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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설명   

제 품 명            : CHANEL NO.5  
나. 제품 사용 용도      : 향 원료 

        제품사용상의 제한   : 자료 없음 

     다. 제조자 정보   :  

        제조회사 : TIME PERFUMERY 

         주  소 : 106B-7L, GOZAN-DONG, 585, AENGGOGAE-RO, NAMDONG-GU, INCHEON, KOREA 

         Tel : 82 32 811 3083   Fax : 82 32 811 3085 
 

2.  유해성 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N : 환경에 위험함 

   Xn : 유해함 

   R38 : 피부에 자극 

   R43 : 피부 접촉에 희한 자극 유발 

   R51/53 : 수중 생태에 위험, 오랜 기간 수중생태에 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신호어 : 경고  

* 유해/위험 문구  

   H315 피부 자극을 일으킴. 

H317 피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411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독함. 

 * 예방조치 문구  

   P261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P272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 대응 

   P302+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으시오. 

 * 저장 

  P410+P403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 폐기 

물질안전보건자료 

- MATERIAL SAFETY DATA SHEET - 
- According to Regulation ST/SG/AC.10/30/Rev.4 UN G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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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501 (관련 법규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시오. 

나.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위험성(NFPA) 

 * 보건  0 

 * 화재  1 

 * 반응성  0 

3.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Contains                EC No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Conc. % 
                        CAS No              (67/548/EEC)                (EC) 1272/2008 

 
1,3,4,6,7,8-hexahydro-4,6,6,   214-946-9            N R50/53                  Aquatic Chronic 1 H410 Aquatic Chronic 1 H400         5 - 10 
 7,8,8-hexamethyl-cyclopenta 1222-05-5  
 -(g)-2-benzopyran 
 
Benzyl benzoate             204-402-9           N,Xn R51/53-22             Acute Tox. 4;H302 Aquatic Chronic 2;H411               1 - 5 
                            120-51-4 
   
Benzyl salicylate             204-262-9           Xi R43                      Skin Irrit. 1:H317                                       1 - 5 
                            118-58-1 
 
Hexyl cinnamic aldehyde     202-983-3           Xi R43                      Skin Irrit. 1:H317                                       1 - 5 
                            101-86-0 
 
Phenylethyl alcohol          200-456-2           Xi R36                      Skin Irrit. 1:H317                                     0.1 - 1 
                            60-12-8     
 
Coumarin                   202-086-7           Xi,Xn R43-22               Skin Irrit. 2:H315                                      0.1 - 1 
                            91-64-5 

 

4.  응급조치 

 

 가. 응급처치의 설명 

   * 일반적인 정보 

     즉시 의학적 조언을 받을 것. 

   * 흡입 후 

     신선한 공기 공급 : 이외경우 의사의 조언을 구할 것. 

   * 피부에 접촉 후 

     즉시 물과 비누로 충분히 헹구어 낼 것. 

   * 눈에 닿은 후 

     눈을 뜨고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구어 낼 것 

   * 삼킨 후 

     의사의 조언을 구할 것. 

나. 의사를 위한 정보 

   * 가장 중요한 증상과 영향 , 심각함과 지연에 대한 정보. 

     알려진 해당 사항 없음. 

다. 즉각적인 의료 처치 및 특별 치료 표시가 필요 

알려진 해당 사항 없음 

 

5.  소방대책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가. 소화 매체 

  * 소화에 적합한 물질 

    CO2 , 모래 , 소화 가루.   

    * 소화에 적합하지 않은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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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은 사용하지 말 것. 

   나. 물질 또는 혼합물에서 발생하는 특별 위험 

      알려진 해당 사항 없음. 

   다. 즉각적인 의료 처치 및 특별 치료 표시가 필요 

      알려진 해당 사항 없음. 

 

6.  누출 사고시 대처방안 

가. 개인 예방책 , 보호장비 및 응급조치 

   보호장비를 입는다. 무방비 사람을 멀리 유지한다. 

   모든 점화원을 제거한다. 

   눈, 피부, 의복에 묻지 않도록 한다. 

나. 환경 예방책 

   대기 : 자료없음 

   토양 : 자료없음 

   수중 : 배수구에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상하수도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시오.) 

다. 정화 재료 및 방법. 

   액체 흡수 물질 ( 모래 , 규조토 , 산성 바인더 , 보편적 바인더 , 톱밥 ) 

 항목 13번에 따라 폐기물과 같은 오염 물질 배출함. 

    라. 다른 섹션 참조 

      13번 섹션 참고 

 

7.  취급 및 보관법 

 가. 취급법 

  *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 

    피부와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 보호 장비를 착용하시오. 

  * 불과 폭발로부터 보호에 대한 정보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취급하시오. 

