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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de: MEK

물 질 안 전 보 건 자 료 (MSDS)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것 임)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Methyl Ethyl Ketone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다. 공급자 정보:
○ 제조자 정보:
- 회사명: Maruzen Petrochemical Co., Ltd. (丸善石油化学株式会社)
- 주소: 1-1, Irifune 2-chome, Chuo-ku, Tokyo 104-0042, Japan
- 전화: +81-3-3552-9372
팩스: +81-3-5566-8395
- 담당부서: 화성품부
- 정보제공서비스 또는 긴급연락 전화번호:
 전화: +81-3-3552-9372
○ 수입자 정보:
- 회사명: 和仁產業株式會社
- 주소: 100-093 서울特別市 中區 南大門路 3 街 90 和仁빌딩
- 전화: 02-755-5641
팩스: 02-755-8687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인화성 액체 구분 2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 2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 2B
특정표적장기 독성(1 회 노출) 구분 1(중추신경계)
구분 2(신장)
구분 3(기도자극성)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 1(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흡인유해성 구분 2
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신호어: 위험
○ 유해·위험 문구:
H225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H305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유해할 수 있음.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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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20 눈에 자극을 일으킴.
H335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H370 신체 중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킴.
H371 신체 중 신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H372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신체 중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킴.
○ 예방조치 문구:
예방
P210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P233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P240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합시키거나 접지하시오.
P241 폭발 방지용 전기・환기・조명・장비를 사용하시오.
P242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만을 사용하시오.
P243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P260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
P261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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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대응
P301+P310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2+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
P303+P361+P353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
거하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P304+P34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05+P351+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
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P307+P311 노출되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9+P311 노출되거나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14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P321 적절한 처치를 하시오.
P331 토하게 하지 마시오.
P332+P313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P337+P313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P362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탁하시오.
P370+P378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이산화탄소, 분말소화제, 살수(撒水), 내(耐)
알코올성 포소화제를 사용하시오.
저장
P403+P233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P403+P235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P405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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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P501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
- 접촉에 의한 피부 자극과 탈지 및 안자극, 발적(發赤), 통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 과도한 노출로 인한 마취작용, 두통, 어지럼증, 시야협착, 메스꺼움, 설사 및 의식상실
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Methyl ethyl ketone

이명
- MEK
- 2-Butanone
- Methyl acetone

CAS No.

함유량(%)

