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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UV, EUV–PR 

 

 

안전보건자료  

(Safety Data Sheet: SDS) 
 

1. 성분/혼합물 및 업체의 정보 

1.1. 제품명 

ECO-UV, EUV-PR 

 

1.2. 성분/혼합물의 권장 용도 및 사용 제한 

 잉크젯 프린팅 

 

1.3. 안전보건자료 공급자 정보 

제조사 상호: 주식회사 롤랜드 디지 (Roland DG Corporation) 

주소: 일본 시즈오카현 하나마츠시 키타구 

신미야코다 1-6-4 (431-2103) 

전화번호: + 81-53-484-1224 

팩스번호: + 81-53-484-1226 

 

 

 

 

 

이메일 주소: 

수정일자: 2016년 5월 11일 

 

1.4. 비상 전화: 

 

2. 위험 요소 식별 

2.1. 성분/혼합물의 분류 등급  

본 제품은 GHS에 의해 위험물질로 불류되었습니다.  

 인화성 액체 카테고리 4 

피부 부식 /자극 카테고리 2 

눈 손상 /자극 카테고리 2A 

민감화 - 피부 카테고리 1 

생식에 대한 독성 카테고리 2 

특정 대상 기관 독성 (단일 노출) 

특정 대상 기관 독성 (반복 노출) 

카테고리 3 (기도 자극)  

카테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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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GHS 레이블 요소 (사전 예방 문구 포함)  

픽토그램 

    

신호어(들) 위험 
유해/위험 문구(들)  

인화성 액체  

피부 자극을 유발합니다.  

심각한 눈 자극을 유발합니다.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임이나 사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기관 손상을 유발합니다. 

 

 

사전 예방 문구(들)  

   예방 모든 안전 수칙들을 읽고 이해할때까지 취급하지 않습니다. 

먼지/매연/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 흡입하지 않습니다. 

보호 장갑/안전복/눈보호 장비/안면 보호 장비를 착용합니다. 

 

   대응 피부에 닿았을 시: 충분한 비누와 물로 씻어냅니다. 

노출되었거나 의심스러울 시: 의료 자문을 받습니다. 

 

2.3. 기타 위험 요소 

잠재적 건강 영향: 

눈 접촉: 심각한 눈 부상을 유발하며 수일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피부 접촉: 피부와 접촉 시 자극, 붓기 또는 홍반, 알레르기성 민감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흡입: 증기 (미스트) 에 노출되면 태아에게 유해할 수 있으며, 불임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코, 목/호흡기에 자극을 유발합니다. 

 

섭취: 입, 목 및 위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 건강 위험 요소: 반복적인 피부 접촉은 지속적인 자극 또는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발암성: 본 잉크에는 IARC 분류에 따른 발암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1,2A,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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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성분 / 원료 관련 정보  

화학적 특성: 혼합물 

 

구성 성분 

 

CAS 

번호. 

 

EC 번호. 
EU 등록 번호 무게

별 % 

분류 EC 번호. 

1272/2008 

 

Benzyl acrylate 

벤질 아크릴레이트 

 

2495-

35-4 

 

219-

673-9 

현재 

해당사항 

없음 

 

20-30 

피부 자극 2: H315  

눈 자극 2: H319  

피부 민감화 1: H317  

STOT 단일 노출 

3: H335 

 

1-Vinylhexahyrdo-2H-azepin-2-

one 

1-비닐헥사하이드로-2에이치-

아제핀-2-원 

 

2235-

00-9 

 

218-

787-6 

현재 

해당사항 

없음 

 

10-20 

급성 독성(섭취) 4 : H302  

눈 자극 2 : H319 

피부 민감화 1B : H317  

STOT 반복 노출 1 : 

H372 

Diphenyl(2,4,6-

trimethylbenzoyl) phosphine 

oxide 

디페닐 (2,4,6-

트리메틸벤조일) 포스핀 

옥사이드 

75980-

60- 

8 

 

278-

355-8 
현재 

해당사항 

없음 

 

5-15 

생식 2: H361f 

Poly[oxy(methyl-1,2-

ethanediyl)], .alpha., .alpha.', .alph

a.''-1,2,3- 

propanetriyltris[.omega.-[(1-

oxo- 2-propenyl)oxy]]-.  

폴리[옥시 (메틸-1,2-

에탄다일)], .알파., .알파.', .알파.''-

1,2,3- 프로판프릴프리스[.오메가.-

[(1-옥소- 2-프로페닐)옥시]]-. 

