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외품 

제품명: 보스톤어드밴스컴포트포뮬라콘디쇼닝솔루션(Boston Advance Comfort Formula 

Conditioning Solution, 보존액) 

성상: 무색투명한 용액 

주성분: 20% 염산폴리헥사메칠렌비구아니드,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용액 

효능 ∙ 효과: 플루오르실리콘 아크릴레이트 및 실리콘 아크릴레이트 소재의 공기 투과성 하드 콘

택트 렌즈의 소독 및 보존 

용법 ∙ 용량: 

1. 렌즈를 만지기 전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다. 

2. 렌즈를 적절히 세척하여 헹구어 낸 후 렌즈케이스에 넣고 이 약을 케이스에 가득 채워 다음   

  착용 전까지 최소 4시간 이상을 담가둔다. 

3. 착용 시에는 렌즈를 케이스에서 꺼내 필요 시 이 약을 새로 몇 방울 떨어뜨려 적신 후  

  착용한다. 

4. 렌즈케이스의 내부를 뜨거운 물로 깨끗이 세척하여 공기 중에 말린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콘택트렌즈와 렌즈관리용품에 문제가 있다면 눈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렌즈와 렌즈

관리용품을 적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과의사의 지시와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지시를 

따르는 것이 필수적이다. 과도한 눈물, 시력둔화 또는 눈의 충혈 등이 나타나면 즉시 렌즈를 제거

하고 안과의사와 상담할 것. 모든 콘택트렌즈 착용자들은 지시 받은 로 안과의사를 방문해야 

한다. 

2) 콘택트렌즈 착용 중 안약을 투여할 경우에는 미리 전문의와 상담할 것.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 중의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자 

3. 부작용: 

눈의 따가움, 작열감, 가려움 또는 자극감, 렌즈를 처음 착용했을 때보다 불편하다든지, 이물감, 과

도한 눈물, 비정상적인 누액분비, 눈의 충혈, 흐릿한 영상, 무지개 또는 물체가 여러 개로 보임, 빛

에 과민반응 또는 각막 건조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관찰된다면 즉시 렌즈

를 제거할 것. 그 후에도 불편함이나 상기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렌즈를 조사해서 렌즈가 

손상되어 있다면 렌즈를 다시 착용하지 말 것. 렌즈가 이물이 있을 때에는 만일 문제가 계속된다

면 즉시 렌즈를 제거하고 안과의사와 상담할 것. 상기의 증상들은 감염, 각막궤양, 혈관신생, 홍채

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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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콘택트렌즈 제거 시에는 좌∙우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씩 제거하여 용기에 정확히 넣어 보

관할 것. 

3) 콘택트렌즈 제거 후에는 콘택트렌즈를 항상 세척, 소독해야 한다. 

4) 이 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의 마개부분을 만지지 말아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에

는 마개를 꼭 닫는다. 

5) 콘택트렌즈를 눈에 착용한 후에는 항상 보존 용기를 뜨거운 물로 세척한 다음 건조시켜 보관

한다. (콘택트렌즈 용기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용기는 2-3개월마다 교환한다.) 

6) 화장품이나 헤어스프레이 등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 

7) 어린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5. 적용상의 주의: 

1) 이 약을 복용하지 말 것. 

2) 항상 신선한 제품을 사용하며 이 약을 재사용하지 말 것. 

3) 직사광선을 피하여 실온에 보관하며 얼리지 말 것. 

4) 사용기간이 경과된 제품은 절  사용하지 말 것. 

5) 소프트 콘택트렌즈에 사용하지 말 것. 

6) 개봉 후 90일이 지난 제품은 폐기할 것. 

용량 또는 중량: 120mL 

사용기한: 용기 옆면 별도표시 

제조년월일: 용기 옆면 별도표시 

제조번호: 용기 옆면 별도표시 

저장방법: 기밀용기, 실온(1-30°) 보관 

* 사용(유호)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변질, 변패, 오염되거나 손상된 제품은 구입처를 통하여 직접 교

환하여 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전화: 02- 561- 9972               htt://www.CandB.co.kr 

수입자: ㈜ 씨앤비코퍼레이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3 삼성빌딩 9층(135-882) 

제조 의뢰자: Bausch & Lomb Incorporated, 1400 N, Goodman Street, Rochester, NY 14609 USA 

제조자: Bausch & Lomb Incorporated, Greenville Solutions Plant, 8507 Pelham Road, Greenville, SC 

29615-9598 USA 

®/ TM은 Bausch&Lomb의 등록 상표임을 나타냅니다. 

©Bausch&Lomb Incorpo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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