78-93-3

> 99%

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물로 수 분간 주의 깊게 씻어내시오.
-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경우에는 고착되어 있지 않는 한 제거하여 씻어내시오.
- 눈에 자극이 지속될 경우나 불편함을 느낄 때에는 의사의 진단, 처치를 받으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흐르는 물이나 샤워, 비누를 이용하여 씻어내시오.
- 즉시 오염된 의복을 모두 벗으시오. 다시 입을 경우에는 의복을 세탁하시오.
- 의사의 처치를 받으시오.
- 피부 자극이 생긴 경우나 불편함을 느낄 때에는 의사의 진단, 처치를 받으시오.
다. 흡입했을 때:
- 즉시 피해자를 공기가 신선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
게 하시오.
- 호흡이 멈추고 있는 경우 및 호흡이 약한 경우에는 의류를 느슨하게 하여 호흡기도를
확보하고 인공 호흡을 실시하시오.
- 의식이 없이 호흡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의식은 있지만 호흡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소
호흡이 유효하므로 의사의 지도하에 실시하시오.
- 의사의 지시 없이 산소 이외의 시약을 투약하거나 피해자 입으로 어떠한 것도 주지
말고 즉시 의사의 진단, 처치를 받으시오.
- 불편함을 느낄 경우 의사의 진단, 처치를 받으시오.
- 흡인으로 인한 호흡기관의 자극, 기침, 숨이 차는 증상이 일어날 수 있음.
라. 먹었을 때:
- 억지로 구토를 유도하지 마시오.
- 입 안을 헹구어 내고, 즉시 의사의 진단, 처치를 받으시오.
- 의식이 없을 경우, 피해자 입으로 어떠한 것도 주지 마시오.
- 구토가 일어날 경우, 기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몸을 비스듬히 눕히시오.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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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 조치를 하는 사람의 보호 조치: 응급 조치의 시, 구조자는 본인의 피부에 접촉하
거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 적절한 소화제:
 소형 화재: 이산화탄소, 분말소화제, 살수(撒水), 내(耐)알코올성 포소화제
 대형 화재: 살수(撒水), 분무수, 내(耐)알코올성 포소화제
- 부적절한 소화제: 봉상주수(棒狀注水)(굵은 물줄기)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예, 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
- 매우 불에 타기 쉬우며 열, 불꽃, 화염에 의해 쉽게 발화함.
- 가열로 인해 용기가 폭발할 우려가 있음.
- 화재에 따라 자극성, 독성, 또는 부식성 가스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음.
- 인화성이 높은 액체 및 증기가 발생함.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 조치:
- 소화 작업 시에는 적절한 공기호흡기, 화학용 보호복을 착용하시오.
- 살수(撒水)로 인해 오히려 화재가 번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위에 표시된 적절한 소
화제 중 살수(撒水) 이외의 소화제를 이용하시오.
- 인화점이 매우 낮고, 살수(撒水)이외의 소화제로는 소화 효과 없는 대형 화재의 경우
에는 살수(撒水)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 구역에서 용기를 이동시키시오.
-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용기 및 주위에 물을 뿌려 냉각시키시오.
- 소화 후에도 대량의 물을 이용하여 충분히 용기를 냉각시키시오.
- 화재 발생 장소 주변에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시오.
- 초기 화재에는 물(분무수), 분말, 이산화탄소 등을 이용하시오.
- 대규모 화재의 경우 내(耐)알코올 포소화제를 이용하여 공기를 차단하시오.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 유출된 장소 주변에 로프를 쳐서 막는 등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시오.
- 작업 시 보호구를 착용하고 비말(飛沫)이 피부에 접촉하거나 증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 유출되어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밀폐성이 높은 불침투성 보호복을 착용하
시오.
- 풍상(風上)에 머무르시오.
- 저지대로부터 멀리 있으시오.
- 밀폐된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환기하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하천 등에 배출되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 환경에 방출하지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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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화 또는 제거방법:
- 위험하지 않을 경우 유출을 막으시오.
- 유출물을 취급할 때 사용하는 모든 설비는 접지하시오.
- 증기 억제포는 증기 농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하시오.
- 소량의 경우 건조토, 모래 및 불연 재료로 흡수하거나, 덮어서 밀폐할 수 있는 빈 용
기에 회수하시오.
- 소량의 경우 흡수한 것을 모을 때, 청결한 대전방지 공구를 이용하시오.
- 대량의 경우 흙으로 둘러 쌓고 막아 유출을 방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회수하
시오.
- 대량의 경우 살수(撒水)는 증기 농도를 저하시키지만, 밀폐된 장소에서는 연소를 억제
할 수 없을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시오.
- 2 차 재해 방지책:
 모든 발화원을 신속하게 제거하시오(주변에서 흡연, 불꽃, 화염 금지).
 배수구, 하수구, 지하실 또는 폐쇄 장소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에 기재된 국소배기, 전체 환기를 실시하고 보호구를 착
용하시오.
- 모든 안전 주의를 읽고 이해할 때까지 취급하지 마시오.
- 인화하기 쉽기 때문에 화기, 불꽃, 아크를 발생하는 것, 또는 고온 점화원 부근에서
사용하지 마시오.
- 누출, 흘러 넘침, 비산을 막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마시오.
- 취급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는 방폭 구조로 하고, 기기류는 정전기 대책을 강구
하시오.
- 유동으로 인해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출 용기는 접지시키시오.
- 용기를 넘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바닥에서 끄는 등의 난폭한 취급을 피하시오.
- 용기로부터 반출할 때에는 흘리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 실내 취급 장소는 국소 또는 전체에 배기장치를 설치하시오.
- 미스트, 증기, 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
- 눈에 넣지 마시오.
- 접촉, 흡입 또는 먹지 마시오.
- 본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음식을 먹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취급 후에는 손과 얼굴을 철저히 씻고, 의복에 접촉했을 경우 옷을 갈아입으시오.
- 모두 사용한 용기는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보관하시오.
- 무측쇄(無側鎖)인 지방족 C6 화합물 및 할로알칸류와 동시에 취급할 경우,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보호구를 충분히 착용하시오(「11. 독성에 관한 정보」항 참조).
- 접촉 회피 방법에 대해서는 ｢10. 안정성 및 반응성｣을 참조하시오.
- 취급 후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오.
- 본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음식을 먹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나. 안전한 저장방법(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 자물쇠를 채울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며 반드시 자물쇠를 채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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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냉암소에 보관하며, 점화원, 고온물체 등을 가까이
하지 마시오.
- 용기는 파손, 부식, 금이 가지 않은 것을 사용하시오.
- 보관 장소는 화기 엄금 하시오.
- 용기를 밀폐하여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 사용한 용기는 일정 장소를 정하여 보관하시오.
- 산화제, 유기과산화물 등과 같은 장소에 보관하지 마시오.
-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 기술적 대책을 취하시오.
- 보관 장소는 벽, 기둥, 바닥면을 내화구조로 하며, 들보는 불연재료로 만드시오.
- 보관 장소의 지붕은 불연재료로 만들며, 금속판 기타 가벼운 불연재료로 지붕을 덮고
천장을 두지 마시오.
- 보관 장소의 바닥면에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시오.
- 보관 장소의 바닥면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며, 적당하게 경사를 두고
적절한 집수조를 설치하시오.
- 보관 장소에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기 위해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 설비
를 설치하시오.
- ｢10. 안정성 및 반응성｣ 항목의 ｢다. 피해야 할 물질｣을 참조하시오.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UN 운송법규에서 규정된 용기를 사용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화학물질명
Methyl ethyl ketone

