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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F PRODUCT : CITRUS LG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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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 CLEAR PALE YELLOW

APPEARANCE       : LIQUID

SPECIFIC GRAVITY(at 20°C) : 0.8928(0.8901-0.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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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PHONE : (852) 3719 5195

FACSIMILE : (852) 3719 5196

E-mail : cplgen@cplaromas.com



제품명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다.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

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주소

        긴급전화번호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예방조치문구

CITRUS LG CA

CITRUS LG CA

자료없음

2. 유해성·위험성

   가.유해성·위험성 분류 급성 독성(흡입: 분진/미스트) : 구분4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2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2

피부 과민성 : 구분1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2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3

자료없음

경고

        유해·위험문구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17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332 흡입하면 유해함

H371 신체 중 (...)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H412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해함

            예방 P260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 흡입하지 마시오.

P261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P272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 착용하시오.

별님캔들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37길 20, A동 내제1층 219호

02-2277-0077



            저장

            폐기

        CITRAL

            보건

            화재

            반응성

            보건

            화재

            반응성

        시트로넬라의 기름

            보건

            화재

            반응성

            보건

            화재

            반응성

            보건

            화재

            반응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함유량(%)

CITRAL 37

옥시비스프로판올(OXYBISPROPANOL) 18

시트로넬라의 기름 12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5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28

P337+P313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P362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탁하시오.

P363 다시 사용전 오염된 의복은 세척하시오.

P405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P501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위험성(NFPA)

            대응 P302+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으시오.

P304+P34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

을 취하시오.

P305+P351+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

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P309+P311 노출되거나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21 (…) 처치를 하시오.

P332+P313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P333+P313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1

0

2

2

0

2

1

0

        옥시비스프로판올(OXYBISPROPANOL)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이명(관용명) CAS 번호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0

2

0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자료없음

106-23-0

123-79-5

4. 응급조치요령

2,6-OCTADIENAL, 3,7-DIMETHYL- 5392-40-5

디프로필렌 글리콜(DIPROPYLENE

GLYCOL);
25265-71-8

기름, 시트로넬라(OILS, CITRONELLA); 8000-29-1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다. 흡입했을 때 노출되거나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과량의 먼지 또는 흄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

을 경우 의료 조치를 취하시오.

  라. 먹었을 때 노출되거나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물질을 먹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

의료장비를 이용하시오

  가. 눈에 들어갔을 때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

속 씻으시오.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탁하시오.

뜨거운 물질인 경우, 열을 없애기 위해 영향을 받은 부위를 다량의 차가운 물에 담그거

나 씻어내시오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경미한 피부 접촉 시 오염부위 확산을 방지하시오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

음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CITRAL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용융되어 운송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오

일부는 고온으로 운송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일부는 고온으로 운송될 수 있음

누출물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접촉 시 피부와 눈에 화상을 입힐 수 있음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시트로넬라의 기름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대부분 물보다 가벼우니 주의하시오

대부분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지면을 따라 확산하고 저지대나 밀폐공간에

축적될 수 있음

뜨거운 상태로 운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일부는 고온으로 운송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용융되어 운송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오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

구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에 손대지 마시오

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막으시오

분진 형성을 방지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

물 용기에 넣으시오.

공기성 먼지를 제거하고 물로 습윤화하여 흩어지는 것을 막으시오.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다량 누출시 액체 누출물과 멀게하여 도랑을 만드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국내규정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ACGIH 규정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생물학적 노출기준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청결한 삽으로 누출물을 깨끗하고 건조한 용기에 담고 느슨하게 닫은 뒤 용기를

누출지역으로부터 옮기시오

분말 누출시 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막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시오

소량 누출시 모래, 비가연성 물질로 흡수하고 용기에 담으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시오

고온에 주의하시오

  나. 안전한 저장방법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음식과 음료수로부터 멀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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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

치를 따르시오.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을 막으시오.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가. 외관

        성상

        색상

  나. 냄새

  다. 냄새역치

  라. pH

  마. 녹는점/어는점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사. 인화점

  아. 증발속도

  자. 인화성(고체, 기체)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카. 증기압

  타. 용해도

  파. 증기밀도

  하. 비중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너. 자연발화온도

  더. 분해온도

  러. 점도

  머. 분자량

  가. 외관

        성상

        색상

  나. 냄새

  다. 냄새역치

  라. pH

  마. 녹는점/어는점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사. 인화점

노출되는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

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되는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

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되는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

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되는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

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운전시 먼지, 흄 또는 미스트를 발생하는 경우, 공기 오염이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되도

록 환기하시오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노출되는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

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CITRAL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229 ℃

101 ℃ (c.c.)