    점화 물질을 멀리하시오.- 금연 

 나. 보관법 

  *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원한 냉암소에 보관하시오. 

    용기는 환기가 잘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8.  노출 방지 / 개인보호법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자료 없음 

 ACGIH 규정  자료 없음 

 생물학적 노출 기준 자료 없음 

    나 개인 안전 장비 

     - 일반적인 보호 및 위생적인 방법 

       눈과 피부의 접촉을 피하라 

- 호흡기 보호 : 불필요 

- 손 보호 : 보호 장갑 

- 눈 보호 : 보호 글라스 

- 몸 보호 : 보호 작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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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리적 화학적 특성 

 *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대한 기본 정보  
-기본정보  

성상:                                      액체 
색상        황색 
냄새:                                      Characteristic 

-상태변화 
      끓는점:                                    자료 없음 
       인화점:                                   >+61 oC 
       가연성:                                   해당 없음 
       분해온도:                                 해당 없음 
       자체점화:                                 해당 없음 
       노출의 위험:                              해당 없음 
       폭발한계:                             
           Lower                                해당 없음 
           Upper                                해당 없음 
       수증기장력:                               해당 없음 
       밀도:                                     해당 없음 
       비중(20OC):        0.988 ~ 1.028 
       용해지수와 혼화성:                        해당 없음 
       Ph측정 시 가지는 가치:                    알려진 바 없음 
       편절계수:                                 해당 없음 
       점화온도:                                 해당 없음 
       점도:                                     해당 없음  
       굴절률:                                   1.441 ~ 1.481 
 

10.  안정성 및 운동성 

   가. 반응성 
    * 물에 대한 불분명한 반응 
    나. 화학적 안정성 
    * 상온 상압에서 안정된 상태 
    다. 반응성의 위험 가능성(피해야 할 물질) 
    * 산, 산화제 
    라. 피해야 할 것 
    * 발화점을 피해야 한다. (섹션 9 참고)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마. 공존할 수 없는 물질 
     * 가능한 추가 정보 없음 
     바. 위험한 분해 생산품 
      * 위험한 분해 생산품 없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 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경구     자료 없음 

흡입     자료 없음 

경피     자료 없음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자료 없음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자료 없음 

  호흡기 과민성    자료 없음 

  피부 과민성    자료 없음 

  발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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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정보건법   자료 없음 

   노동부고시   자료 없음 

   IARC    자료 없음 

   OSHA    자료 없음 

   ACGIH    자료 없음 

   NTP    자료 없음 

  생식세포병이원성    자료 없음 

  생식독성     자료 없음 

  특정 표적장기 동성(1회 노출)  자료 없음 

  특정 표적장기 동성(반복 노출)  자료 없음 

  흡인유해성    자료 없음  

 

12.  생태학 정보(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어류     자료 없음 

갑각류     자료 없음 

조류     자료 없음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자료 없음 

 분해성     자료 없음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 없음 

 생분해성     자료 없음 

라. 기타유해 영향    자료 없음 

 잔류성     자료 없음 

 분해성     자료 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폐기물 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을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하시오. 

나. 폐기시 주의 사항 

 폐기물 관리법에 경시된 경우 규정에 명시된 주의사항을 고려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UN No.)    UN 운송위험물질 분류정보가 없음 

나. 적정 선적명    해당 없음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해당 없음 

라. 용기 등급     해당 없음 

마. 해양오염물질    자료 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 시 비상조치    자료 없음 

 유출 시 비상조치    자료 없음 

 

15.  규정사항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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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해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 없음 

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 없음 

라.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규제   폐기 시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로 준하여 처리한다.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국제 규정사항     해당 없음 

 - 수질위험 단계     물에 대한 위험단계 : Water hazard class 2  

           (self - assessment)   

 바. 화학작용에 대한 안전 규제    화학작용에 대한 안전 규제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16.  그외 정보 

 가. 자료의 출처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2-14 호) 

  H226     인화성 액체 및 증기. 

  H228     인화성 고체. 

  H302     삼키면 유해함. 

  H304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17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410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매우 유독함. 

  H411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독함. 

  H412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해함. 
 

  R 36/38   눈과 피부에 자극함. 

  R 36      눈에 자극성. 

  R 10      가연성. 

  R 22      삼키면 유해함 

  R 38      피부에 자극성. 

  R 43      피부 접촉 시 민감함을 유발할 수 있음. 

  R 51/53   수중 생태에 위험, 오랜 기간 수중 생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R 52/53   수중 생물에 유해, 수생 환경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 

 
 나. 최초작성일    2017. 09. 28.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라. 기타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사용가능하며, 기타 의문 사항은  

      "타임향료"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