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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번호: AA00974-0000000127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제품 형태 : 혼합물 

상품명 : ESD 수지 

제품 코드 : FLESDS01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O 제품의 권고 용도 

Formlabs SLA 프린터에서 사용 

O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다. 공급자 정보 

- 공급업체   

O  회사명 : Formlabs, Inc 

O  주소 : 35 Medford St, Suite 201 Somerville, MA 02143 

O  전화 : +1-617-855-0762 

O  전자우편 : sds@formlabs.com 

- 선임 대상자   

O  회사명 : REACH24H KOREA CO., LTD. 

O  주소 : 908-909ho(yeomgok-dong, IKP building)7, Heolleung-ro, Seocho-gu, Seoul 

O  긴급전화번호 : +82-2-3497-1610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피부 과민성, 구분 1 H317  

급성 수생환경, 구분 1 H400  

만성 수생환경, 구분 1 H410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O 위험 표시 그림문자 (GHS KR) 

  

O 신호어 (GHS KR) 

경고. 

O 유해∙위험 문구 (GHS KR) 

H317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410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매우 유독함. 

O 예방 조치 문구 (GHS KR) 

예방: 

P261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72 -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류를 반출하지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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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 착용하시오. 

대응: 

P302+P352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 로 씻으시오.  

P321 - 응급 처치를 하시오.  

P333+P313 - 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62+P364 -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391 - 누출물을 모으시오. 

저장: 

자료없음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제품 형태 : 혼합물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제품 식별 번호 함유량 (%) 

7,7,9(또는 7,9,9)-트리메틸-4,13-다이오소-

3,14-다이오사-5,12-다이아자렉사데칸-1,16-

디일 2-메틸-2-프로페노에이트 

7,7,9(or 7,9,9)-Trimethyl-4,13-dioxo-

3,14-dioxa-5,12-diazahexadecane-

1,16-diyl bismethacrylate / 11,14-

Dioxa-2,9-diazaheptadec-16-enoic 

acid, 4,4,6,16(or 4,6,6,16)-

tetramethyl-10,15-dioxo-, 2-[(2-

methyl-1-oxo-2-propen-1-yl)oxy]ethyl 

ester / N,N'-(2,2,4-Trimethylhexane-

1,6-diyl)bis[carbamic acid 2-

(methacryloyloxy)ethyl] ester / Di-

HEMA trimethylhexyl dicarbamate / 

DI-HEMA TRIMETHYLHEXYL 

DICARBAMATE / 7,7,9-Trimethyl-

4,13-dioxo-3,14-dioxa-5,12-

diazahexadecane-1,16-diyl bis(2-

methylacrylate) / di-hema 

trimethylhexyl dicarbamate 

CAS 번호: 72869-86-4 

기존화학물질 번호: 2011-3-5184 

60 - 65 

하이드록시프로필 메타크릴산 메타크릴산-2-

하이드록시에틸에스테르 

CAS 번호: 27813-02-1 

기존화학물질 번호: KE-25135 

20 - 25 

아이소보닐 메타크릴산, 안정된 아이소보닐 메타크릴산, 안정화된 CAS 번호: 7534-94-3 

기존화학물질 번호: KE-25282 

10 - 15 

Phenylbis(2,4,6-trimethylbenzoyl)phosphine 

oxide 

Phenylbis(2,4,6-

trimethylbenzoyl)phosphine oxide / 

CGI 819 / CQI 819 / Methanone, 1,1'-

(phenylphosphinylidene)bis[1-(2,4,6-

trimethylphenyl)- / Phenyl bis(2,4,6-

trimethylbenzoyl)-phosphine oxide / 

Bis(2,4,6-

trimethylbenzoyl)phenylphosphine 

oxide 

CAS 번호: 162881-26-7 

기존화학물질 번호: - 

< 1 

추가 정보: 이 제품에는 0.1% 미만의 나노 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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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주의사항에 따라 물로 눈을 헹구시오.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다량의 물로 피부를 씻으십시오. 

