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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TGR-001(산화생분해 첨가제)
나. 일반적인 화학적 특성 : 산화생분해 첨가제, 유기산, 무기물을 이용한 산화생분해 첨가제 펠렛
다. 유해성 분류 : 해당 없음
라. 제품의 용도 : 필름, 사출성형, 진공성형을 통한 에코 패키징 생산용
마. 제조 회사 : 한국 – ㈜바이오소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가톨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305호
Tel : 02-6238-6283

Fax : 032-344-6283

http://www.neomcc.com
바. 공급회사 : 상동
사. 작성 일자 : 2015. 5. 21
아.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 일자 : Rev. 2, 2015. 5. 21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가. 화학물질명

나. 관용명 또는 상품명

다. CAS 번호

바이오매스(biomass)
PP or PE

PBS(Poly

butylene

succinate)
(2R,3R,4R,5S)-hexane-

라. 함량
< 50%

바인더레진

< 50%

왁스(Wax)

< 10%

지방족폴리에스테르

< 10%

솔비톨(Sorbitol)

50-70-4

< 3%

Calcium Carbonate

탄산칼슘(CaCO3)

471-34-1

< 10%

Octadecamoic acid

Stearic acid

57-11-4

< 2%

1,2,3,4,5,6-hexol

3. 위험 유해성
가. 긴급한 위험 ․ 유해성 정보 : NFPA 등급(0-4 단계) : 보건=1 화재=1 반응성=0
밀폐된 공간에서도 폭발위험 없음
나. 응급상황을 위한 개요:
1) 주요한 건강위험성:
가) 물리적 위험 : 성형 과정중의 고온 주의
나) 잠재적 건강영향:
흡입 :

단기간 노출 : 분진 흡입시 호흡 장애, 기침, 통증이 있을 수 있으나 위험도는 낮음
장기간 노출 :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정보는 없음
피부 접촉:
단기간 노출: 자극
장기간 노출: 자극
눈 접촉:
단기간 노출: 자극
장기간 노출: 자극
섭취:
단기간 노출 : 알려진 바 없음
장기간 노출 :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정보는 없음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 미규정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 아니오
미국 국립독성계획단(NTP) : 아니오
국제 발암성연구소(IARC) : 아니오

4. 응급조치 요령
가. 흡입 : 신선한 공기를 마시도록 할 것
나. 피부 접촉 : 자료 없음
다. 눈 접촉 :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 눈을 세척할 것
라. 섭취 : 소방서(응급구조) 또는 의사에게 즉시 연락할 것. 응급조치로 물을 마시게 할 것. 의사의 조
치 없이 억지로 토하게 하지 말 것.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마. 의사에 대한 정보: 증상에 따라 치료할 것

5. 폭발 및 화재시 대처방법
가. 화재 및 폭발 위험 : 상온 & 대기압 조건에서 화제 및 폭발 위험 없음. 환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
세 분진은 발화 위험성 있음.
나. 소화제 : 물, 이산화탄소,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 거품형태 소화제 사용 가능
다. 소방 : 밀폐된 공간에서 소화 작업시 호흡기 보호 장비를 착용
라.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알데히드, 소량의 모노머 등의 저분자 물질 및 기
타 분해 가스
1) 인화점 : 350℃ 이상
2) 발화하한치 & 발화상한치 : 적용할 수 없음
3) 자연 발화 : 400℃ 이상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사항 : 작업시 화상에 주의할 것.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
할 것. 적절한 환기 설비를 이용하여 분진 및 가스를 제거할 것.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사항 : 완전히 회수할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 취급 요령 : 가공설비는 적절한 환기 장치를 갖추어야 함. 포장 개봉후 즉시 사용할 것.
나. 저장 방법 : 열, 수분 및 온도의 변화가 적은 서늘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 특별한 보관 조치
는 필요하지 않음.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환기 : 작업장에 대한 환기시설 및 가공 공정 중에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나. 눈 보호 : 없음
다. 호흡기 보호 : 마스크 착용을 권장함
라. 손 보호 : 없음
마. 신체 보호 : 작업복 착용을 권장함
바. 위생상 주의사항 : 작업 후 비누로 세척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 비드상
나. 색상 : 연한 노란색
다. 냄새 : 변화하는 냄새
라. 끓는점 : 해당사항 없음
마. 녹는점 : 140℃ 이상
바. 비중(물=1) : 1.15～1.2
사. 증기밀도 : 해당 없음
아. 분자량 : 20만 이상
자. 가공 온도 : 140℃ 이상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반응성 : 상온 & 대기압에서 안정함. 고온에서 장시간 노출시 품질이 저하될 수 있음.
나. 피해야 할 조건 : 분진의 발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다. 혼합금지 물질 : 산, 염기, 가연성 물질, 산화제
라. 열분해생성물 :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알데히드, 소량의 모노머 등의 저분자 물질 및 기타
가스
마. 중합 반응 : 중합하지 않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분해

가. 급성 경구 독성 : 자료 없음
나. 아급성 독성 : 자료 없음
다. 만성 독성 : 자료 없음
라. 표적 장기 : 자료 없음
마. 변이원성 영향 : 자료 없음
바. 발암성 : 산업안전보건법 - 미규정
사. 기타 특이사항 : 자료 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토양 이동성 : 자료 없음
나. 동식물의 생체내 축적 가능성 : 자료 없음
다. 수생 및 생태독성 : 자료 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물 관리법상 규제현황 : 일반폐기물로 분류
나. 폐기 방법 : 매립 또는 소각처리. 수거후 재사용 가능
다. 폐기시 주의사항 : 도랑, 하천 등에 폐기하지 말 것. 화학약품과 함께 폐기하지 말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선박안전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의한 분류 및 규제 : 해당 없음
나. 운송시 주의사항 : 점화원(화기 등)의 발생을 금할 것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 : 미규정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미규정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미규정
라. 기타 외국법에 의한 규제 :
1) SARA 313 규정 (40CFR372.65) : 미규정
2) OSHA 규정(29CFR1910.119) : 미규정

16. 기타 참고사항
이 자료는 당사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표현된 특성 값들을 보증하지는 않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