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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1. 물질/혼합물 및 회사/사업에 관한 정보

GHS 제품 식별자

제품명 Verb Strong Hairspray

다른 식별 방법

동의어 없음

화학제품의 권고 용도 및 사용의 제한

권고 용도 이용 가능한 정보 없음

권고되지 않는 사용 이용 가능한 정보 없음

공급사 정보

주소
Chicago Aerosol
1300 North Street
Coal City, IL  60416

비상 전화번호
(866) 643-5100
Chemtrec (800) 424-9300

2. 유해성 확인

분류

심각한 눈 손상/눈 자극 카테고리 2A

발암성 카테고리 2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카테고리 3

단순 질식성 있음

가연성 에어로졸  카테고리 1

고압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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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개요

신호어 위험 유해 
문구 

눈에 심각한 자극 유발

발암성 의심

호흡기계 과민증 유발 가능

졸음 또는 어지러움증 유발 가능

가연성이 극도로 높은 에어로졸

일반 주의사항 노출되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의사의 상담/치료를 받으시오.

눈

눈에 들어간 경우: 물로 조심스럽게 몇 분 동안 씻어내시오. 콘택트
렌즈를 착용했고 쉽게 뺄 수 있다면 렌즈를 빼시오. 계속 헹구시오.

눈이 계속 불편한 경우: 의사의 상담/치료를 받으시오.

흡입
흡입한 경우: 부상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
기 편안한 자세로 쉬게 하시오.

저장방법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시오.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하시오. 용기를 꽉 닫아놓으시오.

햇볕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오. 50°C/122°F 이상의 온도에 노
출시키지 마시오.

폐기 내용물과 용기는 허가된 폐기물 처리 공장에 폐기하시오.

주의 문구

예방

사용 전 특별 지시사항을 읽으시오.

모든 안전 예방조치를 읽고 이해한 후에 제품을 다루시오.

필요한 경우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시오.

취급 후 얼굴, 손, 노출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시오.

눈/얼굴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분진/연기/가스/분무/증기/스프레이 흡입을 피하시오.

실외 또는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만 사용하시오.

열/불꽃/불길/뜨거운 표면 가까이 두지 마시오.
- 금연.

불이나 발화 원인이 될 수 있는 곳에 스프레이하지 마시오.

압축 용기: 다 쓰고 난 후에라도 절대 구멍을 뚫거나 불에 넣지 마시오.

외관 물리적 상태  냄새

투명 에어로졸  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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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조치 요령

필수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설명

눈에 들어간 경우
즉시 충분한 양의 물을 사용하여 위쪽과 아래쪽 눈꺼풀을 들어올리면서 
최소 15분 이상 씻어내시오. 불편함이 지속되면 즉시 치료를 받으시오. 

피부에 닿은 경우
따뜻한 물과 비누로 씻어내시오. 액화 가스에 접촉한 경우, 얼은 부분을 
미지근한 물로 녹이시오.  증상 발현 시 치료를 받으시오.

흡입한 경우
흡입한 경우: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편안한 자세로  
쉬게 하시오. 숨을 쉬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하시오. 숨 쉬기가 어려운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의사의 치료를 받게 하시오.

섭취한 경우
물로 입 안을 씻어낸 후 물을 충분히 마실 것.  억지로 토하지 말 것. 의식이 
없는 사람의 입에 절대 아무것도 넣지 말 것. 의사의 치료를 받게 할 것.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유해성(HNOC) 액체의 급속한 증발은 동상을 유발할 수 있음.

기타 정보
흡입하면 해로울 수 있음. 내용물을 의도적으로 농축하고 
흡입하는 행위는 건강에 해롭거나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음.

2. 조성물/성분 정보

화학명 CAS 번호 함유량 % 영업 비밀

에틸 알코올(Ethyl Alcohol) 64-17-5 < 55 *

1,1-디플루오로에탄(Difluoroethane) 75-37-6 < 45 *

2-아미노-2-메틸-1-프로판올 
(2-Amino-2-Methyl-1-Propanol) 124-68-5 < 1 *

*조성물의 정확한 비율(농도)은 영업 비밀이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4페이지
750 Lexington Avenue, New York, NY 10022   •   1-877-886-7080   •   www.verbproducts.com

물질안전보건자료
규제부서

5. 화재 진압 시 대처방법

적절한 소화제 이산화탄소(CO 2 ). 분말 소화물질. 내알코올 형포 물안개.

