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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품 정보

1.1 제품 이름: 습도 Rx 

1.2 제품 식별: 194-30B CPF-99-60018, CPF-99-60AHSPRAY05 

1.3 권장 사용 / 제품 사용: 헤어 케어 

1.4 제조업체의 이름/주소/전화: 

2-2-0 연구소

2375 세 번째 세인트, 리버 사이드, CA 92507

전화: (951) 683-2912 FAX: (951) 683-0952

1.5 비상 전화: 

Chemtrec (24시간) 1-800-424-9300 (미국 수신자 부담) 국제 전화: 011-703-527-3887 (통화 수집 허용) 

계약 # CCN5 

1.6 제작: 색상 방지 

2.유해 분류 제품 정보

분류 라벨 위험 진술 코드 

아이콘 신호 단어 위험 진술 

위험 

클래스 

위험 

범주 Ghs 유엔 모델 

규정 

어 로 졸 2 경고 인화성 에어로졸 

가압 용기: 가열하면 파열될 수 

있습니다. 

H223 

H229 

심각한 눈 

손상/눈 

자극 

2a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고 심각한 눈 자극의 원인 H319 

기준 에어로졸 위험 카테고리 2: 분무 점화 테스트에서 점화 거리 ≥ 15cm이지만 75cm 미만의 스프레이 에어로졸 

2.2: 예방 성명서 

일반 예방 조치 진술: 

P101: 의료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품 용기 또는 라벨을 손에 들고있습니다. 

P102: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P103: 사용하기 전에 라벨을 읽으십시오.  

제품 특정 예방 조치 진술: 

P210: 열/불꽃/화염/뜨거운 표면을 멀리하십시오.  금연. 

P211: 화염이나 기타 점화 원에 스프레이하지 마십시오. 

P251: 사용 후에도 관통하거나 구울 수없습니다. 

보관소: 

P410+P403+P412: 햇빛으로부터 보호하세요.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50°C/122°F를 초과하는 온도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응답:  

P305+P351+P338: 눈가에 있는 경우: 몇 분 동안 조심스럽게 물로 헹구세요. 콘택트렌즈가 존재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경우 를 

제거합니다.  계속 헹도 

P337+P313: 눈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 조언/주의하세요. 

폐기: 섹션 13을 참조하십시오.      

2.3 분류를 초래하지 않거나 GHS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위험. . 규제 (EU) 201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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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대로만 사용하십시오. 의도적으로 내용물들을 집중시키고 흡입하여 의도적으로 오용하는 것은 유해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3.성분에 대한 구성 / 정보 : 혼합물  /  CBI

참고:  재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BI에 대한 관할 당국 규칙이 제품 식별 규칙보다 우선합니다. 다음 화학 물질은 제품에 대 한 

유해 한 것 들.  CBI는 비위험 성분에 대해 주장됩니다. 

화학 적 정체성 경우 # 아인텍스 # % (총 수식) 인화점 도달 등록 

알코올 데나트. 64-17-5 200-578-6 40 - 52 55F 01-2119457610-43-0648

수소불화탄소 152a 75-37-6 200-866-1 45 - 60 & -58oF VOC는 미국 면제 

3.1 불순물 및 안정화 첨가제는 스스로 분류되고 물질의 분류에 기여합니다. 

없음 선물 

3.2 ▪ 혼합물: GHS의 의미 내에서 위험 하 고 그들의 컷 오프 수준 위에 존재 하는 모든 재료의 화학 정체성 및 농도

또는 농도 범위.

▪ 생식 독성, 발암성 및 카테고리 1 돌연변이율에 대한 차단 수준은 3  0.1 %입니다.

▪ 컷오프 수준 위에 존재하는 경우 REACh SVHC는 여기에 언급 될 것이다.

다른 모든 위험 클래스의 차단 수준은 3  1%입니다. 

참고:  재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BI에 대한 관할 당국 규칙이 제품 식별 규칙보다 우선합니다. 

없음 선물 

4.응급 처치 조치

노출의 기본 경로 급성 

표적 장기 또는 시스템; 

증상 및 노출 징후 

만성 

표적 장기 또는 시스템; 

증상 및 노출 징후 

응급 처치 치료 

섭취 예상되는 노출 경로가 

아닙니다.   

예상되는 노출 경로가 

아닙니다. 

희석할 충분한 물을 마십니다. 즉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눈 눈: 발적. 통증이 

있습니다. 