자료없음

자료없음

감귤냄새

자료없음

자료없음

< -10 ℃



  아. 증발속도

  자. 인화성(고체, 기체)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카. 증기압

  타. 용해도

  파. 증기밀도

  하. 비중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너. 자연발화온도

  더. 분해온도

  러. 점도

  머. 분자량

  가. 외관

        성상

        색상

  나. 냄새

  다. 냄새역치

  라. pH

  마. 녹는점/어는점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사. 인화점

  아. 증발속도

  자. 인화성(고체, 기체)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카. 증기압

  타. 용해도

  파. 증기밀도

  하. 비중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너. 자연발화온도

  더. 분해온도

  러. 점도

  머. 분자량

  가. 외관

        성상

        색상

  나. 냄새

  다. 냄새역치

  라. pH

  마. 녹는점/어는점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사. 인화점

  아. 증발속도

(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0.0913 ㎜Hg (25℃ (추정치))

자료없음

152.23

옥시비스프로판올(OXYBISPROPANOL)

액체

0.134 g/100㎖ (37℃)

자료없음

0.891-0.897 (15℃)

3.45 (추정치)

자료없음

자료없음

121 ℃ ((PMCC))

(해당없음)

(자료없음)

12.6 / 2.9 %

0.0319 ㎜Hg (at 25℃)

(물용해도: 가용성(1000g/L))

무채색

무취

(자료없음)

(해당없음)

-32 ℃

229 ~ 232℃

134.18

시트로넬라의 기름

액체

무채색에서 노란색까지

4.63 ((공기=1))

1.02-1.04 ( (물=1))

-1.07 ((추정치))

121 ℃

(자료없음)

107 cP (20 C)

자료없음

감귤냄새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200 ℃

80 ℃



  자. 인화성(고체, 기체)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카. 증기압

  타. 용해도

  파. 증기밀도

  하. 비중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너. 자연발화온도

  더. 분해온도

  러. 점도

  머. 분자량

  가. 외관

        성상

        색상

  나. 냄새

  다. 냄새역치

  라. pH

  마. 녹는점/어는점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사. 인화점

  아. 증발속도

  자. 인화성(고체, 기체)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카. 증기압

  타. 용해도

  파. 증기밀도

  하. 비중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너. 자연발화온도

  더. 분해온도

  러. 점도

  머. 분자량

  가. 외관

        성상

        색상

  나. 냄새

  다. 냄새역치

  라. pH

  마. 녹는점/어는점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사. 인화점

  아. 증발속도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 / -

0.000098 ㎜Hg (20℃)

38.94 ㎎/ℓ (25 ℃)

자료없음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액체

무색, 옅은 노란색

레몬향

0.897 (0.897-0.912 (물=1))

3.53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 / -

0.22 ㎜Hg

38.94 ㎎/ℓ

자료없음

0.8573

자료없음

자료없음

-15 ℃

47 ℃ (1 mmHg)

74 ℃

자료없음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액체

무색

약한 방향족 냄새

자료없음

3.48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154.24

자료없음

7.49 ℃

404.84 ℃

400 ℉

자료없음

자료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카. 증기압

  타. 용해도

  파. 증기밀도

  하. 비중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너. 자연발화온도

  더. 분해온도

  러. 점도

  머. 분자량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CITRAL

                 CITRAL

                 CITRAL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시트로넬라의 기름

                 시트로넬라의 기름

                 시트로넬라의 기름

                 시트로넬라의 기름

                 시트로넬라의 기름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 / -

0.000113 ㎩

0.78 ㎎/ℓ (22℃)

자료없음

0.923

6.11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

음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상온상압조건에서 안정함

자료없음

자료없음

0.0189 ㎏/m·s (7.49℃)

370.56

10. 안정성 및 반응성

고인화성: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

누출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실내, 실외, 하수구에서 증기 폭발 위험이 있음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증기는 자각 없이 현기증 또는 질식을 유발할 수 있음

