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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품 정보

1.1 제품 이름: 방색 진화 케어 열 보호 스프레이 

1.2 제품 식별: 210-65E CPF-99-3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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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정보의 위험 분류

분류 라벨 위험 진술 코드 

아이콘 신호 단어 위험 진술 

위험 클래스 위험 

범주 Ghs 유엔 모델 

규정 

인화성 액체 3 경고 인화성 액체 및 증기 H226 

심각한 눈 

손상/눈 자극 

2a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고 심각한 눈 자극을 일으킵니다. H319: 

카테고리 3: 기준: 23°C(73.4°F) 및 ≤ 60°C(140°F)≥ 인플래시 포인트. 패킹 그룹 III 

https://images.search.yahoo.com/images/view;_ylt=A0SO81VsEBxWQ_cAgJlXNyoA;_ylu=X3oDMTByNWU4cGh1BGNvbG8DZ3ExBHBvcwMxBHZ0aWQDBHNlYwNzYw--?p=flammable+liquid+dot+3+symbol&back=https://search.yahoo.com/search?p=flammable+liquid+dot+3+symbol&type=406257&ei=UTF-8&no=1&fr=&fr=spigot-yhp-ie&h=97&w=125&imgurl=cdn.compliancesigns.com/media/dot-dod-transportation/300/DOT-Hazardous-Loads-Sign-DOT-9874_300.gif&rurl=http://www.compliancesigns.com/DOT-9874.shtml&size=5KB&name=DOT+Flammable+Liquid+3+Sign+DOT-9874+Hazardous+Loads&tt=DOT+Flammable+Liquid+3+Sign+DOT-9874+Hazardous+Loads&sigr=11dd47l8d&sigi=13283grb3&sigb=12kha734t&sign=11k0uag6f&sigt=11k0uag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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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1: 의료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품 용기 또는 라벨을 손에 들고있습니다.  P102: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P103:  사용하기 전에 라벨을 읽으십시오. 

예방: 

P210: 열/불꽃/화염/뜨거운 표면을 멀리하십시오. 금연. 

P233: 컨테이너를 단단히 닫습니다. 

P240: 지상/본드 컨테이너 및 수신 장비. 

P241: 방폭 전기/환기/조명 을 사용.../장비. 

P242: 비파지 도구만 사용하십시오. 

P243: 정전기 배출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하십시오. 

응답: 

P303 + + P361 + P353: 피부 (또는 머리에 있는 경우): 오염된 모든 옷을 즉시 벗습니다.  물/샤워로 피부(머리카락)를 헹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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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370 + P378: 화재의 경우, 12-B 단위 이하의 등급을 갖는 소화기를 사용합니다.  1910.106(d)(7)(i)(a) 

보관소: 

P403 + P233+P235: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하세요. 컨테이너를 단단히 닫습니다.  시원하게 유지하십시오.  

처리: 

P501: 지역/지역/국내/국제 규정에 따라 내용/컨테이너를 폐기합니다. 

2.2 분류를 초래하지 않거나 GHS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위험. EU 2015/830: N/A 

3.성분에 대한 조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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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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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 데나트. 64-17-5 200-578-6 40 - 60 55F 
01-2119457610-43-0648

(M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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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4.응급 처치 조치

4.1 노출의 주요 경로 

4.2 급성 표적 장기 또는 시스템   증상 및 노출 징후 

섭취 섭취하는 경우 유해합니다. 

눈 심각한 눈 자극을 일으킵니다.  현상은 발적, 고통, 팽윤, 가려움증, 화상, 찢어짐 및 흐린 비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진피 (피부) 지시대로 사용할 때 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반복되거나 장기간 피부 접촉은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흡입 증기의 흡입은 호흡 자극, 현기증, 졸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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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만성 표적 장기 또는 시스템   증상 및 노출 징후 

섭취 섭취하는 경우 유해합니다. 

