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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씨앤에프㈜ 

피네오 무석면 비닐타일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               유성 디럭스 타일 

화학명칭:             VCT, non-flexible vinyl composition floor tile 

용   도 :             상업용, 주거용, 공장용 범용 비닐계 바닥재 

제조사 :              유성씨앤에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21 유성빌딩 10층 135-936 

전화번호   +82-2-563-8602    팩스    +82-2-567-0861 

E-mail  kevin@ys79.com  

Website  www.yousungchem.com 

긴급전화번호   +82-10-3312-4529 

작성일:               2013-09-01 

 

2.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본 제품은 기타 독성물질이나 위험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실내공오염물질저감 및 탄소인증을 획득한 

친환경제품입니다.  

 

물질 

 

CAS 번호 %  비고 

칼슘카보네이트 1317-65-3 78.0 – 84.0  

폴리염화비닐 9002-82-2 10.4 - 16.4  

친환경 가소제 6422-86-2 3.8  

송진 N/A 0.8  

친환경 안정제 N/A 0.7  

친환경 안료 N/A 0.3  

 

 

3.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제조사 정의 

 

외형 / 외관 

형태:                       견고하고 얇고 평평한 사각의 휘지않는 비닐계 균일질 바닥타일  

색상:                       다양한 색상과 패턴Wide variety of color and design 

냄새 / 유해가스성분         없음 / 0mg 

 

잠재적 인체노출 효과 

주요 노출 경로:            상업용/주거용 공간의 바닥깔개 

눈:                        직접접촉시 외상가능성 있음 

피부:                      직접접촉시 알레르기반응 가능성 있음 

호흡기:                    고체물질로 해당사항 없음 

소화기:                    소량 섭취시 부상 위험 없음. 다량 섭취시 물리적 외상가능성 있음. 

만성노출:                  알려진 위험성 없음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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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없음. 본 제품은 건축물의 내장용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안정적 화학물질로 위험물질이나 독성물질, 환경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HMIS (0 = 없음, 4 = 심각한 위험): 건강 = 0, 화재위험 = 1, 반응성(환경영향) = 0  

 

4. 응급처치방법 

눈과 접촉시:                   차가운 물에 씻어내고 외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진료를 받습니다. 

피부에 첩촉시:                 비누로 씻어냅니다. 지속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경우 의료진료를 받습니다.. 

호흡기관련:                    정보없음 

삼켰을시:                      다량을 삼켰을 경우 즉시 의료진료를 받습니다.. 

 

5. 화재대처방법 

발화조건:                 발화하지 않음 

발화온도:                 해당 없음 

최저폭발한계 (LEL) %:     해당 없음 

최고폭발한계 (UEL) %:     해당 없음 

자연발화온도:             발화하지 않음 

특별한 화재 /폭발위험성:   없음 

소화방법:                 불에 타기 어려운 난연 제품임. 물 또는 일반 소화기. 

소화도구:                 방화복과 호흡도구 

기타정보:                 본 제품은 불에 타기 어려운 난연 제품으로 자연소화 되는 물질이나 고온으로 인해  

녹는 중이거나 연소중인 상태에서는 접촉을 하지 말고, 연소시 hydrogen chloride,  

carbon dioxide, carbon monoxide나 기타 독성물질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누출사고대처  

개인 사전주의사항:       없음 

대처방법:     친환경적인 안정적 고체화학물질로 조각이나 가루는 간단히 쓸어지거나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해 

청소할 수 있습니다.  파손된 제품은 해당 국가, 지자체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제품의 취급 및 보관 

취급:     특별한 취급조건은 없으나 필요시 장갑, 눈 보호대, 헬멧 등의 개인보호장구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제품이 포장된 박스는 중량물로 던지거나 강한 충격에 파손될 수 있습니다  

제품 운반시 맨손으로 밴딩 끈을 잡지말고 보호장갑을 끼고 제품포장박스 전체를 잡습니다.  

