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질안전보건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K-Resin®
물질 번호 KRS001

 개정일: 2019-9-27
버전: 8
언어: ko-KR,US
인쇄일: 2019-11-8

쪽: 1 의 11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K-Resin®
이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는 아래 제품들에 관한 
것임:
BK10
DK11
DK11E
KK38
KK38E
KR01
KR03
KR03E
KR03NW
KR05
KR05E
KR05NW
KR10

KR20
KR38
KR52
KR99HG
KRDEV033A

KRDEV034A

MB4000
SKR17
SKR18
SKR19
XK40
XK44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일반 용도: 폴리머
화학 업계 처리를 위한 기본 물질

다. 공급자 정보

회사명: INEOS Styrolution Group GmbH
주소: Mainzer Landstraße 50

60325 Frankfurt
독일

홈페이지: www.styrolution.com
전자우편: INSTY.emea@ineos.com
정보 책임 기관: Infopoint, 전화번호: +49 (0) 2133 - 9309- 168 

전자우편: INSTY.emea@ineos.com 

긴급전화번호: 전화번호: +65 (0) 3158 1285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GHS 분류

이 혼합물은 유해한 물질로 분류되지 않음.

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그림문자: 해당 없음.

신호어: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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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위험 문구: 해당 없음.

예방조치문구: 해당 없음.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

먼지: 피부, 눈과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먼지가 발생할 경우 (미세 분진): 먼지 폭발 위험
용해된 제품은 심한 화상을 유발할 수 있다.
누설/누출된 제품에 의한 고도의 미끄럼 위험.

PBT 및 vPvB 평가 결과: 이 물질은 REACH 부록 XIII의 PBT/vPvB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적 특성 구분(화학물질명):

폴리머
(C8 H8 C4 H6)x
스티렌 -부타디엔 공중합체; CAS 번호 9003-55-8

추가 정보: 최대 작업장 노출한계는 필수항목으로서 Section 8에 기재되어 있음. 본 물질들은 
고분자 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물학적으로 이용가능하지 않음.

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눈꺼풀을 벌리면서 즉시 흐르는 물에 10-15분 동안 눈을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자극이 일어난 경우, 안과의사에게 문의하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용해된 제품은 심한 화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의료진의 도움 없이 피부에 붙은 제품을 제거하지 마시오.
용융물과 접촉한 후에는 물을 사용하여 해당 피부 부위를 신속하게 식힌다. 진찰을 받는다.

다.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를 공급한다. 희생자를 편안하게 하고 체온을 유지하게 한다. 불쾌감을 
느끼면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라. 먹었을 때:

토하게 하지 마시오. 물로 입을 씻어내시오.
물 한 두컵을 마십시오. 통증이 있으면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결코 입으로 어떤 것도 주지 마시오.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급성 및 지연성 증상과 영향: 먼지: 피부자극, 눈자극 와(과) 빨갛게
증상에 따라 치료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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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및 부적절한) 소화제

적절한 소화제: 물 무상분무(water fog), 살수, 폼(foam).
소형 화재인 경우만: 진화 가루, 이산화탄소, 모래, 토양.

안전상의 이유로 부적절한 소화제:

강력 물 분사(full water jet)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먼지가 발생할 경우 (미세 분진): 분산되면 폭발성 분진-공기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화재시 방출될 수 있음. 연기, 탄화수소, 스타이렌-모노머, 부타디엔, 알데히드 와(과) 산류 
(유기적),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CO2).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소방대원을 위한 특별한 보호구:

독립된 기능의 고압 호흡기와 완전한 성능의 방화복을 착용한다.
추가 정보: 위험한 상태에 있는 용기를 물로 식히거나, 가능하면 위험 구역에서 꺼낸다.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먼지 폭발 위험 모든 착화원을 제거한다.
적절히 환기하시오. 분진을 흡입하지 마시오.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 접근금지.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토양, 수계 또는 배수로로 침투되지 않도록 하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분진 발생을 피하시오. 기계적으로 수집한다. 재생없이 다시 사용될 수 있음. 그렇지 
않으면, 투기 또는 소각함.