눈: 발적. 통증이 

있습니다. 

15분 동안 물로 눈을 씻어내다.  자극이 지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피부 배출된 가스는 동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비누와 물로 철저히 씻으십시오.  서리에 물린 

경우, 옷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물에 담그세요. 

흡입 어쩌면 산소를 대체. 

(호흡 곤란; 질식). 

기침. 인후통. 졸음. 

무의식. 

의도적인 흡입은 

심부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에 피해자를 제거합니다.  호흡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5.소방 대책

5.1 소화 방법: (적합하고 적합하지 

않음) 

CO2,거품, 건조 화학 및 물 스프레이 

5.2 화학 물질로 인한 특정 위험(예: 

유해 연소 제품의 특성). 

과도한 열에 노출 된 닫힌 용기가 파열 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분쇄하거나 

구멍을 뚫지 마십시오. 

5.3 소방관을 위한 특수 보호 장비 및 

예방 조치. 

화재는 안전한 거리에서 싸워야합니다. 소방관은 얼굴 전체, 자급식 호흡 장치 

및 전체 보호 복을 착용해야합니다. 

6.우발적 인 릴리스 조치

6.1 개인 예방 조치, 보호 장비 및 비상 

절차: 

석방 정도에 따라 소방관/응급 구조대가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갖춘 청소의 

필요성을 고려하십시오.  청소하는 동안 먹거나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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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환기 적절한 환기와 함께 사용 

6.3 호흡 기관의 필요한 없음, 적절한 환기와 함께 사용할 때 

6.4 환경 예방 조치: 제품을 빗물이나 수로에 버리지 마십시오. 

6.5 봉쇄 및 청소를위한 방법 및재료. 점화원을 배제하고 이 지역을 환기시한다. 증기를 호흡하지 마십시오. 섹션 7 과 

8의 보호 조치를 참조하십시오. 제품은 에어로졸 용기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지구 또는 기타 비 인화성 흡수제로 누출되는 물질이 있는 안전한 내화 용기에 

넣은 후 현장 지침당 누출 에어로졸을 폐기하십시오. 

7.취급 및 보관 정보

7.1 안전한 취급에 대한 예방 조치: 

본 제품을 사용한 후, 먹기 전에,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기 전에 손을 철저히 씻으십시오. 

7.2 비호환성을 포함하여 안전한 보관을 위한 조건. 

과도한 열, 화염, 불꽃 및 기타 가능한 점화 원으로부터 멀리하십시오. 손상되었거나 표시되지 않은 컨테이너 또는 

저장 장치에 저장하지 마십시오. 창고 보관의 경우 자재 취급 장비의 손상이나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 팔레트와 

케이스를 배치해야 합니다. 사용 시 에어로졸을 조심스럽게 스프레이하고 사용 후 캡을 사용하십시오. 

8.노출 제어 / 개인 보호

8.1 제어 매개 변수, 예를 들어, 직업 노출 제한 값 또는 생물학적 제한 값. 

8.2 적절한 엔지니어링 제어. 

8.3 개인 보호 장비: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량(예:  > 1 갤런)을 취급할 때, OSHA 규정당 보호 

안경, 장갑, 부츠 및 앞치마를 착용하십시오(29 CFR 1910.133) 

화학 적 정체성 경우 # 아인텍스 # 
공기 중의 노출 제한 

다른 
TLV ppm ppm용 

알코올 데나트. 64-17-5 201-142-8 1000 1000 알려지지 않은 

수소불화탄소 152a 75-37-6 200-866-1
설립되지 

않음 
설립되지 않음 알려지지 않은 

9.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 잠정

ND = 데이터 없음 / N/A = 적용되지 않음 

   농축: 에어로졸화 제품: 

9.1a 모양을: 투명 액체 미세 미스트 스프레이 

9.1b 색: 무색 무색 

9.1c 비중: & 1.0 N/A 

9.1d 점도: N/A N/A 

9.2 냄새 표준과 일치하도록 표준과 일치하도록 

9.3 냄새 임계값 표준과 일치하도록 표준과 일치하도록 

9.4 Ph: > 4.0 -  &10.0 N/A 

9.5 융점/동결점 -(160-180) N/A 

9.6 초기 비등점 및 끓는 범위: (160-180) N/A 

9.7 인화점: (45-60) N/A 

9.8 증발 속도 1 - 5 N/A 

9.9 가연성: 고체/가스 액체 연 무질 

9.10 상부/하부 인화성 또는 폭발성 

한계 

(1-5)% - (15-20)% N/A 

9.11 증기압 에탄올 (44.6 @ 68ºF) N/A 

9.12 증기 밀도 Nd N/A 

9.13 상대 밀도 특정 중력 참조 N/A 

9.14 용해도(ies) 알코올/물 N/A 

9.15 파티션 계수: n-옥타놀/물 Nd N/A 

9.16 자동 온도 N/A N/A 

9.17 분해 온도 Nd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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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휘발성 유기 화합물 (VOC) % Cbi VOC = &55.0% 

