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OMATITIS PATCH TAISHO　Ａ 제3류 의약품

구내염용 약

◆구내염 패치 다이쇼A는 '붙이는' 구내염, 설염 치료약입니다. 구강 내에서 뛰어난 부착력을 보이며, 환부를 자극으로부터 완전히 커버하고 성분이 지

속적으로 작용합니다.

 효능 또는 효과

구내염, 설염

 용법 및 용량

1환부에 1회 1장, 1일 1~4회, 환부 점막에 부착시켜 사용하십시오.

＊본제는 5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정해진 용법・용량을 엄수해 주십시오.

본제는 녹지 않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스럽게 벗겨집니다.(무리해서 벗기지 마십시오.)

본제는 구강내 점막 첩부제이므로 내복하지 마십시오.

5세 이상의 소아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 감독하에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소아에게 사용할 경우는 붙인 후 손가락으로 벗겨낼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사용방법을 틀리면 부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용방법을 잘 읽고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벗겨진 것은 삼키지 말고 버리십시오.

성분 및 분량

In 1 peace (1 patch)

Lithospermum Root Extract　0.10mg　(equivalent to 4.55 mg of the crude drug)

Glycyrrhetinic Acid　0.15mg

첨가물

Polyacrylic acid,Triethyl citrate,Hypromellose,Ethylcellulose ,Castor oil ,Titanium oxide

 사용상의 주의

상담할 내용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와 상담할 것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약 등에 의해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킨 적이 있는 사람.

증상이 만성적인 사람

환부 범위가 넓은 사람.

●사용 후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사용을 중단한 후, 이 문서를 가지고 의사,치과의사,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와 상담할 것.

피부:

발진･발적

가려움

●5~6일간 사용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복용을 중단한 후, 이 문서를 가지고 의사,치과의사,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와 상담할 것.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습기가 적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다른 용기에 옮겨 담지 마십시오.

(오용의 원인이 되거나 품질이 변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분은 봉투에 넣어 입구를 접어서 보관하십시오.

사용기한을 경과한 제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사용기한을 초과하지 않아도 일단 개봉한 후에는 가급적 빨리 사용하십시오.(품질유지를 위하여)

【OTC 의약품의 다언어 제품 정보에 관한 면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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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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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자(또는 당사)에 의한 가번역이며, 향후 예고 없이 수정 및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언어 제품 정보의 기재 내용에 기인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제공자(또는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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