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BRON HAND GEL

지정 의약 부외품
수지 소독

◆에탄올 배합(첨가물: 용제)
◆기분 좋은 사용감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첨가물:습윤제)
◆일본제 470mL

효능
손가락, 피부의 세정, 소독

용법 및 용량
적당량을 손가락에 덜어 도포하거나 문질러 주십시오.

주의

・정해진 용법・용량을 엄수해 주십시오.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 감독 아래 사용하게 할 것.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 만일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즉시 물로 헹굴 것. 또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안과의의
진료를 받을 것.
・외용에만 사용하십시오.

용기 사용
・처음에 사용할 때는 노즐을 돌려서 펌프를 올리고, 액체가 나올 때까지 수 차례 눌러 주십시오.
(펌프가 올라오지 않을 경우에는 캡을 다시 조이고 재차 노즐을 돌리십시오.)
・노즐 부근에 덩어리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 시에 액이 흩날리는 경우가 있으니 제거해 주십시오.

성분
벤잘코늄클로라이드 0.05w/v％

첨가물

에탄올, 글리세린,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2, pH 조정제, 카르복시비닐폴리머

사용상의 주의
해서는 안 되는 것
(지키지 않으면 현재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부작용을 일으키기 쉽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환부 범위가 넓은 사람.
깊은 상처나 심한 화상을 입은 사람.

상담할 내용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 전에 의사,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와 상담할 것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약 등에 의해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킨 적이 있는 사람.
●사용 후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복용을 중단한 후, 이 제품을 가지고 의사,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와 상담하십시오.
피부:발진･발적,가려움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다른 용기에 옮겨 담지 마십시오.(오용의 원인이 되거나 품질이 변할 수 있습니다.)
・화기에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사용기한을 경과한 제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약제는 바닥, 가구, 안경 등 도장면에 부착되면 변질될 수 있으므로 부착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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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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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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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