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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 제품명 : HYPER CLEAN EE-3320 

○ 정리번호 : PW9110U5K004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용도 : 광학렌즈, 광학 프리즘, 금속가공부품, 열가소성·열경화성 플라 

스틱류의 손수건 전용 세정액 

○ 사용상의 제한 : 자료없음 

 

다.  제조자/공급자/유통업자 정보  

- 제조자 정보 

○ 회사명 : OLYMPUS CORPORATION  

○ 주소 : Shinjuku-Monolith, 2-3-1 Nishi-Shinjuku, Shinjuku-ku, Tokyo, 

 JAPAN 

○ 전화번호 : +81-3-6901-9341 

○ 팩스번호 : +81-3-6901-2590 

○ 긴급연락전화번호 : +81-3-6901-9341 

 

- 공급자/유통업자 정보 

○ 회사명 : 올림푸스한국㈜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46 올림푸스타워 

○ 전화번호 : +82-2-6255-3200 

○ 팩스번호 : +82-2-6255-3377 

 

2. 유해 • 위험성 

가. 유해·위험성 분류 정보  

   

인화성 액체    : 구분 2 

수생환경유해성(급성)                   : 구분 1 

상기 기재되지 않은 것은‘분류대상외’또는‘분류불가’또는‘구분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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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위험   

 

【유해·위험 문구】 

  H225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H400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예방조치문구】 

1) 예방 

        P210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P233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P240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합시키거나 접지하시오 

P241 폭발 방지용 전기·환기·조명 등의 장비를 사용하시오 

P242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만을 사용하시오 

P243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2) 대응 

P391  누출물을 모으시오 

P370+P378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분말소화제 등을 사용하시오 

P303+P361+P353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 

하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3) 저장 

        P403+P235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4) 폐기 

    P501관련법규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위험성 :  

   보건  2      화재  3    반응성  0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 학 물 질 명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 

Hexamethyl disiloxane 107-46-0/KE-18607 100% 

 *KE : 한국기존화학물질 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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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 갔을 때 :  

- 즉시 다량의 물로 적어도 수분 동안 씻어낼 것. 

- 콘택트렌즈를 제거하고 계속 씻으시오. 

- 눈의 자극이 계속되면 의사의 진단·진찰을 받을 것.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 즉시 물과 비누로 피부를 씻어낼 것. 

 

다.  흡입했을 때 :  

- 통상의 취급으로는 흡입에 의한 유해성은 거의 없음. 

 

라.  먹었을 때 :  

- 입을 잘 헹구어 낼 것. 토하게 하지 말 것.  

- 기분이 나쁠 때는, 의사의 진단·진찰을 받을 것. 

 

마.  급성 및 지연성의 가장 중요한 증상/영향 :  

- 피부에 부착한 경우, 피부에 대하여 약한 탈지 작용이 있거나 건조를 

일으킬 수 있음 

 

바.  응급처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 

- 인화성이 높으므로 현장에서는 화기에 주의하여 처치할 것.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 적절한 소화제 :  

소 화재 : 분말소화제, 이산화탄소, 살수, 일반의 포말 소화제 

대 화재 : 살수, 물분무, 일반의 포말 소화제 

- 부적절한 소화제 : 봉상주수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 매우 연소하기 쉬우므로 열, 화기, 화염으로 쉽게 발화할 수 있음. 

- 가열하면 용기가 폭발할 염려가 있음. 

- 화염에 의하여 자극성, 부식성 및 또는 독성의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

음. 

- 실내, 실외 또는 하수구에서 증기 폭발의 위험이 있음.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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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화점이 매우 낮음 : 살수 이외의 소화제로 소화 효과가 없는 큰 화재의  

경우에는 살수할 것.   

- 위험하지 않으면 화재구역으로부터 용기를 이동할 것. 

- 소화활동은 가능한 먼 거리로부터 무인 호스 보호구와 모니터 부 노즐을 

  이용하여 소화할 것. 

