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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개정일

1.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 컴배트 파워 (컴배트파워 베이트형)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권고용도 : 살충제 (바퀴벌레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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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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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사용 및  저장 시 주의 사항 

가. 사용 방법 

120068-37-3

물질과 접촉 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를 씻어 내시오 .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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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씻어내시오. 전문가의 진찰을 받을 것.

입을 헹굴 것. 의사의 조언을 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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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프로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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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안전 정보 자료  (PSDS)

나. 사용상의 주의 사항  

5. 법적 규제 현황 

식품의약픔안전처에서 관할하는 의약외품으로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득하였음 

5. 컴배트 파워의 내용물이 인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물이 인체와 접촉시 흐르는 물
로 세척해 주십시오.

6. 플라스틱의 잘려진 면이 날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하십시오.

7. 화기주변과 같이 온도가 너무 높은 곳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제품변형 또는 약효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1. 컴배트 파워를 틀로부터 한 개씩 떼어 냅니다.

2. 컴배트 파워를 바퀴가 자주 다니는 통로 요소요소 (그림참조)에 한 개씩 수평 또는 수직방향으로 설치합니
다. 하수구 주위, 출입문 주위, 음식물 보관장소등에 약 10m2당 2~3개의 비율로 설치하고 바퀴가 특히 많은
경우에는 적절히 증량하십시오.

3. 바퀴벌레는 컴배트 파워 안의 독먹이를 먹게 되고 설치 후 1주일 내에 바퀴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4. 설치한 컴배트 파워는 3개월마다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효과적으로 바퀴벌레를 제거 할 수 있습니다.

5. 컴배트 파워는 음식물 보관소근처, 옷장속등 바퀴벌레가 자주 다니는 곳이면 어느 장소에나 설치할 수 있으
며, 분무식이나 훈연식 살충제를 사용할 수 없는 장소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컴배트 파워 안의 독먹이를 꺼내지 마십시오.

8. 비닐포장을 개봉하지마시고 밀폐된 상태로 보관하십시오.

2.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고, 애완동물에게 가지고 놀게 하지 마십시오.

3. 사용한 것은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려 주십시오.

4. 컴배트파워 설치장소 주위에 분무식이나 훈연식 살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컴배트 파워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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