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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포마시온델 PRODUCTO 파지나  1 
 

Nombre del Cliente: bề mặt mịn và khà khành làm mịn 단백질 điều trị vi) nombre 

del producto: mịn & khành màm mịn kem 

호아 chóa chóa chót NOMBRE: 누메로 CAS 

드 프로추티오스 바시코스 드 슈츠모: N/A 

파밀리아 퀴미카: N/A 코르뮬라 

퀴미카: N/A 
II. RESUMEN 드 로스 펠리그로스 

 

El producto es tóxico y venenoso si se ingiere. El producto es un irritante conocido para La Piel, Los 

Ojos y la hít. 
 

III. CÁC 로이치 

리베 드 엑스포시콘 
놈브레르 CAS SỐ% Pel Tlv 오트로 (주) 

히드로시도 데 아마니오 & 2% 7664-41-7 50 ppm 25 ppm 
(TWA) 

35 ppm (스텔) 

시스팀신 HCL & 12% 156-57-0    

 

IV. 프로피에다데스 퀴미카스 Y 피시카스 

펀토 드 에불리시온: 220O F 프레시온 드 hiéé: N/A 

펀토 드 FUSIÓN: N/A 덴시다드 드 VAPOR: n/A 

솔. 앙 AGUA:  completa Gravedad especifica: 1.038 – 1.042 a 

22o  C  ph: 8, 00-10, 25 a 22o ctarifa debay héi: N/a 
아파라토/냄새: 리키도 크레모소 블랑코 콘 올로 퀴미코 



V. 다토스 드 펠리그로 드 SALUD Y 테오 카흐 cáca DE PRIMERA AYUDA  파지나 2 
 

 다토스 드 독성  
놈브레 퀴미코 LD50 LC50 

히드로시도 데 아모니오 350 mg/kg (라타) 0,1 ppm 24 호라스 (트루차 아르코 
아이리스) 

시스투나 HCl 1352 mg/kg (라톤)  

 

 
CONTACTO CON LOS OJOS: 엔주아그 인메디아테로스 OJOS 콘 풍부한 아구아 듀란테 알 메노스 

30 minutos. 라메 một un 메디코 시 라 이라 이라티시온 지집.  

CONTACTO CON LA PIEL: nghỉ héu cualquier 로파 nhiễm bén. 라베 라 피엘 콘 아구아 y jabón 

Durante Al menos 30 minutos. Obtenga atención médica Si La kích thích SE desarrolla o persiste. 
 

압소르시온 드 피엘: 라브 라 피엘 콘 아구아 이 자손. Sử 학자 guantes 파라 레두시르 라 xác suétt de 

irritación de la Piel. 
 

HÍT phíi: Retirar Al Aire 프레스코. Dar mặt nân tâo Si không respira. Obtenga 아텐시온 메디카 

인메디타.  

UỐNG: 노인두시르 보미토. 시에스타 양심, 데 무타 아구아. Obtenga 아텐시온 메디카 인메디타. Không Le dé 

Nada Por Vía tapei một 우나 페르소나 인consciente o co giàt.  

에펙토스 크로니코스 드 라 엑스포시온: 닝구노 에스페라도 
 

OTROS EFECTOS 드 살루드: 닝구노 에스페라도 
 

VI. 메디다스  

드 컨트롤 드 라 엑스포시콘  
 

PROTECCION DE OJOS: 가파스 드 세구리다드 콘 

프로텍터 드 살피카두라스 관타나모 수호자: 관테스 드 고마 

PROTECCION hài ATORIA: không SE requiere OTRA PROTECCION: 로파 프로테시온: 로파 프로토라, 라바도 데 오호스 y 두차 thông 

gió: SE Recomienda El kiểm soát mecánico requerido y El thoát khói địa phóng 
HIGIENE 카닌/PRACTICAS 드 트라바호: 라베세 비엔 라스 마노스 콘 아구아 이 자손 

 

VII. 다토스 데 펠리그로 데 인센디오 Y nổ  
 

펀토 드 플래시 (메토도 요틸리자도): N/A 
 

LIMITES viêm Bajos: 카오 cêp: 

Phàng tién chữa cháy: Instrucciones de Lucha química Seca, espuma, Agua o 

dióxido de carbono: sử 학자 equipo de extinción de incendios Normal 

트라타미엔토 데 수아비자도 드 프로테티나스 suave y saludable de la 피상화 



펠리그로스 드 인센디오 이nổ INTHÔNG thàng: 닝구노 엔콘디시온 정상 
 

 

 

 

 
VIII. 다토스 드Reactividad página 3 

ESTABILIDAD: 유멀멘트 유안정 

INCOMPATIBILIDAD: 옥시단테스 y ácidos Fuertes, cobre, 알루미니오, kẽm, 금속 갈바니자도스, 오로, 

플라타 y 알레아시오네스 드 에스토스 재료. 
Di xuàt độc hài DECOMPOSICION: khí cloruro de hidrógeno, khí de amoníaco y óxidos de 

nitrógeno 

포메리리자시온 펠리글로사: 콘 SE 프로두시라 

IX. 인포르마시온 앰비언탈 Y 드 디스포지티보 

ACCION PARA TOMAR PARA tràn/RÓ rỉ: 에비테 라스 에스코르렌티아스 엔 알칸타릴라스 y 잔자스 

pláneas plánquias que conducen một vías fluviales 자연스. Remoje con Una Pala absorbente en un 

contenedor de residuos, área de lavado con Agua. Sử 학자들quỹ desaliscos 저항 một 로스 알칼리스 y equipo de Protección completo, incluidos 

guantes y fênix de Goma. 

METODO DE DISPOSITIVO: 데세체 드 아쿠에르도 콘 라스 đều đặn, estatales y 연방. 

X. Đề 폰 파라 엘 마네호 세구로, 알마세나미엔토 Y USO 알마세나르 en un 

루가르 프레스코 Y  세코. 
XI. 인포르마시온 데 엔비오 

트랜스포트 테레스트레: (아드/라이드/ggvs/ggve) 

IDENTIFICACION: 클라세 오르가니카 

리퀴다 토시카/누메로/레터: 6.1/25c 누메로 드 

펠리그로: 60 XII. 인포마시온 아디시오날 

ESTE LƯỢNG LIÓÓóóxiCAS. 

Para obtener Información adicional sobre La seguridad del producto o El USO del producto, póngase 

en tip xúc với con El gerente del producto en La dirección o Número de teléfono que aparece en La 

página Uno. 

 

 

 

 

 

 
트라타미엔토 데 수아비자도 드 프로테티나스 suave y saludable de la 피상화 



쿠엔, 

La Información de Este MSDS SE obtuvo de Fuentes actual y. Tội lỗi cmén, los datos SE phúlén tội 

lỗi ninguna garantía, expresa o implícita, con respecto một su exactitud o exactitud.  다도 퀘 라스 

콘디시오네스 드 USO, 매니풀라시온, 알마케나미엔토 y eliminación de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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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란티아, bày và implíc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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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mplimiento OK số. 

 
트라타미엔토 데 수아비자도 드 프로테티나스 suave y saludable de la 피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