9.19 연소의 열 N/A <20 kJ/g (NFPA 30B) 

10.안정성 및 반응성

10.1 화학적 안정성: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안정 

10.2 유해 반응 가능성: 위험한 중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0.3 피해야 할 조건: 화염, 불꽃, 고열 50°C/122°F  또는 기타 열원 근처에서 사용 또는 보관 

10.5 호환되지 않는 물질: 강력한 산화 제 

10.2 유해 분해 제품: 화재에 관여할 때 자극적인 증기와 독성 가스 

11.독성 정보

(1272/2008 파트2: 건강 위험) 

심볼 / 픽토그램 위험 등급 및 위험 범주 
이제품에 대한

분류

GHS06 

섹션 3.1 

두개골과 십자가 뼈 / 

급성 독성 (경구, 진피, 흡입), 위험 범주 1, 2, 3 분류되지 않음 

GHS05 

섹션 3.2 

부식 / 피부 부식, 위험 카테고리 1A, 1B, 1C 

심각한 눈 손상, 위험 카테고리 1 

금속에 부식성, 위험 카테고리 1 

분류되지 않음 

GHS07 

섹션 3.1 

느낌표 / 눈 자극, 위험 카테고리 2 H319 

GHS08 

섹션 3.4 

건강 위험 / 호흡기 감도, 위험 카테고리 1 

세균 세포 돌연변이, 위험 범주 1A, 1B, 2 

발암성, 위험 범주 1A, 1B, 2 

생식 독성, 위험 범주 1A, 1B, 2 

특정 표적 장기 독성 — 단일 노출, 위험 카테고리 1, 2 

특정 표적 장기 독성 — 반복노출, 위험 카테고리 1, 2 

포부 위험, 위험 카테고리 1 

분류되지 않음 

12.생태 정보

12.1 생태 독성 (수생 및 지상파 사용 가능) 

12.2 
데이터는 완성된 양호에 대해 실험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혼합물에 화합물의 알려진 된 과학적 증거와 

함께 컴파일. 제품은 동물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완성 된 양호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급성 위험 카테고리 1 수생 

독성 

분류되지 않음 

만성 위험 카테고리 1 분류되지 않음 

만성 위험 카테고리 2 분류되지 않음 

다음과 같은 환경 위험 클래스 및 위험 범주에는 그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섹션 4.1: 수생 환경에 위험 — 만성 위험 카테고리 3, 4 

만성 위험 카테고리 3 분류되지 않음 

만성 위험 카테고리 4 분류되지 않음 

지속성 및 저하성 데이터 없음 

생물 축적 잠재력 데이터 없음 

토양의 이동성 데이터 없음 

다른 부작용 알려지지 않은 

13.처분 고려 사항

13.1 연방, 주 또는 지방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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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06 (a)(1) 

에어로졸은 압력 하에 추진체에 의해 미스트, 스프레이 또는 폼으로 용기에서 분배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현재 에어로졸 캔은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의 유니버설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2018년 3월, EPA는 연방 자원 보존 및 

회수법(RCRA)에 따라 보편적 폐기물 프로그램에 위험 폐기물 에어로졸 캔을 추가하는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에어로졸은 해당 내용의 구멍을 뚫고 방출된 경우 유니버설 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40CFR, 파트 273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고체가 남아 있는 경우 CFR 섹션 261.3의 제목 40을 기반으로 분류를 결정해야 합니다.  차례로, 40 CFR 262.11은 40 

CFR 섹션 261.2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고형 폐기물이 생성된지 결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따라야 하는 프로세스를 

기술합니다 261.2는 유해한 폐기물입니다. 

14.1 14.교통 정보

적절한 배송 이름 기호 

49 CFR (GND) UN1950, 에어로솔, 

FLAMMABLE, 2.1, "LTD. QTY." 