오염된 의복을 벗으십시오.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다.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라. 먹었을 때 

물로 입안을 헹구십시오. 

구토를 유도하지 마시오. 

의식을 잃은 사람에게는 절대 아무 것도 입으로 넣어주지 마시오.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증상에 따라 치료하시오.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적절한 소화제 : 물 분무, 이산화탄소, 건조화학제, 내알콜포말. 

부적절한 소화제 : 다량의 고압주수.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화재 위험 : 불연성 

폭발 위험 : 비폭발성 

화재 시 반응성 : 화재 발생 시 분해될 수 있는 물질: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인 산화물.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화재 진압 중 보호 : 적절한 보호 장비 없이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마시오. 자급식 호흡보호구. 전신 보호복.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사람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키시오.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환기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특히 밀폐된 공간을 확인 하시오. 

적절한 보호 장비 없이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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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및 눈과의 접촉을 피하시오.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사용 중에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십시오. 

취급후에 철저하게 세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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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또는 고체 잔류물은 공인 시설에서 폐기하십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하수구, 수도, 지하 또는 저지대에 액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제품이 하수구 또는 상하수도로 들어갈 경우 당국에 통보.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잔류 액체는 모래 또는 불활성 흡수제로 흡수시킨 후 안전한 장소로 배출하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사람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키시오.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환기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특히 밀폐된 공간을 확인 하시오. 

피부 및 눈과의 접촉을 피하시오.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 

다시 사용전 오염된 의복은 세척하시오.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제품 취급 후 반드시 손을 씻으시오. 

나. 안전한 저장 방법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시오.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7,7,9(또는 7,9,9)-트리메틸-4,13-다이오소-3,14-다이오사-5,12-다이아자렉사데칸-1,16-디일 2-메틸-2-프로페노에이트 (72869-86-

4) 

자료 없음 
 

하이드록시프로필 메타크릴산 (27813-02-1) 

자료 없음 
 

아이소보닐 메타크릴산, 안정된 (7534-94-3) 

자료 없음 
 

Phenylbis(2,4,6-trimethylbenzoyl)phosphine oxide (162881-26-7) 

자료 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적절한 공학적 관리 : 작업장의 환기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시오. 



ESD 수지 

물질안전보건자료  

고용노동부고시 2020-130 에 따름 
 

 

   

2021-10-19 (개정일자) KO (한국어) 5/11 
 

환경 노출 관리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다. 개인보호구 

손 보호: 

보호 장갑 

 

눈 보호: 

보안경 

 

신체 보호: 

적절한 보호복을 착용하시오 

 

호흡기 보호: 

환기가 불충분할 경우, 적절한 호흡 장비를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 액체. 

 물리적 상태 : 액체. 

 색상 : 검정색/암청색 

나. 냄새 : 특성 아크릴레이트 

다. 냄새 역치 : 자료없음 

라. pH :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 자료없음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 100 °C 

사. 인화점 : > 93.5 °C 

아. 증발 속도 :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 불연성.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자료없음 

카. 증기압 : 자료없음 

타. 용해도 : 자료없음 

파. 증기밀도 : 자료없음 

하. 비중 : 자료없음 

거. n 옥탄올/물 분배계수 : 7,7,9(또는 7,9,9)-트리메틸-4,13-다이오소-3,14-다이오사-5,12-다이아자렉사데칸-1,16-디일 

2-메틸-2-프로페노에이트 (72869-86-4): 3 (예측치, EPI SUITE)  

하이드록시프로필 메타크릴산 (27813-02-1): 0.48 

아이소보닐 메타크릴산, 안정된 (7534-94-3): 4.77 

너. 자연발화 온도 : 자료없음 

더. 분해 온도 : 자료없음 

러. 점도(동점도) : 자료없음 

 점도(역학점도) : 1130 cps (25 °C) 

머. 분자량 : 자료없음 

기타 

밀도 : 1.06 g/cm3 

폭발성 : 비폭발성. 

산화성 : 비산화 

10. 안정성 및 반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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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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야 할 조건 

직사광선. 열. 피해야 할 물질. 

