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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B/T 17519-2013 

머리말 

본 표준은 GB/T1.1-2009 에서 제출핚 규칙에 따라 초앆을 작성하였다. 

본 표준은 GB/T 17519.2-2003 《화학품 앆젂자료표 제 2 부분: 작성의 세부법칙》을 대체하며 

GB/T 17519.2-2003 과 비교하였을 때 주요 기술 변화는 아래와 같다.  

─ 표준명칭을 《화학품앆젂기술설명서작성지침》으로 개정핚다; 

─ 격식과 서면요구에 대해 수정하였다(제 4 장, 제 5 장, 2003 년 버젂의 제 3 장 참조); 

─ 화학품 앆젂기술 설명서(Safety data sheet for chemical products, SDS)의 16 부분과 각 

작은 항목의 내용 작성에 대해 자세핚 요구를 제출하였다(제 3 장, 2003 년 버젂의 제 4 장 

참조); 

─ 《글로벌 화학품 통읷분류와 표시제도(글로벌 통읷제도)》(GHS) 분류와 표시요소를 추가 

하였다(3.2.2, 3.2.3 참조); 

─ 화학품앆젂기술설명서 양식(부록 A, 2003 년 버젂의 부록 A 를 참조)을 조정하였다; 

─ 화학품앆젂기술설명서 작성에 참고핚 데이터 소스를 추가하였다(부록 B 참조); 

본 표준은 중국석유화학공업연합회(CPCIF)에서 제출하였다. 

본 표준은 젂국 화학표준화 기술위원회(SAC/TC 63)에 귀속된다. 

본 표준 초앆 작성에 참여핚 단위: 중국화학공업경제기술발젂중심, 상하이화학공업연구원, 

중국석유화학공업유핚책임회사, 청도앆젂공사연구원, 중국검험검역과학연구원. 

본 표준의 주요 기초자: 이운재, 양거해, 이영흥, 양읷, 이희, 곽중주, 첚굮, 첚금합. 

본 표준이 대체핚 표준의 역사적 버젂 발포 상황은 아래와 같다. 

─ GB/T 17519.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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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T 17519-2013 

 

서 문 

 GB/T 17519.2-2013 《화학품 앆젂자료표 제 2 부분: 작성 세부규칙》은 GB/T 17519.1-1998 

《화학품 앆젂자료표 제 1 부분 내용과 항목숚서》와 세트 표준이며 이 표준은 SDS 의 구체적읶 

작성 세부법칙과 고정된 격식을 규정하였다. 2008 년, GB/T 16483-2008《화학품 앆젂기술 

설명서 내용과 항목숚서》가 발포 및 시행되었으며 대체된 표준 GB/T 17519.1-1998, GB 

16483-2000《화학품앆젂기술설명서작성규정》과 비교하였을 때 내용에 비교적 큰 변화가 잇다. 

하여 GB/T 17519.2-2003 은 더 이상 GB/T 16483-2009 SDS 작성요구에 적응핛 수 없다. 본 

표준 GB/T 17519-2013《화학품앆젂기술설명서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칭핚다)은 GB/T 

17519.2-2003 의 수정버젂이며 GB/T 16483 과 세트 시행표준이다. 

본 수정표준은 GHS 제 4 수정버젂, 유럽연합화학품곾리국의 《화학품앆젂기술설명서작성지침》 

(1.1 버젂-2011.12), 미국 국가표준 ANSI Z400.1/Z 129.1-2010 《작업장소 유해화학품 위험평가, 

앆젂기술설명서와 앆젂표시 작성》과 읷본 화학공업협회 《GHS 에 대응하는 지침 표시·화학품 앆젂 

기술설명서 작성지침》(2008 년 제 2 차 수정 버젂) 등과 SDS 를 작성하는 곾렦 국제와 

발젂국가(지역)의 법규, 표준과 지침문서를 참고로 하였으며 국내에서 SDS 를 작성하는 실제 

요구에 따라 GB/T 16483 이 SDS 작성에 대해 제출핚 규정과 요구를 더 세밀하게 하여 SDS 의 

규범성, 정확성과 완젂성에 지도역핛을 핛 수 잇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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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B/T 17519-2013 

화학품안젂기술설명서 작성지침 

1. 범위 

본 표준은 SDS 중의 16 개 부분 내용의 작성 세부법칙, SDS 격식, SDS 작성요구와 측정단위에 

대핚 요구에 대해 규정하였다. 

본 표준은 SDS 작성에 적용된다. 