제한된 수량: 항공 운송 이외의 모드(49 CFR § 172.315 – 제한된 

수량) 

완전히 규제: 

49 CFR (GND) UN1950, 에어로솔, 인화성, 

2.1 

IATA(AIR) ID 8000, 소비자 상품, 9 

ID 8000 

한정 수량: 항공 운송 (49 CFR § 172.315 – 제한된 수량) 

IMDG (OCN) UN1950, 에어로솔, 인화성, 

2.1, "LTD. QTY." 

EMS # F-D, S-U 

제한된 수량: 항공 운송 이외의 모드(49 CFR § 172.315 – 제한된 

수량) 

완전히 규제: 

IMDG (OCN) UN1950, 에어로솔, 인화성, 

2.1 

 상황에 따라 배송 옵션이 두 개 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선택하십시오. 

14.3 해양 오염 물질: 아니요 49 CFR 부록 B 섹션 1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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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규제 정보

15.1 

OSHA 위험 통신 표준 CFR 1910.1200; 

유엔은 위험물 운송에 대한 권고를 권고합니다.  

GHS ST/SG/AC.10/30 Rev7e  

미국: 연방 유해 물질 운송법 (49 미국 .C. 5101 et seq. ); 

CLP1272/2008 

규제 (EU) 2015/830 

건강 캐나다: 소비자 화학 및 컨테이너 규정에 대한 참조 매뉴얼, 2001 년 유해 제품 법 

캐나다 분류: 인화성 에어로졸: 

기호: 

신호 단어 : 주의 / 주의; 경고 / 회피 

기본 위험 진술:  

1.인화성/인화성,

2.가열하면 용기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 이 용기는 샤페인

경우 폭발할 수 있습니다.

기준: 화염 투영: ≥15cm - ≤45cm

기준: 에어로졸: 수동으로 작동하는 밸브를 사용하여 가압 된

내용을 방출하도록 설계된 일회용 금속 용기.

추가 위험 진술: 

화염이나 불꽃이 있는 경우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염이나 

불꽃이 있는 경우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압박감 속에서 행복해. 뜨거운 물이나 라디에이터, 스토브 또는 

기타 열 원에 배치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구멍을 뚫거나 

소각하거나 50oC.Content 이상의 온도에서 저장하지 마십시오. 

뜨거운 물이나 라디에이터, 스토브 또는 기타 열원에 넣지 

마십시오. 용기를 관통하거나 불에 던지거나 50도를 초과하는 

온도에서 보관하지 마십시오. 

15.2 EPA 사라 제목 III 화학 목록 

섹션 302 매우 유해 물질: 없음 섹션 304 CERCLA 유해 물질: 없음 

섹션 313 독성 화학 물질: 아무도 존재 하거나 아무도 규제 된 수량에 존재. 

15.3 캘리포니아 소품 65 :  보고 가능한 구성 요소 없음 

16.기타 정보: SDS의 준비 및 개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

16.1 버전: 2 (섹션 2.1, 2.2, 9.7, 9.19, 10.3, 14.2, 15, 16)  

개정 1 (1.8) 2019-07-23; 

개정 2 (1.7 – CCN5 후 별표를 제거) 2019-10-30; 

개정 3 (§ 2, 14.2에서 압력을 받는 가스에 대한 참조 제거) 2019-12-11; 

개정 4 (2.1 비 인화성 에어로졸 기준 설명) 2020-01-09 

버전 3 

개정 1 (14.1 – 디자인 및 서식), 16.1, 16.2 서식) 2020-01-17 

개정 2 (2.1 예방 성명서) 2020-01-28 

개정 3 (13.1; 16.6, 16.7) 2020-01-29 

개정 4 (GHS 라벨 추가) 2020-03-05 

개정 5 (섹션 2.2, 11, 12, 15) 2020-03-25 

버전 4  

개정 1 (개혁) 2020-05-02 

개정 2 (4.0) 2020-05-13 

개정 3 (4) 2020-05-18 

개정 4: 섹션 16: 용어집 

개정 5: 2.2 지시대로만 사용하십시오. 의도적으로 내용물들을 집중시키고 흡입하여 의도적으로 오용하는 것은 

유해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2020-07-15 

개정 6: 섹션 2에서 압력 정보 아래에 WERCS OSHA 가스를 추가합니다. 2020-08-27 

레브 7 (3.0, 8.3, 16.4 (MIT/MCI 추가 정보) 2020-12-22 

레브 8 (14.1- 제거 ORM-D)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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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브 9 (REACH에 대한 3 참조) 2021-01-27 

