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일본에서 판매하는 Oronine H Ointment의 첨부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정확한 외국어로 표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제조 판매 승인은 일본어로 받았으므로 완벽한 일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2017년 11월: 사용상의 주의 개정

사용 전에 반드시 이 첨부 문서를 확인하십시오.
또한, 필요한 경우 읽을 수 있도록 잘 보관하십시오.

피부 질환 및 외상 치료약

オロナイン®H軟膏
Oronine® H Ointment

여드름, 뾰루지에는
소량을 가볍게 발라
주세요. 끈적거릴
경우에는 타월, 거즈
등으로 닦아 주세요.

상처(베인 상처, 마찰
상처, 찔린 상처)는
환부를 청결히 한 후에
발라 주세요. Oronine
H Ointment 는 상처
부분을 소독하여
화농을 막습니다.

가벼운 화상의
경우에는 환부에 발라
거즈를 대 주세요.
화농을 막습니다.

나이프, 면도기 등에
의한 베인 상처에
사용해 주세요.
Oronine H Ointment
의 살균 작용에 의해
화농을 막습니다.

무좀에는 목욕을 마친
후 바르는 것이
효과적이며, 매일
잊지 말고 끈기있게
계속해 주세요.
더불어, 짓무른
습윤성 무좀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완선, 백선, 마른
버짐(안면 단순성
비당진)에도 Oronine
H Ointment를
사용해 주십시오.

산이나 바다에서 예상치
못한 상처 등으로
당황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Oronine H
Ointment 는 가정 뿐만
아니라, 외출이나 여행
시의 휴대약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살갗이
트거나 동상에 걸리면
설거지 후나 목욕 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잘 발라 주세요.

사용상의 주의 사항
금지 사항
(지키지 않으면 현재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약 또는 이 약의 성분, 클로르헥시딘에 의해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킨 적이 있는 사람.
2. 다음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1) 습진(진무름, 가려움)
(2) 화장부위
(3) 벌레 물림

상담 사항
1. 다음 사람은 사용하기 전에 의사, 약사 또는 등록 판매자에게 상담해 주세요.
(1)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2) 약 등에 알레르기 증상(예를 들면 발진·발적, 가려움, 진무름 등)이 있었던 적이
있는 사람
(3) 환부가 광범위한 사람
(4) 습윤이나 진무름이 심한 사람
(5) 깊은 상처나 심한 화상을 입은 사람

(뒷면 계속)

2. 사용 후, 다음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본 첨부 문서와 함께, 의사, 약사 또는 등록 판매자에게 상담해 주세요.
관계 부 위
피부

증상
발 진 · 발 적 , 가 려 움, 부 음 , 건 조 , 피 부 균 열

드물게 다음과 같은 심각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증 상 명칭
쇼크
(아나필락시)

증상
사용 후 즉시 피부의 가려움, 두드러기, 목이 쉬는 증상,
재채기, 목의 가려움, 가슴이 답답함 느낌, 두근거림, 의식
혼탁 등이 나타난다.

3. 5~6일간 사용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이 첨부 문서와 함께,
의사, 약사 또는 등록 판매자에게 상담해 주세요.

◆ 효능·효과
여드름, 뾰루지, 마른 버짐(안면 단순성 비당진), 화상(가벼운 것), 동상, 피부균열, 상처,
무좀(짓무르지 않은 것), 백선, 완선

◆ 용법·용량
환부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거즈·탈지면 등에 도포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청결한 손가락으로
직접 환부에 바릅니다.
《용법 및 용량에 관한 주의 사항》
(1) 소아에게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 감독 하에서 사용시켜 주세요.
(2)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만일,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곧바로 물 또는
미온수로 씻어 주세요. 더불어,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안과 진료를 받아 주세요.
(3) 본제는 외용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4) 환부나 그 주위의 오염을 제거한 후 사용해 주세요.

◆ 성분
본제는 살균 작용을 가진 클로르헥시딘 글루콘산염을 배합한 친수성 연고입니다. 1g중에
클로르헥시딘 글루콘산염액(20%)을 10mg 함유합니다. 더불어, 첨가물로서 라우로마크로골,
폴리소르베이트 80 황산 Al/K, 마크로골, 글리세린, 올리브유, 스테아릴 알코올, 표백밀랍,
바셀린, 자기 유화형 스테아린산 글리세릴, 향료, 정제수를 함유합니다.

◆ 보관 및 취급 상의 주의 사항
(1)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시원한 곳에 뚜껑을 꼭 닫아 보관해 주세요.
(2)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3) 다른 용기로 바꿔 넣지 말아 주세요.
(오용의 원인이 되거나 품질이 변합니다.)
(4) 외상 및 용기에 표시된 사용 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5) 병 용기는 유리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강한 충격은 피해 주세요.
용기가 파손되어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파손 주의

본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구입하신 판매점 또는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연락처
오오츠카제약 주식회사 고객상담창구

(우)1018535 도쿄도 치요다구 칸다츠카사마치 2-9ㅤ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에 관한 문의처
독립법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
http://www.pmda.go.jp/kenkouhigai_camp/index.html
전화 0120-149-931(수신자부담 전화)

판매
제조판매원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란 의약품(병원·진료소에서 투약된 것
외에 약국 등에서 구입한 것도 포함합니다.)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해,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 등의 건강 피해를 받은 분에
대해서, 의료비 등의 구제급부를 실시하는 공적인 제도입니다.

오오츠카제약 주식회사 도쿄도 치요다구 칸다츠카사마치 2-9
주식회사 오오츠카제약 공장 도쿠시마현 나루토시 무야초타테이와 아자쿠구하라 115
(201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