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놈브레 델 제품: GHC bề mặt BASSU 샤인 스프레이 
 

 

 

 

 
II. HAZARDS IDENTIFICATION 

 

 

X 아구도     x  크로니코      x    프레시온 드 푸에고          reactiva 
 

인포르마시온 드 아이덴티피카시온 펠리글로사: 

★ 베네노소! ★ 펠리그로!   푸에데 세르 필멸의 si ingiere. Nocivo si se inhala o héi a 

Través de la Piel. 엘 húi 다니노. ★ 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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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ó tót! 콘테니도스는 dễ 샤이! 아니 로치 세르카 데 라마스 아비에르타스 o 미엔트라스 후마. Không Fume 

Hasta que El Cabello esté completamente Seco. 에비테 로시아르 로스 오호스. Si Se sén xuét contacto 

con Los Ojos, enjuague rápidamente con 풍부한 Agua. 콘 콘 콘세르바 một 템파투라스 우월một 120o  F. 

MANTENER FUERA 드 알칸세 드 아테렌. Utilícelo 솔로 코모 SE 인디카. El Mal USO intencional Al 

tâp trung ar e inhalar lun adamente El contenido Puede Ser perintent oây tử vong. 
 

. 

 

 
 

III.   컴포시콘/인포마시온 소브레 성분  
 

NOMBRES QUÍMICOS: 리퀴도 코 thể dễ 샤이, 에타놀, rượu 테르트 부티로, 벤조아토 데 데 데 나토니오 

사라 오샤    acgih  

EHS NTP IARC 서브 Z 313 CAS 콘. 놈브레 퀴미코 % 포 페소/페소  

3734-33-6 벤조아토 데 데 디토니오 & 0,1 Ở ninguno Ở 
ninguno 

64-17-5 타크 에타놀 & 50 1000 ppm 1000 ppm 
75-65-0 rượu 터트-하지만 & 0,1 1000 ppm 1000 ppm 
541-02-6 데오메틸시클로펜타실록산 & 60 

556-67-2 옥타메틸시클로트라실록산 20-30 
70131678 디메티 실록산 하이드록실  테르미나도 8-14 



 

IV. FIRST AID MEASURES 
 

CONTACTO OJO: 리퀴도 y hhedi pueden causar irritación. 라스 살피카두라스 푸에덴 카우사르 돌로 

vót chót y visión borrosa. Về 라 로파 nhiễm. Limpie Antes de reutilizar Flush inmediatamente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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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턴트 một un 메디코.  

CONTACTO CON LA PIEL: 푸에데 카우사르 자극시온, 아그에타미엔토, 데스카마시온 y 데그라사 데 라 피엘 

엔 CONTACTO 케오 다이 ADO..  . Về 라 로파 nhiễm. 림피아르 안테스 드 레틸리자로. 라바르 콘 아구아 y 

jabón y luego enjuagar con Agua. 컨설턴트 a un 메디코  

HÍT phói: 푸에데 카우사르 irritación en Las membranas mucosas 델 로소 hô hóp cao co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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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ôhhhhhdp Dar mặt nân tâo, 특가 보카 a Boca. 

Obtenga 아텐시온 메디카 드 인메디아토. 
 

Tôiuống: 푸에데 카우사르 데프레시온 델 시스테마 네르비오소 트룽엔옹, 나세아스, 보미토스, 디아레아, 

말 rượu, y 엔 카오스 아구도스 푸에데 카우사르 라 무에르테. 푸에데 세르 퍼자치o 필멸의 si ingiere. Ý th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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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메 một un Médico y/o Control 드 베네노 inmediatamente. 

Inducir El vómito sólo si se se lo aconseja El Médico o El Control de veneno. 이메디소미오 아텐시온 

메디카 푸에데 세르 세 네세리아. 

 

EFECTOS CRONICOS 드 EXPOSICION: 엘 다뇨 푸에데 오쿠리르 알 코라손, 로스 리뇨네스 y 엘 리가도. 

Las Personas con trastornos preexistentes de la Piel, problemas o deterioro de la insuficiencia thàn 

o hepática Son más nhày cúm một Los efec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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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토 드 플래시: 55,0 F CC 

Límite de explosividad th hpún: (에타놀) 3, 3% 

Límite 슈페리어 드 explosión: (에타놀) 19,0%  
 

PHéng tiéng tichàn chữa cháy: Utilice khô hóa cht : rượu 폼, 디오시도 드 카보노. 엘 아구아 푸에데 세르 

ineficaz, Pero SE debe utilizar Agua para mantener bức bích họa 로스 

수령인 expuestos Al Fuego.  