16.2 제작일: 2021-02-17 

저자/이처: 빅토리아 모랄레스 VCM 

16.3 면책 조항: 

이안전 데이터 시트는 전 세계적으로 조화 시스템2(GHS) GHS  개정 7 판 ST_SG_AC10_30_Rev7e., OSHA의 위험 통신

표준, 29 CFR  §  1910.1200에 따라 제공됩니다. 이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 다른 정부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2-2-0

연구소 의 지식의 최고에, 여기에 포함 된 정보는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발행 날짜; 그러나 정확성, 적합성 또는

완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표현되거나 암시된 모든 유형의 보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16.4 용어집:(GHSST/SG/AC.10/30 Rev.7e에서 직접 가져온 정의). 

에어로졸은 금속, 유리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비리필식 리셉터클을 의미하며, 액체, 페이스트 또는 분말의 유무에 

관계없이 압력하에서 압축, 액화 또는 용해된 가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내용물을 가스, 과거 또는 분말 또는 가스 

상태의 액체 상태 또는 가스 상태에서 정지된 고체 또는 액체 입자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출 장치를 장착합니다. 

에어로졸에는 에어로졸 디스펜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암물질: 암을 유도하거나 발병률을 증가시키는 물질 또는 혼합물. 

발암성 :발암물질은 암을 유발하거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화학 물질 또는 화학 물질의 혼합물을 의미한다. 이 위험 

클래스의 물질과 혼합물은 두 가지 위험 범주 중 하나에 할당됩니다. 카테고리 1에는 두 개의 하위 범주가 있습니다. 

GHS 문서의 발암 성 지침 섹션에는 IARC에 대한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AS: 화학 추상 서비스 

CBI: 기밀 비즈니스 정보. 

화학 적 정체성: 고유하게 화학 물질을 식별 할 이름.  이는 국제순수및응용화학연맹(IUPAC) 또는 

화학추상서비스(CAS) 또는 기술이름에 따른 명칭일 수 있다. 

압축 가스: 압력으로 포장할 때 -50°C에서 완전히 가스가 ≤ 가스이며, 임계 온도가 ≤ 모든 가스를 포함합니다. 

금속에 부식성 : 화학 적 작용에 의해 물질 또는 혼합물은 물질적으로 손상, 또는 심지어 파괴, 금속. 

먼지: 가스(보통 공기)에 매달려 있는 물질 또는 혼합물의 고체 입자. 

EC 번호(또는 ECN)는 유럽 커뮤니티에서 위험한 물질, 특히 EINECS에 등록된 물질을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참조 

번호입니다. 

EINECS: 기존 상업용 화학 물질의 유럽 재고 

EU: 유럽 연합 

인화성 가스: 20°C의 공기가 있는 인화성 범위와 101.3 kPa의 표준 압력을 갖는 가스 

인화성 액체: 93°C 이하의 인화점을 갖는 액체. 

인화점: 점화 원의 적용으로 지정된 테스트 조건에서 액체의 증기가 점화되는 최저 온도(101.3kPa의 표준 압력으로 

수정). 

가스는 (i) 50°C에서 300kPa(절대)보다 큰 증기 압력을 가지거나 (ii) 101.3 kPa의 표준 압력에서 20°C에서 완전히 

기체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GHS: 화학 물질의 분류 및 라벨링의 전 세계적으로 조화 된 시스템. 

위험 범주는 각 위험 등급 내의 기준 분할(예: 경구 급성 독성)에는 5가지 위험 범주가 포함되며 인화성 액체에는 

4가지 위험 범주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범주는 위험 클래스 내의 위험 심각도를 비교하며 위험 범주를 보다 

일반적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 클래스는 물리적, 건강 또는 환경 적 위험, 예를 들어 인화성 고체, 발암 물질, 경구 급성 독성의 특성을 

의미합니다. 

위험 진술은 위험 등급 및 범주에 할당된 진술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위험 요소의 위험 정도(적절한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따라 위험 제품의 위험성을 설명합니다. 

