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자료(SDS)
제품명: Metafil CX (A1, A2, A3, A3.5, A4, B2, C2, C3, Incisal, Universal)

SDS ID: EMC03/1C
In compliance with Regulation
(EC) 1907/2006 (REACH) as
amended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1.1 제품식별:
제품명: Metafil CX (A1, A2, A3, A3.5, A4, B2, C2, C3, Incisal, Universal)
1.2 제품의 권고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확인된 사용용도
치과재료
사용상의 제한
알려진바 없음
1.3 SDS 공급자 정보
Sun Medical Co., Ltd.

전화번호: +81-77-582-9981

571-2 Furutaka-cho, Moriyama,

Email: export@sunmedical.co.jp

Shiga, 524-0044, Japan
1.4 긴급전화번호
+82-2-773-2875 (이용가능 시간: 평일 9:00-18:30, 휴일 및 공휴일 휴무)
2. 유해성⋅위험성
2.1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분류
Regulation (EC) No 1272/2008에 따른 분류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분류 없음
GHS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본 문서를 검토하시오.
Directives 67/548/EEC 또는 1999/45/EC에 따른 분류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분류 없음
2.2 라벨요소
Regulation (EC) No 1272/2008에 따른 라벨표시:
그림문자
해당없음
신호어
해당없음
유해⋅위험문구
해당없음
예방조치문구
예방
해당없음
대응
해당없음
보관
해당없음
폐기
해당 규정에 따라 폐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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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ve 67/548/EEC 또는 1999/45/EC에 따른 라벨표시
해당없음
2.3 유해성⋅위험성
추가정보 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CAS
EC No.
등록번호
이용불가
--72869-86-4
276-957-5
-109-16-0
203-652-6
-Polymer of 3290-92-4

물질명
이명

67/548 EEC
(DSD)

1272/2008
(CLP)

함유량

Filler

--

--

30-80

2-Propenoic acid, 2-methyl-, 7,7,9(or 7,9,9)trimethyl-4,13-dioxo-3,14-dioxa-5,12diazahexadecane-1,16-diyl ester
Triethylene glycol dimethacrylate

--

--

10-50

--

--

1-30

Poly-trimethylopropane trimethacrylate

--

--

5-40

4. 응급처치
4.1 응급처치 요령
흡입했을 경우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게 하시오.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독극물 센터 또는 의사에게 연락을 취하시오.
피부에 접촉했을 경우
비누와 물로 충분히 씻으시오. 피부에 자극이 생기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오.
오염된 옷은 벗고, 재사용 전에 세탁하시오.
눈에 들어갔을 경우
몇 분간 물로 조심히 씻어내시오.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였다면 렌즈를 제거하고 계속 씻어내시오.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오.
먹었을 경우
삼켰다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오.
4.2 급성과 지연성의 중요한 증상과 영향
급성
기계적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지연성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정보 없음
4.3 즉각적인 의학적 조치 및 필요한 특별치료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오.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5.1 소화제
물 스프레이, 표준형 분말소화, 이산화탄소, 포말, 마른모래
부적절한 소화제
고압수를 사용하지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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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유독가스가 방출될 수 있음
열분해 생성물
연소: 탄소 산화물
5.3 소화 시 주의사항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유출된 물질에 소화제를 뿌리지 마시오. 안전하다고 판단된다면 손상되지 않은 용기를 화재위험구역 밖
으로 옮기시오. 불이 진화가 된 이후에도 물 스프레이로 용기를 식히시오. 물질의 흡입 또는 제품의 연
소를 피하시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하고 낮은 장소를 피하시오.
화재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소방용 공기호흡기와 방호복을 착용하시오.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6.1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개인용 방호복과 장비를 착용하시오.「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항을 참조하시오.
6.2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하수구, 배수관, 배수로, 지하실 또는 밀폐공간, 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시오.
6.3 정화 및 제거방법
가능하면 인적위험이 없도록 누출을 막으시오. 유출된 물질은 모래 또는 불연성 물질로 흡수시켜 뚜껑이
있고 라벨을 붙인 적절한 용기에 담아 폐기하시오.
6.4 다른 항목 참조
취급절차에 대해서는「7. 취급 및 저장방법」항을 참조하시오.
개인보호구 권고에 대해서는「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항을 참조하시오.
폐기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는「13. 폐기 시 주의사항」항을 참조하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7.1 안전취급요령
사용 전 취급설명서를 확보하시오. 안전예방조치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까지 취급하지 마시오. 분진,
미스트, 흄, 증기의 흡입을 피하시오. 눈, 피부 및 의복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시오. 본 제품을 사용할 때
에는 음식⋅음료 섭취나 흡연을 하지 마시오. 적절한 보호장갑, 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7.2 안전한 저장방법 (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현재 규정과 기준에 따라 취급 및 보관하시오.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보관하시오. 용기는 단단히
밀폐하여 보관하고, 적절한 라벨을 부착하시오.
7.3 구체적인 최종용도
치과재료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8.1 제어변수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Triethylene glycol dimethacrylate (109-16-0)
독일(DFG): 피부 과민성
화학물질의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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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무영향수준(DNELs)
자료없음
예측무영향농도(PNECs)
자료없음
8.2 노출방지
적절한 공학적 관리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게 하시오.
필요한 경우 제한된 규제이하로 노출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국소배기장치를 사용하시오.
개인보호구
눈/안면 보호
화학물질용 안전고글을 착용하시오.
피부 보호
접촉을 피하기 위해 방호복을 착용하시오.
장갑 추천
적합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하시오.
호흡기 보호
본인에게 적합한 특정 호흡장구에 대해 안전보건 전문가와 상의하시오.
환경노출기준
수로, 하수구, 지하실 또는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9.1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기본 정보
물리적 상태
색
냄새
pH
끓는점
분해온도
LEL
증기압
밀도
물 용해도
물/오일 분산계수
산화성
인화성 (고체, 가스)

