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상의주의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사용하지 말 것.
30개월 이하의 유아
2. 이 약은 다음의 신체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
1) 눈 또는 눈주위, 점막 등
2) 습진, 상처 부위, 민감한 피부
3. 이 약을 사용하는 동안 다음의 행위를 하지 말 것.
특히, 벗겨진 피부 표면 또는 물집이 있는 부위에 다량을 사용하지 말 것.
4.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1) 약이나 화장품 등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예를 들면 발진·발적(충혈되어 붉어짐), 가려움, 옻 등에 의한 피부
염 등]이 나타난 적이 있는 사람
2) 본인 또는 가족이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
3) 습윤(습기 참)이나 미란(짓무름)이 심한 사람
4)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5) 소아(경련을 유발할 수 있다)
6) 순환기 장애 또는 당뇨병 환자
5.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시 가능한한 이 첨부
문서를 소지할 것.
1) 이 약의 사용으로 인해 발진·발적(충혈되어 붉어짐), 가려움, 부종(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2) 5 ∼ 6일간 사용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6. 기타 이 약의 사용시 주의할 사항
1)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킬 것.
2) 소아에게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감독 하에 사용할 것.
3) 이 약은 외용으로만 사용하고 내복 또는 흡입하지 말 것.
4)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 만일 들어간 경우에는 물로 씻을 것.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안(눈)과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5) 사용 전에 잘 흔들어 사용할 것(외용액제에 한함).

7. 저장상의 주의사항

7.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직사일광을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습기가 적고 서늘한 곳에 뚜껑을 꼭 닫아 보관할 것.
3)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 오용에 따른 사고 발생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
4) 불 근처에 두지 말 것(인화성 외용액제에 한함).
5) 사용기간이 지난 제품은 사용하지 말 것.
6) 시계, 안경 등의 플라스틱류, 도장이 되어 있는 마루, 가구 등에 접촉 시 변질될 수 있으므로 닿지 않게 주의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