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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차 드 프레파라시온: 

아치보 No. 00 노 건초 espacios en 블랑코 허가  포  

라 레이 
 

 
놈브레 (들) 코메시알 (es) que 

aparecen 엔 라스 에티케타스: 

 놈브레스 퀴미코:  

Bề mặt 토크 바바 하이드레이팅 글로스 

 

콘 코: 

 

디스트리부이도르/수입도도: 

 

텔레포노 드 이센시아: 

 
306-281-4388 

마리아나 인더스트리 카크 로치   

11222 "도이" 세인트 2-501 카트라이트 

스트리트 

  

오마하 NE 68137 새스커툰 SK S7T 1E1 텔레포노 데 

네고시오스: 

306-978-7458 

   
프레파라도르: 

 
마리아나 인더스트리 

   11222 "도이" 세인트 
   오마하 NE 68137 

 

 

리스브 드 엑스포시시온 엔 엘 에어 

이덴티다드 퀴미카 % 누이 카스 오샤 (펠) ACGIH 

(TLV) 

오트로 

(주) 

디메틸 실록사노, 히드록시 

테르미나도 

& 15 70131-

67-8 

   

타크 에타놀 & 8 64-17-5 1000 

ppm 

1000 ppm  

옥타메틸시클로트라실록산 & 50 566-62-2    

폴리디메틸실록산 & 55 63148-

62-9 
   

인포르마시온 드 아이덴티피카시온 펠리글로사: 

★ 베네노소!   ★ 펠리그로!   푸에데 세르 필멸의  Si  SE ingiere.  Nocivo si se inhala o 

héi a Través de la Piel. 엘 húi  다니노.  ➤ 코 thể 샤이!  아펙타 알  시스테마 

네르비오소  센트럴.  프로보카 이르리타시온 엔 라 피엘, 로스 오호스 y  라스 비아스 hôép.   푸에데 

아펙타르 엘 히가도, 라 상레,  엘 시스테마 재제품. 

TRÚNG túng tún!   콘테니도스는  dễ 샤이!  아니 로치 세르카 데 라마스 

아비에르타스 o 미엔트라스 후마. Không có Fume Hasta que El Cabello esté  

completamente  Seco.  에비테 로시아르 로스  오호스.   Si se sén xuét 

contacto 콘 로스 오호스, enjuague rápidamente con 풍부한  아구아.  Không có 

conservar một 템파투라스 는  120o  F를 một 수 있습니다.   맨테너 푸에라 델 알칸세  

드  아테른.   Utilícelo 솔로 코모 SE 인디카.    엘 말 USO 

intencional Al tcp hợp ar e inhalar thcdo lun adamente  El 

콘테니도 푸에데 세르 는 파팔의 pertáp. 

 

 
 

 

콘디코네스 드 알마세나미엔토 아데쿠아다: 

콘세르바 en un 루가르 프레스코 이 세코. 엘 프로세토 No 대표A 닝운 펠리그로. Conservar en 

recipientes de gốc một 템퍼라 앰비엔테 파라 프로테거 엘 프로테거 엘 producto. 

콘디션 một 에비타르: 



[스포스]시피시오카에스시 

N/a      

인콤파티빌리다드 (에비타르một 재료): 

N/a 
서브프로포오스 노시보스: 

N/a 
콘디코네스 드 알마세나미엔토 아데쿠아다: 

콘세르바 en un 루가르 프레스코 이 세코. 엘 프로세토 No 대표A 닝운 펠리그로. Conservar en 

받는 사람 원본 một 템파라 앰비엔테 파라 프로테거 엘 producto. 
 

Ⅹ 
 

랑 펠리그로소스 

   

Polymerization: 

  

- 

에스타빌리
다드: 

코 thể   콘 thể 카누크  콘 코 오쿠리라   

 



에스칼라 드 클라시피카시온 드 HMIS: 0-mínimo   1-리게로 2 - 모데라도 3  - 그레이브 4-  세베로  1- 

 
클라시피카시온 드 

에스테 프로페오: 
건배:   1  비움:   3  Các 

reactividad: 
  0  

     (콘 오트로스 프로덕츠 
쿼미코) 

 



세시온 IV 펠리그로스 파라 라 살루드 

프로퍼토: 파지나 2 드  4 
 

 
루타 (들) 드 엔드라다 알 

쿠에르포: 
흐트 바오:   시 (주)  피엘 

(주) 
 시 (주)  잉게스티온:   시 (주)  

 

 
성분 (들) listado (들) 코모 에이전트 

가우산테 델 칸서 : 
Ntp:     

Nkn 
모노그라피아스 데 라 

IARC: 
     
Nkn  

오샤 레지스트라도:   nkn  

 

 
펠리그로스 파라 라 살루드 (결과 드 un USO indebido o sobreexposición): 

 
에펙토 스 a 코르토 플라조: 

Hít: 푸에데 카우사르 irritación en Las membranas mucosas del tracto hô hô hóc 

éo có cócp.  La exposición de más de 1000 ppm Puede causar dolor de 

Cabeza, somnolencia, latitud, pérdida de apetito, incapacidad para tpung 

arse e  irritación de la Garganta. 

