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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BRE 델 PRODUCTO: GHC bề mặt 컬  džu gội 
 

HÓA CHÀ CHÓA CHÓA 

NOMBRE: N/A CAS 

NUMERO: N/A FAMILIA 

HÓA CHT: N/A CÔNG 

THỨC HÓA HỌC: 

 

II. HAZARDS IDENTIFICATION 
 

루타 프라이머리 드 엑스포시콘 :. Contacto con la Piel y Los Ojos. 
시네토마스 렐라시온도스 콘 엘 USO 

--Contacto 콘 La Piel: La exposición repetida Puede causar sensibilización debido một 우나 

레아치온 알레르기카 드 라 피엘. El tişp xúc với kéo dài ADO o repetido Puede hacer que La Piel SE 

seque o SE agriete. - Contacto 콘 로스 오호스  :  엔로제시미엔토, 돌로. 비시온 보르로사. 센사시온 드  아도르. 

- 잉게스티온 :  돌로 bụng,  나세사. 

 

 
 

III.   컴포시콘/인포마시온 소브레  성분  
 

수스탄시아/ 프리파라시온 : 프리파라시온. 

구성 요소 : 

 
놈브레 드 라 수스탄시아 콘 코 CAS 콘 CE 콘 콘 코 안엑소 카 

클라시피카시온 

메즈클라 드 수리파테스 & 15     

 

 

IV. FIRST AID MEASURES 
 

CONTACTO OJO: lave Los Ojos o Los Ojos afectados Bajo Agua corriente Lenta Durante 15 minutos o más, 

asegurándose de que Los párpados estén separados. Si La irritación debe continuar, consulte một un Médico. 

CONTACTO CON LA PIEL: 라바르 라 조나 아펙타다 콘 풍부한 아구아 듀란테 바리오스 미노우토스. 부쿠타텐시온 메디카시 라 이라리타시온 

이스. 
 

Sự HÍT 바오: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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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펙토스 크로니코스 드 라 엑스포시혼: N/A 



오트로스 에펙토스 소브레 라 살루드: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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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OPHORIC: 엘 프로케스토 쿤 SE autociendia Cuando SE 지수 một 콘디시온 atmosféricas 정상. 
 

펀토 드 플래시 (phàng pháp UTILIZADO): N/A (솔루시온 드 아구아) 
 

LIMITES viêm   Bajos: 카오 cêp: 
 

PHéng tiéng chữa cháy: không soportará La cháy 

 

INSTRUCCIONES DE LUCHA DE INCENDIOS: sử dụng equipo de Protección cá nhân y aparatos hôh hónomos 

Cuando luche Contra El Fuego. Utilice Agua fría pulverizada para enfriar El equipo y dispersar Los vapores. 

 

펠리그로스 INUSUALES 드 INCENDIO Y EXPLOSIÓN: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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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수 : evitar La entrada một 알칸타릴라스 y 아구아스 플리타스. Notificar một 라스 autoridades Si 

El producto entra en alcantarillas o Aguas Públicas. 
메토도스 데 림피에자: 림피 로스 데라메스 로 안테스 포실, utilizando un vvét liéu absorbente 파라 리코게로. 

 

VII.   . 마니풀라시온 Y  알마세나미엔토  
 

Estable en condiciones정상. 
 

VIII 컨트롤 드 엑스포시온/프로텍시온 카 NHÂN  
 

PROTECCION DE OJOS: 닝구노 레케리도 바조 엘 USO 일반  관테스 

수호자:닝구노 레케리도 바조 엘 USO bính thàng proteccion  hôh hôh 

p :닝구노 레케리도 바조USO 사범오트라   프로텍시온:닝구노 

레케리도 바조USO bính  th:닝구노 레케리도 바조 USO 정상 
 

IX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펀토 드 에불리시온: 220O  Fpunto 드 비헴: N/A 
 

펀토 드 FUSIÓN: N/A 덴시다드 드 VAPOR: n/a 
 

SOL. EN AGUA: tỷ trọng riêng cà semi hóa tan : 0.975-1.025 o 22oC ph: 3.75-7.00 

TARIFA 드 베이 hài: N/A 

아파라토/냄새: 블랑코 펄라도 리키도 그루소 엔 마루, 프라간시아 분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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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타빌리다드: 유멀멘트 유안정 
 

인콤파티빌리다드: N/A 

 

PRODUCTOS 펠리그로소드 콤포지시온: N/A 
 

포리메리자시온 펠리글로사: N/A 
 

XI 인포맥이온 독성학  
 
닝구노 불면 

. 

XII 인포르마시온 에콜로기카  

 

Información sobre efectos 마카퀴노  :  không có hay datos datos disponibles.. 
 

 

XIII ÂN C렌 

드 엘리미나시온  정 : 데세헤 데 마네라 세구라 데 아쿠에르도 콘 라스 thàngxyên miền địa phèngng/nacionales. 
 
 

XIV 인포르마시

온 드 트랜스포트  
 

Tổng 엔비오. 콘 코 헤이 펠리그로스 코노시도스 
 

XIV đều    đặn  
 

Tổng No SE 코노첸 펠리그로스 
 

 

 

XVI 오트라  인포르마시온.  
쿠엔 르넨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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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ión, daño o Gasto 

que surja del USO indebido del, producto. 닝구나 garantí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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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풀라시온, almacenamiento, USO o eliminación de Este producto 

que pueden No reflejarse en Este MSDS. 엘 우스아리오 데베 리비자 에스타스 đều đặn 파라 가란티자 엘 

쿰플리미엔토 tổng s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