 

52408-

84-1 

 

500-

114-5 

 현재 

해당사항 

없음 

<1 
눈 자극 2 : H319 

피부 민감화 1 : H317  

 

2,5-Cyclohexadien-1-one, 2,6- 

bis(1,1-dimethylethyl)-4- 

(phenylmethylene)-  

2,5-사이클로헥사이덴 -1-원, 2,6- 

비스 (1,1-다이메틸에틸)-4- 

(페닐메틸레넬)-  

 

7078-

98-0 

 

429-

460-4 

 
현재 

해당사항 

없음 

<1 
피부 민감화 1 : H317  

수생 만성 4: H413 

 

* 본 섹션에 명시되어 있는 H-문구 및 R-문구의 전문은 섹션 16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0 August, 2017 

Version G_4.2 

ECO–UV, EUV–MG Ver.2 
 

 

 

4. 응급조치 방안 

4.1. 응급조치 방안 설명 

      눈 접촉: 

 

피부 접촉: 

 

 

흡입: 

 

 

섭취: 

접촉 시, 눈꺼풀을 벌리고 수 분간 충분한 물로 눈을 씻어냅니다. 의사를 부릅니다. 

 

접촉 시, 오염된 옷과 신발을 벗으면서 충분한 물로 씻어냅니다. 오염된 옷은 재사용 전 

세탁합니다. 붓기나 홍반이 있을 경우, 의사를 부릅니다. 

 

흡입 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옯깁니다. 숨을 쉬지 않을 경우, 인공호흡을 합니다. 

호흡이 어려울 경우, 산소를 공급합니다. 의사를 부릅니다.  

 

삼켰을 경우, 구토를 유도하지 않고 즉시 의료 자문을 구합니다. 

 

4.2. 가장 중요한 증상과 영향 (급성과 지연) 

눈 접촉: 심각한 눈 부상을 유발하며 수일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피부 접촉: 피부와 접촉 시 자극, 붓기 또는 홍반, 알레르기성 민감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흡입: 증기 (미스트) 에 노출되면 태아에게 유해할 수 있으며, 불임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코, 목/호흡기에 자극을 유발합니다 

 

섭취: 입, 목과 위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3. 즉각 의료 치료와 특별 처치의 필요에 대한  조짐 

정보 없음 

 

 

5. 화재 시 대처방안 

5.1. 소화 도구 

적합한 소화 도구: 

분말소화기, 거품, 이산화탄소, 건조사, 강화액 스프레이형 

부적합한 소화 도구:  

고압 워터 제트 

 

5.2. 성분/혼합물에 따른 특별 위험 요소  

유해 분해생성물: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산화질소들, 독성 가스/증기  

인화점: > 70도C 

 

5.3. 화재 대처하는 인력을 위한 참고사항 

특수 화학 보호복과 양압 독립적 호흡장치 (SCBA)를 착용하십시오. 유해 증기와 독성이 있는 분해생성물을 

피하기 위해 바람과 반대 방향으로 화재에 접급하십시오. 화학 잔류물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옷은 오염 제거 

터리를 하거나 폐기하십시오. 화재에 직접 물을 가하면 불이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6. 누출사고 시 대처 방안 

일반: 

해당 당국에 즉시 통보하고 유출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추가 조치를 취하십시오. 모래 

나 흙으로 누출물을 흡수한 후, 화학 폐기물 용기에 담습니다. 

 

6.1. 개인 주의사항, 보호장비 및 비상 시 절차 

작업자들을 대피시키고 해당 구역을 철저히 환기시킵니다. 독립적 호흡장치와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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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환경적 주의사항 

누출물을 닦아내고 액체가 하수도, 수로 또는 낮은 곳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6.3. 봉쇄 및 청소 방법 및 재료  

현지 법규에 따라 물질을 쓸어 내고 폐기물로 처리하십시오. 오염된 구역은 세제와 물로 문질러 닦아내십시오. 

 

6.4. 다른 섹션에 대한 참고 

“섹션 8 노출 제어 및 개인 보호장비” 와 “섹션 13 페기 시 고려사항”을 참고하십시오. 

 

7. 취급 및 보관 

7.1. 안전 취급을 위한 주의사항 

눈, 피부 및 옷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적절한 환기를 사용하고 작업장에서는 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작업을 

대비해 전기 전도성이 있는 보호장비를 착용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게 보관하고 마시지 마십시오. 

용기를 분해하지 마십시오. 프린터 하우징에 삽입하기 전에 카트리지가 건조한 지 확인하십시오.  

 

7.2. 안전 보관을 위한 조건 (불화합성 포함) 

컨테이너를 단단히 닫아서 보관하며, 제품을 고온이나 결빙온도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합니다. 제품을 금속, 아민, 자유 라디칼 개시제, 산화제와 함께 보관하지 않습니다.  