Contacto con la Piel:: 푸에데 카우사르 자극시온, 아그레타미엔토, 데스카마시온 y 데 그라사 드 라 

피엘 

 

Contacto con Los Ojos: :  líquido y hídi pueden  causar  irritación.  라스 

살피카두라스 푸에덴 카우사르 돌로 측두얼 y  비시온 보르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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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펙토아르고 플라조: 

 

Signos y síntomas de la sobre-exposición: 

 

콘디치오네스 메디카 제너럴멘트 아그라바다 포르 라 엑스포시콘: 에펙토스 크로니코스 드 엑스포시온:  엘 다뇨 

푸에데 오쿠리르 알 코라손, 로스  리뇨네스  y 엘 시가도. 

페르소나스 콘 트라스토노스 프리실테엔테스 드 라 피엘, 문제강 내 비앙 오 인수피시엔시아 thén 

o La Bahía de la función hepática Ser más nhày cóm với một Los efectos. 
 

 

 

 

 
트라타미엔토 드 이머젠시아 y 프라이메로스 cht trợ 

 

Contacto con Los Ojos:  líquido y híi pueden  causar  irritación.  라스 살피카두라스 

푸에덴 카우사르 돌로 측두얼 y  비시온 보르로사.  h류 라  로파 오  nhiễm.   

  Limpie Antes de reutilizar Flush inmediatamente 

con Agua corriente fría Durante Al menos 15 một 20 minutos, separando Los 

párpados  con  Los dedos. un  메디코와 상담하십시오.   Consulte a   

메디코 (주) 



Contacto con la Piel:  푸에데 카우사르 irritación, agrietamiento, descamación y 

des-grasa de la Piel en contacto kéo dài ADO.. h류 라 로파 오 nhiễm. 림피아르 

안테스 드 레틸리자로. 라바르 콘 아구아 y jabón y luego enjuagar con Agua. 

컨설턴트 a un  메디코 

Hít: 푸에데 카우사르 자극시온 엔 라스 mucosas màng del tracto thório cóp trên. 

 La exposición de más de 1000 ppm Puede causar dolor de Cabeza, 

somnolencia, latitud, pérdida de apetito, incapacidad para tpung arse e  

irritación de la Garganta. 

Retirar inmediatamente 알 에어 리브레.  Si La víctima ha 

dejado de hô hô hô hô hô hô hôhâp Dar suy hôâp nhân tân tào,  

preferiblemente  Boca a Boca.  오텐가  아텐시온  메디카 

인메디아테멘테 



Ingestión: 푸에데 카우사르 데프레시온 델 시스테마 네르비오소 센트럴, 나후사, vómitos, 

디아레아, 말 rượu, y 엔 카오스 아구도스 푸에데 카우사르 라 무에르테.  푸에데 세르 

퍼자치o 필멸의 si ingiere.  Consciente o 

capaz de tragar — Haga que La víctima Beba Agua o leche para pha loãng. 

 Nunca Den Nada Por La Boca Si Está inconsciente o co gitá 

 Llame một un Médico y/o kiểm soát de veneno inmediatamente. 

 Inducir El vómito sólo si se se lo aconseja El Médico o El 

Control de veneno.        푸에데 세르 

네세사리아 아텐시온 메디카 인메디타 

 

 
 

 

오르가노스 오브제티보 리얼리자도스: 



카크 메디다스  드 điều khiển  드 라 세시온 Ⅴ. 

BI오프đề-라-라 시체션 VI   대마 un 마인  우소  세구로스 

카랙테리시타스 피시카스 드    라 세시온 비이 

세시-N VIII   다, 디포츠, 2인승 Y EXPLOSIÓ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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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ción hô hô hô hàn càn hàn hó es necesario. 

 

 
쿠에트 지오 레케리다: 엑테누아시온 địa   Ⅹ  메카니카:   na  특별   na  (이포성) 

Guantes de Protección: không SE requiere ningún 

USO bínthàng. 

    

 

프로테시온 mắt: không SE requiere ninguno en El USO bínàng. 

 

트라바호/프라티카히에니카: 티티셀로 코모 SE 인디카. 

 
 

Otras phóng ngàa, không có yêu có yêu cêu ína en El USO bính thünh thün: No SE requiere. 
 

 

 

Phóng ngàngngà một Tomar en La manipulación y almacenamienentoto: Estable Bajo acondicionador bínthng. 

 
 

Otras biàn pháp phóng ngàde USO Seguro: 시가 라스 instrucciones en 보텔라. 

 
 

테오 đuổi một seguir en Caso de derrame: absorber Los derrames convdt liduinerte y colocarlo en un contenedor de 
residuos separado. 

 

메토도 데 엘리미나시온 드 레시두스: 데세헤 데 아쿠에르도 콘 라스 đều đặn,  estatales  y  연방체. 
 

