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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품명 : PL1, SUPRESS 412MS (다목적용 그리스)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사용 용도 

21.02 - 그리스 

○ 제품의 권고 용도 : 윤활유, 그리스 및 이형제 

○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 전문 사용자에게만 제한됨. 

다. 공급자 정보 

         ○ 공급처 

회사명 : ㈜KLT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 955번길 34-12  

전  화 : 1833-8411 

 

○ 제조처 

회사명 : ㈜크리버코리아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산단로 66번길 90 

전  화 : +82-54-278-5151 

 

 

 

가. 유해 위험성 분류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130호에 따라 분류되지 않음 

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위험 표시 그림문자 (GHS KR) : 해당없음 

○ 신호어 (GHS KR) :  해당없음 

○ 유해∙위험 문구 (GHS KR) : 해당없음 

○ 예방 조치 문구 (GHS KR) : 해당없음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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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 위험성  

    자료 없음 

 

 

 

제품 형태 : 혼합물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제품 식별 번호 함유량(%) 

12-Hydroxyoctadecanoic acid monolithium 

salt 

Lithium 12-hydroxystearate / Stearate, 

12-hydroxy-, monolithium / 12-

Hydroxystearic acid, lithium salt / 

Octadecanoic acid, 12-hydroxy-, lithium 

salt (1:1) / Lithium hydroxy-12 stearate 

/ lithium hydroxystearate  

CAS 번호: 7620-77-1 

기존화학물질 번호: KE-20761 
10-15 

1,3,5-Triazine-2,4,6(1H,3H,5H)-trione 

compd. with 1,3,5-triazine-2,4,6-triamine 

(1:1) 

Melamine cyanurate / MX / Meramine 

cyanurate / 1,3,5-Triazine-

2,4,6(1H,3H,5H)-trione, adduct with 

1,3,5-triazine-2,4,6-triamine (1:1) 

/ Melamine and cyanuric acid adduct 

/ Melamine and cyanuric acid 

combination  

CAS 번호: 37640-57-6 

기존화학물질 번호: KE-34001 
0.1 ~ 5 

Phosphorodithioic acid O,O-bis(2-

ethylhexyl) ester, zinc salt 

Phosphorodithioate, O,O-bis(2-

ethylhexyl), zinc / 

Phosphorodithioic acid, O,O-bis(2-

ethylhexyl) ester, zinc salt / Zinc 

bis[O,O-bis(2-ethylhexyl)] 

bis(dithiophosphate) / Zinc, 

dithiophosphate bis(2-ethylhexyl) / 

Zinc, bis[O,O-bis(2-ethylhexyl) 

phosphorodithioato-

.kappa.S,.kappa.S']-, (T-4)- / Zinc 

bis[O,O-bis(2-ethylhexyl) 

bis(dithiophosphate) / 

Phosphorodithioic acid, O,O-bis(2-

ethylhexyl)ester, zinc salt / Zinc, 

bis[O,O-bis(2-ethylhexyl) 

phosphorodithioato-S,S']-, (T-4) / 

Phosphorodithioic acid O,O-bis(2-

ethylhexyl) ester, zinc salt / (T-

4)-Bis[O,O-bis(2-

ethylhexyl)phosphorodithioato-

.kappa.S,.kappa.S']zinc / zinc di(2-

ethylhexyl) dithiophosphate / Zinc 

di(2-ethylhexyl) dithiophosphate  
 

CAS 번호: 4259-15-8 

기존화학물질 번호: KE-28657 
0.1  ~ 5 

 

 

 

가. 눈에 들어갔을 때  

    주의사항에 따라 물로 눈을 헹구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다량의 물로 피부를 씻으십시오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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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라. 먹었을 때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증상에 따라 치료하시오. 

 

 

 

가. 적절한(부적절한)소화제 

○ 적절한 소화제 : 물 분무. 건조 분말. 포말. 