추가 정보: 정전기 방전 예방 조치

누설/누출된 제품에 의한 고도의 미끄럼 위험.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안전취급 요령: 보관장소와 작업장소를 충분히 환기시키시오.
분진 발생을 피하시오. 분진을 흡입하지 마시오. 분진이 발생될 경우: 흡입 필요.
용융 물질: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시오. 제품을 상당량 취급할 경우, 비상 스프레이를 
비치한다.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화재와 폭발 예방 조치: 먼지가 발생할 경우 (미세 분진): 분산되면 폭발성 분진-공기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정전기 방전 예방 조치 점화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둔다. 접지장치를 사용한다. 폭발 
방지 장비와 비 점화도구/기구를 사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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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한 저장 방법 (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창고 및 용기에 대한 요건: 용기를 밀폐시켜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열과 태양광으로부터 보호한다.

공동 창고 시설 관련 참고사항:

가연성 또는 자연발화성 물질 및 인화성이 강한 고형물질과 함께 보관하지 않는다.
기타 세부 사항: 누설/누출된 제품에 의한 고도의 미끄럼 위험.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작업장 한계값:

CAS 번호 지정 유형 한계치

K-Resin® 대한민국: 장기간 10 mg/m³
미국: ACGIH: TWA 10 mg/m³  (먼지 제한값, 마실 수 있는 양)
미국: ACGIH: TWA 3 mg/m³  (먼지 제한값, 폐포 프랙션)
미국: OSHA: TWA 15 mg/m³  (먼지 제한값, 마실 수 있는 양)
미국: OSHA: TWA 5 mg/m³  (먼지 제한값, 폐포 프랙션)

100-42-5 스티렌 대한민국: 단기 170 mg/m³; 40 ppm  
(피부를 통한 흡수를 예상해야 한다)

대한민국: 장기간 85 mg/m³; 20 ppm  
(피부를 통한 흡수를 예상해야 한다)

미국: ACGIH: STEL 170 mg/m³; 40 ppm
미국: ACGIH: TWA 85 mg/m³; 20 ppm
미국: NIOSH: STEL 425 mg/m³; 100 ppm
미국: NIOSH: TWA 215 mg/m³; 50 ppm
미국: OSHA: Ceiling 200 ppm  

(Acceptable maximum peak above the 
acceptable ceiling concentration for an 
8-hr shift: 600 ppm 5 mins. in any 3 hrs.)

미국: OSHA: TWA 100 ppm  
(Acceptable maximum peak above the 
acceptable ceiling concentration for an 
8-hr shift: 600 ppm 5 mins. in any 3 hrs.)

106-99-0 1,3-부타디엔 대한민국: 단기 22 mg/m³; 10 ppm
대한민국: 장기간 4.4 mg/m³; 2 ppm
미국: ACGIH: TWA 4.4 mg/m³; 2 ppm
미국: OSHA: STEL 11 mg/m³; 5 ppm
미국: OSHA: TWA 2.21 mg/m³; 1 ppm

100-41-4 에틸벤젠 대한민국: 단기 545 mg/m³; 125 ppm
대한민국: 장기간 435 mg/m³; 100 ppm
미국: ACGIH: TWA 87 mg/m³; 20 ppm
미국: NIOSH: STEL 545 mg/m³; 125 ppm
미국: NIOSH: TWA 435 mg/m³; 100 ppm
미국: OSHA: TWA 435 mg/m³; 10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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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한계값:

CAS 번호 지정 유형 한계치 매개변수 샘플링

100-42-5 스티렌 미국: 
ACGIH-BEI, 소변

40 µg/L Styrene in urine 노출 종료 또는 
교대작업 종료

미국: 
ACGIH-BEI, 소변

400 mg/g 
크레아티닌

만델산 + 페닐글리옥실 산 노출 종료 또는 
교대작업 종료

106-99-0 1,3-부타디엔 미국: 
ACGIH-BEI, 소변

2.5 mg/L 1,2 
Dihydroxy-4-(N-
acetylcysteinyl)-butane

노출 종료 또는 
교대작업 종료

미국: 
ACGIH-BEI, 혈액

2.5 pmol/g 
Hb

Mixture of N-1 and 
N2-(hydroxybutenyl)
valine hemoglobin (Hb) 
adduts

제한 없음

100-41-4 에틸벤젠 미국: 
ACGIH-BEI, 소변

0.15 g/g 
크레아티닌

Sum of mandelic acid 
and phenylglyoxylic acid 
in urine

근무주간 
마지막 
교대작업 종료시

추가 정보 본 제품은 매우 낮은 수준의 잔류 단량체와 처리 화학물질 (스타이렌, 에틸벤젠 그리고 
소량의 부타디엔) 을 포함하며 열처리 과정에서 가능한 분해 생성물과 함께 방출될 수 
있음. 이러한 방출되는 불순물의 동질성 및 수준은 처리 조건 (온도 등)에 관련이 있음. 
보호 또는 안전 조치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임.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작업장을 적절하게 환기한다. 고분자를 취급할 때는 일반적으로 추가적 관리가 
필요하지 않음.