TWA

STEL
3

200ppm, 590mg/m

300 ppm, 885 mg/cm3

※ 참고 기재:
관리농도
화학물질명

Methyl ethyl ketone

허용농도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일본 산업위생학회
(2009 년판)

미국 ACGIH
(2012 년판)

200ppm

200ppm, 590mg/m3

TLV-TWA 200ppm(BEI)
STEL 300ppm(BEI)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폭발방지형 전기, 환기, 조명 기기를 사용하시오.
- 정전기 방전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시오.
- 본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세면기와 안전샤워를 설치하고 그 위치를
명료하게 명시하시오.
- 공기 중의 농도를 허용 농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배기용 환기를 실시하시오.
- 고열 공정에서 미스트가 발생할 경우 공기 오염 물질을 관리농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
해 환기 장치를 설치하시오.
다. 개인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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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보호: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산소호흡기
눈 보호: 고글형 보호안경, 방재마스크
손 보호: 내약품성 보호장갑, 내유성 보호장갑
신체보호: 내유성 보호장화, 내유성 보호앞치마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외관(물리적 상태, 색 등): 무색 투명한 액체
냄새: 특유의 냄새(아세톤 냄새)
냄새 역치: 자료 없음.
pH: 해당 없음.
녹는점/어는점: -87°C, -86°C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80°C
인화점: -7°C(밀폐식), -9°C(밀폐식)
증발 속도: 자료 없음.
인화성(고체, 기체): 해당 없음.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상한)11.4vol%, (하한)1.7vol% 또는
(상한)10%, (하한)1.8%
증기압: 9.5kPa(71.2mmHg)(20°C), 10.3kPa(77.5mmHg)(20°C)
용해도: (물) 29g/100ml(20°C), (기타 용매) 알코올, 에테르, 벤젠과는 자유롭게 혼합함.
증기밀도: 2.5, 2.41(공기=1)
비중: 0.805(20°C/4°C)
n-옥탄올/물 분배계수: log Pow=0.26, 0.29
자연발화 온도: 514°C, 505°C
분해 온도: 자료 없음.
점도: 0.40mPa·s(20°C)
분자량: 72.10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통상의 취급 조건에 있어서는 안정함.
- 인화성이 강한 액체임.
-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면 폭발성 혼합가스가 됨.
-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낮은 곳에 체류하고, 폭발성 혼합가스를 만들기 쉬움.
- 장기 보관할 경우 폭발성 혼합물을 만들 우려가 있음.
나. 피해야 할 조건(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가열, 정전기 방전
다. 피해야 할 물질:
- 강산화제(질산 등)와 강하게 반응하며, 발화할 우려가 있음.
- 알칼리류, 아민류, 알데히드류, 암모니아 등과 반응함.
- 산화제, 염기성 물질, 환원제
라.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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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열 분해로 인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생성됨.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나’항 참조
나. 건강 유해성 정보:
○ 급성 독성(노출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
- 급성 독성 경구: 구분 외
LD50(랫트)= 5,520 mg/kg (IRIS (2003))
2,737 mg/kg (IRIS (2003))
2,483 mg/kg (PATY(4th,1994))
2,884 mg/kg (PATY(4th,1994))
상기 내용에 따라 계산치를 적용하였으나 계산치가 이러한 데이터의 최저치보다 작
기 때문에 최저치를 채택하여 구분 5 로 분류함.
※ 한국의 MSDS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3-37 호)에서는 급성 독성 경구는 구분
4 까지 채택함.
- 급성 독성 경피: 구분 외
LD50(토끼)= > 5,520 mg/kg
> 8,000 mg/kg (DFGOTvol.12(1999))
13,000 mg/kg (PATTY(4th,1994))
상기 내용에 따라 구분 외로 분류함.
- 급성 독성 흡입(증기): 구분 외
LC50(랫트)=11,700 ppm(IRIS(2003))
상기 내용에 따라 구분 5 로 분류함.
※ 한국의 MSDS 규정(노동부 고시 제 2009-68 호)에서는 급성 독성 흡입(증기)은 구
분 4 까지 채택함.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구분 2
- 사람의 피부에 노출해도 자극성이 없었다는 기술(DFGOTvol.12 (1999))이 있으나, 토
끼를 이용한 피부 적용 시험에서 경도 또는 중간 정도의 자극성이 있었다는 기술
(DFGOTvol.12(1999))에 근거하여 구분 2 로 분류함.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구분 2B
- 사람의 증기 노출 사례에서 눈에 자극성이 있었다는 기술(IRIS (2003)) 및 토끼를 이