- 대 화재의 경우, 무인 호스 보호구와 모니터 부 노즐을 이용하여 소화할 

것.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부터 피난하여 연소하도록 할 것. 

-  소화 후에도 대량의 물을 이용하여 충분히 용기를 냉각할 것. 

- 소화작업 시에는 공기 호흡기, 화학용 보호복을 착용할 것. 

- 공기 공급식 호흡기 및 전면 보호복을 착용할 것.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 누출물을 만지거나, 그 속을 걷지 말 것. 

- 즉시, 모든 방향으로 적절한 거리를 누출지역으로 격리할 것. 

-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금지 시킬 것. 

- 작업자는 적절한 보호복 및 보호구([8.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참고)를 

착용하고, 눈, 피부의 접촉과 흡입을 피할 것. 

-  바람을 등질 것. 

-  저지대에서 피할 것. 

-  밀폐된 장소에 들어 갈 때는 환기할 것.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환경 중에 배출하지 않도록 할 것. 

- 하천 등에 배출되어, 환경에의 영향을 일으키지 않도록 할 것. 

- 누출량이 많은 경우 119나 환경부, 지방환경관리청, 시·도(환경지도과)

에 신고할 것.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 소량의 경우 –  건조토, 모래, 불연 재료로 흡수 시키거나, 밀폐시킬 수 

있는 빈 용기에 회수할 것. 뒤에 폐기 처리할 것. 

흡수한 것을 모을 때, 안전한 대전방지 공구를 이용할 것. 

- 대량의 경우 –  성토로 둘러쌓아 유출을 막고, 안전한 장소로 유도 회수 

할 것. 

살수는 증기 농도를 저하 시킬 수 있음. 그러나, 밀폐된 

장소에서는 연소를 억제 시킬 수 없는 우려가 있음. 

- 위험하지 않으면 누출을 막을 것.  

- 누출물을 취급할 때 이용하는 모든 설비는 접지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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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기 억제 포말은 증발 농도를 낮추기 위하여 이용함. 

- 모든 발화원을 신속하게 제거할 것.(근처에서 흡연, 불꽃, 화염 금지) 

- 배수구, 하수구, 지하실 또는 폐쇄 장소로의 유입을 막을 것.  

- 미끄러지기 쉬운 표면을 형성하므로, 완전히 제거할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   

- [8.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에 기재된 설비대책들 실시, 보호구를 착용할  

것. 

- 국소배기 전체환기를 실시할 것. 

- 주변에서 고온물, 스파크, 화기의 사용을 금지할 것. 

- 용기를 전도, 낙하, 충격을 가하거나, 또는 끄는 등의 취급을 하지 말 것. 

- 접촉, 흡입 또는 먹지 말 것. 

- 배기용의 환기를 시킬 것. 

- 취급 후에는 손을 잘 씻을 것. 

- 실외 또는 환기가 좋은 장소에서만 사용할 것. 

나.  안전한 저장방법 : 

- 보관 장소는 벽, 기둥, 바닥, 천정 등 모든 구조를 불연 재료로 만들 것. 

- 보관 장소의 실외 지붕은 불연 재료로 만들고, 동시에 금속판 등의 경량  

불연 재료로 하고 또한 실내 천정은 두지 말 것. 

- 보관 장소의 바닥은 바닥면에 물이 침수,침투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 것. 

- 보관 장소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할 수 없는 구조로 함과 동시에, 적당

한 경사를 두고, 모울 수 있는 장소를 만들 것. 

- 열, 화염, 불꽃과 같은 착화원으로부터 격리하여 보관할 것.- 금연. 

- 산화제로부터 격리하여 보관할 것. 

- 용기는 직사광선, 화기를 피할 것. 

- 용기를 밀폐하여 환기가 좋은 냉소에서 보관할 것. 