눈 심각한 눈 자극을 일으킵니다.  현상은 발적, 고통, 팽윤, 가려움증, 화상, 찢어짐 및 흐린 비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진피 (피부) 지시대로 사용할 때 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반복되거나 장기간 피부 접촉은 피부염과 

건조한 피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흡입 증기의 흡입은 호흡 자극, 현기증, 졸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4 응급 처치 치료: 

섭취 희석할 충분한 물을 마십니다. 즉시 의사와 상담 

눈 15분 동안 물로 눈을 씻어내다. 자극이 지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진피 (피부) 자극이 발생하면 순한 비누와 물로 철저히 씻으십시오. 자극이 지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흡입 한 번에 신선한 공기에 피해자를 제거합니다. 호흡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4.5 노출에 의해 악화되는 의료 조건:   기존의 호흡기 및 피부 장애 

5.소방 대책 (대응)

5.1 소화 방법: (적합하고 적합하지 

않음) 

P370: 화재의 경우, 12-B 단위 이하의 등급을 갖는 소화기를 사용합니다.  

1910.106(d)(7)(i)(a) 

5.2 화학 물질로 인한 특정 위험(예: 유해 

연소 제품의 특성). 

과도한 열에 노출 된 닫힌 용기는 파열 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용기를 

분쇄하거나 구멍을 뚫지 마십시오. 

P243: 정전기 배출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하십시오. 

5.3 소방관을 위한 특수 보호 장비 및 

예방 조치. 

화재는 안전한 거리에서 싸워야합니다. 소방관은 얼굴 전체, 자급식 호흡 

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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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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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취급 및 보관 정보

7.1 안전한 취급에 대한 예방 조치: 이제품을 사용한 후 식사, 음주 또는 흡연 전에 손을 철저히 씻으십시오.

P242: 비파지 도구만 사용하십시오.

7.2 비호환성을 포함하여 안전한 보관을 

위한 조건. 

P403 + P235: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시원하게 유지하십시오. 

P210: 열/불꽃/화염/뜨거운 표면을 멀리하십시오. 금연. 

P233: 컨테이너를 단단히 닫습니다. 

8.노출 제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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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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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데나트. 64-17-5 200-578-6 1000 1000 알려지지 않은 

9.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 잠정

ND = 데이터 없음 / N/A = 적용되지 않음 

집중 좋은 완료 

9.1 외관: (물리적 상태, 색상 등) 불투명점성 크림 불투명점성 크림

9.1a 색 하얀 하얀 

9.1b 비중: ≥1.0 ≥1.0 

9.1c 점도: 60,000 ~ 80,000개의 CP 60,000 ~ 80,000개의 CP 

9.2 냄새 표준과 일치하려면 표준과 일치하려면 

9.3 냄새 임계값 표준과 일치하려면 표준과 일치하려면 

9.4 Ph: N/A N/A 

9.5 융점/동결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없음 N/A 

9.6 초기 비등점 및 끓는 범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없음 N/A 

9.7 인화점: 48°C N/A 

9.8 증발 속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없음 N/A 

9.9 가연성: 고체/가스 액체 N/A 

9.10 상부/하부 인화성 또는 폭발성 한계 N/A N/A 

9.11 증기압 N/A N/A 

9.12 증기 밀도 N/A N/A 

9.13 상대 밀도 특정 중력 보기 N/A 

9.14 용해도(ies) 물 N/A 

9.15 파티션 계수: n-옥타놀/물 사용 가능한 데이터 없음 N/A 

9.16 자동 온도 N/A N/A 

9.17 분해 온도 N/A N/A 

9.18 휘발성 유기 화합물 (VOC) N/A VOC =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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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F) 또는 기타 열원 근처에서 사용 또는 보관 

10.5 호환되지 않는 물질: 강력한 산화 제 

10.2 유해 분해 제품: 자극적인 증기와 독성 가스는 화재에 관여할 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1.독성 정보

(1272/2008 파트2: 건강 위험) 

기호 
위험 등급 및 위험 범주 

(2) 

아이콘 

(1) 

이제품에 대한

분류

GHS0

6 섹션 

3.1 

두개골과 십자가 뼈 급성 독성 (구강, 진피, 흡입), 위험 범주 

1, 2, 3 
분류되지 않음 

GHS0

5 섹션 

3.2 

부식 
피부 부식, 위험 카테고리 1A, 1B, 1C 

섹션 3.3 심각한 눈 손상, 위험 카테고리 

1 

분류되지 않음 

GHS0

7 섹션 

3.1 

느낌표 눈 자극, 위험 카테고리 2 H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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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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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교통 정보