부적절한 소화제 이용 가능한 정보 없음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특정 위험 이용 가능한 정보 없음

유해성 연소 제품
열분해 시 자극성 및 독성 가스와 증기가 방출될 수 있음:  
탄소산화물. 질소산화물(NOx).

폭발 데이터

기계적 충격에 대한 민감도 있음

정전 방전에 대한 민감도 있음

소방관을 위한 보호 장구 및 주의 사항
다른 모든 화재와 마찬가지로, 압력 조절이 가능한 독립적인  
호흡 장비를 착용하고 MSHA/NIOSH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장비 전체를 착용하시오.

6.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개인별 주의사항

압축된 내용물임.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캔을 
찌그러뜨리거나 구멍을 내거나 소각하지 마시오. 피부,  
눈, 옷에 닿지 않게 하시오. 손상된 용기나 누출된 내용물을 
만지지 마시오.

환경을 위한 주의사항  생태 정보는 섹션 12를 참조하시오.

가장 중요한 증상/영향(급성 또는 지연)

가장 중요한 증상/영향
눈 자극/반응. 동상. 졸음. 어지러움. 
단순 질식성.

즉시 의사의 치료 및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것을 나타내는 징후

의사가 참고할 사항 증상에 따라 치료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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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급 및 보관방법

안전한 취급을 위한 주의사항

취급
압축된 내용물임. 불길, 뜨거운 표면, 점화원으로부터 멀리 
두시오. 피부, 눈, 옷에 닿지 않게 하시오.

안전한 저장 조건(부적합한 조건 포함)

저장방법
열, 불길, 태양광선, 기타 화학물 등으로부터 멀리있는, 시원하고 
건조한 공간에 보관할 것.

비호환성 제품 강력한 산화제.

누출 방지 방법 추가로 누출되거나 엎지러지지 않도록 조치하시오(안전한 경우).

청소 방법
쓸어 담아 적절한 라벨이 붙은 용기로 옮겨 담으시오. 쏟아진 
액체를 모래, 흙, 기타 불연소 흡수성 물질로 덮으시오. 오염된 
표면을 철저하게 청소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 보호구

관리 매개변수
노출 지침

화학명 ACGIH TLV  OSHA PEL NIOSH IDLH

에틸 알코올(Ethyl Alcohol)
 TWA: 1000 ppm  TWA: 1000 ppm  TWA: 1000 ppm

 Ethyl Alcohol 64-17-5

적절한 공학적 통제

공학적 조치

샤워

눈 세척 스테이션

환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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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리화학적 특성 

물리적 상태 에어로졸

외관 투명

냄새 향이 있음

냄새 역치 이용 가능한 정보 없음

특성 수치 비고/ 방법

pH 이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여기에 입력

용융점/범위 이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여기에 입력

비점/범위 79.4 C  / 175 F 농축 시

인화점 18.3 C/ 65 F 오픈 컵(순 에탄올의 경우)

증발률 > 1 여기에 입력

인화성(고체, 기체) 이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여기에 입력

인화성(대기 내 한계) 이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여기에 입력

연소 상한계 이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여기에 입력

연소 하한계 이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여기에 입력

증기압 55-65 psig@ 70F 여기에 입력

증기 밀도 이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여기에 입력

비중 0.84 물 = 1

개인보호장비와 같은 개인별 보호 조치

눈/얼굴 보호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보호 장구가 필요하지 않음. 접촉 위험 
시 착용할 것:  측면 실드가 있는 보안경.

피부 및 신체 보호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보호 장구가 필요하지 않음. 가벼운 
방호복. 보호 장갑. 장갑 제조사에서 명시한 투수성 및 파과시간에 
대한 지침을 지킬 것. 절단이나 마모 등의 위험과 같이 제품이 
사용되는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할 것.

호흡기 보호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보호 장구가 필요하지 않음. 노출 
한계를 넘었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승인된 호흡보호구를 
착용해야 함.