- 소방법 등의 법규의 규정에 맞는 용기를 사용할 것.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 국내노출기준 : 자료없음  

○ ACGIH노출기준(2009년) : 해당없음   

○ 생물학적 노출기준 : 해당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사업주는 가스, 증기, 미스트, 흄 또는 분진이 발산되는 작업장에 대하

여는 공기 중에 이들 함유농도가 보건상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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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가스 등의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 또는 가스 등의 발산원을 밀폐하

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방폭의 전기, 환기, 조명 기기를 사용할 것. 

- 정전기 방전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구할 것. 

- 본 제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세안 설비와 안전 샤워 설비 

를 갖출 것. 

  - 취급시에는 전체 환기 장치를 설치한 장소에서 실시할 것. 

- 고열 취급으로 공정에서 증기. 흄, 미스트가 발생할 때는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다.  개인 보호구 :  

○ 호흡기보호 :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 적당한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할 것. 

○ 눈보호 : 눈의 보호구를 착용할 것. 

 보호안경(보통안경형, 측판부 보통안경형, 고글 형) 

○ 손보호 : 불침투성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 

○ 신체보호 : 안면용의 보호구를 착용할 것. 

필요에 따라 개인용 보호복, 보호 마스크를 착용할 것.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 무색투명 액체 

나.  냄새 : 특이 취 

다.  냄새 역치 : 자료없음 

라.  pH :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범위 : ≤ -68℃(녹는점)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100℃(끓는점) 

사.  인화점 : -1℃ 

아.  증발 속도 :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 자료없음 

차.  연소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19.7vol%/0.63vol% 

카.  증기압 : 3.2kPa(20℃)  

타.  용해도 : 물에 불용 

파.  증기밀도(공기=1) : 5.6 

하.  비중(밀도) : 0.76(25℃) 

거.  n·옥탄올/물 분배계수 : 자료없음 

너.  자연발화 온도 : ≧ 350℃ 

더.  분해 온도 : 자료없음 

러.  점도 : 0.49mPa·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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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기타 

      동점성율 : 0.65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 통상적인 취급 시 안정함. 

 

나.  유해 반응의 가능성 :  

- 통상의 조건에서는 위험유해 반응을 일으키지 않음. 

 

다.  피해야 할 조건 :  

-  열, 화기, 불꽃 등의 착화원으로부터 멀리할 것 

 

라.  피해야 할 물질 :  

-  산화제 

 

마.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기타 연소 생성 가스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호흡기) :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경구)  : 해당없음 

○ (눈 ∙ 피부)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나.  단기 및 장기 노출에 의한 지연, 급성 영향 및 만성 영향 

○ 급성 독성 : 자료없음 

- 급성경구독성 : 구분외, LD50(랫트) > 5,000mg/kg(IUCLID(2000)) 

- 급성경피독성 : 구분외, LD50(토끼) > 2,000mg/kg(KemI-Riskline 

(2002)) 

- 급성흡입(증기)독성 : 구분외, LC50(랫트) > 48mg/L/1h(IUCLID 

(2000)) 

별도의 시험에서 랫트에 포화증기압농도를 1시간 노출 

에서 사망 없음(KemI-Riskline(2002)으로부터, LC50은  

포화증기압농도(368mg/L/1h)이상이므로 구분외. 

- 급성흡입(미스트)독성 : 데이터 부족으로 분류 불가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구분외, 표준 Draize법 피부자극성시험(토끼, 

                    500mg/24H, mild)(RTEC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Page 8 of  11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구분외, 경미한 자극성(토끼) (KemI- 

Riskline(2002)) 

○ 호흡기 과민성 : 데이터 부족으로 분류 불가 

○ 피부 과민성 : 데이터 부족으로 분류 불가 

○ 발암성 : 데이터 부족으로 분류 불가 

○ 생식세포 변이원성 : 구분외, 음성(미생물, 염색체이상시험)(IUCLID 

(2000)) 

○ 생식독성 : 데이터 부족으로 분류 불가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데이터 부족으로 분류 불가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 (반복노출) : 데이터 부족으로 분류 불가 

○ 흡인 유해성 : 데이터 부족으로 분류 불가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수생·육생 생태독성 :  

-  수생환경 유해성(급성) 

[Hexamethyldisiloxane] LC50(48h,송사리)  : 1.27mg/L  

 

나.  잔류성 및 분해성 : 자료없음 

 

다.  생물 농축성 : 자료없음 

 

라.  토양 이동성 : 자료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 폐기 전에 가능한 무해화, 안정화 및 중화 등의 처리를 실시, 위험 유해 

성의 수준을 낮은 상태로 처리할 것. 

