체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상온, 상압 하에서 별도 조치는 필요 없으나,
고온, 화기에 노출시 용융되어 위엄하오니
유의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정전기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변에
점화원을 제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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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누출 시 하수구나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회수하여 용기에 담아 처리할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고온에 주의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화기로부터 멀리하고 점화원(전기 스파크,
정전기 스파크, 가열, 고온체 등) 취급
용기들은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지하시오.
가공 후 발생하는 잔유물을 방치시 화재 및
기타 위해 위험성이 있으므로 신속히
처리하시오.

나. 안전한 저장방법

건조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저장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공학적 관리방법

성형 작업 공간 내에 환기 시설을 설치할 것.

나. 호흡기 보호

보호 마스크 (용융 수지 취급 시)

다. 눈 보호

보안경 (용융 수지 취급 시)

라. 손 보호

보호 장갑 (용융 수지 취급 시)

마. 신체보호

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바. 위생상 주의사항

작업 후 비누로 세척하고, 분진 등을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사. 노출기준

ACGIH(1993 ~ 1994) 10mg/m3

9. 물리화학적 특징
가. 외관

부직포

나. 냄새

무취

다. pH

자료 없음

라. 용해도

물 불용/유기용매 일부 용해

마. 끓는점/끓는점 범위

자료 없음

바. 녹는점/녹는점 범위

50℃~170℃

사. 폭발성

자료 없음

아. 산화성

상온 없음/고온 민감

자. 증기압

자료 없음

차. 밀도

0.89 - 0.91 g/cm3 at 20°C

카. 분배계수

자료 없음

파. 증기밀도: 해당 없음
타. 점도

해당 없음

하. 분자량

(42)n, n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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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상온, 상압 안정

나. 피해야 할 조건 및 물질
피해야 할 조건

과다한 열 (> 300℃에서 분해 시작),
점화원과의 접촉

피해야 할 물질

염소 (액체), 과산화수소, 질산 (흄),
산화제 (강), 과망간산칼륨, 용제류

다.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상온, 상압 조건에서 분해물 생성은 없으나
고온에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저분자의
탄화수소 및 포름알데하이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라. 반응 시 유해 물질 발생 가능성

자료 없음.
(상온에서는 유해 분해물질이 발생하지 않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급성 경구 독성

자료 없음

나. 급성 흡입 독성

자료 없음

다. 아급성 독성

자료 없음

라. 만성 독성

자료 없음

마. 변이원설 영향

자료 없음

바. 차세대 영향 (생식 독성)

자료 없음

사. 발암성 영향

자료 없음 (NPT, OSHA)

아. 기타 특이 사항

자료 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수생 및 생태 독성

자료 없음

나. 토양 이동성

자료 없음

다. 잔류성 및 분해성

자료 없음

라. 동식물 생체 내 축적 가능성

자료 없음

마. 기타 특이사항

자료 없음

13. 폐기 시 주의사항
가. 폐기물 관리법상 규제현황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로 처리

나. 폐기 방법

재활용 또는 소각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함)

다. 폐기 시 주의사항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법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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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운송시 필요한 정보
가. 유엔 번호

UN 운송위험 물질 분류정보가 없음

나. 적정 선적명

해당 없음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해당 없음

라. 용기 등급

해당 없음

마. 해양오염 등급

자료 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해당 없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 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해당 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 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 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 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 규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해당 없음

국외 규제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 EU 분류정보)

16. 기타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제공 MSDS
Polypropylene MSDS Canadian Centre fo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GHS)
EU REACH Regulation (EC) 1907/2006
LyondellBasell Industries, Regulatory Affairs Department
화학약품 대사전
나. 최초 작성일자

2020.11.10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최종 개정일자

0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한 MSDS를 참고하여 편집, 일부 수정한 자료입니다.

본 문서는 보건, 안전성 및 환경 자료 배포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위의 정보는 참고용일 뿐이며, 제품 사양으로 해석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자의 사용 설명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 동 제품이 사용
목적에 적합하며 안전하고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동 제품에 대한 판매자의 제한 사항 및 사용 설명을 준수하지 않거나, 해당 제품을 특정 범주의 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판매자에게 각각의 특정 용도를 통지할 의무가 있을 시 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제품
사용에 따른 일체의 상해 또는 손해는 사용자의 전적인 책임이며, 판매자는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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