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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 홈키파 원샷곱하기투에어졸 (홈키파 캠핑에어졸)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권고용도 : 살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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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7

영업비밀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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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712-89-3

용제 영업비밀

분사제 영업비밀

피부에 묻었다면 비누와 다량의 물로 씻어낼 것.
자극이 전개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제품 안전 정보 자료  (P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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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중 노출로 자극이 생기면 맑은 공기로 옮길 것.
부상자를 조용하게 안정을 취하게 할 것.
증상이 지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즉시 흐르는 물로 15분 이상 오염된 눈을 씻어 낼 것.
자극이 전개되거나 지속되거나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기면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자극이 전개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섭취는 예상되는 노출경로가 아님.
물로 입안을 씻어 내고, 마실 물을 줄 것.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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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란스플루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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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안전 정보 자료  (PSDS)

가. 사용 방법 

나. 사용상의 주의 사항  

3. 먹었을 때에는 의사에게 즉시 진찰을 받도록 하고 구토를 유도하지 마십시오.

4.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물로 충분히 씻으십시오. 자극이 계속되면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2) 용기의 상부에 있는 정량 분사 버튼을 눌러 약 5m2 당 2회 (총 분사량 약 140 mg) 분사합니다.

모기 성충에 대해 약 12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 됩니다.

1. 가정에서 사용 할 때

1) 처음 사용시에는 충분한 양이 분사되지 않으므로 2번 정도 분사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2) 용기의 상부에 있는 정량 분사 버튼을 눌러 약10m2 당 4회 (총 분사량 약 280 mg) 분사합니다.

모기 성충에 대해 약 12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 됩니다.

2. 텐트에서 사용 할 때

1) 처음 사용시에는 충분한 양이 분사되지 않으므로 2번 정도 분사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8.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9. 정해진 용량을 지키십시오. 약 10m2당 4회 (가정에서 사용시), 5m2 당 2회 (텐트에서 사용시) 분사하시고,
그 경우 방 중앙으로부터 네 구석을 향해서 균등하게 분사해주십시오.

5. 인체를 향하여 분사하지 말고, 분무기체를 직접 흡입하지 마십시오.

6. 관상용 물고기나 조류 등에 뿌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7. 사용 전에 잘 흔들어 주십시오.

1. 피부, 음식물, 식기, 어린이의 장난감 또는 사료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2. 피부에 묻었을 때에는 비누와 물로 씻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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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안전 정보 자료  (PSDS)

5. 법적 규제 현황 

식품의약픔안전처에서 관할하는 의약외품으로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득하였음 

10.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11. 고압가스를 사용한 가연성 제품으로서 위험하므로 다음의 주의를 지키십시오.

1) 불꽃을 향하여 사용하지 말 것.

2) 난로, 풍로 등 화기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 것.

3) 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내에서 사용하지 말 것.

4) 온도 40℃ 이상의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5)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실시할 것.

6) 사용 후 잔가스가 없도록 하여 버릴 것.

7) 불 속에 버리지 말 것.

8)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12. 기타 주의사항

직사광선에 의한 내부온도 상으으로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차량 내 보관을 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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