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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사용법





취침 전 저녁, 해당 부위를
깨끗이 씻어냅니다.

스웨티브센스액을
꼼꼼히 발라줍니다.

용기 사용법





드라이기나 선풍기를
이용하여 잘 말려줍니다.

다음날 물로 깨끗이
씻어 주세요.

액이 쏟아지지 않도록
수평인 상태에서 캡을
개봉합니다.

롤온타입의 볼을 용기와
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결합한 후 사용합니다.

사용 후에는 높은
캡으로 닫아 보관
합니다. (보관시
세워서 보관하세요.)

【원료약품 및 그 분량】100 ml 중
■유효성분 : 염화알루미늄(USP)..........................................12 g
■기타 첨가제 : 에탄올, 정제수, 시클로메티콘, 수산화나트륨
【성상】에탄올 냄새가 나는 무색 또는 아주 연한 녹색의 투명한 액
【효능·효과】겨드랑이, 손, 발의 다한증(땀과다증)
【용법·용량】저녁에 적용 부위에 적당량을 바른 후 다음날 아침 물로 씻어 제거한다. 발한(땀이남)이 멈출 때까지는 매일 밤 한번씩 사용하고 증상이
호전(나아짐)될 경우에는 일주일에 1~2회로 줄인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사용하지 말 것.
이 약 성분에 과민증인 환자.
2. 이 약은 다음의 신체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
이 약은 벗겨지거나 손상된 피부, 또는 최근에 면도한 부위에는 적용하지 말 것.
3.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 시 가능한 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과다 적용시 자극감, 발적(충혈되어 붉어짐), 낙설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필요에 따라 습윤(습기 참)제나 1% 히드로코르티손 크림을 바른다.
4. 기타 이 약의 사용 시 주의사항
1) 치료 대상 부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적용 부위는 완전히 건조한 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2) 눈이나 점막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이 약을 사용 후 땀 분비의 감소가 일시적으로 자극감이나 발적(충혈되어 붉어짐) 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면 사용을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4) 이 약을 적용하기 바로 직전에 목욕은 피해야 하며 적어도 적용 후 한 시간은 지나야 한다. 겨드랑이의 털은 이 약을 적용하기 12시간 전후로는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5.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이 약은 차광기밀용기, 25℃이하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
2)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3)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 오용(잘못 사용)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
【저장방법】차광기밀용기, 25 ℃이하 서늘한 곳 보관
【포장단위】30 ml
【교환 및 제품문의】
※ 사용전에 설명서를 반드시 주의 깊게 읽고, 설명서를 제품과 함께 보관하십시오.
※ 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필한 제품입니다. 구입시 사용기한이 경과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변질, 변패 또는 오손된 제품일 경우에는 구입처를 통하여 교환하여
드리며,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에 의거 소비자의 정당한 피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의약품을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사용(복용)하지 마십시오.
※ 의약품의 용어설명 및 기타 자세한 의약품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의약품 등 검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 올바른 사용법을 모르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사·약사 및 소비자상담실(수신자부담):080-861-82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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