액체
유색
희미한 냄새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해당없음

외관
물리적 형태
냄새역치
녹는점
인화점
증발률
UEL
증기밀도 (공기=1)
비중 (물=1)
Log KOW
자연발화온도
폭발성

유색 페이스트
페이스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8
없음
없음
없음

9.2 기타 정보
추가정보 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10.1 반응성
정상적인 조건에서 사용하면 반응성 위험이 없음
10.2 화학적 안정성
정상적인 조건에서 사용하면 안정적임
10.3 유해반응의 가능성
가열하면 중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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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피해야 할 조건
열, 화염, 스파크, 다른 점화원을 피하시오. 직사광선을 피하시오. 30℃ 이상의 온도를 피하시오.
10.5 피해야 할 물질
산화물질, 과산화물, 아민
10.6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열분해 물질
연소: 탄소 산화물
11. 독성에 관한 정보
11.1 독성학적 영향에 대한 정보
급성 및 만성독성
성분분석 - LD50/LC50
본 제품의 성분을 여러 자료에서 검토하였으나 선택된 평가변수는 확인되지 않음
자극성/부식성
피부 자극성, 눈 자극성
호흡기 과민성
해당정보 없음
피부 과민성
해당정보 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해당정보 없음
발암성
성분 발암성
본 제품의 성분은 IARC 또는 DFG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
생식독성
구성성분에 근거하여 생식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특정표적장기독성 – 1회 노출
확인된 표적장기 없음
특정표적장기독성 – 반복 노출
확인된 표적장기 없음
흡인유해성
해당정보 없음
추가정보
추가정보 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2.1 독성
성분분석 – 수생독성
본 제품의 성분에 대한 LOLI 생태독성자료 없음
12.2 잔류성 및 분해성
해당정보 없음
12.3 잠재적 생물농축성
해당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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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토양 이동성
해당정보 없음
12.5 PBT 및 vPvB 평가결과
해당정보 없음
EU-PBT, vPvB 물질관리를 위한 중간전략 (PBT 평가)
본 제품의 성분은 해당없음
12.6 기타유해영향
추가정보 없음
13. 폐기 시 주의사항
13.1 폐기물 처리방법
해당 규정에 따라 폐기하시오. 빈 용기에 제품 잔여물이 남아 있을 수 있음.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운송
위험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국제선적화물코드(IBC Code)
본 제품에는 벌크형태의 위험물질을 식별하는 IBC Code에 등록된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15. 법적규제 현황
15.1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한 안전, 보건 및 환경규제/법
EU-REACH (1907/2006) - Annex XIV 허가대상물질목록
본 제품의 성분은 해당없음
EU-REACH (1907/2006) - Article 59(1) Annex XIV에 최종적인 포함을 위한 허가후보물질목록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 허가후보물질목록에 등록되어 있고 제품 내 허가후보물질이 0.1 중량%를
초과한 경우 REACH 제33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제품 내 허가후보물질이 예측 가능한
사용조건들에서 의도적으로 배출되면 규정 제7조항에 따라 등록한다.
Boron oxide (1303-86-2)
포함이유: 생식독성, 제57조(c)
EU-REACH (1907/2006) Annex XVII (특정위험물질, 혼합물 및 완제품의 제조, 사용 및 시장출시에 대한 제한사항)에 수록된 물질
본 제품의 성분은 해당없음
독일법 규제
독일 수질특성 분류
2-Propenoic acid, 2-methyl-, 7,7,9(or 7,9,9)-trimethyl-4,13-dioxo-3,14-dioxa-5,12diazahexadecane-1,16-diyl ester (72869-86-4)
ID No. 4525, 위험등급 1 – 낮은 수생환경유해성
Triethylene glycol dimethacrylate (109-16-0)
ID No. 3099, 위험등급 1 – 낮은 수생환경유해성
덴마크법 규제
미국환경보호청 유해우려물질목록
본 제품의 성분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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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mpliance with Regulation
(EC) 1907/2006 (REACH) as
amended

