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nte Drycare®

사용상의 주의

문의가 필요한 경우

용법 및 용량

● 다음의 주의 사항을 지켜 주십시오.

1회 1~3방울, 1일 3~6회 점안해 주십시오.

(1) 어린이가 사용할 때는 보호자가 지도 감독해 주십시오.

(2) 용기 끝을 눈이나 눈꺼풀, 속눈썹 등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눈곱이나 잡균 등이 들어가 약액이 오염되거나 혼탁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혼탁해진 제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3) 소프트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채 사용하지 마십시오.

(4) 점안용으로만 사용해 주십시오.

(1) 눈의 침침함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2) 2주일 정도 사용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사용하기 전에 의사나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 후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이 문서를 지참하고 의사나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음과 같은 경우는 사용을 중지하고 이 문서를 지참하고 의사나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2) 약 등으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 적이 있는 사람

(3)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

심한 눈의 통증

(4) 다음과 같은 진단을 받은 사람

녹내장

관계 부위 증  상

피부 발진, 발적, 가려움

눈 충혈, 가려움, 부종

효능 및 효과
눈물 보조(안구 건조감), 눈의 피로, 하드 콘택트렌즈를 착용했을 때의 불쾌감, 눈의 

침침함(눈곱이 많이 끼었을 때 등)

성  분 분  량

타우린 0.1%

0.05%염화나트륨

콘드로이틴황산 에스터 나트륨

L-아스파라긴산칼륨 0.1%

0.05%

성분 및 용량

에데트산나트륨수화물, 소브산, 붕산, 붕사, pH 조절제를 함유합니다.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
(1)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선선한 곳에 꼭 닫은 상태로 보관해 

주십시오. 제품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차 안이나 

난방기구 가까이 등 고온이 되는 장소에 두지 마십시오.

또한, 고온이 되는 장소에 보관하면 용기가 변형돼 약액이 

새거나 약액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2)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3) 다른 용기에 바꿔넣지 마십시오.

(오용 원인이 되거나 품질이 변할 수 있습니다.)

(4) 다른 사람과 공용하지 마십시오.

(5) 사용 기한이 지난 제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사용 기한 내라도 개봉 후는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해 주십시오.

(6) 보존 상태에 따라서는 성분의 결정이 용기 점안 입구 주위나 뚜껑 안쪽에 하얗게 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청결한 거즈로 닦아낸 후 사용해 주십시오.

●

트위스트캡의 개봉 방법

주의: 용기 중심을 누른 채 
열면 약액이 
밀려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캡을 위로 하고 
열어 주십시오.

●여는 방법
뚜껑을 앞으로 
비틉니다.

●닫는 방법
멈출 때까지 꼭
누릅니다.

면책사항 
・본 제품은 일본 국내에서의 판매 및 사용을 목적으로 일본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승인된 의약품입니다.

・다언어 제품 정보는 해당 제품의 일본어 첨부문서를 번역한 것으로, 어디까지나 참고 정보로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 기재 내용 및 해당 제품 자체가 일본국 외의 법규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다언어 제품 정보는 당사에 의한 가번역이며, 향후 예고 없이 수정 및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언어 제품 정보의 기재 내용에 기인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