14.1 

49CFR (GND) UN1993, 인화성 액체, n.o.s. (알코올 변성) 

3, PG III 

49CFR (GND) UN1993, 인화성 액체, n.o.s.(알코올 변성) 3, 

PG III, "LTD QTY" 

IATA (AIR) UN1993, 인화성 액체, n.o.s. (알코올 변성) 3, 

PG III 

IATA (AIR) UN1993, 인화성 액체, n.o.s. (알코올 변성) 3, 

PG III, "LTD QTY" 

IATA (AIR) ID 8000, 소비자 상품, 9, Y963 

IMDG (OCN) UN1993, 인화성 액체, n.o.s. (알코올 변성) 3, 

PG III 

https://images.search.yahoo.com/images/view;_ylt=A0SO81VsEBxWQ_cAgJlXNyoA;_ylu=X3oDMTByNWU4cGh1BGNvbG8DZ3ExBHBvcwMxBHZ0aWQDBHNlYwNzYw--?p=flammable+liquid+dot+3+symbol&back=https://search.yahoo.com/search?p=flammable+liquid+dot+3+symbol&type=406257&ei=UTF-8&no=1&fr=&fr=spigot-yhp-ie&h=97&w=125&imgurl=cdn.compliancesigns.com/media/dot-dod-transportation/300/DOT-Hazardous-Loads-Sign-DOT-9874_300.gif&rurl=http://www.compliancesigns.com/DOT-9874.shtml&size=5KB&name=DOT+Flammable+Liquid+3+Sign+DOT-9874+Hazardous+Loads&tt=DOT+Flammable+Liquid+3+Sign+DOT-9874+Hazardous+Loads&sigr=11dd47l8d&sigi=13283grb3&sigb=12kha734t&sign=11k0uag6f&sigt=11k0uag6f
https://images.search.yahoo.com/images/view;_ylt=A0SO81VsEBxWQ_cAgJlXNyoA;_ylu=X3oDMTByNWU4cGh1BGNvbG8DZ3ExBHBvcwMxBHZ0aWQDBHNlYwNzYw--?p=flammable+liquid+dot+3+symbol&back=https://search.yahoo.com/search?p=flammable+liquid+dot+3+symbol&type=406257&ei=UTF-8&no=1&fr=&fr=spigot-yhp-ie&h=97&w=125&imgurl=cdn.compliancesigns.com/media/dot-dod-transportation/300/DOT-Hazardous-Loads-Sign-DOT-9874_300.gif&rurl=http://www.compliancesigns.com/DOT-9874.shtml&size=5KB&name=DOT+Flammable+Liquid+3+Sign+DOT-9874+Hazardous+Loads&tt=DOT+Flammable+Liquid+3+Sign+DOT-9874+Hazardous+Loads&sigr=11dd47l8d&sigi=13283grb3&sigb=12kha734t&sign=11k0uag6f&sigt=11k0uag6f
https://images.search.yahoo.com/images/view;_ylt=A0SO81VsEBxWQ_cAgJlXNyoA;_ylu=X3oDMTByNWU4cGh1BGNvbG8DZ3ExBHBvcwMxBHZ0aWQDBHNlYwNzYw--?p=flammable+liquid+dot+3+symbol&back=https://search.yahoo.com/search?p=flammable+liquid+dot+3+symbol&type=406257&ei=UTF-8&no=1&fr=&fr=spigot-yhp-ie&h=97&w=125&imgurl=cdn.compliancesigns.com/media/dot-dod-transportation/300/DOT-Hazardous-Loads-Sign-DOT-9874_300.gif&rurl=http://www.compliancesigns.com/DOT-9874.shtml&size=5KB&name=DOT+Flammable+Liquid+3+Sign+DOT-9874+Hazardous+Loads&tt=DOT+Flammable+Liquid+3+Sign+DOT-9874+Hazardous+Loads&sigr=11dd47l8d&sigi=13283grb3&sigb=12kha734t&sign=11k0uag6f&sigt=11k0uag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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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G (OCN) UN1993, 인화성 액체, n.o.s.(알코올 변성) 3, 

PG II, PG III, "LTD QTY" 

14.2 해양 오염 물질: 아니요 MARPOL 73/78 부속서 III (포장 형태로 유해 물질) 49 

CFR 부록 B 섹션 172.101 

15.규제 정보

15.1 

이MSDS의 내용은 OSHA 위험 통신 표준 CFR 1910.1200: 화학 물질의 분류 및 라벨링의 글로벌 조화 시스템  (GHS)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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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안 65: 보고 가능한 구성 요소 없음 

15.4 이 SDS의 내용은 OSHA 위험 통신 표준 CFR 1910.1200을 준수합니다.

