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차 드 다토스 드 세구리다드 드 머티즈 

카크 로치 

2-501 카트라이트 세인트 

새스커툰 SK 캐나다 S7T 1E1 không 

Emergencia (306) 242-0495 인포트랙 드 에센시아 (306) 281-9641 

 

크레아도: 9-20I0 

I. 파지나 1데   인포르마시온델  

프로포오 

NOMBRE 델 PRODUCTO: 폴보 드 엠푸제  hợt 
 

 

II. 아이덴티카시온 드 펠리그로스 
 

데스크피온 청 드 이센시아: 
 
루타 (들) 드 엔드라다: 

오호

스: 하이트 

바오:  

잉게스티온: 

피엘: 

시그노스 y 신토마스 드 라 

엑스포시콘:  

에펙토크로니코스: 

펠리그로스 마스 중요: 

펠리그로스 에스피피코스: 

엘 포지티블 자극테 피시코 포르마 파르티큘라스 드 폴보. Contiene polvo dễ cháy finamente dividido 

que một cp altamente  tóp trung  ADos  Puede  causar  potencial  de  explosión de polvo. 
 

라스 파르티큘라스 푸에덴 라야르 라스 피피시  안구  y  카우사르  자극시온  메카니카 

Puede producir un polvo molesto que debe mantenerse Por debajo de un promedio ponderado 

Por Tiempo de I0 mg/m3. 로스 알토스 cóp de polvo en El Aire pueden causar irritación de la 

nariz y La Garganta. 
Không có inducir vómitos 

푸에데 카우사르 자극시온 

Irritante 파라 로스 오호스. 
푸에데 카우사르 이라리타시온 드 라 피엘. 

 

Không 

determinado 

không 
determinado 

không 

determinado 

không 

determinado  
không  
determinado 

 

 

III..  컴포시시온  I  인포마시온  소브레  성분  
 

_ ! NCI.......  ...........  알칸스  ........  ..  CAS......  ...  EINECS.....  .  클라시피카시온  ...... 
틴 bột 컴 모디피카도 1-5% 9005-25-8 Na Na 

실리카토 드 실리케 30-40 68909-20-6 272-697-1 Na 

틴 bột 동창회옥텐시네이트   40-50 9087-61-0 Na Na 

벤조아토 데 소디오 1-5% 532-32-1 208-534 · 8 Na 

시리코 0.005-1 77-92-9 201-069-1 Na 

아세이트 드 소자 cşi tişn 1-5 8001-227 Na Na 
제올리타 5-10 7631-86-9 Na Na 

 

 
IV..  프라임로스  chchd trợ  메아소스  res  

Información chung: 알구나스  페르소나스  푸에덴 thử nghiàm  alérgica  a  Uno  o  más  de  Los 



구성 요소. Enjuague inmediatamente  라스  살피카두라스  en  La Piel  y  La  

Ropa. 
Posibles 노출: contacto 

콘 라 피엘: 컨택토 trực 콴: 

 

잉게스티온: 히트 바오: 
에펙토드 라 소브레-
엑스포시콘: 

오호스, 피엘, 라바도 틴 크 코콘 자손 y 아구아 
En Caso de contacto tín cür con El Ojo, lave inmediatamente con Agua corriente o 

솔루시온 파라 라바스 로스 오호스, 부스크 아텐시온 메디카 시 라 

자극시온 지집. 트라타르 sintomáticamente y 드 마네라 솔리다리아. 

부스크 아텐시온 메디카. Retirar Al Aire Fresco, Si SE presentan  

Los síntomas, Buscar Consejo Médico 
Irritante para La Piel y Las membranas 점막 아스 데 로스 오호스 y 엘 시스테마 hô hôhhp. 



