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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CION 1: 아이덴티카시온 델 제품O Y 드 라 엠프레사 
 

 

놈브레 델 제품: 샴푸  테니도 9R 

누메로 một 그래넬: G051017TS9R_KMJ 

 

파브리단테: 마리아나 인더스트리 địa chỉ: 11222 I St. 

 

텔레포토 드 에센테엔시아: (800) 457-4280 

텔레포노 인포트라크: (800) 457-4280 
텔레포노 파브리단테: (402) 593-0211 

 

파밀리아 호아 học: 지막판테. 

 

USO 델 PRODUCTO: 샴푸 파라 림프아르 엘 카벨로. 

프레파라도 포르: 카사 잭슨 

페카 프레파라다: 12MAY17 

 

세시온 1 노타스: 

 

세시온 2: 아이덴티카시온 드 펠리그로스 
 

 

RESUMEN 드 이센시아: 

 

RUTAS DE ENTRADA: contacto con la Piel y Los Ojos. 
 
포지블스 에펙토스 엔 라 살루드 

OJOS: 엔로제시미엔토, 돌로. 비시온 보르로사. 센사시온 드 아도르. 
 

PIEL: La exposición repetida Puede causar sensibilización debido một 우나 reacción alérgica  de la Piel. 
El tişp xúc với kéo dài ADO o repetido Puede hacer que La Piel SE seque o SE agriete. 

 

UỐNG: 돌로 bụng, 나세사. 

 

HÍT phít phíi: 닝구노 코노시도. 

 
 

 
세시온 3: 컴포마시온/인포마시온 소브레 로스 성분 

 

 

성분: 우나 메즈클라 특허다 드 텐시오액티보스 y 오트로스 성분. 

 
 
 
 

SECCION 4: 메디다스 드 프라이미로스 CHÉT TRỢ 
 

 

OJOS: lave Los OJOS o Los OJOS afectados Bajo Agua de esmolinado lentodurante 15 minutos o más, asegurándose de que 
Los párpados SE mantienen separados. Si La irritación debe continuar, consulte một un Médico. 

 

피엘: :  라바르 라 조나 아펙타다 콘 풍부한 아구아 듀란테 바리오스 미노우토스. 부스크 아텐시온 메디카 시 라 이라 

자극시온 끈질기. 

 



호자 드 다토스 드 (SDS) 

놈브레 델 제품O: RƯỢU SÂM PANH TEÑIDO 9R 

Dcn LBR SDS 

콘 코 2 DE 4 

 

 

NUỐT phói: en Caso de ingestión, un Médico 상담. 

 
HÍT phíi: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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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온 4 노타스: 

 

 
SECCION 5: 메디다스 드 루차 콘트라 코렌디오스 

 

 

펀토 드 플래시: N/A (솔루시온 드 아구아) 

 
 

 
PHàng tiàn chữa cháy: không có soportará  theo à tàng cá 

độ càa cá da tràn: ninguno conocido,. 펠리그로스 드 

인센디오 nổ INTHÔNG thàng: 닝구노 코노시도. 

PRODUCTOS 드 드 드 드 콤포지시온 펠리그로소스: 닝구노 

코노시도. 

 

세시온 5 노타스: 

 
 

세시온 6: 메디다스 드 리베라시온 비엔 
 

 

메디다스 드 리베라시온 BÀt NG: 

카 네카이 : 만테너 알 푸블리코 알레자도 드 라 조나 드 펠리그로. Equipe Al equipo de limpieza con la Protección 

adecuada. 콘 푸마르. 

Đề 앰비언테일즈 수 있습니다 :  에비타르 라 엔드라다 một 알칸타릴라스 y 아구아스 푸블리타스. Notificar 

một  라스 오토리다데스 시 엘 producto entra en alcantarillas o Aguas Públicas. 

메토도스 데 리피자  :  림피 로스 데라메스 로 앤츠 포실, utilizando un vét 리흡수성 파라 레코거로. 

 

 
세시온 6 노타스: 

 

세시온 7: 마니풀라시온 Y 알마세나미엔토 
 

 

마네조 이 알마세나미엔토: 

 

Estable en condiciones정상. 