Instrucciones ESPECIALES de Lucha deincendios: Si La Fuga/derrame không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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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pa de 

Protección completa y un aparato hô hô hô hôhh, autónomoaprobado Por NIOSH con Una Pieza mặt  

completa en Demanda de presión u Otro modo de presión u Otro modo de presión positiva.  El Agua 



Se Puede utilizar para ddptắt Las Llamas y enfriar Los 받는 사람 expuestos Al Fuego.   



펠리그로스 드 INCENDIO Y nổ INTHÔNG: 포르 엔시마 델 펀토 드 비헴, 라스 메즈클라스 드 바포르-에어 콘 

트라이 엑스플로시바. 로스 바포레스 푸에덴 피르 một 로 라르고 드 라스 superficies một 푸엔테스 드 ignición y 

볼버 một 파르파데. 로스 수령인은 푸에덴 장난꾸러기 쿠안도 SE 칼리엔탄을 판매합니다. Hợp lý một descarga 

estática. Las Llamas de rượu pueden Ser difíciles de ver Porque con trai prácticamente incoloras. 

로스 프로덕츠오스 데 chát cháy incluyen, Entre otros, dióxido de carbono y monóxido de carbono. SE 

vaporiza fácilmente một 템파투라 주변엔테. 에비타르 라 아쿠뮬라시온 드 증기. 

 
메디다스 드 리베라시온 BÀt NG: 

Máy thúel área de Fuga o derrame. Hónu 토다스 : 라스 푸엔테스 드 이그니시온. Sử dụng 엘 equipo 데 

프로테시온 아데쿠아도. 아이슬 엘 아레아 드 펠리그로. 콘테이 레큐어라 리키도 쿠안도 biển 포서블. 활용 

herramientas y equipos que không 숀 드 치스파. Recoger El líquido en un recipiente apropiado o 

absorber con un vét liéu inerte (vermiculita, Arena Seca, Tierra, ectetc.) y Casa en un contenedor de 

residuos químicos. D NO 는 리알 드 메이트 dễ 샤이, 코모 아세린을 활용합니다. ➤ 콘 SE enjuague một 라 

알칸타릴라! 

 

 

VI.   메디다스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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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ridades Si El producto entra en alcantarillas o Aguas Públicas. 메토도스 데 리피자  :  림피 로스  데라메스 로 앤츠 포실, utilizando un vét 리흡수성 파라 레코거로. 

 

VII.   . 마니풀라시온 Y  알마세나미엔토  
 

마니풀라시온: 라베스 비엔 데푸에드 마네쿨로. Utilícelo 솔로 엔 un área bien thúd. 콘테네도르드 드 티에라 y 드 유니온 알 transferir 

vót lióu. 활용 헤르라미엔타스 một prueba de chispas y equipos 드 폭발. 에비테 엘 콘 로스 오호스, 라 피엘 야 로파. 로스 수혜자 

vacíos retienen 엘 제품o (líquidoy/o hiíc) y 푸에덴 세르 펠리그로소. 만텐가 엘 수혜자 비엔 세라도. 에비테 엘 컨택토 콘 칼로, 치스파 y  라마스. 에비테 라 잉게스티온 y 라 흐릿. Không có presurice, 코르테, 수엘데, 아브라세, 

수엘데, 탈라드레, 뮤에르 니 exponga Los 받는 사람 vacíos Al Calor,  Los  Sparks o Las Llamas Abiertas. 
알마세나미엔토: 만테엥가세 알레하도 델 칼로, 라스 치스파y 라스 라마스. 만테너 알레자도 드 푸엔테스 드 이그니시온. Conservar en un 

받는 사람 헤르메티카멘테 세라도. 맨테너 엘 titic xúc với 콘 재료 산화. Conservar en un área fría, Seca y bien théélejos de Los 

subsesincompatibles. 조나 코 thể dễ 샤이. Không có almacenar Cerca de percloratos, peróxidos,  ácido  cromático o 
ácido nítrico. 
VIII 컨트롤 드 엑스포시온/프로텍시온 카 NHÂN  

 

PROTECCION DE OJOS: 닝구노 레케리도 바조 엘 USO bính thün 

thün  à guanTES protectores: ninguno requerido Bajo El USO  bàn 

vbính thàng: 닝구노 레케리도 바조우소 비엔 트렌 드 오브 오트라  

프로텍시온:닝구노 레케리도 바조USO bính thàng  thàn àtün  

IX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푼소데 에불리시온: 82C 푼토 드 비헴: 14c 
 

푼토 드 nóng chóy: PRESIÓN 드 VAPOR 아니   APLICABLE: 솔.       lực cụ 

thể 

pH: TASA DE bay hài no aplicable: Densidad de VAPOR không  

determinada: không determinada 

아파라토/오도르 델 PRODUCTO 테르미나도: 리퀴도 데 오로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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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ILIDAD: 에스터블 엔 콘디션 정상. 
 