○ 부적절한 소화제 : 자료 없음.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해당없음 

다. 화재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화재 진압 중 보호 : 적절한 보호 장비 없이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마시오.  

자급식 호흡보호구. 전신 보호복.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유출지역을 환기시키시오. 

적절한 보호 장비 없이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마시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섹션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시오. 

물질 또는 고체 잔류물은 공인 시설에서 폐기하십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제품을 기술적으로 회수하시오 

 

 

5. 폭발ㆍ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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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취급요령  

작업장의 환기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시오.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제품 취급 후 반드시 손을 씻으시오. 

나. 안전한 저장 방법(피해야 할 조건 등)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가.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PL1, SUPRESS 412 MS 

자료 없음. 

 

12-Hydroxyoctadecanoic acid monolithium salt (7620-77-1) 

자료 없음. 

 

1,3,5-Triazine-2,4,6(1H,3H,5H)-trione compd. with 1,3,5-triazine-2,4,6-triamine (1:1) (37640-57-6) 

자료 없음. 

 

Phosphorodithioic acid O,O-bis(2-ethylhexyl) ester, zinc salt (4259-15-8) 

자료 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적절한 공학적 관리 : 작업장의 환기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시오. 

○ 환경 노출 관리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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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 보호구  

○ 손 보호 

보호장갑 

○ 눈 보호 

안경 

○ 신체 보호 

적절한 보호복을 착용하시오 

○ 호흡기 보호 

환기가 불충분할 경우, 적절한 호흡장비를 착용하시오 

○ 신체 보호 장비 기호 :  

  

 

 

 

가. 외관 : 반고상. 

    물리적상태 : 고체. 

    색상 : 갈색 

나. 냄새 : 제품특유의 냄새 

다. 냄새 역치 : 자료없음 

라. pH :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 해당없음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자료없음 

사. 인화점 : 해당없음 

아. 증발속도  :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 불연성 

차. 인화또는 폭발범위의 상한/하한 : 해당없음 

카. 증기압 : 자료없음 

타. 용해도 : 불용성 

9. 물리ㆍ화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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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증기밀도 : 자료없음 

하. 비중 : 약 0.92 @20℃ 

거. N 옥탄올/물분배계수 : 자료없음 

너. 자연발화온도 : 해당없음 

더. 분해온도 : 자료없음 

러. 점도(동점도) : 해당없음 

    점도(역학점도) : 자료없음 

머. 분자량 : 자료없음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정상적 사용, 보관 및 운송 조건에서 반응하지 않는 제품.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안정적. 

정상 사용 조건에서 알려진 위험 반응 없음. 

나. 피해야할 조건(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권장 보관 및 취급 조건에 따른 조항 없음(섹션 7 참조). 

다. 피해야할 물질  

자료없음 

라.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정상적인 보관 및 사용 조건에서는 유해 분해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경구 : 분류되지 않음. 

피부 및 눈 접촉 : 분류되지 않음. 

흡입 : 분류되지 않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 독성 (경구) :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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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되지 않음 

   급성 독성 (경비) :  

     분류되지 않음 

   급성 독성 (흡입) :  

     분류되지 않음 

12-Hydroxyoctadecanoic acid monolithium salt (7620-77-1) 

LD50 경구 랫드 > 2000 mg/kg bodyweight Animal: rat, Animal sex: female, Guideline: OECD Guideline 420 

(Acute Oral Toxicity - Fixed Dose Method)  

LD50 경피 랫드 > 2000 mg/kg bodyweight Animal: rat, Guideline: OECD Guideline 402 (Acute Dermal 

Toxicity), Guideline: EU Method B.3 (Acute Toxicity (Dermal))  

LD50 경피 토끼 > 3000 mg/kg  

 

1,3,5-Triazine-2,4,6(1H,3H,5H)-trione compd. with 1,3,5-triazine-2,4,6-triamine (1:1) (37640-57-6) 

