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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 홈키파 마이키파 롤온 (마이키파 롤온)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권고용도 : 살충제 (모기, 털진드기의 기피제)

사용상의 제한 : 권고 용도 외의 사용을 금함.

다. 공급자 정보

회사명 : 헨켈홈케어코리아(유)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갖바치로 3 (성곡동)

긴급전화번호 : 031-491-6861, 080-022-1212 (소비자 상담실)

2. 제품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함유량(%)

7

영업 비밀

나머지

3. 건강 영향 

가. 응급 조치 요령 ( 필요시 )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다. 흡입했을 때 :

라. 먹었을 때 :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

이카리딘

영업 비밀 영업 비밀

제품 안전 정보 자료  (PSDS)

환자 개개인의 반응에 따라 증상의 관리 및 임상적인 상태를 판단할 것.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면 흡입의 위험은 없음. 그러나 호흡기 자극 또는 불
편감을 느끼는 등의 상태가 생기면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눈을 뜬 채 흐르는 물에 몇 분간 씻을 것.
충혈, 통증 또는 보는데 불편감을 느끼면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필요하면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물로 입안을 씻을 것.
부상자가 완전히 의식이 있으면 입안을 씻어내고 물을 많이 마시게 할 것.
구토가 자연적으로 하면 기도흡인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상체를 앞으로
굽힐 것.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異名) / 분자식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119515-38-7

용제 영업 비밀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전주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음.
만일 과다 노출되었으면 접촉부위를 물과 비누로 충분히 씻을 것.
불편감을 느끼거나 증상이 나타나면 더 이상의 노출을 피할 것.
만일 자극이 생기면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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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안전 정보 자료  (PSDS)

4. 사용 및  저장 시 주의 사항 

가. 사용 방법 

나. 사용상의 주의 사항  

1) 모기 기피제로 사용시 팔, 다리, 목덜미 등 노출된 피부에 적당량을 바른다.

2) 털진드기 기피제로 사용시 피복에 똑바로 세워 고루 바른다.

7) 속옷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8) 밀폐된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1) 이 약은 외용으로만 사용한다.

2) 신속히 흡수될 수 있는 피부부위(상처나 염증부위, 관절부위, 점막, 눈 주위, 입 주위 등) 및 햇볕에 많이 탄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3) 노출부위(팔, 다리, 목 등)외에 전신도포는 피하고, 체표면의 20%(대략 양쪽 팔의 표면)이상 과도하게 적용
하지 않도록 한다.

4) 필요이상으로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다.

5) 음식물 또는 음료를 먹거나 껌을 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화장실에 가기 전에 이 약이 도포된 손을 씻는다.

6) 외출에서 돌아오면 피부를 비누와 물로 씻는다.

1) 주의사항

1.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시 가능한 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1) 피부 발적을 포함하는 알레르기 반응과 과민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물로 충분히
씻고 필요하면 의사의 진찰을 받을 것

2)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상처를 줄 수 있다.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15-20분간 물로 충분히 씻고 자극이 계
속되면 의사의 진찰을 받을 것(콘택트렌즈 착용시 콘택트렌즈를 제거할 것).

3) 먹었을 때에는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할 것.

2. 기타 이 약의 사용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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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안전 정보 자료  (PSDS)

5. 법적 규제 현황 

식품의약픔안전처에서 관할하는 의약외품으로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득하였음 

1) 이 약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할 것

2)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3) 이 약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이 약 오용에 의한 사고발생이나 이 약의 품질저
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

9) 플라스틱안경테, 아세테이트, 레이온, 스판텍스 또는 다른 합성섬유(나일론 외), 플라스틱, 손목시계의 유리,
고무, 자동차, 페인트 또는 니스 칠한 표면에 손상을 줄 수 있다.

10) 음식물, 주방 기기, 소아의 장난감, 동물의 사료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저장상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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