 

 
세시온 7 노타스: 

 
 

SECCION 8: CONTROLES 드 엑스포시콘/프로테시온 카 NHÂN 
 

 

제어 드 엔지니어링:   de Ojos:   ninguno requerido Bajo El U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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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ính thün thün     à étén  bình thường à à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hàn 

프로텍시온 드 라 피엘: 마퀴에레 바조 USO 비엔 트랑 

 

OTRA 로파 O EQUIPO 드 PROTECTA: 닝구노 레케리도 바조 USO bínng 

 

PRACTICAS 히지니타스 드 트라바호: 닝구나 레케리다 바조 USO 비엔 트랑 



호자 드 다토스 드 (SDS) 

놈브레 델 제품O: RƯỢU SÂM PANH TEÑIDO 9R 

Dcn LBR SDS 

콘 코 5 DE 4 

 

 

 

세시온 8 노타스: 

 
 

세시온 9: 프로피에다데스 피시타스 Y 퀴미마스 
 

 

아파라토: 로조 

MÚI: 에스타도 피시코 

그라데이션: pH 리퀴도 

코모 SE 수사역: 

pH (오트로): 3.75-7.00 

펀토 드 소이: 

F: 그레이브다드 

ESPECIFICA DE 220F (H2O a 
1): 8. 25-8,7 

 

솔루빌리다드 엔 아구아: 콤플레타 

 

페소 PHÂN TỬ: 

VISCOSIDAD: 
10.000-24.000 @22C 

 

세시온 9 노타스: 

 
 

세시온 10: 에스타빌리다드 Y REACTIVIDAD 
 

 

에스터블 콘 thể 

 

ESTABILIDAD: 유멀멘트 유안정 

 

콘디시오네스 파라 에비타르 (ESTABILIDAD): 콘겔라시온 오 알토 칼러. 

 
 

세시온 10 노타스: 

 
 

세시온 11: 인포마시온 독성불로기카 
 

 

인포맥 독성 독성: 

 

SECCION 11 노타스: 닝구노 불협화기 

 
 

세시온 12: 인포마시온 에코로직사 
 

 

INFORMACION ECOLOGICA: không côó hay datos disponibles..   
 

세시온 12 노타스: 

 

세시온 13: ÂN C렌 드 엘리미나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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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토도 드 디스포지티보 드 RESIDUOS: 데세헤 데 마네라 세구라 데 아쿠에르도 콘 라스 théng xuyên miền địa phèng/nacionales 

 

클라스 RCRA 응우이 

HIỂM: 세시온 13 

노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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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온 14: 인포마시온 드 트랜스포트 
 

 

미국 출발막토 드 수송 NOMBRE 드 

엔비아미엔토 아데쿠아도: 드엔투 gội 

 
: 

 

트랜스포트 드 아구아 

놈브레 드 엔비아미엔토 아데쿠아도: 샴푸 

 
 

트랜스포트 에레오 

놈브레 드 엔비아미엔토 아데쿠아도: 샴푸 

 
 
 

세시온 14 노타스: 

 
 

세시온 15: 인포마시온 아토리아 
 

 

TH는 Uu. 

 

콘 코 헤이 펠리그로스 코노시도스 

 

 
레그라멘토스 에스타도: 코웅 헤이 펠리그로스 코노시도스 

 

레갈라멘토스 인터내셔널: 헤이 펠리그로스 코노시도스 없음 

 

 
세시온 15 노타스: 

 

 
세시온 16: 오트라 인포르마시온 

 

 

오트라 인포마시온: 

 

인포맥 드 프레파라시온: 

 

t의 렌쿤시아: 

La Información de Este MSDS SE obtuvo de Fuentes 는 y confiables를 실제로 합니다. Tội lỗi 

cém vín, los datos SE tỷ léén tội lỗi ninguna garantía, expresa o implícita, con respecto a su 
exactitud o exactitud. 

다도 퀘 라스 콘디시오네스 드 USO, 매니풀라시온, 알마케나미엔토 y 엘리미나시온 델푸트오 

에스탄 푸에라 델 kiểm soát de esta Empresa, Es responsabilidad de Los Usuarios determinar 

Las condiciones seguras para El USO de Este producto y asumir La responsabilidad Por pérd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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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ión, daño o Gasto que surja del USO indebido del, producto. 닝구나 가르란티아,  bày tày tày 

tài tài tàimplícita  o, con respecto Al producto descrito en Este documento Será creada o inferida 

de cualquier khai u omisión en Este MSDS. 바리아스 기관 (Por ejemplo, 점,  EPA y FDA) 푸에덴 

테너 đều đặn específicas sobre 엘 Transporte, manipulación,  almacenamiento, USO o 

eliminación de Este producto que pueden No reflejarse en Este MSDS. 엘 우스아리오 데베 

리비자 에스타스 đều đặn 파라 가란티자 엘 쿰프리미엔토 tổng s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