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CKS Medicated VAPORUB

지정 의약 부외품
코 막힘 개선 (지정 의약 부외
품)

빅스 베이포럽은 가슴・목・등에 발라주면 코막힘, 재채기 등 감기에 수반하는 제반 증상을 완화해 줍니다.

효능 또는 효과
코막힘, 재채기 등 감기에 수반하는 각 증상의 완화

용법 및 용량
다음의 양을 가슴・목・등에 도포 또는 도포 후 천으로 덮어 주십시오.(3g은 티스푼 하나가 기준입니다.)
12세 이상, 1회 6~10g, 1일 3회
6~11세, 1회 5g, 1일 3회
3~5세, 1회 4g, 1일 3회
6개월~2세, 1회 3g, 1일 3회
6개월 미만, 사용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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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제는 외용에만 사용하고 내복하지 마십시오.

성분 및 분량
In 100 g
dl-Camphor 5.26g
Turpentine oil 4.68g
l-Menthol 2.82g
Eucalyptus oil 1.33g
Nutmeg oil 0.69g
Cryptomeria japonica leaf oil 0.44g

첨가물
Thymol ,Petrolatum,,

사용상의 주의
해서는 안 되는 것
(지키지 않으면 현재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부작용을 일으키기 쉽다)
●다음의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
눈 주위, 점막(예를 들어, 구강, 비강, 상처부위 등) 등.

상담할 내용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하기 전에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임산부 또는 임신중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본인 또는 가족이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
습윤이나 진무름이 심한 사람.
약으로 인해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킨 적이 있는 사람
열이 있는 사람 또는 증상이 장기간 계속되는 사람.
다음의 경우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이 설명서를 지참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사용 후,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
피부:
발진･발적
가려움
7일간 사용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뚜껑을 닫은 채 보관하십시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다른 용기에 옮겨 담지 마십시오.(오용의 원인이 되거나 품질이 변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을 경과한 제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사용기한을 초과하지 않아도 일단 개봉한 후에는 가급적 빨리 사용하십시오.(품질
유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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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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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