 위생 조치  업계의 위생 및 안전 모범 관행에 따라 취급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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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정성 및 반응성

반응성 정상적 환경에서는 반응하지 않음.

화학적 안정성 권장 보관 조건하에서 안정적임.

유해 반응 가능성 정상적인 처리 과정에서는 없음.

유해 중합 유해 중합 반응을 일으키지 않음.

피해야 할 조건 열, 불길 및 불꽃.

비호환성 물질 강력한 산화제.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 물질 탄소산화물. 질소산화물(NOx).

특성 수치 비고/ 방법

수분 용해도 이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여기에 입력

기타 용액 용해도 이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여기에 입력

분배 계수: N-옥탄올/물 이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여기에 입력

자동발화 온도 이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여기에 입력

분해 온도 점도 이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여기에 입력

가연 특성 인화성 없음 여기에 입력

폭발 특성 이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여기에 입력

산화 특성 이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여기에 입력

기타 정보

VOC 함량(%)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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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제품 정보

흡입
기도를 자극할 수 있음. 졸음 및 어지러움증 유발 가능. 내용물을 
의도적으로 농축하고 흡입하는 행위는 건강에 해롭거나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음.

눈 접촉 눈에 닿을 경우 제품 구성 성분으로 인해 눈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음.

피부 접촉 제품과의 접촉은 동상을 유발할 수 있음.

섭취
삼킬 경우 해로울 수 있음. 섭취 시 위장 장애, 메스꺼움, 구토, 설사가 
있을 수 있음.

화학명 LD50 경구 LD50 피부 LC50 흡입

에틸 알코올(Ethyl Alcohol) 7060 mg/kg (Rat)  - 124.7 mg/L (Rat) 4 h

물리적, 화학적, 독성학적 특성 관련 증상

증상
액체가 눈에 닿는 경우 눈에 쏘는 듯한 아픔, 타는 듯한 느낌, 찢어짐, 
충혈 등이 나타날 수 있음. 누출된 액체가 피부에 닿지 않게 할 것(동상 
위험 있음).

지연 또는 즉각적인 영향 및 장기/단기 노출 시의 영향

과민성 이용 가능한 정보 없음

유전자 돌연변이 이용 가능한 정보 없음

발암성

에탄올은 알코올성 음료로 섭취하거나 남용했을 때에만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장기간의 연구에서 드러났습니다. IARC와 ACGIH는 동물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닐 아세테이트를 발암 물질로 규정하였습니다. 
비닐 아세테이트의 고농도 증기(600 ppm) 증기에 평생 노출했을 때, 
쥐(rat)의 기도에 악성 및 양성 종양이 생겼습니다(mice에는 나타나지 
않음). 이러한 반응은 자극 효과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닐 
아세테이트의 발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쥐를 대상으로 두 가지의 
음용수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최대 0.5%의 
농축수에 동물을 노출하였는데, 여기서는 발암성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더 높은 농도로 진행했는데(최대 1%의 
농축수), 위와 구강에서 암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비닐 아세테이트가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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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규제부서

화학명 LOG POW

에틸 알코올(Ethyl Alcohol) -0.32

화학명 ACGIH  IARC NTP OSHA

에틸 알코올(Ethyl Alcohol) A3  그룹 1 알려짐 X

생식 독성 이용 가능한 정보 없음

STOT - 1회 노출 호흡기계 과민증 유발 가능. 졸음 또는 어지러움증 유발 가능.

STOT - 반복 노출 이용 가능한 정보 없음

흡인 유해성 이용 가능한 정보 없음

독성 수치 - 제품
다음 수치는 GHS 문서의 3.1장에 근거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LD50 경구 8538 mg/kg; 급성 독성 추정치

LD50 피부 23700 mg/kg; 급성 독성 추정치

흡입 mg/L; 급성 독성 추정치

증기 134.2 mg/L; 급성 독성 추정치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독성
이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화학명 조류에 미치는 독성  어류에 미치는 독성 미생물에 미치는 독성 DAPHNIA MAGNA (물벼룩)

에틸 알코올 
(Ethyl Alcohol)

LC50 96 h: 12.0-
16.0mL/L

EC50=34634 mg?L 
30 min

LC50 48h: 9268-14221 
mg/L

잔류성 및 분해성 이용 가능한 정보 없음

생물축적 이용 가능한 정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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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규제부서

기타 유해 영향 이용 가능한 정보 없음

13. 폐기 시 주의사항

폐기물 처리 방법 연방, 주, 현지 규정에 따라 폐기하시오.