 

7.3. 구체적인 최종 용도: 잉크젯 프린팅 

 

8. 노출 제어 및 개인 보호장비  

8.1. 제어 변수 

직업적 노출 제한:  

EU: DNEL 

구성 성분 장기 노출 단기 노출 

Poly[oxy(methyl-1,2-

ethanediyl)], .alpha., .alpha.', .alpha.''

-1,2,3- propanetriyltris[.omega.-

[(1-oxo- 2-propenyl)oxy]]-.  

폴리[옥시 (메틸-1,2-

에탄다일)], .알파., .알파.', .알파.''-

1,2,3- 프로판프릴프리스[.오메가.-

[(1-옥소- 2-프로페닐)옥시]]-. 

 

16.22mg/m
3
 - 

1-Vinylhexahyrdo-2H-azepin-2-

one 

1-비닐헥사하이드로-2에이치-아제핀-

2-원 

4.9mg/m
3
 - 

Diphenyl(2,4,6-

trimethylbenzoyl) phosphine 

oxide 

디페닐 (2,4,6-트리메틸벤조일) 포스핀 

옥사이드 

3.5mg/m
3
 

 

- 

REACH 독성 정보 (근무자 – 흡입 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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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노출 제어/관리: 

직업적 노출 제어: 전체 및/또는 국부 배기 장치를 제공합니다. 

개인 보호 장비: 

눈 보호: 

 

 

 

피부 보호: 

 

 

손 보호: 

 

 

 

 

 

호흡기 보호: 

 

 

 

 

 

 

위생 관리: 

 

 

환경적 노출 제어: 

 

직원들은 본 제품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방적/방진 안전 보호 안경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합니다. 고용인은 응급 사용을 위해 작업 구역 내에 눈 씻기용 

분수 및 안전 샤워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반복적 또는 장기간 피부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용 불 

침투성 의복과 장비를 착용해야합니다. 

  

직원들은 잉크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적절한 불침투성 안전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내화학 장갑으로는 에틸렌비닐알콜 (EVA) 장갑과 

라미네이트 (Laminate) 장갑을 권장합니다. 라미네이트 장갑은 폴리에틸렌 

층 사이에 밀페된 라미네이트한 EVA 시트을 다양한 손 크기의 패턴으로 

재단한 후 열접착해서 만들어집니다.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직원들은 반드시 NIOSH에서 승인 받은 공기 

정화 호흡 보호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유기물 증착 카트리지로 필터를 하는 

반면형 호흡기 (고글 포함)을 착용하거나 전면형 호흡기 (고글 불포함)를 

사용하십시오. 비상 시 또는 노출 지침을 초과한 상황에는 승인된 양압 

독립적 호흡장치 또는 보조적인 자체 공기 공급이 있는 양압 공기배관을 

사용하십시오. 주의: 공기 정화 호흡 보호기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작업자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취급 후 손을 씻습니다. 옷과 접촉 시, 재사용전 세탁합니다. 취급구역 또는 

보관구역 내 음식 및 음료 섭취와 흡연을 금합니다. 

 

주위 환경에 배출하기 마십시오.



30 August, 2017 

Version G_4.2 

ECO–UV, EUV–MG Ver.2 
 

 

 

9. 물리화학적 특성 

9.1. 기본 물리화학적 특성 정보 

외관: 맑은 노란색의 액체 

냄새: 특유의 냄새 

페하 (pH): 해당 사항 없음 

비등점 (섭씨): 데이터 없음 

인화점 (섭씨): > 70도C 

점화 온도 (섭씨): 데이터 없음 

인화 한계 (부피-%): 데이터 없음 

비중 (H2O=1) (g/cm3, 섭씨20도) : 1.00-1.10 

폭발 특성: 데이터 없음 

산화 특성: 데이터 없음 

증기압: 데이터 없음 

용해도: 데이터 없음 

물에서의 용해도(g/l, 섭씨20도): 불용성 

분배 계수: n-옥탄올/물:  데이터 없음 

점도: 데이터 없음 

융해점: 데이터 없음 

증발 속도 (부틸 아세테이트 = 1):  데이터 없음 

증기 밀도 (AIR = 1): >1 

9.2. 기타 정보: 정보 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10.1. 반응성: 고온과 UV 광선은 빠른 중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0.2. 화학 안정성: 불안정. 열 및/또는 빛에 중합. 

10.3. 유해 반응의 가능성:          예상 없음 

10.4. 피해야 할 조건: 비사용 시, 높은 온도/열, UV 광선  

10.5. 불화합성 물질: 산, 아민, 자유 라디칼 개시제,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10.6. 유해 분해생성물: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산화질소들, 독성 가스/증기. 