VI.  Medidas de limpieza  tính c à   

página  2 đề 개인 수 있습니다:     시가 라스  recomendaciones  de  Protección,  evite  Elion  hít phéi kéo dài 
ADO  de  polvo  biàn pháp đề nghị  ambientales:
 generalmente No o peligro débil paraela agua 
메토도스 드 림피에자: 레코거 메카니아멘테, 백컴 린, 시 에스 에세사리오 푸콘 아구아 

 

Requisitos 드 엘리미나시온 드 

레시듀오:  

Equipo de Protección cá nhân 
necesario para La limpieza: 

 
Ⅶ. 

deseche adecuadamente Los desechos de  Acuerdo con Las thàng xuyên 

ambientales miền địa phèéng,  estatales  y  연방체. 
Sử dụng guantes y gafas de Protección Al limpiar Los 

spiiisgrandes. SE Recomienda 로파  불투과성, 파라 evitar 엘  

contacto  콘 라 피엘 y 라  로파. 

VIII. . 마니풀라시온  Y  알마세나미엔토 
 
 

C의 

마네조:  

 

 

 
 

알마세나

미엔토: 

에비테 엘 컨티코 콘 로스 오호스. 

Không có hôn mê, 베바  니  푸메  미엔트라스  매니풀  

엘  프로세토. Sử dụng 프로텍시온 아데쿠아다 파라 

라스 마노스 y 로스 오호스 시가 라스 recomendaciones 일반 파라 매니큘러 프로덕츠 polvorientos 

La manipulación mecánica 델  polvo  en  equipos con Una có có sãdecuada    Puede 

Dar Lugar một  descargas eléctricas estáticas. Todos los equipos de manipulación 

deben Estar correctamente conectados một 티에라. 
텐가 쿠이다도 파라 미니미자  라  제네라시온 

드  폴보  엔 엘 에어. 만테너 푸에라 데 라 

리치 드 로스 니뇨스 알마세나르 엔 운 루가르 프레스코 이 세코 
Conservar en recipientes originales lejos de Fuentes de Calor y/o ignición. 

 

VIII CONTROLES DE Exposición tôi  Protección  cá nhân  
 

제어 드 exposición 

ocupacional: 

메디다스 드 

ingeniería: các  
bién pháp: 
Nivel de 

exposición 부도의  

(펠)  드 OSHA:  

Equipo 드 

프로테시온 퍼스널: 

hô hôp: 프로테시온 mắt: 

프로테시온 드 라스 

마노스: 메디다스 드 

히기엔: 

El límite Máximo de exposición  ocupacional  No  SE  alcanza  en  condiciones normales  

de  USO. SE Recomienda 우나 부에나 thông gió chung.   

콘 코 압정. 
 

 
 

가파스, 구나테, 마스카라 드 폴보 
 

콘 에스 네세사리오. Utilice La mascarilla  antipolvo  aprobada Por  NIOSH  

Si Los cép de polvo  Son irritantes. 프로테시온 mắt 콘 프로텍터라테 우사르 관타나모 드 프로테시온 퀴미카멘테 레지덴테스 
파라 라 마니풀라시온 데 프로페토스 퀴미코의 프라티카 제너럴 드 

 

 

IX 프로피에다데스 피시타스 Y 퀴미마스 

아파리엔시아: 

올로: pH 1%): 
Punto de 

ebullición: 펀토 

드 푸시온: 펀토 

드 ngación: 

프로피에다데스 

explosivas:  Presión de hài:  densidad relativa:  solubilidad: 
bề mặt  폴오-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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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ông c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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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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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STABILIDAD Y Reactividad página 3 
 

 
Condiciones một 

evitar: 물질 một 

에비타르: Productos de 

descomposición 

펠리그로소:  són phmm: 

 

에스터블 콘 에버로 아  라스 콘디션드 드 

알마세나미엔토 제제 산화제푸에르테스 모로시도 데 카보노, 디오시도 데 카르보노, 옥시게노, 아구아 

 
 