목록
물질분석 – 목록
성분
2-Propenoic acid, 2-methyl-, 7,7,9(or 7,9,9)-trimethyl-4,13-

CAS
72869-86-4

EEC
EIN

dioxo-3,14-dioxa-5,12-diazahexadecane-1,16-diyl ester
Triethylene glycol dimethacrylate

109-16-0

EIN

15.2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물질/혼합물에 대한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15.3 화학물질 등록번호
본 제품은 치과재료로 연간 총 1톤 미만 수입되어 제품과 성분은 REACH의 적용을 받지 않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16.1 변경표시
신 안전보건자료(New SDS): 2016년 8월 4일
16.2 물질보건안전자료(SDS)의 약어 및 두음문자 정보
ADR-국제위험물도로운송규칙; CAS-화학초록서비스; CLP-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표지 및 포장에 관한
법령; DFG-독일학술진흥재단; DNEL-도출무영향수준; DSD-유해물질지침(67/548/EEC); EC50-반수유효
농도; EEC-유럽경제공동체; EIN(EINECS)-유럽기존화학물질목록; ELN(ELINCS)-유럽신규화학물질목록;
IARC-국제암연구소;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IBC Code-국제선적화물코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IDL-유해물질정보시스템성분공개목록; IMDG-국제해상위험물규칙; Kow-옥탄올/물 분배계수; LC50-반수
치사농도; LD50-반수치사량; LEL-폭발하한계; NIOSH-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TP-국가독성프로
그램; PNEC-예측무영향농도; REACH-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유럽신화학물질관리제도);
RID-국제위험물철도운송규칙; STEL-단시간노출허용농도; TWA-시간가중평균; UEL-폭발상한계
16.3 자료의 출처
요청에 따라 이용가능
16.4 Regulation (EC) No 1272/2008에 따른 혼합물 분류에 사용된 방법
요청에 따라 이용가능
16.5「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항에서의 R-과 H- 문구 전문
해당없음
16.6 권고사항
취급 전에 안전보건자료(SDS)를 읽으시오.
16.7 기타정보
본 안전보건자료(SDS)에서 제시한 정보는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침서로만 사용해야 한
다. 이 문서에서 제시한 정보와 권고사항은 정확하지만, 당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보증을 하지 않으며,
신뢰성에 대한 법적책임도 갖지 않는다.

End of Sheet EMC03/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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