INCOMPATIBILIDAD: (에비타르 물질) 옥시단테스 푸에르테스, 세일즈 드 플라타, 클로루로스 아시도스, 메탈 

알칼리노스, 히드라지나 메타리카, y Muchas 오트라스 스스탄시아스. 
PRODUCTOS phân hây/BT: 디오시도 데 카르보노, 모로시도 데 카르보노. 포리메리자시온 

펠리글로사: 닝구노 
 

XI trực 콴 오르맥시온 독성불로기카  
 

SỐ 

CAS 64-17-5: KQ6300000 

CAS 7732-18-5: ZC0110000 

Chât gây ung thâé: 

CAS 64-17-5: 

ACGIH: A4-không có clasificable Como un CAS 7732-18-5 de chàt gây ung th humano: không có listado Por ACGIH, 

IARC, NIOSH, NTP u OSHA. 

Dịch tíología: se ha demostrado que El etanol sín xuít fetotoxicidad  en El  embrise  o feto de animales de laboratorio. 

La exposición trước khi sinh Al etanol SE asocia con un Patrón distinto de malformaciones co n생식기  que SE 

Han llamado  colectivamente  Como El "Síndrome alcohólico thai". 

테라토제니치: 미엔탕, 휴머노-무저:  tdlo  41 GM/kg (헴브라  41  세마나 (s) después de la Concepción) efectos en El recién 

nacido-puntu ación Apgar (솔로 휴머노) y efectos en El recién nacido-otras Medidas o efectos trẻ sinh y efectos en El 

recién nacido-dependencia de drogas. 에피액테스 재제품: 인트라테리노, humano-mujer:  tdlo  a  200 mg/kg (헴브라 5 디아스 (s) pre-apareamiento) thụ 틴-닌디스 드 

thụ 틴 페메니나 (p. EJ. a Las Mujeres lnh cnh cnh cnh càm esperma positiva hembras;-Mujeres lnh cmavn vman vman. 
신경 독성: không 건초 Información disponible. 

Enicidad mutag: ức chş del ADN: humano, Linfocitos a 220 mmol/L.; 아나리스 시토제네티코: 휴머노, linfocito một 1160 

GM/L.; 아나리스 시토제네티코: 휴머노, 섬유아스토 một 12000 ppm.; 아나리스 시토제네티코: 휴머노, 류코시토스 a 1  PPH/72H 

(연속).; 인터캄비오 데 크롬마티코 헤르마나: 휴머노, Linfocitos một 500 ppm/72H (continuo). 오트로스 에스튜디오: 프루바 드 드레이즈 에스탄다르 (피엘, 코네조) một 20 mg/24h (모데라도) 프루에바 드  타다드  드레이즈 S: 

아드사역 아시온 엔 엘 오조 (코네조) một 500 mg (mộ). 테스트 (.   
 

XII 인포르마시온 에콜로기카  

에타놀: 

Suelo: Fácilmente SE 생데그라타, SE evapora rápidamente, SE 리자 엔 라스 아구아스 subterráneas. 

아구아: 파실멘테 SE 생데그라다, SE 증발라 a 우나 엑스텐시온 모데라다. Không có bioacumula SE. 
Aire: Fácilmente-degrada Por reacción con radicales hidroxilo producidos fotoquímicamente, 

fácilmente eliminados Por deposición Seca y Húmeda, tiene Una Vida phóng tiúng tiún truyền 

thông Entre 1 y 20 dídí/ 

 

XIII ÂN C렌 

드 엘리미나시온  

ACCION PARA 토마르 파라 트란 / RÓ rỉ: thóé El área de fugas o derrames. Hónu 토다스 : 라스 푸엔테스 

드 이그니시온. Sử dụng 엘 equipo 데 프로테시온 아데쿠아도 카 닌. 아이슬 엘 아레아 드 펠리그로. 콘테너 y 

recuperar 엘 리키도 쿠안도 biển 포서블. 활용 herramientas y equipos que không 숀 드 치스파. Recoger El 

líquido en un container apropiadoo absorber con un vét étéu inerte (vermiculita, Arena Seca, Tierra, 

vv) y Casa en un contenedor de residuos químicos. Không có utilice  materiales chàt cháy, Como 



aserrín. 콘 코 라바르 라 알칸타릴라. 