흡입 및 접촉 시 피부와 눈을 자극하거나 화상을 입힘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화재시 자극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물질의 흡입은 유해할 수 있음

일부 액체는 현기증, 질식을 유발하는 증기는 발생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 액체에서 현기증 및 질식을 유발하는 증기를 발생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접촉 시 피부와 눈에 화상을 입힐 수 있음

화재시 자극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물질의 흡입은 유해할 수 있음

석면의 흡입은 폐에 손상을 줄 수 있음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나. 피해야 할 조건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다. 피해야 할 물질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CITRAL

                 CITRAL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급성독성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

음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가연성 물질, 환원성 물질

가연성 물질

자극성, 독성 가스

자료없음

자료없음

가연성 물질, 환원성 물질

열, 스파크, 화염 등 점화원

열, 스파크, 화염 등 점화원

열, 스파크, 화염 등 점화원

열

열, 스파크, 화염 등 점화원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자극성, 독성 가스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부식성/독성 흄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부식성/독성 흄

자극성, 독성 가스

자료없음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호흡곤란, 불규칙 심장박동, 현기증, 폐 울혈, 경련을 일으킬 수 있음.

구역, 구토, 설사, 호흡곤란, 폐 울혈, 경련을 일으킬 수 있음.

자극,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단기간 노출 시, 자극, 두통을 일으킬 수 있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호흡기 노출 시 자극이 있을 수 있음

경구에 노출 시 자극이 있을 수 있음

피부 접촉 시 자극이 있음

눈 접촉 시 자극이 있음

자료없음



            경구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경피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흡입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호흡기과민성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피부과민성

                 CITRAL

LD50 3450 ㎎/㎏ Rat

LD50 14850 ㎎/㎏ Rat

LD50 7200 ㎎/㎏ Rat

LD50 > 2500 ㎎/㎏ Rabbit (토끼 LD50>2500mg/kg(NLM;ChemIDplus,

TOMES;LOLI))

LD50 1600 ㎎/㎏ Rabbit (토끼 LD50=1600mg/kg(TOMES;LOLI))

자료없음

(자료없음)

(뉴질랜드(6.1D))

LD50 2420 ㎎/㎏ Rat (랫드 LD50=2420mg/kg(NLM;ChemIDplus, TOMES;LOLI))

LD50 7392 ㎎/㎏ Rat (랫드 LD50=7392mg/kg(TOMES;LOLI, RTECS))

LD50 2250 ㎎/㎏ Rabbit

LD50 > 5000 ㎎/㎏ Rabbit

LD50 4700 ㎎/㎏ Rabbit

Probability of MOD/SEV=0.999 (TOPKAT 6.2)

사람에게 피부 자극성 있음(NLM;HSDB)

비자극성(rabbit)

Not irritating

토끼를 이용한 눈 자극성 시험 결과 심한 자극을 일으킴

(해당없음: 액체(NLM;HSDB))

(해당없음: 액체(무색)(NLM;HSDB))

보통자극(500mg, 24시간, rabbit), 심한자극(100mg, 24시간, rabbit)

Slight irritating : 약간의 자극성이 보인다고 설명

생쥐를 이용한 피부 자극성 시험 결과 약한 자극을 일으킴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피부자극성이 구분2A로 분류되어 눈자극성 구분2A로 분류

사람에게 눈 자극성 있음(NLM;HSDB)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고용노동부고시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IARC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OSHA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ACGIH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NTP

                 CITRAL

사람에피부과민성시험하여503명중1명이과민성반응이나타여과민성물질이아닌것으로

적용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기니피그 Buehler test method에의해 과민성 일어남(NLM;HSDB)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EU CLP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생식세포변이원성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생식독성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CITRAL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복귀돌연변이시험: 음성(CCRIS), 염색체이상시험: 음성,1250-5000㎍/ml농도에서 대

사활성계적용여부에 상관없이 음성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랫드 경구 TDL0= 13600mg/kg/ day 임신 7-23일까지 노출, 모체독성: 산통, 생식독

성: 태아 착상후 사망(배아의 재흡수, 사망)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In vitro -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Salmonella typhimurium

TA97A,TA98,TA100,TA102,TA1535): 음성(NLM;CCRIS)