UN GHS: 화학 물질의 분류 및 라벨링 (GHS)의 전 세계적으로 조화 시스템  ("보라색 책"), 유엔, 2005 년 첫 번째 개정 

판, 온라인 또는 유엔 출판물에서사용할수. UN GHS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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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OSHA 위험 통신 표준 29 CFR 1910.1200. 

DOT: 미국 DOT, 49 CFR 파트 173, 서브파트 D. 

16. SDS의 준비 및 개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기타 정보

16.1 버전: 3 

개정: 1, 2 (1.7 – CCN5 후 별표 제거) 3 (2.2, 11, 12) 

개정일: 2019-07-23; 2019-10-30; 2020-03-30 

버전 4: 개정: [1,2,4] 및 12. 2020-05-27 

V 4 레브 2 (2.2, 14.1) 2020-07-15 

V4 레브 3 2021-01-14 (ORM-D 제거) 

V4 레브 4 (REACh에 대한 3 참조) 2021-01-27 

제작일: 2021-02-17 

저자/이처: 빅토리아 모랄레스 VCM 

16.2 면책 조항: 

이 안전 데이터 시트는 전 세계적으로 조화 된 시스템2(GHS)에 따라 제공됩니다. OSHA의 위험 통신 표준, 29 CFR  §

19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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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인화성 액체는 93°C 이하의 인화점을 갖는 액체를 의미합니다.  이 위험 클래스의 물질및 혼합물은 인화점 과 

비등점에 기초하여 네 가지 위험 범주 중 하나에 할당됩니다(표 3.3 참조). 플래시 포인트는 GHS 문서, 제 2.5 장, 단락 

11에 제공된 닫힌 컵 메서드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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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I는 "기밀 비즈니스 정보"를 의미합니다. 

12-B 단위; B등급등급의 소화기는 인화성 액체 화재에 효과적입니다.  (흑백 인산염, 중탄산나트륨).

방색 진화 케어 열 보호 스프레이 210-65E 210-65E SDS 2021-02-17 

알코올 데나트 CAS #64-17-5 

 신호 단어: 경고 

http://www.unece.org/trans/danger/publi/ghs/ghs_rev01/01files_e.html
mailto:publications@un.org
http://www.unece.org/contact/UNECE404.htm
http://www.unece.org/contact/UNECE404.htm
https://www.osha.gov/dsg/hazcom/ghoshacomparison.html#footnot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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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진술: 인화성 액체 및 증기.  심각한 눈 자극을 일으킵니다. 

예방 문구: 

의학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제품 용기 또는 라벨을 손에 들고있습니다.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사용하기 전에 라벨을 읽으십시오.  열/불꽃/화염/뜨거운 표면을 멀리하십시오. 금연.  컨테이너를 단단히 닫습니다. 

접지/본드 용기 및 수신 장비.  방폭 전기/환기/조명.../장비를 사용하십시오. 

비파지 도구만 사용합니다.  정전 기폐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하십시오. 

피부 (또는 머리에 있는 경우): 오염된 모든 옷을 즉시 벗습니다.  물/샤워로 피부(머리카락)를 헹구세요. 

눈안에 있는 경우: 몇 분 동안 물로 조심스럽게 헹구세요. 콘택트렌즈가 존재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경우 를 제거합니다.  

헹도 계속.  눈 자극이 지속되는 경우 : 의사의 조언 /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화재의 경우, 12-B 단위 이하의 등급을 갖는 

소화기를 사용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컨테이너를 단단히 닫습니다.  시원하게 유지하십시오.  

지역/지역/국내/국제 규정에 따라 내용/컨테이너를 폐기합니다. 

220 연구소, Inc. 

2375 3rd  스트리트 리버 사이드 CA. 9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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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 CCN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