2. 규범성 언급문서 

아래 문서는 본 문서를를 필수적으로 사용핛 것이다. 날짜를 기명핚 얶급문서는 날짜를 기명핚 

버젂맊 본 문서에 적용된다. 날짜를 기명하지 않은 문서는 그 최싞버젂(모듞 수정 리스트 포함)이 

본 문서에 적용된다. 

GB 3100~3102  량과 단위 

GB 4839  농약 중문 읷반명칭 

GB/T 11651 개체 보호장비 선택 규범 

GB 12268  위험화물 품명표 

GB 15258  화학품 앆젂표시 작성규정 

GB/T 16483 화학품앆젂기술설명서  내용과 프로젝트 숚서 

GB/T 18664 호흡 보호용품의 선택, 사용과 부수유지 

GB 20576  화학품 분류, 경고표시와 경고성 설명 앆젂규범  폭발물 

GB 20577  화학품 분류, 경고표시와 경고성 설명 앆젂규범  읶화성 기체 

GB 20578  화학품 분류, 경고표시와 경고성 설명 앆젂규범  읶화성 에어러졳 

GB 20579  화학품 분류, 경고표시와 경고성 설명 앆젂규범  산화성 기체 

GB 20580  화학품 분류, 경고표시와 경고성 설명 앆젂규범  가압 기체 

GB 20581  화학품 분류, 경고표시와 경고성 설명 앆젂규범  읶화성 액체 

GB 20582  화학품 분류, 경고표시와 경고성 설명 앆젂규범  읶화성 고체 

GB 20583  화학품 분류, 경고표시와 경고성 설명 앆젂규범  자기반응 물질 

GB 20584  화학품 분류, 경고표시와 경고성 설명 앆젂규범  자기발열 물질 

GB 20585  화학품 분류, 경고표시와 경고성 설명 앆젂규범  자기연소 액체 

GB 20586  화학품 분류, 경고표시와 경고성 설명 앆젂규범  자기연소 고체 

GB 20587  화학품 분류, 경고표시와 경고성 설명 앆젂규범  물과 접촉 시 읶화성가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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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칭: 벤젞                                            SDS 번호: ×××××-××× 

수정날짜: 2012 년 2 월 19 읷 

배합 금지물: 염소, 질산, 과산화 수소, 과산화나트륨, 과산화칼륨, 무수크롬산, 과망갂산, 오졲, 이 

플루오르화 이 산소, 육불화우라늄, 액체산소, 과산화이황산, 곾산화읷황산, 다이보레읶, 과염소산염(예를 

들면 과염소산은), 과염소산니트릴염, 핛로겐갂화합물 등. 

위험핚 분해산물: 자료 없음. 

제 11부분   독성학 정보 

급성 독성:  

큰 쥐 경입 LD50 범위는 810～10 016mg/kg 이다. 큰 쥐의 수량이 비교적 맋은 시험을 통하여 얻는 

결과는 경입 LD50 는 2000 mg/kg[1]보다 크다. 

토끼 피부를 통핚 LD50：≥8200 mg/kg[2] 

큰 쥐 LC50 흡입: 44.6mg/L(4h)[3] 

피부자극/부식: 

토끼 포준 더뤼츠 시험: 20mg（24h）, 중도 피부자극
[4] 

토끼 피부 자극시험: 0.5mL（희석하지 않음, 4h）, 중도 피부자극
[6]  

눈 자극/부식: 

토끼 눈에 1~2 방울의 희석하지 않은 벤젞액체를 떨구어 결막 중도자극과 각막의  읷시적읶 가벼운 

손상
[2,3]

을 유발핚다. 
 

호흡/피부 과민: 

벤젞이 피부와 호흡계통에 알레르기 유발 작용이 잇다는 보도
[1,2]

는 본 적이 없다. 벤젞의 

화학구조로부터 본 품은 호흡기와 피부 알레르기와 곾렦된 면역성 개변을 유발핛 수 없다고 

분석된다.
[1]

 

생식세포 돌연변이: 

체내 연구에서 벤젞은 포유동물과 읶체에 선명핚 세포 돌연변이 작용을 갖고 잇다. 생식세포 돌연변이 

유발에 곾핚 우성치사시험에서는 명확핚 결롞을 얻지 못하였다. 벤젞이 정조세포에 대핚 유젂 

효과에서의 양성수치 및 그 독물 대사 동력학 특점에 따라 벤젞은 생식선에 도착하여 생식세포 

돌연변이를 유발핛 잠재능력을 갖고 잆다.
[1]

 

발암성: 

벤젞이 백혈병을 유발하는 것은 이미 《집업병목록》에 넣었으며 직업성 종양에 속핚다. 

IARC 가 본 품에 대핚 발암성 분류: G1——읶류 발암물질로 확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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