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사용하지 말 것.
1) 테르비나핀 및 이 약 성분에 과민증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및 수유부
3) 유·소아
2. 다음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
(1) 눈이나 눈 주위, 점막(예를 들면 구강, 비강, 질 등), 음낭, 외음부 등
(2) 습진
(3) 습윤(습기 참), 미란(짓무름), 외상(상처)이 심한 환부(질환부위)
(4) 손톱, 두피
3.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
(1)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2) 본인 또는 가족이 알레르기 체질의 사람
(3) 약에 의해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 사람
(4) 환부(질환 부위)가 안면(얼굴) 또는 광범위의 사람
(5) 환부(질환 부위)가 화농(곪음)이 있는 사람
(6) "습진" 또는 "무좀 , 완선(사타구니백선(증)), 체부백선”의 구분이 불확실한 사람
(가려움증 염증 등의 증상이 있다면 ,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도 많다.)
4.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시 가능한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1) 사용 후, 다음의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피부 : 발진 · 발적(충혈되어 붉어짐),

옻, 가려움, 부종(부기), 자극감, 열감, 피부박리(벗겨짐),

미란(짓무름)·건조, 피부균열(갈라짐)
(2) 2주간 정도 사용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거나 본제(이 약)의 사용에 의해 증상이 악화
되었을 경우
5. 기타 이 약의 사용시 주의할 사항
(1)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킬 것
(2) 환부(질환 부위)나 그 주위가 오염된 상태로 사용하지 말 것
(3)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 만일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즉시 물 또는 미지근한 물로
씻고 즉시 안과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4) 외용으로만 사용하고 내복하지 말 것
(5) 사용 전에 잘 흔들어 줄 것

(6) 환부(질환 부위)까지 5cm의 거리에서 분사, 또한 분무구를 잘 확인하고 안면(얼굴), 특히
눈을 향해 분사하거나 흡입하지 말 것
(7) 동상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같은 부위에 연속해 1초 이상 분사하지 말 것
6.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시원한 곳에 뚜껑을 꼭 닫아 보관할 것
(2)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3) 본 약이 묻은 손으로 눈이나 점막에 닿지 않도록 할 것
(4) 사용 기한을 넘긴 제품은 사용하지 말 것
(5) 본 약은 합성수지 등을 부드럽게 하거나 페인트를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가구나 마루 등에
묻지 않게 할 것
(6) 화기에 접근하지 말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