작업 후 깨끗한 물에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보관:      상온(10~25℃)의 건조하고 평평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중량물을 너무 높게 쌓아 적재시 안전사고의 위험이나 제품의 파손이 있을 수 있으므로 1.3m이하로 

적재하거나 보관책임자의 관련규정을 따릅니다.. 

 

8. 노출 / 개인보호구  

공학적 관리 방법:      건조하고 기저바닥의 강도가 확보된 평평한 곳에 시공합니다. 

호흡기보호:            접착제, 왁스, 크리너 등의 부자재 사용시 마스크 사용을 권장합니다. 

눈/피부부호:           시공시 먼지, 가스, 습기 등에 노출되는 환경일 경우 보호안경, 보호의복 등의  

개인안전장구의 착용을 권장합니다. 

기타 보호관리:         시공작업장소의 안전관리자의 지침을 따릅니다. 

 

9. 물리적 / 화학적 특성 

외관:                 견고하고 얇고 평평한 사각의 휘지않는 비닐계 균일질 바닥타일  

화학적특성:           PVC와 칼슘클로라이드가 가소제, 안료, 안정제 등과 결합된 안정적 친환경 고체물질 

물과의 반응:          반응 없음. 물에 용해되거나 물을 흡수하지  

PH:                  해당자료 없음 



 

 

Subject to Yousung FineO Material Safety Data Sheet   Rev. 09.13                                                      Page  3 / 3  
The information is accurate and current but may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for product quality and service managing purpose.  
Copyrightⓒ 2013. Yousung Chemical Co.,Ltd. All rights reserved.   Last revised: Sep 2013 by Kevin Jeong 

기화점:               해당자료 없음 

끓는점:               해당자료 없음 

비중:                 1.4 -2.0 (물 = 1.0) 

냄새:                 없음 

 

10. 안전성 및 반응성 

피해야 할 조건:                 일반 환경에서 안전함. 

피해야 할 물질:                 일반 물질에 안전함. 

안정성:                         안정적 고체물질 

위험반응:                       없음 

가능 유해 중합:                 없음 

가능 유해 분해:                 강제 연소시 hydrogen chloride, carbon dioxide, carbon monoxide나  

기타 독성물질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1. 독성 정보 

LD50 제품:                          해당없음. 

급성반응영향:                        해당없음 

만성반응영향:                        해당없음 

인체 건강과 관련 알려진 유해독성반응 없음. 

12환경영향정보 

본 제품과 관련 알려지거나 연구된 부정적 환경영향 정보 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본 제품은 고체의 안정적이고 위험성이 없는 물질이나 소각 처리시 hydrogen chloride, carbon dioxide, carbon 

monoxide나 기타 독성물질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기시 정부, 지자체 등의 관련 규정, 조례에 따라 폐기합니다 

 

14. 운송관련 정보 

본 제품은 안정적 화학물질로 특별한 운송관련 규정에 적용 받지 않습니다.  

중량물로 너무 높은 적재나 던지거나 큰 충격은 제품의 파손과 안전사고를 발생할 시킬 수 있습니다. 

 

15. 관련 법규 

산업안전 보건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전략물자관련규제 / 기타 법규에 관한 규제 : 해당 없음 

 

16. 기타 참고사항 

본 제품은 실내건축용 바닥재로 대부분의 경우 시공시 시공용 접착제나 왁스, 크리너 등의 시공용 부자재의 사용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전체 바닥 안전관리를 위해 시공용 부자재에 대한 MSDS의 참조와 관리를 권장합니다.   

본 문서에 제공된 정보는 현재 제조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정확한 정보에 의해 기술되었으며 사용자의 자의적 

해석이나 적용에 따른 어떤 법적 책임도 제조사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 제품의 정상/비정상적인 사용자 과실로 

인한 손해나 사고발생시, 제조사에게 어떤 법적 책임도 귀책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