METODO DE DISPOSITIVO: 데세체 드 아쿠에르도 콘 토다스 로 라스 기관, estatales y 연방. 

XIV 인포르마시온  드 트랜스포트  

NỘI ĐỊA (티에라 D.O.T.)  
Nombre de envío adecuado: có thể viêm N.O.S. etanol/rượu 테르트 부티로/벤조아토 데 데 데 나토니오 

클라세 드 펠리그로: 3 (리퀴도 비헴)   엘 카르토나제 드  엔비아미엔토 
유엔/NA: 유엔 1993 년 자크 định 데베  세르 

그루포 드 엠발라제: II리스타도 로 미스모 퀘  엘 

Guía de respuesta de emergencia 127 Descripcion en Los  MSDS!! 

 

인터내셔널 (아구아, I.M.O.) 
 

Nombre de envío apropiado có thể viêm N.O.S. etanol/Alcohol tert-butilo/Benzoato de denatonio 

클라세 드 펠리그로: 3 (리퀴도 비헴)   엘 카르토나제 드  엔비아미엔토 
UN/NA: LA 아이덴티피카시온  드 라 오누  1993데베 
세르 

그루포 드 엠발라제: II리스타도 로 미스모 퀘  엘 
Guía de respuesta de emergencia 127 Descripcion en Los  MSDS!! 

 
 

XIV 인포르마시

온 đều đặn  
 

LIÊN 방 드 EE. Uu. 
TSCA 

El CAS 64-17-5 아파레스 엔 엘 인벤타리오 데 TSCA. 

El CAS 7732-18-5 아파레스 엔 엘 인벤타리오 데 

TSCA. 리스타 드 Informes 드 살루드 y 세구리다드 닝구노 데 로스 프로덕토스 퀴미코스 에스타 엔 라 리스타 데 Informes 드 살루드 y 세구리다드. 

레겔라스 드 프루바스 퀴미카스 

닝구노 데 로스 프로덕토스 퀴미코스 드 에스테 프로덕토 에스타 바조 우나 레글라 드 프루바 퀴미카. 

Ở sección 12B 

닝구노 데 로스 프로덕토스 쿼미코스 에스타 인클루이도 엔 라 세시온 12B 드 TSCA. 

누에바 레글라 드 USO 시디파티보 드 TSCA 

닝구노 데 로스 프로덕토스 퀴미코스 드 에스테 vét litiene un SNUR Bajo TSCA. 

사라 
CERCLA 수스펠리글로사스 bstances y 로스 RQ 

닝구노 데 로스 프로덕토스 químicos de Este vét liéu tiene 

un RQ. 사라 세시온 302 수스탄시아스 엑스트레마다멘테 

펠리그로스  닝구노 데 로스 프로덕토스 químicos de Este 

producto TIENE un TPQ. 코디고스 사라 
CAS 64-17-5: 아구도, 크로니코, 코 thể dễ 샤이. 

Ly 313 

Không SE pueden notificar productosquímicos en virtud de la Sección 313. 

레이 드 에어 림피오: 

Este vàt liúú không có contiene tó chtéépeligrosos del Aire. Este vàt liúúkhông contiene ningún agotadorde ozono 
de Clase 1. Este không có vó vàt étéu contieneneningún  agotadorde ozono de Clase 2. . 
레이 드 아구아 림피아: 
레이 드 리피자 nước: 

닝구노 데 로스 프로덕토스 퀴미코스 드 에스테 케스테 프로덕토 에스타도 코모 수스탄시아스 펠리글로사스 바조 라 CWA. 닝구노 데 

로스 프로덕토스 퀴미코스 드 에스테 케스테 프로덕츠o 텔루스 코모 오 nhiễm 우선 순위는 엘 마르코 데 라 CWA. 닝구노 데 로스 

프로덕토스 퀴미코스 드 에스테 프로덕토 에스타 카탈로그라도 코모 오 nhiễm Tóxicos Yla CWA. Osha: 

닝구노 데 로스 프로덕토스 퀴미코스 드 에스테 프로페토 es ân cén altamente 펠리그로소 포르 OSHA. 
에스타도 

CAS 64-17-5 세푸에데 엔콘트라 en El siguiente derecho estatal a conocer Las listas: 캘리포니아, 누에바 저지, 페날실바니아, 미네소타, 

매사추세츠. CAS 7732-18-5 không Está PRESENTE en Las listas de Estado de CA, PA, MN, MA, FL o NJ. 