자료없음

자료없음

Fertility : Rabbit: NOAEL Parental >1200mg/kg bw Developmental

toxicity/Teratogenicity SD Rat , NOAEL Maternalt. 800mg/kg bw NOAEL

Teratogen >5000mg/kg bw Rabbit : NOAEL Maternalt.: >1200mg/kg bw NOAEL

Teratogen: >1200mg/kg bw

단기간 노출에 의해 자극, 호흡곤란, 불규칙 심장박동, 현기증, 폐 울혈, 경련을 일으킴

자료없음

기니피그에 14000mg/kg 이상 경구 투여한 결과 급성독성으로 인한 영향 나타나지 않

음. 랫드 LD50=900mg/kg(Intravenous)(NLM;HSDB)

자료없음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흡인유해성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어류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갑각류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조류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자료없음

자료없음

랫드 90일 반복독성: 아디핀산염 0.61mg/kg bw/day를 투여한 결과 어떤 영향도 나타

나지 않음 (HSDB), 90일 반복경구독성 TDL0=191000mg/kg/day, 간무게변화, 체중

감소 등의 영향 (RTECS)

자료없음

자료없음

Rat 1%~10% 음수섭취

9-77일

10%노출군에서 일부동물이 사망.

신장상피세뇨관에서 수포변성

Rat 12% 사료섭취 15주

15주 후 뛰는 행동감소

Dog 총용량 9,12,20cc/Kg

NOAEL 9,400 mg/Kg

12cc(12,500mg/Kg)에서 구토가 있었으나 곧 회복.

자료없음

LC50 1888.3 ㎎/ℓ 96 hr 기타

LC50 17.3 ㎎/ℓ 96 hr 기타 (무지개 송어)

LC50 1.516 ㎎/ℓ 96 hr (추정치)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EC50 1064.8 ㎎/ℓ 96 hr 기타

EC50 3.390 ㎎/ℓ 96 hr 기타 (Aldehydes / Water Solubility at 25 deg C (mg/L):

38.94)

EC50 2.972 ㎎/ℓ 96 hr (추정치)

자료없음

자료없음

LC50 1841.9 ㎎/ℓ 48 hr Daphnia magna

EC50 26.4 ㎎/ℓ 48 hr 기타 (물벼룩)

EC50 1.172 ㎎/ℓ 48 hr (추정치)

자료없음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분해성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생분해성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라. 토양이동성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마. 기타 유해 영향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log Kow 3.48

log Kow 6.11

BOD5/COD 0.28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log Kow -1.07 ((추정치))

log Kow 3.53

BCF 177.5

BCF 156.3

BCF 27

90 (%) 28 day ((호기성, Belebtschlamm einer komunalen Laboranlage, 쉽게 분해

됨))

16 (%) 28 day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BCF 0.3 ~ 1.4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난분해성-분해가 되지 않아 생체 내 축적될 잠재성이 높음)

94 (%) 35 day (분해가 잘 되므로 생체 내 축적될 잠재성이 낮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나. 폐기시 주의사항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UN No.)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나. 적정선적명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라. 용기등급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하시오.

1) 기름과 물 분리가 가능한 것은 기름과 물 분리방법으로 사전처리 하시오.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하시오.

1) 기름과 물 분리가 가능한 것은 기름과 물 분리방법으로 사전처리 하시오.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하시오.

자료없음

1988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해당없음

기타의 인화성액체(FLAMMABLE LIQUID, N.O.S.)

환경유해물질(액체)(별표 1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

처리의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기재된 것은 포함)(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 LIQUID, N.O.S.)

해당없음

3

UN 운송위험물질 분류정보가 없음

1993

3082

UN 운송위험물질 분류정보가 없음

알데히드류(인화성이고 독성인 것)(ALDEHYDES,FLAMMABLE,TOXIC,N.O.S.)