LD50 경구 랫드 > 2000 mg/kg bodyweight Animal: rat, Guideline: OECD Guideline 423 (Acute Oral toxicity - 

Acute Toxic Class Method), Guideline: EU Method B.1 tris (Acute Oral Toxicity - Acute 

Toxic Class Method), Guideline: other:US FDA Title 21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58; US EPA (FIFRA), Title 40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160; US EPA (TSCA), Title 

40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792;, Guideline: other:Japanes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59 NohSan, Notifications No.3850; Japanese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Kanpogyo No.39 Environmental Agency, Kikyoku No.85; 

Japanes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rdinance No.21  

LD50 경피 랫드 5520 mg/kg (Rat, Dermal)  

LD50 경피 토끼 > 5.1 mg/l/4h  

 

Phosphorodithioic acid O,O-bis(2-ethylhexyl) ester, zinc salt (4259-15-8) 

LD50 경구 랫드 3100 mg/kg bodyweight Animal: rat, Animal sex: male, Guideline: OECD Guideline 401 (Acute 

Oral Toxicity), 95% CL: 1800 - 5100  

LD50 경피 토끼 > 5000 mg/kg bodyweight Animal: rabbit, Animal sex: male, Guideline: OECD Guideline 402 

(Acute Dermal Toxicity)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분류되지 않음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분류되지 않음 

○ 호흡기 과민성: 

분류되지 않음 

○ 피부 과민성: 

분류되지 않음 

○ 발암성: 

분류되지 않음 

○ 생식세포 변이원성: 

분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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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식독성: 

분류되지 않음 

○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분류되지 않음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분류되지 않음 

Phosphorodithioic acid O,O-bis(2-ethylhexyl) ester, zinc salt (4259-15-8) 
NOAEL (경구, 랫드, 90일)  125 mg/kg bodyweight Animal: rat, Guideline: OECD Guideline 407 (Repeated Dose 28-Day 

Oral Toxicity in Rodents) 

 

○ 흡인 유해성: 

분류되지 않음 

PL1, SUPRESS 412 MS 
점도(동점도)  해당없음  

 

12-Hydroxyoctadecanoic acid monolithium salt (7620-77-1) 
점도(동점도) (계산 값) (40 °C)  해당없음  

점도(동점도)  해당없음 

 

1,3,5-Triazine-2,4,6(1H,3H,5H)-trione compd. with 1,3,5-triazine-2,4,6-triamine (1:1) (37640-57-6) 
점도(동점도) (계산 값) (40 °C)  해당없음  

밀도  1653 kg/m³ Type: 'density' Temp.: 20 °C 

점도(동점도)  해당없음  

 

Phosphorodithioic acid O,O-bis(2-ethylhexyl) ester, zinc salt (4259-15-8) 
점도(동점도) (계산 값) (40 °C)  131.6 mm²/s (40 °C, ASTM D445: Capillary viscometer) 

밀도  1.07 g/ml Type: 'density' Temp.: 15,6 °C 

점도(동점도)  131.6 mm²/s (40 °C, ASTM D445: Capillary viscometer) 

 

 

 

가. 생태 독성  

생태학 – 일반 : 이 제품은 수생 생물에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환경에 악영향을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도 않음. 

수중 환경에 유해, 단기(급성) : 분류되지 않음. 

수중 환경에 유해, 장기(만성) : 분류되지 않음. 

 

1,3,5-Triazine-2,4,6(1H,3H,5H)-trione compd. with 1,3,5-triazine-2,4,6-triamine (1:1) (37640-57-6) 
LC50 - 어류 [1] 8000 mg/l Test organisms (species): Menidia beryllina 

LC50 - 어류 [2] > 10000 mg/l Test organisms (species): Danio rerio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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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name: Brachydanio rerio)  

EC50 - 갑각류 [1] 200 mg/l Test organisms (species): Daphnia magna  

NOEC (만성) 18 mg/l Test organisms (species): Daphnia magna Duration: '21 d'  

n 옥탄올/물 분배계수 (Log Pow) < 0  

 