열 압출: 작업장 노출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소 배기 환기를 제공할 것.
보수 활동 중 호흡기 보호구의 사용이 필요함.

다. 개인 보호구

호흡기 보호: 먼지가 발생할 경우:
(EN 14387)에 따른A-P2 타입의 필터를 사용한다.

눈 보호: EN 166에 따른 밀폐형 고글(goggles).
손 보호: EN 374에 따른 보호 장갑.

직물 보호 장갑 또는 가죽.
침투성과 파열시간에 관한 보호장갑 제조회사의 지침을 확인하시오.

용해 시: 다음에 따른 불침투성 내열 장갑 EN 407
장갑 재질: 가죽
침투성과 파열시간에 관한 보호장갑 제조회사의 지침을 확인하시오.

신체 보호: 적절한 보호복을 착용하시오. 장화 또는 안전화
일반적인 보호 및 위생 조치:

분진을 흡입하지 마시오.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작업중 음식과 음료 및 흡연 금지. 휴식 전과 업무 후에 손을 씻으시오.
제품을 상당량 취급할 경우, 비상 스프레이를 비치한다.

먼지가 발생할 경우: 땅에 퍼져있는 경우, 특히 미끄러짐에 주의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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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20 °C와 101,3 kPa에서 응집 상태: 고체
성상: 과립
색상: 무색, 맑은 까지 탁한

나. 냄새:

약한
다. 냄새 역치:

자료 없음

라. pH

해당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해당없음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해당없음
사. 인화점/인화점 범위

해당없음
아. 증발 속도

자료 없음

자. 인화성 (고체, 가스)

자료 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폭발 한계: LEL (폭발 범위의 하한):  해당없음
UEL (폭발 범위의 상한):  해당없음

카. 증기압:

자료 없음
타. 용해도:

수용해도: 무시할만함 

파. 증기 밀도

자료 없음
하. 비중

1.00 - 1.01 g/cm³

거. n-옥탄올/물 분배계수:

자료 없음

너. 자연발화 온도:

자료 없음
더. 분해 온도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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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K-Resin®
물질 번호 KRS001

 개정일: 2019-9-27
버전: 8
언어: ko-KR,US
인쇄일: 2019-11-8

쪽: 7 의 11

러. 점도

점도 -

머. 분자량

자료 없음
추가 정보

폭발 속성: 먼지가 발생할 경우 (미세 분진): 먼지 폭발 위험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반응성: 자료 없음

화학적 안전성: 권장하는 보관 상태에서 안정.

위험한 반응 가능성: 먼지가 발생할 경우 (미세 분진): 먼지 폭발 위험

나. 피해야 할 조건

열로 부터 보호. 점화를 유발하는 것들로 부터 멀리 둔다. - 흡연 금지. 정전기 방전 
예방 조치

다. 피해야 할 물질

강산화제류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본 물질은 매우 과열되면 유해성 분해 생성물을 발생할 수 있음: 단량체, 탄화수소, 
가스/증기, 고리형 저분자 올리고머,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열 분해: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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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K-Resin®
물질 번호 KRS001

 개정일: 2019-9-27
버전: 8
언어: ko-KR,US
인쇄일: 2019-11-8

쪽: 8 의 11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해당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 독성 (경구): 해당 데이터를 따르면 분류 기준에 맞지 않는다.

급성 독성 (경피): 해당 데이터를 따르면 분류 기준에 맞지 않는다.

급성 독성 (흡입): 해당 데이터를 따르면 분류 기준에 맞지 않는다.

피부 부식성/자극성: 자료없음.
먼지: 피부, 눈과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처리, 열에 의한 유해성: 증기: 피부, 눈과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중증의 눈 손상/눈 자극: 자료없음.
먼지: 피부, 눈과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처리, 열에 의한 유해성: 증기: 피부, 눈과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호흡기 과민성: 해당 데이터를 따르면 분류 기준에 맞지 않는다.
동물시험에서의 특이한 증상: 음성.

