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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차 드 다토스 드 

세구리다드 

폴보 드 피시시 

페차 드 

레비시온 드 

레비시온: 

세시온 1. 아이덴티카시온 데 라 수스탄시아/프레파라시온 Y LA 엠프레사 

 
 
 
 

 

반지쿠 10/11/2017 

놈브레 델 

제품: 

데크리피온: 

폴보 hợt 

폴보 데 카벨로 파라 텍스트 라 투라 y hát volumen 

 

파브리단테:  리퀴드 테크놀로지스, 

Inc 14425 요르바  

애비뉴 

치노, CA 91710 

 
 
 
 

텔레포노 800-424-9300 CHEMTREC  chúng tôi 

팩스 703-527-3887 CHEMTREC quốc tşth thpş LLAMADAS  aceptadas 

세시온 2. 펠리그로스 식별 

펠리그로스교장 신 펠리그로스는 significativos 

세시온 3. 콤포지콘/인포마시온 소브레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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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온 (동음이의) 4. 메디다스 드 프라이미로스 TRỢ 

컨택토 콘 라 

피엘: 

 
컨택토 콘 

로스 오호스: 

엔주아그 콘 풍부한 cantidades 드 아구아. Si la  irritación persiste, 

부스크 아텐시온 메디카. 

엔주아그 콘 풍부한 cantidades 드 아구아. 시 라 자극시온 지속성 부스크 

블라스 니에프프로테이나 
PG프로필  카바크 

ℓ 

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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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게스티온

: 

콘 코 그미. 

콘 코 잉거르. 부스크 아텐시온 메디카. 

 

Hít: Si Los vapores o Los humos causan irritación, giã một 페르소나 라 

expuesta Al Aire Fresco. 시 라 irritación 끈기 부스크 아텐시온 메디카 

세시온 5. 메디다스 드 루차 콘트라 INCENDIOS 

클라시피카시온 드 응아빌리다드: 에스테 프로덕토 No es có  thể cháy 

메디오스 데 엑틴시온: utilizar Medios de extinción apropiados para Las condiciones de 

incendio cirdantes equipo de  Protección:   utilizar aparatos hô hô hô hôhp,  Autónomos  y 로파 

프로페토라 펠리그로스  평소에  de cendio que     explosión: NEque  

세시온 6. 메디다스 드 리베라시온 비엔 

메토도 데 

림피에자: 

Chht hhhhthụ/vdd li류 recuperar. 콜로카 엔 엘  콘테네도르 드 레시듀오. Limpiar  El área  de 

derrames  superficies completamente ô nhiễm SE Volverá  resbaladiza 

메토도 데 엘리미나시온:  데세헤 데 아쿠에르도 콘 라스 đều đặn, 에스타탈레스/연방정부. La 

eliminación de los Estados Unidos debe llevarse a Cabo Bajo Las leyes DE La EPA, 

estatales y federales. 

세시온 7. 마네조 이 알마세나미엔토 

알마세나

미엔토: 

Mantener en un Lugar Fresco y Seco y bien Gió. 프로테야 로스 수령인 드 템파투라스 

말레마스 y  다뇨스. Conservar  en  recipientes correctamente  에티케타도스  en  un  

ambiente higiénico. 

세시온 8. CONTROLES 드 엑스포시온 Y 프로텍시온 카 NHÂN 

잉게니에리아 kiểm soát: thàt-thoát khi địa phàng 

제어 드 hô hôhôp:아니 es necesario en  condiciones 정상 드  USO 

Exposición a la ocupación Mantener alejado de alimentos,  bebidas  y piensos para animales 

Điều khiển: 

관테스 드 프로테시온: 오프시오날 

Protección de Ojos y rostros:evite El contacto con Los Ojos-gafas   opcionales 

세시온 9:. 프로피데다데스 피시카스 Y 퀴미카스 

pH: n/a 

아파리엔시아: 폴보 피노 이 블랑코 

% 볼라틸/볼륨:   0,00% 

아구아 솔루비다드 콘 호아 탄 

세시온 10 •. 에스타빌리다드 Y REACTIVIDAD 

에스타빌리다드 에스터블 엔  콘디션 정상   

Polimerización 펠리그로사: X    không  ocurrirá  Puede  ocurrir  

lncompatibilidad-Materia/s  para  evitar)산화  푸에르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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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에이전트 환원điều 콩디오네스  điều kiàn  para  evitar:Calor Extremo o 

 템퍼라시오ón  congelación 

세시온 11. 인포맥 독성학 

카크 로이 히독성 

아구다 

 
부식비다드 

엑스포시콘  

레페티다 오 케오 

다이 아다 

No SE Han realizado  pruebas toxicológicas  específicas  en  Este  producto. Todos 

los  성분 SE Han incorporado Bajo El Control de la  pháp luáp lugente 

Puede causar irritación en Los 

Ojos Puede causar irritación en 

La Piel 

세시온. 12. 인포마시온 에코로직사 

Phân hâd 드 

라 모빌리다드 

아구아 분산 가능 

에비테 라 리베라시온 데 에스테  응우옌 리엔    엘  메디오 앰엔테. 파실멘테 파른 은 

họ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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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온 13. ÂN C렌 드 엘리미나시온 

Información일반 desechar de Acuerdo con Todas as Las đều đặn ngôn ngữ nacionales 

Los envases de eliminación de envases SE pueden reciclar de conformidad con Todas as Las normativas ngôn 
ngữ-nacionales 

 
세시온 14. 인포마드 알포지토리 '이온' 

Información adicional Este producto không có Está clasificado Como peligroso 

para El Transporte không đều đặn Por El Departamento 

de Transporte (점) 

 

세시온 15. 인포마시온 đều đặn 

Frases de 

seguridad de 

frases de 

riesgo 

NSH-신 펠리그로 는 의미 

S2-Mantener fuera del alcance de Los 

niños S25-evitar El contacto con Los 

Ojos 

Información adicionalBusque atención médica Si La irritación o Los 

síntomas persisten almacene en un área Seca fría 

TSCA N/A 

사라 티툴로 병, N/A  

세시온  313 (40cfr372) 

캘리포니아 보 

노타스 데 

오리엔타시온 

ESTA thức contiene 0% 드 콤푸에스토스 오르가니코스 볼라타일 

Proposición 65- Hasta  El  mejor  conocimiento de  nosotros,  Este  producto  

không có  contiene ningún  성분  que  El  Estado  de  California  Haya  

encontrado  que  causa  cáncer, defectos de Nacimiento u otras anomalías 

reproductivas. 

세시온 16. 오트라 인포르마시온 

텍스토 드 frases 드 리슈고  xi  -  자극테 

en La Sección  3 R43-푸에데 카우사르 센시빌리자시온 포르 콘 라 피엘 

 
 

Más Información  La  Información  suministrada  en  La  ficha de  datos  de  seguridad Está  

diseñada  únicamente  Como  Guía para El USO  y  manejo  Seguro  del  

producto. La  Información  es  correcta  a  lo  mejor de Nuestro conocimiento y 

creencia en La Fecha de publicación, Sin cóm vón, không SE garantiza su  

exactitu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