다. 피해야 할 물질 

강산화제, 알코올, 구리, 구리 합금, 철, 강염기.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정상적인 보관 및 사용 조건에서는 유해 분해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경구 : 분류되지 않음 

피부 및 눈 접촉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흡입 : 분류되지 않음 

나. 건강 유해성 

급성 독성 (경구): 

분류되지 않음 

급성 독성 (경피): 

분류되지 않음 

급성 독성 (흡입): 

분류되지 않음 

 

7,7,9(또는 7,9,9)-트리메틸-4,13-다이오소-3,14-다이오사-5,12-다이아자렉사데칸-1,16-디일 2-메틸-2-프로페노에이트 (72869-86-

4) 

LD50 경구 랫드 > 5000 mg/kg (OECD 401, GLP, ECHA) 

LD50 경피 랫드 > 2000 mg/kg 

 

하이드록시프로필 메타크릴산 (27813-02-1) 

LD50 경구 랫드 11200 mg/kg (TOMES) 

LD50 경피 토끼 > 5000 mg/kg (IUCLID) 

 

Phenylbis(2,4,6-trimethylbenzoyl)phosphine oxide (162881-26-7) 

LD50 경구 랫드 > 2000 mg/kg 

LD50 경피 랫드 > 2000 mg/kg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분류되지 않음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분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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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과민성: 

분류되지 않음 

피부 과민성: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7,7,9(또는 7,9,9)-트리메틸-4,13-다이오소-3,14-다이오사-5,12-다이아자렉사데칸-1,16-디일 2-메틸-2-프로페노에이트: 마우스를 대상으로 

국소림프절시험결과, EC3=36.9%으로, 피부과민성을 나타냄(OECD 429, GLP, ECHA) 

발암성: 

분류되지 않음 

생식세포 변이원성: 

분류되지 않음 

생식독성: 

분류되지 않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 회 노출): 

분류되지 않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분류되지 않음 

흡인 유해성: 

분류되지 않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생태학 - 일반 : 장기적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매우 유독함. 

수중 환경에 유해, 단기 (급성) :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수중 환경에 유해, 장기 (만성)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매우 유독함. 

 

7,7,9(또는 7,9,9)-트리메틸-4,13-다이오소-3,14-다이오사-5,12-다이아자렉사데칸-1,16-디일 2-메틸-2-프로페노에이트 (72869-86-

4) 

LC50 - 어류 [1] 233.174 mg/L/96 h (ECOSAR) 

 

하이드록시프로필 메타크릴산 (27813-02-1) 

EC50 - 갑각류 [1] > 1.2 mg/L/48 h (Daphnia magna, OECD 202, GLP, ECHA) 

EC50 - 조류 [1] > 0.68 mg/L/72 h (OECD 201, GLP, ECHA) 

 

아이소보닐 메타크릴산, 안정된 (7534-94-3) 

LC50 - 어류 [1] 0.313 mg/L/96 h (ECOSAR) 

나. 잔류성 및 분해성 

7,7,9(또는 7,9,9)-트리메틸-4,13-다이오소-3,14-다이오사-5,12-다이아자렉사데칸-1,16-디일 2-메틸-2-프로페노에이트 (72869-86-

4) 

생분해 22 %/28 d (OECD 301 B, GLP, E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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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록시프로필 메타크릴산 (27813-02-1) 

생분해 94.2 %/28 d (IUCLID) 

다. 생물 농축 가능성 

7,7,9(또는 7,9,9)-트리메틸-4,13-다이오소-3,14-다이오사-5,12-다이아자렉사데칸-1,16-디일 2-메틸-2-프로페노에이트 (72869-86-

4) 

n 옥탄올/물 분배계수 (Log Pow) 3 (예측치, EPI SUITE) 

BCF - 어류 [1] 1512 

 

하이드록시프로필 메타크릴산 (27813-02-1) 

n 옥탄올/물 분배계수 (Log Pow) 0.48 

BCF - 어류 [1] 3.2 (IUCLID) 

 

아이소보닐 메타크릴산, 안정된 (7534-94-3) 

n 옥탄올/물 분배계수 (Log Pow) 4.77 

BCF - 어류 [1] 921.2 (QSAR) 

라. 토양 이동성 

자료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오존층 파괴물질 : 분류되지 않음 

기타 유해 영향 : 자료 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공인 수거업체 표시 기호에 따라 내용물/용기 폐기. 