-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자 등에 위험성, 유해성을 충분히 

공지한 뒤에 위탁하도록 할 것. 

 

나.  폐기시 주의사항 :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

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

을 재생 처리하는 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임하

여 처리하여야 함. 

-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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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용기를 폐기할 경우는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할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 : 1993 

 

나.  유엔 적정 선적명 : Flammable Liquid, N.O.S.( Hexamethyl disiloxane)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Class 3 

 

라.  용기등급 : II 

 

마.  해양오염물질 : 해당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  

- 운송 전에 용기의 파손, 부식, 누락 등이 없음을 확실히 할 것. 

  -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 용기가 낙하, 전도 또는 파손이 없도록 적재할  

것. 

  - 이동 시에는 전도, 충격, 마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 수송 시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용기의 파손, 부식,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적재하고 붕괴 방지를 확실히 할 것. 

 - 화재 시 비상조치 : F-E 

   유출 시 비상조치 : S-E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및 경고표

지 부착에 적용대상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물질에 해당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노동부고시 2011-13]에 의한 노출기준설정물질에 

해당되지 않음.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 및 관

찰물질에 해당되지 않음.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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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별표1]에 의한 제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액체) 

200L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 1]에 

의한 지정폐기물에 해당됨.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일본 관리 정보 : 

•  화심법         : 등록필 (2)-2956 

•  노동안전위생법 : 위험물・인화성의 물질(시행령 별표 제1제4호) 

•  소방법         : 제4류 인화성액체, 제1석유류 비수용성 액체(법제2조 

제7항 위험물 별표 제1) 

•  폐기물처리법   : 특별관리산업폐기물(법제2조제5항, 시행령 제2조의 4) 

(인화점 70℃이하의 폐유) 

•  선박안전법     : 인화성 액체류(위험규칙 제3조 위험물 고시 별표 제1) 

•  항공법         : 인화성 액체(시행규칙 제194조 위험물 고시 별표 제1) 

•  해양오염방지법 : 해양오염물질(시행규칙 제37조의 17) 

•  긴급시 응급조치 지침번호 : 128 

 

- 로테르담 협약 물질 : 해당없음 

- 스톡홀름 협약 물질 : 해당없음 

-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 해당없음 

 

16. 기타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7에 적합하 

게 관련 영문 MSDS, 시험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번역 편집한 후, 국내 

관련 규제법규 현황 등을 추가하였음. 

○ 본 MSDS의기재 내용은, 현 시점에서 입수 가능한 정보 및 자사 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화학 또는 기술에 관계된 모든 정 

보가 검토된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보증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또한, 주의사항은 통상의 취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특수한 취급의 

경우는 이점을 충분히 고려 할 것. 

○ MSDS를 OLYMPUS CORPORATION의 사전 허가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재판매, 

한글 이외의 제3국어 번역은 저작권에 관련된 국내외 법에 의해 처벌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 당할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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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고문헌 

1) CHEMWATCH사 GHS-MSDS 

2) RTECS(2006-2008) 

3) 자사 제품 MSDS  

「HYPER CLEAN EE-3320」(정리번호: PW9110U5K004)(2015년 8월 21일 개

정) 

 

다.  최초 작성일자 :  2012년 10월 1일 

 

라.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2015년 8월 21일 개정 

 

마.  기타 :  

 

 

 

 

 

 

 

바.  대리점 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