Phosphorodithioic acid O,O-bis(2-ethylhexyl) ester, zinc salt (4259-15-8) 
LC50 - 어류 [1] 46 mg/l Test organisms (species): Cyprinodon variegatus 

LC50 - 어류 [2] 1 – 5 mg/l (Exposure time: 96 h - Species: Pimephales promelas [static]) 

EC50 - 갑각류 [1] 1 – 1.5 mg/l (Exposure time: 48 h - Species: Daphnia magna) 

n 옥탄올/물 분배계수 (Log Pow) 2.86 (at 20 °C)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자료 없음 

다. 생물 농축성  

     자료 없음 

라. 토양 이동성 :  

Phosphorodithioic acid O,O-bis(2-ethylhexyl) ester, zinc salt (4259-15-8) 
표면 장력 63.7 mN/m (21 °C, 1.25 g/l, OECD 115: Surface Tension of Aqueous Solutions) 

n 옥탄올/물 분배계수 (Log Pow) 2.86 (at 20 °C) 

생태학 - 토양 Low potential for adsorption in soil. 

 

마. 기타 유해 영향 

오존층 파괴물질 : 분류되지 않음 

기타 유해 영향 : 자료 없음. 

 

 

 

가. 폐기방법 : 

공인 수거업체 표시 기호에 따라 내용물/용기 폐기. 

나. 폐기시 주의사항(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자료 없음 

 

 

UN RTDG ADR IMDG IATA 

가. 유엔번호 (UN No.) 

운송 규정에서 비위험물 

나. 유엔 적정 선적명 

13. 폐기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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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제조금지물질  해당없음  

허가대상물질  해당없음 

노출기준설정물질  해당없음 

허용기준설정물질  해당없음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해당없음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해당없음 

관리대상유해화학물질  해당됨 Phosphorodithioic acid O,O-bis(2-ethylhexyl) ester, zinc 

salt (1% 이상 함유)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유독물질  해당없음  

금지물질  해당없음 

제한물질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해당없음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한국 기존 화학 물질 목록(KECI)  기존화학물질 번호 : KE-20761. 12-Hydroxyoctadecanoic acid monolithium salt ; 

Lithium 12-hydroxystearate 

기존화학물질 번호 : KE-34001. 1,3,5-Triazine-2,4,6(1H,3H,5H)-trione compd. with 

1,3,5-triazine-2,4,6-triamine (1:1) 

기존화학물질 번호 : KE-28657. Phosphorodithioic acid O,O-bis(2-ethylhexyl) 

ester, zinc salt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해당없음 

중점관리물질 (한국)  해당없음 

CMR 물질 (한국)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라. 용기등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마. 해양오염물질 

환경에 위험 : 비해당 환경에 위험 : 비해당 환경에 위험 : 비해당 

해양오염물질 : 비해당 

환경에 위험 : 비해당 

가용 추가정보 없음 

15. 법적 규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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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험물 안전 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바. 기타 국내 및 국제 규제 정보 

    국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해당없음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해당없음  

 

    국제 

    EU 규제정보 

EU 후보 목록 (SVHC) REACH 후보 물질 미함유 

EU authorization 목록 (REACH Annex XIV) REACH 부록 XIV에 등재된 물질 미함유 

EU restriction 목록 (REACH Annex XVII) 해당 됨 

 

    미국 규제 정보 

CERCLA 103 규정 해당없음 

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국제 협약 

     자료 없음 

 

 

 

가. 자료의 출처 : 자료없음 

나. 최초 작성 일자: 2021년 12 월 11 일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 일자 : 개정 횟수 01차 

                                  최종 개정 일자 : 2021년 12월 11일 

라. 기타 : 자료없음 

마. 변경표시 : 자료없음 

본 정보는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한것이며 보건, 안전 및 환경 요건에 대해서만 제품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품의 특수한 속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