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제품명: 리뉴 센서티브 용액(염산폴리헥사메칠렌비구아니드)
성상: 무색 내지 엷은 황색의 투명한 수용액
주성분: 염산폴리헥사메칠렌비구아니드 용액
효능효과
일일 착용 및 연속착용용 소프트(친수성) 콘택트렌즈의 세척, 헹굼, 소독 및 보존
용법용량
1. 콘택트렌즈의 세척 및 헹굼 시
(1) 오른쪽 눈의 렌즈를 제거해서 그 렌즈를 손바닥에 놓은 후 이 약을 렌즈 표면에 몇 방울 떨군 다음,
집게 손가락을 사용하여 렌즈 표면을 부드럽게 문지른다. 그 후 이 약을 렌즈 표면에 계속 흘려 렌즈를
완전히 세척한다.
(2) 신선한 이 약으로 렌즈 보관 케이스를 채운 다음 이 케이스에 세척한 렌즈를 담근다. 이때 렌즈가
이 약에 완전히 잠겨 있는가를 확인한다.
(3) 렌즈 케이스 뚜껑을 꼭 닫는다.
(4) 왼쪽 눈의 렌즈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을 실시한다.
2. 콘택트렌즈 소독 및 보존 시
화학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시간 동안 렌즈를 이 약에 담가두어야 한다. 소독 후에 렌즈를 즉시
착용하지 않는다면 렌즈를 착용할 때까지 밀폐된 보관용기(렌즈케이스)에 렌즈를 보관할 수 있다. 그 후
이 약으로 렌즈를 깨끗이 헹군 다음 렌즈를 착용한다. 렌즈를 착용한 후에는 렌즈케이스의 내용물을
비우고 이 약으로 케이스를 닦은 다음, 자연 건조 시킨다.
사용상 주의사항
1. 경고
콘택트렌즈와

렌즈관리용품에

문제가

있다면

눈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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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렌즈와

렌즈관리용품을 적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과의사의 지시와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지시를
따르는 것이 필수적이다. 각막궤양을 포함한 눈의 문제로 말미암아 급속하게 시력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눈이 불편하다든지, 과도한 눈물, 시력둔화 또는 눈의 충혈 등이 나타나면 즉시 렌즈를
제거하고 안과의사와 상담할 것. 모든 콘택트렌즈 착용자들은 지시받은 대로 안과의사를 방문해야 한다.
연속착용렌즈를 착용하고 있다면 안과의사를 더욱더 자주 방문토록 지시를 받을 수도 있다.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에 과민증을 나타내는 사람
3. 부작용
눈의 따가움, 작열감, 가려움 또는 자극감, 렌즈를 처음 착용했을 때보다 불편하다든지, 이물감, 과도한
눈물, 비정상적인 누액 분비, 눈의 충혈, 흐릿한 영상, 무지개 또는 물체가 여러 개로 보임, 빛에
과민반응 또는 각막 건조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관찰된다면 즉시 렌즈를 제거할
것. 그 후에도 불편함이나 상기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렌즈를 조사해서 렌즈가 손상되어 있다면
렌즈를 다시 착용하지 말 것. 렌즈가 더럽거나 또는 렌즈에 이물이 있을 때에는 렌즈에 아무 이상이
없다면 이 약을 써서 렌즈를 잘 헹구고 소독한 다음 재착용 할 것. 만약 문제가 계속된다면 즉시 렌즈를
제거하고 안과의사와 상담할 것. 상기의 증상들은 감염, 각막궤양, 혈관신생, 홍채염과 같은 상태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즉시 안과의사를 찾아 즉각적인 치료를 받음으로써 심각한 눈의 장애를 피하도록
할 것.
4. 일반적 주의
1) 콘택트렌즈 조작 전에는 항상 손을 깨끗이 닦고 헹구도록 한다. 또 렌즈는 제거할 때마다 세척하고
소독해야 한다.
2) 이 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의 마개 부분을 만지지 말아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마개를 꼭 닫는다.
3) 렌즈를 착용한 후에는 언제나 렌즈 케이스 내의 내용물을 버리고 이 약으로 헹구고 자연 건조
시킨다.
4) 병과 케이스에 표시된 유효일자 이내에서만 사용할 것
5)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5. 적용상의 주의
1) 이 약을 재사용하지 말 것
2) 이 약으로 보존 또는 화학소독 시 가열하면 혼탁해지므로 절대로 가열해서는 안 된다.
3) 이 약 사용 시에는 가열 소독이나 다른 화학소독제와 교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용량: 120ml
저장방법: 밀폐용기, 실온 (1~30°)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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