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상의주의사항
1. 다음 환자는 이 약을 사용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 성분에 과민증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영ㆍ유아 및 소아(사용경험이 없다)
3) 조갑주위의 염증성 변화가 나타나는 환자
4) 혈액순환장애 환자
5) 영양실조 환자
6) 알코올 중독 환자
7)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및 수유부(사용경험이 없다)
2. 이 약을 사용하는 동안 다음의 약을 사용하지 말 것
1) 다른 국소 적용 약물과의 병용 치료에 대한 연구는 실시된 바 없다.
2) 이 약 투여 중에는 인조 손톱의 사용을 피한다.
3. 이 약을 사용하는 동안 다음의 행위를 하지 말 것
감염된 조갑에 사용한 줄을 건강한 사람의 조갑에 사용하지 않는다.
4. 다음과 같은 부위(또는 사람)에는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임부 및 수유부 : 임신 및 수유 중 투약경험은 제한적이다. 임신부에서 국소 아모롤핀을 사용한 케이스는 매우
제한적이라 잠재적 위험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동물에 대한 생식독성 실험에서 고용량을 경구투여 시 기형발생
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배자독성 및 태자독성(배태의 재흡수증가)은 나타났다. 아모롤핀이 모유로 분비되는
지에 대하여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약을 임부에 사용 시 아모롤핀의 전신적인 흡수량은 극미량이므로 태아
에 대한 위험성은 무시할 수 있으나 충분한 임상 연구가 없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및 수유부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5. 과량투여시의 처치
이 약은 국소적용 약물이나 실수로 이 약을 경구로 복용한 경우에는 위세척 등의 적절한 방법을 실시한다.
6. 기타 이 약의 사용시 주의사항
1) 이 약은 외용으로만 적용한다.
2) 눈, 코, 입 및 다른 점막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적용한다.
3) 매니큐어는 이 약을 바른 후 적어도 10분 후에 사용하도록 한다. 약을 다시 바르기 전에는 매니큐어를 충분
히 지우고 난 후 동일한 순서에 따라 약을 바른다.
4) 이상반응은 드물게 나타나며 조갑이상(조갑의 변색, 부스러짐, 물러짐)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증상
은 조갑진균증 자체와 관련 있을 수 있다.
기관계

빈도

이상반응

기관계
면역계 질환

빈도

이상반응

흔하지 않음*
(≥1/1,000, ≤1/100)

과민반응(전신알레르기반응)*

드물게 나타남
(≥1/10,000, ≤1/1,000)

조갑이상, 조갑변색, 조갑파손, 조갑종렬(손발톱세
로갈림)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 매우 드물게 나타남
(≤1/10,000)
빈도 불명*

작열감
접촉성 피부염*, 홍반*, 가려움*, 발진*, 수포*

* 국외 시판 후 조사
7.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열을 피하여 30℃ 이하에서 보관한다.
3) 용액이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약을 사용한 직후에는 마개를 잘 닫아 보관한다.
4) 병마개가 병에 달라붙어 열리지 않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병 입구 주변에 용액을 흘리지 않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