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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질 명 : 초전수 에코 마이져

회 사 명 : ㈜한국전해수시스템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팩토리월드803호

담당부문 : 개발부

담당자 : 오조환

1. 화학제품 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 코드 : ECO13.0

긴급 연락처 : 031 – 212 - 9287 개발부

전화번호 : 031 – 212 - 9286

FAX 번호 : 02 – 6008 - 3663

2.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단일제품·혼합물의 구별 ：단일제품

화 학 명 ：희박한 수산화 칼륨 용액. 

함 유 량 ：물(WATER) 99.99%, 칼륨 이온 농도 약 2300 ㎎／㎏(ppm)

화학물질 군 ：기능 수

관보 공시 정리 번호 ：해당 없음.

CAS No. ：7732-18-5

3. 위험 유해성

산업안전보건 명 ：해당 없음.

NFPA 등급 ：보건=0, 화재=0, 반응성=0.

미국 OSHA : 아니오

미국 NPT : 아니오

[응급상황을 위한 개요]

색상 ：무색.

냄새 ：무취.

물리적 상태 ：액체.

주요한 건강 위험성 ：표적 장기에 주요 영향이 보고된 바 없음.

[잠재적 건강위험]

흡 입 :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정보는 없음.

피부접촉 :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정보는 없음

눈 접 촉 :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정보는 없음

섭 취 :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정보는 없음

물 질 명 관용명 / 제품명

초전수 에코마이져

강 알칼리 전해수
초전수 pH13.0 orp-960mV 
KOH (수산화칼륨) 溶液

ECO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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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발 화재시의 조치

불연성이기 때문에, 해당 없음.

6. 누출 사고의 대처 방법

다량의 물을 이용해 씻어 흘린다.

7. 취급 및 저장 방법

취급：인체에 직접 접촉도 안전하나 연약한 피부 또는 반복 사용시에는 고무장갑을 착용한다.

보관 : 플라스틱제 용기에 밀봉한다. 
직사 광선을 피한다. 40℃이상의 고온이 되지 않게 냉암소에 밀폐 한다.

금속제(아연, 마그네슘 포함 ) 용기는 불가. 

8.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노출기준 ： 설정 없음.

환기 대책 ： 설정 없음.

설비 대책 ： 설정 없음.

[보호도구]

손의 보호도구 ： 정상 상태에서는 보호구 필요 없음, 필요 시 고무 장갑 (간이).

보호 안경 ： 정상 상태에서는 보호구 필요 없음, 필요 시 보호 안경 사용.

보호 옷 ： 정상 상태에서는 보호의 필요 없음, 필요 시 비 침투성 작업의 사용

9. 물리, 화학적 특성

형상 :  무색 액체. pH   : 12.5 이상

융점 :   0℃ ORP : -930 이하

비중 :  1

비점 :  100℃

용해성 :  물에 희석.

휘발성 :  없음

4. 응급 조치 요령

피부에 접촉했을 경우 ： 인체에 직접 접촉도 안전하나, 수도 물로 씻어 흘린다.

눈에 들어왔을 경우 ： 수도 물로 씻어 흘린다.

섭취했을 경우 :  많은 물을 많이 마시게 한 후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

흡입했을 경우 :  신선한 공기의 장소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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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정성·반응성

안정성：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유리 또는 플라스틱제 용기에 밀봉해, 냉암소에 보관하는 것으로써 안정.

반응성：원액은 알루미늄, 동, 은 등의 금속과 반응하지만, 100배 이상의 희석수는 반응하지 않는다.

바깥 공기에 노출되면 점차 통상의 물에 돌아온다.

혼합금지물질 : 자료 없음

위험한 분해생성물 : 자료 없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급성 독성 ： 데이터-없음.

국소 효과 ： 데이터-없음.

급성독성 수준 : 데이터-없음.

발암성 ： 데이터-없음.

변이원성 ： 데이터-없음. 

각 관찰 시간에 있어서의 합계 평가시험 동물

1시간 24시간 48시간 72시간

① ○(0) ○(0) ○(0) ○(0)

② ○(0) ○(0) ○(0) ○(0)

③ ○(0) ○(0) ○(0) ○(0)

평균 합계 평점 ○(0) ○(0) ○(0) ○(0)

눈자극성의 평가 무 자극물 (괄호 내에 대상 눈의 결과를 나타냈다)

② 피부 반응 테스트의 결과

0/00/00/00/00/00/072시간

0/00/00/00/00/00/048시간

0/00/00/00/00/00/024시간

0/00/00/00/00/00/01 시간

유상무상유상무상유상무상

시험 동물③시험 동물②시험 동물①

관찰 시간

(시간)

① 눈 자극성 테스트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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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잔류성/분해성 : 데이터-없음.

생체 축적성 : 데이터-없음.

급독성 ： 데이터-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14. 수송에 필요한 정보

국제법, 국내법 규정의 위험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방법, 독연극물 단속법, 항공법, 선박 안전법, 항칙법등의 수송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기가 파손하지 않게 정중하게 취급한다.

고온(40℃이상) 직사 광선을 피한다.

적하물 붕괴, 낙하 사고를 일으키지 않게 짐꾸리기를 충분히 한 후 싣는다. 

다량의 물로 엷게 해 폐기한다. 

15. 법적 규제 사항

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인 바 각

사업장 실정에 맞게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해서만 활용 하기시 바랍니다.

모든 MSDS는 내부적인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외부적(상업적)인 용도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 제품 안전 데이터 쉬트는 당사의 제품을 적정하게 사용을 위해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을 간결

하게 요약한 것으로, 통상 취급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본 제품은 위험, 유해성의 평가는 반드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 안전 데이터 쉬트를 참조 후, 사

용자의 책임에 대해 적정하게 취급해 주세요.

여기에 기재된 내용은, 현시점에서 입수할 수 있던 정보나 메이커 소유의 지견에 의하는 것입니다만, 

이러한 데이터나 평가는 어떤 보증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법령의 개정 및 새로운 지견에 근거해 개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16. 기타 참고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    비 해당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특정화학 물질, 지정 화학물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방법 : 해당하지 않는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해당하지 않는다.
CERCLA103, SARA302, SARA304 : 규제대상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