용한 안자극성 시험에서 24 시간 후 평가의 평균치는 각막혼탁 2.5, 결막발적 2 로 나
왔으나, 7 일 이내에 거의 회복했다는 기술(ECETOC TR48(1992))에 근거하여 구분 2B
로 분류함.
○ 호흡기 과민성: 자료가 없어 분류할 수 없음.
○ 피부 과민성: 자료가 불충분하여 분류할 수 없음.
- 같은 원 문헌에 따른 접촉 피부염이 나타난 1 증례의 기술(DFGOTvol.12 (1999))이 있
으나, 다른 증례 보고는 없으며 Mouse Ear Swelling Test 에서 음성 결과가 나온 기술
(DFGOTvol.12(1999))이 있는 점으로 인하여, 자료 부족으로 분류할 수 없음.
○ 발암성: 구분 외
- EPA 에서 I(inadequate)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구분 외로 분류함.
○ 생식세포 변이원성: 구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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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유류 적혈구를 이용한 소핵 시험에서 음성 결과(IRIS(2003))가 나왔으므로 구분 외
로 분류함.
생식독성: 구분 외
- 랫트를 이용한 흡입 노출에 의한 최기형성 시험에서 태아에 기형이 인정되었다는
기술(IRIS(2003))이 있으나, 재시험에서는 화골지연·변이가 나타났지만 기형은 인정되
지 않은 점(IRIS(2003)), 또한 마우스를 이용한 흡입 노출로 인한 최기형성 시험에서
도 새끼 동물의 체중 저치(低値)와 변이가 있었으나 기형은 인정되지 않은 점
(IRIS(2003)) 등, 모두 최소한의 영향이라고 판단하여 구분 외로 분류함.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 회 노출): 구분 1(중추신경계), 구분 2(신장), 구분 3(기도 자극성)
- 사람의 흡입 노출에 의한 시험에서 중추신경계에 영향이 없었다는 기술(IRIS(2003)),
time estimation test 결과에서는 대조군과의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는 기술(PATTY(4th, 1994))이 있음. 한편 랫트 또는 마우스의 흡입노출 시험에서는
비교적 저농도로 중추신경계에 영향이 인정되는 점(IRIS(2003)) 등, 표적장기는 중추
신경계로 판단되어 구분 1 로 분류함. 또한 랫트를 이용한 중간 정도 용량의 경구 투
여에서 신장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기술(IRIS(2003))에 근거하여 신장도 표적 장기
로 판단되어 구분 2 로 분류함. 또한 사람의 흡입노출 사례에서 기도 자극성이 있었
다는 기술(IRIS(2003))에 근거하여 구분 3 으로 분류함.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 구분 1(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 사람의 직업 노출 사례에서 손 및 팔의 감각 마비가 있었다는 기술(IRIS(2003)), 직
업 노출 사례에서 중추신경 장해를 나타내는 기술(IRIS (2003)) 및 중추신경계에 영
향을 미친 3 증례에 대한 기술(IRIS (2003))을 근거로 표적 장기는 중추신경계 및 말
초신경계로 판단되어 구분 1 로 분류함.
흡인유해성: 구분 2
- 3 이상 13 을 넘지 않는 탄소원자로 구성된 1 급 노말 알코올: 13 을 넘지 않는 탄소
원자로 구성된 이소부틸 알코올 및 케톤에 상당하므로 구분 2 로 분류됨.
※ 참고 기재: MEK 는 무측쇄(無側鎖)인 지방족 C6 화합물(Methyl n-Butyl Ketone, nHexane, 2.5-Hexanedione)의 신경 독성 및 할로알칸류(사염화탄소, Trichloromethane)의
간장, 신장 독성을 높이는 작용이 있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 외
- 어류 생태독성: LC50(송사리) > 100mg/L/96H
(환경성 생태영향시험 1996)
LC50(금붕어) > 5,000mg/L/24H
LC50(Golden Orfe) > 4,600/4,880mg/L/24H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 외
- 난수용성이 아니며 급성독성이 낮은 점을 근거로 구분 외로 분류함.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자료 없음.
다. 생물 농축성: 자료 없음.
라. 토양 이동성: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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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유해 영향: 자료 없음.
13. 폐기 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 폐기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의 기준에 따르시오.
- 관리당국의 허가를 받은 산업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시오.
-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경우 처리업자 등에게 위험성, 유해성을 충분히 고지한 후에
처리를 위탁하시오.
나. 폐기 시 주의사항(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 용기는 깨끗하게 세정하여 재활용하거나 관련법규의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처분하시오.
- 빈 용기를 폐기할 경우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 번호: 1193
나. 유엔 적정 선적명: 에틸메틸케톤 (메틸에틸케톤)
ETHYL METHYL KETONE (METHYL ETHYL KETONE)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Class 3
라. 용기등급(해당하는 경우): ΙΙ