TRéNG tàn: Este producto contiene rượu etílico, un producto químico conocido Por El Estado de California para 

causar defectos de Nacimiento u otros daños reproductivos. 캘리포니아 không có mức ràni ro žáng kể: 닝구노 드 로스 

프로덕터 쿠스쿠스 데 에스테 제품o Está listado. 레글라멘토 메도/인터내셔널 

에티케타도 유럽오 데 순응도드 콘 라스 다이렉트바스 CE 

Símbolos 드 펠리그로: F 

Frases 드 리슈고: 

R 11 
F 
Frases 드 리슈고: 

R 11 알타멘테 코 thể dễ 샤이. 

프라세스 드 세구리다드: 

S 16 만테너 알레자도 드 푸엔테스 드 ignición-



không fumar. 

S 33 토마르 메디다스 는 콘트라 데카르가스 

estáticasđề cử 



S 7 만텐가 엘 수령인 비엔 세라도. 
S 9 콘세르바 엘 수상자 엔 un 루가르 비엔 thúd. 
WGK (펠리그로/프로테시온 델 아구아) 

CAS 64-17-5:0 
CAS 7732-18-5: không có hay Información disponible. 

카나다-DSL/NDSL 

CAS 64-17-5 아파레스 엔 라 리스타 DSL 데 

카나다. CAS 7732-18-5 에스타 엔 라 리스타 DSL 

데 카나다 Este producto tiene Una clasificación WHMIS 드 B2, D2A, D2B. 
리스타 데 디볼가시온 드 성분 캐나다 

CAS 64-17-5 아파레스 엔 라 리스타 카나디엔스 드 디불가시온 드 성분. 

리브 데 라스 엑스포스 우레 

CAS-64-17-5: OEL-Úc: TWA 1000 ppm (1900 mg/m3) Oel-Bỉ: T 

WA 1000 ppm (1880 mg/m3) OEL-Tiệp Khắc: TWA 1000 mg/m3; 5000 

mg/m3 OEL-Žan Mžch: twa 1000 ppm (1900 mg/m3) Oel-Phžn Lan: TWA 100 ppm 

(1900 mg/m3); Stel 1250 ppm (2400 mg/m3) Oel-Pháp: TWA 1000 ppm (190 

0 mg / m3); STEL 5000 PP OEL-ALEMANIA: TWA 1000 ppm (1900 mg/m3) OEL-HUNG 

ARY: TWA 1000 mg/m3; STEL 3000 mg/m3 OEL-Hà Lan: TWA 1000 ppm (1900 mg/m3) 

OEL-필리핀: TWA 1000 ppm (1900 mg/m3) OEL-Ba Lan 
: TWA 1000 mg/m3 Oel-Nga: STEL 1000 mg/m3 Oel-SUECIA: twa 1000 ppm (1900 

mg/m3) Oel-Thụy sc: twa 1000 ppm (1900 mg/m3) Oel-Thái 란: T 
WA 1000 ppm (1900 mg/m3) OEL-Thổ nhàtKỳ: twa 1000 ppm (1900 mg/m3) oel un ITED 

Vàng Quốc: TWA 1000 ppm (1900 mg/m3) JAN9 Oel 불가리아, 불가리아, 콜롬비아, 콜롬비아 

, 요르단, 한국 콤프로바 ACGIH TLV OEL 엔 누에바 젤란다, 싱가푸르, 비에트나 

M 콤프로바 ACGI TLV 
 

 

XVI 오트라  인포르마시온.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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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디시온 드 USO, 매니풀라시온, almacenamiento y desposeímientosde Este 

producto Están fuera del Control de esta Empresa, Es responsabilidad de Los Usuarios determinar 

Las condiciones seguras para El USO de Este producto y asumir La responsabilidad Por pérdida, 

lesión, daño o Gasto que surja del USO indebido del, producto. 닝구나 garantíay, expresa o implícita, 

con respecto Al producto descrito en Este documento Será creada o inferida de cualquier khai u 

omisión en Este MSDS. 바리아스 기관 (Por ejemplo, 도트, EPA y FDA) 푸에덴 테너 đều đặn específicas 

sobre El Transporte, xử l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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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