 

 

솔루비다드 델 아구아: 

컴플레타멘트 
덴시다드: 7,9569 펀토 드 

에불리시온: NE 

아파리엔시아: 라옹 코옹 마우 프레시온 드 바포르 (mm HG): NE 펀토 드 푸시온: 

NE 
 

포르마 피시카: 리키도 덴시다드 드 húi (에어 n. o 1): NE 올로: 

업그레이드 

가능 
 

포르센타예 볼라틸 포르 페소: 60 타사 드 베이 húi (IPA n. o 

1): NE 
 

 

펀토 드 코: 35 Cc Na F

f 

로 

메토도 

유틸리티자도: 

쿠프 코파 세라다 

 

Extinguishing Media 
     Ⅹ  스프레이 드 아구아

   
Ⅹ  에스푸마 드 

알코올 

Líve viêm en El Aire,% 드 

하트 볼륨 

   Ⅹ  ..   .   Ⅹ  디오시도 데 

카보노 
추타이: 3,3% UeL:   19    올트로 (전자 

특화) 

  



 
Th âm de Lucha Contra incendios:  Si La Fuga/derrame No ha encendido, utilice Agua 

pulverizada para dispersar Los vapores y proteger một Las Personas que 

remotos detener La Fuga [... ]  El aerosol de Agua Se 

Puede utilizar para eliminar Los derrames de la exposición y para pha loãng 

Los derrames một mezclas không có viêm.  En Caso de incendio, 

sử dụng 로파 데 Protección completa y un aparato hô hô hô hôh, 

autónomoaprobado Por NIOSH con Una Pieza mặt completa một presión 



수요 u Otro modo 드 presión positiva.  El Agua Se Puede utilizar para 

dptắt las Llamas y enfriar Los 받는 사람 expuestos Al Fuego. 

펠리그로스 inusuales de incendio y/o explosión: Por encima del Punto de viêm, Las mezclas de 

Vapor-Aire con trai explosivas. 로스 바포레스 푸에덴 피르 một 로 라르고 드 라스 

피시피시 một 푸엔테스 드 ignición y  볼버 một 파르파디어.  로스 

수령인은 푸에덴 장난꾸러기  쿠안도  SE 칼리엔탄을 판매합니다. Hợp lý   là một 

라  데카르가 estática.    Las 

Llamas de Alcohol pueden Ser difíciles de ver Porque con trai virthứ aliado  

incoloros. 

로스 프로덕츠오스 데 chát cháy incluyen, 엔트레 오트로스, 디오시도 드 카보노 y 카보노 

모로시도.  SE vaporiza fácilmente  một  템파라 주변 엔테.  에비타르 라 아쿠뮬라시온 

드  증기 



아비소 중요: La Información presentada en El PRESENTE documento SE Basa en datos thực nghidos Por Los fabricantes de Los 

materias primas y SE ân một científicamente 교정; tội lỗi công SE hace ninguna Orden o representación, expresa o một conversión, 

en cuanto a la la 

exactitud o suibility de esta Información para La aplicación Al propósito previsto del comprador, o para Las consecuencias de su Uso. 

Utiliza@độc. Si usted tiene alguna pregunta con một la giííi thích adecuada de esta hoja, o El significado de Los términoslosos, 르  

응쿠옌  ódica que Hable con su Médico. 파라 obtener más Información sobre 라 세구리다드 델 producto y 엘 USO 아데쿠아도, 

라마메  알  누메로 퀘 아파레스 앙 라 파르테 파르테 델  Msds. 

프로퍼토: 파지나 4 드  
4 

 

 
El producto debe utilizarse con thééadecuada  y de Acuerdo con Las instrucciones del fabricante. 

 
 

아브레비아투라스 유틸리티자다: 

 

NE-IPA No establecido -알코올 isopropílico  (rượu 드 cọ xát)  CAS-Número 추상화 químico  nkn  -  mm HG 

No  conocido -milímetros  de MercuryNTP- programa  Nacional de   toxicología 

N/A-Pel 무액-  - límitede exposición   admisición admisional de tra  ación en N/D-Sin  datos TLV-  Valor 
límite  Umbral     cáncer 

OSHA-Administrador de Seguridad y 살루드 

오쿠파시오날. 

 
레폰사빌리다드 드 레스폰사빌리다드 

 
La Información contenida en Este MSDS SE obtuvo de Fuentes que creemos que Son confiables. SIN câm vân, LA INFORMACION SE cân bằng CIONA SIN 

GARANTIA, Expresa O  IMPLICA, con RESPECTO một 수 교정. 

 

Las condiciones o métodos de manipulación, torage, USO y eliminación del producto Están fuera de Nuestro Control y pueden Estar fuera de Nuestro conocimiento. 

POR esta y  OTRAS RAZONES, không có asumimos  responsabilidad y renunciamos expresamente  A La  RESPONSABILIDAD Por pérdida, daño O 

Gasto  que surja  de O     en TODOS Los Dispositivos relacionados, Otodos  Los  Dispositivos  relacionados,   Osoio, Osois. 

 

오트라 인포르마시온 오 인스트리치코네스 

ESPECIALES: 닝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