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필수정보 확인프로세스(CHEM-i)를 적용·개발한

▶ 맞춤형 화학물질 유해·위험정보는 아래와 같이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화학물질 전용 홈페이지(http://msds.kosha.or.kr/)에 접속

   ②  ‘화학물질정보검색’ 하단의 ‘유해위험정보검색’ 메뉴에서 물질명 또는 CAS NO를 이용하여 사업장에서 

취급·사용하는 화학물질 검색

  ③ 검색된 화학물질 유해위험정보에서 근로자용과 관리자용의 정보를 다운로드하여 활용

맞춤형 화학물질 유해·위험정보 제공 안내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필수정보 확인프로세스 (CHEM-i)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확인Component and Content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반응성), 유해성 · 위험성, 취급 저장방법 이해 Hazard and Storage

   
폭발 화재시 대응요령, 누출시 대처방법, 응급조치 요령 숙지 등 Management in Emergency

노출방지 방법 이해, 개인보호구 착용  정보Exposure control and PPE

※  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개인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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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DS 필수정보 확인프로세스(CHEM-i)※를 적용하여 화학물질을 취급·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정보를 표준문구 및 삽화 등을 이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개발한 화학물질 유해·위험정보를 

말합니다.

▶  맞춤형 화학물질 유해·위험정보는 근로자용과 관리자용으로 총 1,000종이 개발되어 공단의 화학물질 

전용 홈페이지(msds.kosha.or.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제공현황 :  산업안전보건법 규제물질(측정·특검대상, 관리대상유해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등) 649종 

및 화학물질관리법 규제물질(유독물질) 351종

※ MSDS 필수정보 확인프로세스(CHEM-i; Component, Hazard, Exposure, Management + Information(i=eye))는 화학물
질(Chemical)을 취급·사용하는 근로자, 사업장관리자, 응급대응자가 MSDS 항목 중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정보의 순서를 
표준 4단계로 구성한 우선 필수정보 확인프로세스(C→H→E→M)를 말합니다.

맞춤형 화학물질 유해·위험정보란?

 맞춤형 화학물질 유해·위험정보 이용방법



※ 그 밖의 문의사항은 공단 본부 직업건강실(052-7030-64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활용 신청방법

   •  화학물질정보 전용 홈페이지(msds.kosha.or.kr)의 

       「정부3.0 정보공개」 또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의 

       「OPEN API」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 및 활용 신청

▶  활용방법

   • 화학물질정보 서비스 개발 지원

   • 신규 서비스 개발 시 공단 DB 활용

Open API(공공정보의 개방 및 활용) 활용방법 안내

▶  맞춤형 화학물질 유해·위험정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화학물질 유해·위험정보 구성현황

구  분 구 성 내 용

C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CAS번호, 이명(異名), 상태, 물리화학적 특성, 그림문자 및 
화학적 안정성에 관한 문구 등 해당물질에 대한 기본 정보로 구성

H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및 취급·저장 방법

CHEM-i 프로세스에 따라 건강영향, 
취급방법 및 저장방법 으로 구성
※ 근로자용은 모든 항목을 삽화로 구성

E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CHEM-i 프로세스에 따라 노출방지, 개인보호구 및 
규제현황(관리자용)※으로 구성

M
누출 및 폭발·화재 시 
대응 및 응급조치 요령

CHEM-i 프로세스에 따라 누출사고 대처, 폭발·화재 대처(관리자용)※ 
및 응급조치 요령으로 구성

※ 규제현황 및 폭발·화재 대처 내용은 관리자용 유해위험정보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화학물질정보 전용 홈페이지(http://msds.kosha.or.kr) 및 모바일 앱(App)을 

통하여 18,000여종의 단일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물질규제정보 및 직업병 발생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화학물질정보 제공 안내 

MSDS

홈페이지 접속방법

①  주소창에 화학물질정보 전용 홈페이지(msds.kosha.or.kr)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

②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초기화면 우측    

하단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아이콘을 클릭하여 접속

모바일 앱(App) 활용방법

•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및 애플 앱스토어에 접속 ⇒ 

    안전보건공단 또는 MSDS 검색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앱 다운로드 및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