XI 인포맥이온 독성학 

 
La exposición excesiva Puede afectar a La Salud Humana de la siguiente Manera: 
컨택토 콘 라 피엘: 이리산테 
컨택토 콘 로스 오호스: 이리타테 
히트 바오: 이리산테 

잉게스티온: 트라타르 sintomáticamente y de FORMA 솔리다리아. 부스크 

아텐시온 메디카.    Condiciones médicas  algunas Personas pueden thử nghiàn 

reacción alérgica Al producto cosmético. 일반멘트 아그라바도 포르 

라 엑스포시콘: Signos y 
síntomas de  
La 
exposición: 

En individuossensibles, 세 푸에데 데사롤라 irritación y viêm da. 

 

XII 인포르마시온 에콜로기카 

 
E & Información de efectosológicos :  không có hay datos datos disponibles.. 신학적 

 

XIII ÂN C렌 드 엘리미나시온 
정: 데세체 데 마네라 세구라 데  아쿠에르도 콘 라스 th cãng xuyên miền địa phèng  /nacionales. 

 

XIV 인포르마시온 드 트랜스포트 
 

US DOT 49  CFR: không có bót thàng ADO Por   dot 
 

XIV đều đặn 

시름볼로스 데 펠리그로 
 

 

 

 
 

 
Rcụm t R22 

Xn유해 시 이리탄테 

노시보 si se ingiere. 
R36/38 
R43 

S Frases  S20/2  
l  
S24/25  
S26 
S37 

Đều đặn 연방 정부 드 EE. 
UU.: 

이리테파라 로스 오호스 y 라 피엘. 
푸에데 카우사르 센시빌리자시온 포르 컨택토 콘 라 피엘. 

쿠안도 로 사용 노 코마,  베바  니  Fume 

evite 엘 contacto 콘 라 피엘 y 로스 

오호스 En Caso  de  contacto  con  Los Ojos,  enjuague  inmediatamente  y  
Busque  Consejo Médico sử dụng guantes adecuados mặc phú hợp 

 

에스타도 데 TSCA (레이 드 컨트롤 드 수스탄시아스 토시카스) 



Todos los 성분 Están en El inventario de TSCA o No Están 의무가 a aparecer en El Inveutorytsca. 



 Pa E4 

Este producto Está đều đặn  Como  un  producto  cosmético  en virtud de la directiva  76/768/Cee  de La 
UE,  y  La  pháp luét luét  de los Estados miembros derivada de la  directiva. 

 

코모 제품o cosmético, Este vt lià exento de Las đều đặn 드 라스 thàng xuyên de Productos químicos 

(Información de peligro y embalaje para El Suministro) 델 레이노 UNIDO (칩). 로스  레블라멘토스  칩  손  라  

aplicación en El Reino UNIDO  de La UE  67/548/Cee  ("directiva sobre sustancias"),  1999/45/CE  

("directiva sobre  preparados")  y  76/769/Cee  91/155/Cee ("다이렉트 

sodos"sbrea"sbrea"sbrea"sbrea"("다이렉트 소라그").     
 

 

 

엑스비 오트라 인포르마시온. 
쿠엔 르넨시아 

La infonación en Este MSDS SE obtuvo de Fuentes 실제 y confiables.   죄 cém vím vén, los 

datos SE tỷ l tội lỗi ninguna garantía, expresa o implícita, con respecto một su exactitud o 

exactitud.   다도 퀘 라스 콘디시오네스 드 USO, 매니풀라시온, 알마케나미엔토 y 엘리미나시온 드 에스테 

프로스테 케스트오 에스탄 푸에라 델 kiểm soát de esta Empresa, Los Usuarios trách nhiàch nhiàch 

nhiàn tanto para detennine condiciones seguras para El USO de Este producto y para asumir La 
responsabilidad Por pérdida, lesión, daño o Gasto que surja del USO indebido del, producto.     

닝구나 가르란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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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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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적 đẩy  bộ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