오염된 포장재 빈 용기를 재사용하지 마시오.

14. 운송 정보

DOT

적정 선적명 연방, 주, 현지 규정에 따라 폐기하시오.

위험 등급 ORM-D

 설명 소비자 상품, ORM-D

응급상황 대응 가이드 번호 126

TDG

UN 번호 UN 1950

적정 선적명 에어로졸

위험 등급 2.1

설명 UN 1950, 에어로졸, 2.1

MEX

UN 번호 UN 1950

적정 선적명 에어로졸

위험 등급 2.1

설명 UN 1950, 에어로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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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규제부서

ICAO

UN 번호 ID8000

적정 선적명 소비자 상품

위험 등급 9

설명 ID8000, 소비자 상품, 9

IATA

UN 번호 ID8000

적정 선적명 소비자 상품

위험 등급 9

ERG 코드 9L

설명 ID8000, 소비자 상품, 9

IMDG/IMO

UN 번호 UN 1950

적정 선적명 에어로졸

위험 등급 2.1

EMS 번호 F-D, S-U

설명 UN 1950, 에어로졸, 2.1

 15. 법적 규제현황

 국제 목록

TSCA 이 제품의 모든 성분은 TSCA 목록에 등재되어 있거나 
면제입니다.

DSL  준수 또는 면제

범례

TSCA 미국 독성물질 관리법 목록 8(b)

DSL/NDSL 캐나다 국내 화학물질 목록/비국내 화학물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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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규제부서

미국 연방 규정
1986 특별기금법 개정 및 재허가(SARA)의 표제 III, 제313절. 
이 제품은 미국 연방 규정집 표제 40, 제372편에 명시된 보고 
요건에 속하는 화학물질(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화학명 CAS 번호 함유량 %  SARA 313 - 한계치 %

SARA 311/312 위험 범주

급성 건강 위험 있음

만성 건강 위험 있음

화재 위험 있음

갑작스런 압력방출 위험 있음

반응 위험 없음

 CWA (수질 오염 방지법)

화학명 CWA - 보고필요 수량
CWA - 유독성  

오염물질
CWA - 우선관리  

오염물질
CWA - 유해물질

 CERCLA

화학명 유해 물질 RQS  극상 유해 물질 RQS RQ

미국 주 규정 캘리포니아 발의안 제65호
에틸 알코올은 알코올성 음료로 섭취했을 때에만 발의안  
제65호에 명시된 발달 유해물질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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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부서

화학명 CAS 번호  캘리포니아 발의안 제65호

에틸 알코올(Ethyl Alcohol)  64-17-5 발달

 미국 주의 '알 권리' 규정

화학명 뉴저지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일리노이 로드아일랜드

 에틸 알코올(Ethyl Alcohol) X X X -

 1,1-Difluoroethane X X

미국 EPA 라벨 정보

EPA 농약 등록번호  해당 사항 없음

 15. 법적 규제현황

NFPA 건강 위험 2 인화성 4 불안정성 0 물리화학적 위험

HMIS  건강 위험 2* 인화성 4 물리적 위험 0 개인 보호 X

*만성 건강 위험을 나타냄.

작성자

Chicago Aerosol
 1300 North Street
 Coal City, IL 60416
 (800) 572-6501

발행일 2015년 6월 9일

개정일 2015년 6월 9일

개정 관련 사항 최초 배포

일반 면책 조항

본 물질안전보건자료(SDS)는 발표된 시점에서 최신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가장 
정확한 내용을 기술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안전한 취급과 처리, 저장, 운송, 폐기, 
방출을 안내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제품에 대한 보증이나 품질 규격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특정된 물질에만 관련되어 있으며, 이 물질이 다른 
물질과 함께 사용되거나 본문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과정에 쓰이는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