마. 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 비해당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 용기가 낙하하여 전도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적재하시오.
- 위험물 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현저하게 마찰 또는 동요를 일으키지 않도록 운
반하시오.
- 위험물 운반 중, 위험물이 현저하게 누출되는 등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에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가까운 소방기관 기타 관계
기관에 통보하시오.
- 탱크로리 등의 충진, 적재/하역 시에는 평지에 정차시켜 바퀴에 부목을 대고 접지하며,
탱크로리 허용압 이하의 압축가스 또는 펌프를 이용하여 실시하시오.
- 호스의 탈착 시에는 호스 내의 잔류물 처리를 완전히 실시하시오.
- 탱크로리, 운반선에는 소정의 표식판, 소화설비, 재해방지용 응급자재를 구비하시오.
- 식품 및 사료와 함께 운송하지 마시오.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장 노출기준 설정 물질
- 관리대상 유해물질(함량기준: 이 물질 및 용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함량기준: 이 물질 및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함량기준: 이 물질 및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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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물(97-1-81): 이 물질 및 85%이상 함유하는 혼합물
- 사고대비물질: 이 물질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지정수량 1,500,000kg/년(제조사용), 200,000kg(보관저장))
-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대상 물질(취급량 10 톤/년 이상, 조사대상범위 1.0wt % 이상)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제 4 류 인화성액체 제 1 석유류 비수용성액체(지정수량: 200L)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폐유독물은 지정폐기물임.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
 해양환경관리법: 유해액체물질 Z류
 일본:
 소방법: 위험물 제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 액체)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 제18조 명칭 등을
시행령 제18조의 2 명칭 등을 통지해야 하는 위험물 및 유해물
시행령 별표 제1 위험물・인화성인 물질
유기칙 제2종 유기용제
 독물극물단속법: 제2조 별표 제2극물(지침번호 98-8)
 화심법: 우선평가 화학물질
 선박안전법: 위규칙 위험물 고시 별표 제1 인화성 액체류
 항칙법: 시행규칙 제 12조 위험물 인화성 액체류
 항공법: 시행규칙 제 194조 위험물 고시 별표 제1 인화성 액체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별표 제1 유해액체물질(Z류)
16. 그 밖의 참고 사항
가. 자료의 출처: 제조사인 Maruzen Petrochemical Co., Ltd.가 제공한 MSDS
- 유해성 정보, 환경 영향 정보는 일본 NITE 의 구분 데이터를 참고 인용함.
- GHS 분류는 JIS Z 7252(2009)에 따라 실시함.
나. 최초 작성일자: 2010 년 4 월 19 일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2015 년 8 월 27 일(제 2 판)
라. 기타
- 본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일본 Maruzen Petrochemical Co., Ltd.에서 1986 년 5 월 25 일 최
초 작성하고, 2014 년 2 월 20 일에 최종 개정한 MSDS 를 근거로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3-37 호의 규정에 의해 작성한 것임.
- 원본 개정 이력:
초판작성일: 1986 년 05 월 25 일
양식개정일: 2000 년 04 월 01 일
신
판: 2005 년 04 월 01 일
개 정 일: 2007 년 05 월 01 일
2008 년 09 월 01 일(GHS 대응)
2010 년 08 월 17 일(유해성 정보 검토)
2013 년 02 월 01 일(JIS Z 7253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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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07 월 16 일(주소 변경)
2014 년 02 월 20 일

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은 현 시점에서 입수 가능한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
하였으나, 기재 데이터나 평가에 관한 안전성, 정확성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음.
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은 통상의 취급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특별한 용도나
취급을 하는 경우, 용도나 용법을 고려하여 적절한 안전 대책을 실시하고 취급할 것.
안전 취급 방법을 결정할 때 본 기재 내용을 패용할지 여부는 사용자가 그 책임 하에 결정
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