IARC: 암 연구를 위한 국제 기구 

초기 비등점 증기 압력이 표준 압력(101.3 kPa)과 동일한 액체의 온도, 즉 제1 가스 버블이 나타납니다. 

https://www.osha.gov/dsg/hazcom/ghoshacomparison.html#footnot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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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위험한 제품을 양보하는 적절한 서면, 인쇄 또는 그래픽 정보 요소 그룹, 위험 제품의 즉각적인 용기에 부착, 

인쇄 또는 부착된 대상 부문과 관련된 것으로 선택하거나, 유해 제품의 외부 포장을 선택합니다. 

라벨 요소:  예를 들어, 픽토그램, 신호 단어와 같은 라벨에 사용하기 위해 조화된 한 가지 유형의 정보. 

LC50 (50% 치명적인 농도 : 화학 물질의 농도는 공기 또는 화학 물질의농도로 인해 수중의 화학 물질로 인해 시험 

동물의 50 % (반)의 사망을 일으킵니다. 

LD50: 한 번에 모두 주어지는 화학 물질의 양은 실험 동물 그룹의 50 %(반)의 사망을 일으킵니다. 

액화 가스는 압력하에서 포장할 때 부분적으로 액체인 가스로 abouve -50°C의 온도에서 부분적으로 액체입니다. 

액체: 50°C에서 300kPa(3bar) 이하의 증기 압력을 가지는 물질 또는 혼합물은 20°C에서 101.3kPa의 표준 압력에서 

완전히 기체가 아니며, 101.3kPa의 표준 압력에서 20°C 이하의 융점 또는 초기 용융점이 있습니다.  특정 융점을 

결정할 수 없는 점성 물질 또는 혼합물은 ASTM D 4359-90 시험에 스내젝트되어야 한다; 또는 도로별 국제 위험물 

운송에 관한 유럽 협약의 부속서 A항 2.3.4항에 규정된 유동성(penetrometer 시험)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 

마르폴: 국제오염방지협약 

혼합물은 반응하지 않는 두 개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 또는 용액을 의미한다. 

돌연변이원: 세포 및/또는 유기체의 인구에 있는 돌연변이의 증가한 발생을 초래하는 에이전트. 

돌연변이: 세포내 유전자3물질의 양 또는 구조의 영구적인 변화. 

ND: 데이터 없음 

해당 / A: 적용되지 않음 

산화 가스: 일반적으로 산소를 제공함으로써 공기보다 다른 물질의 연소를 유발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가스. 

Pictogram: 특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테두리 배경 패턴 또는 색상과 같은 기호와 다른 그래픽 요소를 포함할 수 있는 

그래픽 컴포지션 

예방 성명서: 위험한 제품에 노출되거나 위험 제품에 노출되거나 난폭한 제품에 노출되어 인한 부작용을 채굴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취해야 할 권장 조치를 설명하는 문구(및/또는 픽토그램). 

제품 식별자: 라벨 또는 SDS에서 위험한 제품에 사용되는 이름 또는 번호입니다.  제품 사용자가 특정 사용 설정(예: 

운송, 소비자 또는 작업 장)에서 물질 또는 혼합물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위험물 수송, 시험 및 기준 서재: 제목이 새겨진 유엔 간행물의 최신 개정판 및 이에 대한 공표된 개정안. 

위험물 운송, 모델 규정 에 대한 권고사항 : 이 제목을 담은 유엔 간행물의 최신 개정판과 이에 대한 공표된 개정안. 

호흡기 감속제: 물질 또는 혼합물의 흡입 후 발생하는 기도의 과민반응을 유도하는 물질 또는 혼합물. 

SDS: 안전 데이터 시트 

신호 단어: 위험의 심각도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내고 레이블의 잠재적인 위험에 독자에게 경고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GHS는 신호 단어로 "위험"과 "경고"를 사용했습니다. 

피부 감질제: 피부 접촉 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을 유도하는 물질 또는 혼합물 

고체: 액체 또는 가스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물질 또는 혼합물 

물질: 화학 원소 및 그 화합물은 본래 의 상태 또는 모든 생산 공정에 의해 얻어지거나, 사용 된 공정으로부터 파생되는 

제품의 안정성 및 불순물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첨가제를 포함하지만 물질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조성물을 

변경하지 않고 분리 될 수있는 용매를 제외합니다. 

기호: 정보를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한 그래픽 요소입니다. 

유엔: 유엔 

16.5 

Nfpa 
에어로졸 레벨: (1) NFPA 연소 의 열 계산당.  (제2개정호 5-NFPA 30B-2013 [제1.7호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