나. 폐기시 주의사항(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공인 수거업체 표시 기호에 따라 내용물/용기 폐기.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 번호(UN No.) 

UN-번호(UN RTDG) : 3082 

UN-번호(ADR) : 3082 

UN-번호 (IMDG) : 3082 

UN-번호(IATA) : 3082 

나. 유엔 적정 선적명 

적정 선적명 (UN RTDG) : 환경유해물질(액체) (함유 아이소보닐 메타크릴산, 안정된) 

적정 선적명 (ADR) : 환경유해물질(액체) (함유 아이소보닐 메타크릴산, 안정된) 

적정 선적명 (IMDG) : 환경유해물질(액체) (함유 아이소보닐 메타크릴산, 안정된) 

적정 선적명 (IATA) : 환경유해물질(액체) (함유 아이소보닐 메타크릴산, 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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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UN RTDG 

분류 (UN RTDG) : 9 -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비롯한 기타 위험 물질 및 품목 

위험 라벨 (UN RTDG) : 9. 
 

: 

 

 

ADR 

운송 위험 분류 (ADR) : 9 

위험 라벨 (ADR) : 9. 

 : 

 
 

IMDG 

운송 위험 분류 (IMDG) : 9 

위험 라벨 (IMDG) : 9. 
 

: 

 

 

IATA 

운송 위험 분류 (IATA) : 9 

위험 라벨 (IATA) : 9. 
 

: 

 

라. 용기등급 

용기등급 (UN RTDG) : III 

용기 등급(ADR) : III 

용기 등급(IMDG) : III 

용기 등급(IATA) : III 

마. 환경 유해성 

환경에 위험 : 해당 

해양오염물질 : 해당 

그 밖의 참고사항 : 가용 추가 정보 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자료없음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제조금지물질 해당없음 
 

허가대상물질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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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준설정물질 해당없음 
 

허용기준설정물질 해당없음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해당없음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해당없음 
 

관리대상유해화학물질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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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3-5184. 7,7,9(or 7,9,9)-Trimethyl-4,13-dioxo-3,14-dioxa-5,12-

diazahexadecane-1,16-diyl 2-methyl-2-propenoate 

기존화학물질 번호 : KE-25135. 2-Methyl-2-propenoic acid monoester with 1,2-propanediol 

기존화학물질 번호 : KE-25282. 2-Methyl-2-propenoic acid exo-1,7,7-

trimethylbicyclo[2.2.1]hept-2-yl ester 

기존화학물질 번호 : 97-3-613. Phenylbis(2,4,6-trimethylbenzoyl)phosphine oxide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해당없음 

중점관리물질 (한국) 해당없음 

CMR 물질 (한국) 해당없음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제 4 류 인화성 액체 - 5.제 3 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지정수량: 2,000 리터)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7,7,9(또는 7,9,9)-트리메틸-4,13-다이오소-3,14-

다이오사-5,12-다이아자렉사데칸-1,16-디일 2-메틸-2-

프로페노에이트 

지정폐기물 
 

하이드록시프로필 메타크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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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IV 에 등재된 물질 미함유 

EU restriction 목록 (REACH Annex XVII) 해당없음 

미국 규제정보 

CERCLA 103 규정 해당없음 

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국제 협약 

자료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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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료의 출처:  ECHA, TOMES, IUCLID, ECOSAR, EPI SUITE 

나. 최초 작성일자:  19/10/2021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1.0, 19/10/2021 

라. 기타:  자료없음 

마. 변경 표시:  자료없음 

본 정보는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한 것이며 보건, 안전 및 환경 요건에 대해서만 제품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품의 특수한 속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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