해당없음

해당없음

3

9

해당없음

Ⅰ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마. 해양오염물질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화재시 비상조치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유출시 비상조치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15. 법적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CITRAL

Ⅲ

Ⅲ

해당없음

자료없음

F-E

해당없음

F-E

F-A

해당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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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없음

자료없음

S-D

해당없음

S-E

S-F

해당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4류 제3석유류(수용성액체) 4000ℓ

지정폐기물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지정폐기물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EU 분류정보(위험문구)

                 CITRAL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Xi; R38R43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R38, R43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EU 분류정보(안전문구)

                 CITRAL

                 옥시비스프로판올

(OXYBISPROPANOL)

                 시트로넬라의 기름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자료의 출처

S2, S24/25, S37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ECOTOX Database, EPA(http://cfpub.epa.gov/ecotox)

          IUCLID Chemical Data Sheet, EC-ECB

          International Chemical Safety Cards(ICSC)(http://www.nihs.go.jp/ICSC)

          TOXNET,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http://toxnet.nlm.nih.gov)

          The Chemical Database, The Department of Chemistry at the University of Akron(http://ull.chemistry.uakron.edu/erd)

          산업중독편람, 신광출판사

        CITRAL

          Corporate Solution From Thomson Micromedex(http://csi.micromedex.com)

          ECB-ESIS(European chemical Substances Information System)(http://ecb.jrc.it/esis)

          IUCLID(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SIDS(피부과민성)

          환경부 기존화학물질안전성시험(생식세포변이원성)

          SIDS(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ECOTOX(어류)

          ECOTOX(갑각류)

          위험물정보관리시스템, 소방방재청(http://hazmat.nema.go.kr)

          화학물질정보시스템, 국립환경과학원(http://ncis.nier.go.kr)

        옥시비스프로판올(OXYBISPROPANOL)

          환경부 기존화학물질안전성시험(경구)

          HSDB(경피)

          IUCLID(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QSAR)(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National Library of Medicine(NLM)(http://toxnet.nlm.nih.gov/cgi-bin/sis/htmlgen?CHEM)(경구)

          National Library of Medicine(NLM)(http://toxnet.nlm.nih.gov/cgi-bin/sis/htmlgen?CHEM)(경피)

          ECOTOX(조류)

          IUCLID(농축성)

          IUCLID(생분해성)

        시트로넬라의 기름

          Seton compliance resource center(http://www.setonresourcecenter.com)(사. 인화점)

          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QSAR)(타. 용해도)



          TOMES;RTECS(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RTECS(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ECOTOX(어류)

        3,7-Dimethyl-6-octenal; Citronellal

          NLM;HSDB(성상)

          NLM;HSDB(색상)

          NLM;HSDB(나. 냄새)

          AKRON(마. 녹는점/어는점)

          AKRON(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ECOTOX(갑각류)

          Ecological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s(ECOSAR)(조류)

          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QSAR)(조류)

          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QSAR)(잔류성)

          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QSAR)(농축성)

           flavouring agent, insect repellent

          NLM;ChemIDplus, TOMES;LOLI;(경피)

          NLM;HSDB;(흡입)

          TOPKAT 6.2;(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NLM;HSDB;(피부과민성)

          NLM;CCRIS;(생식세포변이원성)

          NLM;HSDB(사. 인화점)

          AKRON(카. 증기압)

          EPISUITE(타. 용해도)

          HSDB(하. 비중)

          AKRON(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NLM;ChemIDplus, TOMES;LOLI;(경구)

          NLM;HSDB(성상)

          NLM;HSDB(색상)

          NLM;HSDB(나. 냄새)

          NITE(마. 녹는점/어는점)

          NLM;HSDB(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CHRIS(사. 인화점)

          EPISUITE(어류)

          EPISUITE(갑각류)

          EPISUITE(조류)

          AKRON(잔류성)

          SRC, HSDB(농축성)

        Hexanedioic acid dioctyl ester; Dioctyl adipate

          TOMES;LOLI;(경피)

          무색;NLM;HSDB;(흡입)

          NITE(카. 증기압)

          NITE(타. 용해도)

          CHRIS(하. 비중)

          NITE(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NLM;HSDB(러. 점도)

          TOMES;LOLI, RTECS;(경구)



    나. 최초작성일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최종 개정일자

   라. 기타

          NLM;HSDB;(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NLM;HSDB;(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생식독성)

          NLM;HSDB;(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0 회

0

 ○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한 MSDS를 참고하여 편집, 일부 수정한

    자료입니다.

          HSDB;RTECS;(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NITE(잔류성)

          NLM;HSDB(농축성)

          EPISUITE(라. 토양이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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