피부 과민성: 해당 데이터를 따르면 분류 기준에 맞지 않는다.
동물시험에서의 특이한 증상: 음성.

생식세포 변이원성/유전 독성: 자료없음.

발암성: 자료없음.

생식독성: 자료없음.

수유 독성: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자료없음.
먼지: 피부, 눈과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처리, 열에 의한 유해성: 증기: 피부, 눈과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자료없음.

흡인 위해성: 자료없음.
그 밖의 참고사항: 적절히 취급하면, 제품을 장기간 취급하더라도 악영향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지 않음.

증상

먼지: 피부자극, 눈자극 와(과) 빨갛게
용해된 제품은 심한 화상을 유발할 수 있다.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수생생태 독성: 수생독성의 증거가 없음

나. 잔류성 및 분해성

기타 세부 사항: 생체내 분해 이 제품은 생물학적으로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생분해 에서 UV 방사/태양광
환경에서의 반감기: >=100 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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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K-Resin®
물질 번호 KRS001

 개정일: 2019-9-27
버전: 8
언어: ko-KR,US
인쇄일: 2019-11-8

쪽: 9 의 11

다. 생물 농축성

플라스틱 축적을 피하기 위해 바다 또는 다른 수환경에 폐기할 수 없음.
n-옥탄올/물 분배계수: 자료 없음

라. 토양이동성

자료 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일반 정보: 지하수, 지표수 또는 배수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시오.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 방법

권고: 재활용 또는 특수 폐기물 소각
적절한 처리 후, 본 제품은 재용융되어 새로운 조형 완제품으로 재가공될 수 있음. 
기계적 재순환은 물질이 선택적으로 회수되어 형태에 따라 주의깊게 분리되는 
경우에만 가능함.

나. 폐기시 주의사항

권고: 폐기물은 해당 법규에 따라 폐기하시오. 오염되지 않고 잔류물을 제거한 포장재는 
재활용될 수 있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 번호

ADR/RID, IMDG, IATA-DGR: 해당 없음.

나. 유엔 적정 선적명

ADR/RID, IMDG, IATA-DGR: 제한되지 않음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ADR/RID, IMDG, IATA-DGR: 해당 없음.

라. 용기등급 (해당하는 경우)

ADR/RID, IMDG, IATA-DGR: 해당 없음.

마. 해양오염 물질(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

아니오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운송 규정에서의 위험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US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적정 선적명: 제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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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K-Resin®
물질 번호 KRS001

 개정일: 2019-9-27
버전: 8
언어: ko-KR,US
인쇄일: 2019-11-8

쪽: 10 의 11

해상 운송 (IMDG)
적정 선적명: 제한되지 않음
해양오염 물질: 아니오

항공 운송 (IATA)
적정 선적명: 제한되지 않음

15. 법적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가 규정 - U.S. Federal Regulations

TSCA Inventory: listed; EPA flags XU
TSCA HPVC: not listed
Carcinogen Status:
   IARC Rating: Group 3
   OSHA Carcinogen: not listed
   NTP Rating: not listed

국가 규정 - U.S. State Regulations
유해성 등급 시스템:

1
1 0

NFPA Hazard Rating:
   Health: 1 (Slight)
   Fire: 1 (Slight)
   Reactivity: 0 (Minimal)

HEALTH 1

FLAMMABILITY 1

PHYSICAL HAZARD 0

X

HMIS Version III Rating:
   Health: 1 (Slight)
   Flammability: 1 (Slight)
   Physical Hazard: 0 (Minimal)
   Personal Protection: X = Consult your supervisor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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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K-Resin®
물질 번호 KRS001

 개정일: 2019-9-27
버전: 8
언어: ko-KR,US
인쇄일: 2019-11-8

쪽: 11 의 11

나. 최초 작성일자

2017-4-6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버전 8
개정일 2019-9-27
라. 기타

개정 사유: 1 항의 수정: 제품목록의 변경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부서: 연락 담당자:

1 장을 참조하시오: 정보 책임 기관

이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는 우리가 아는 최대 범위내에서 작성됐으며, 개정일 시점까지 반영된 
것이다. 법적 책임 규정의 견지에서, 명시된 제품의 성질에 대해 보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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