 

 

11. 독성 관련 정보 

11.1. 독성 영향 관련 정보  

 급성 독성:       데이터 없음 

심각한 눈 손상/ 자극: 데이터 없음 

심각한 눈 자극을 유발합니다 (Arcrylic ester: 아크릴산 에스테르들) 

피부 부식 /자극: 데이터 없음 

피부 자극을 유발합니다 (Benzyl acrylate: 벤질 아크릴레이트) 

호흡기 또는 피부 민감화: 데이터 없음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Arcrylic ester: 아크릴산 

에스테르들) 

생식 세포 변이원성: 데이터 없음 

생식 독성: 

 

 

 

발암성: 

데이터 없음 

불임을 유발하거나 태아에게 유해가 의심됩니다. (Diphenyl(2,4,6-

trimethylbenzoyl) phosphine oxide 디페닐 (2,4,6-트리메틸벤조일) 

포스핀 옥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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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잉크에는 IARC 분류에 따른 발암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1,2A, 2B) 

STOT- 단일 노출: 데이터 없음 

호흡기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Benzyl acrylate: 벤질 아크릴레이트) 

STOT- 반복 노출: 데이터 없음 

장시간 또는 반복 노출 시 기관에 손상을 유발합니다. (1-Vinylhexahyrdo-

2H-azepin-2-one 1-비닐헥사하이드로-2에이치-아제핀-2-원) 

흡인 위험: 데이터 없음 

 

 

12. 생태학적 정보 

12.1. 독성: 데이터 없음 

12.2. 지속성 및 분해성:  데이터 없음 

12.3. 생물축적 잠재성: 데이터 없음 

12.4. 토양 내 이동성: 데이터 없음 

12.5. PBT 및 vPvB 시험 결과: PBT 및 vPvB 시험을 시행하지 않음 

12.6. 기타 부정적인 영향: 데이터 없음 

 

13. 폐기 시 고려사항 

13.1. 폐기물 처리 방법: 

본 제품은 지침 2008/98/EC에 의해 유해 폐기물로 분류되었습니다. 

처리, 보관, 운반 및 폐기는 해당 국가, 주/도 및 지역 규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표수 또는 오수거 

시스템에 버리지 마십시오. 

 

 

14. 운반 관련 정보 

14.1. UN 등급/UN 번호: 

ADR/ADG/DOT, IMDG, 또는 IATA :  규제되지 않음 

14.2. UN 정식 선적 이름: 

ADR/ADG/DOT, IMDG, 또는 IATA :  규제되지 않음 

14.3. 운반 위험 등급(들): 

ADR/ADG/DOT, IMDG, 또는 IATA :  규제되지 않음 

14.4. 패킹 그룹: 

ADR/ADG/DOT, IMDG, 또는 IATA :     규제되지 않음 

14.5. 환경적 위험 요소: 

ADR/ADG/DOT, IMDG, 또는 IATA :  규제되지 않음 

14.6. 사용자를 위한 특별 주의사항: 본 안전보건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적인 주의사항과 지시를 

따라 제품을 운반 및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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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MARPOL 73/78의 별첨 2와 IBC 코드에 따른 대량 운반: 규제되지 않음 

 

15. 규제 관련 정보 

미국 해당 정보: 

유해물질규제법 (TSCA): 

 본 제품의 모든 구성 요소는 TSCA 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SARA 타이틀 III: 

 섹션 313:     규제되지 않음 

캘리포니아; 제안 65호:    규제되지 않음 

 

 

EU 해당 정보: 

(EC)1907/2006에 의한 화학물질안전성평가: 

본 제품은 아직 화학물질안전성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호주 해당 정보: 

위험 문구: NOHSC 기준에 따라 위험물질로 분류되었습니다. 

국제 정보: 

본 잉크에는 IARC 분류에 따른 발암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1,2A, 2B) 

 

 

16. 기타 정보 

해당 H-문구 목록: 

H302 삼킬 경우 유해합니다.  

H315 피부 자극을 유발합니다. 

H319 심각한 눈 자극을 유발합니다. 

H317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H335 호흡기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H361f 불임을 유발할 것으로 의심됩니다.  

H372 장시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기관 손상을 유발합니다.  

H413 수중생물에 대한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안전보건자료에 수록된 정보는 발행일 현재 본사가 인지하고 이해하고 믿는 한 정확합니다. 제공된 정보는 안전한 

취급, 사용, 처리, 보관, 운반, 폐기와 배출을 위한 안내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품질규격이나 보증서가 아닙니다. 

본 정보는 표기된 물질에 대한 것이며,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처리 과정이나 다른 물질과 사용되었을 때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지식과 경험이 추가되면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Roland DG는 본 문서의 정보에 

대한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