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분류번호 : 264
8 806239 001212

땀띠, 습진, 가려움, 피부염에!
피부질환치료제

의류에 남아 있는 세제, 액세서리 같이 피부에 직접 닿는 외부자극이나 땀에 의해
연약해진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땀띠, 습진, 가려움, 접촉성 피부염 등 각종 피
부 트러블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레스타민코와파우더크림은 항히스타민 성분인 디펜히드라민염산염, 염증을 억
제하는 글리시레틴산, 수렴작용을 나타내는 산화아연을 배합하고 있어 땀띠, 짓
무름, 가려움, 습진 등 각종 피부질환에 뛰어난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부드럽게 잘 발리는 파우더 느낌의 크림 제형으로 넓은 범위에도 가볍게 바
를 수 있으며, 바른 직후에도 끈적이지 않고 산뜻함이 남아 있습니다.
[제품명] 레스타민코와파우더크림
[원료약품 및 그 분량] 1g 중
•유 효 성 분 : 디펜히드라민염산염(JP)… ………………………………………… 20mg
				 산화아연(JP)… …………………………………………………… 100mg
				 글리시레틴산(별규)… …………………………………………………1mg
•첨가제(보존제) : 파라옥시벤조산메틸 1mg,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1mg
•기 타 첨 가 제 :	경질무수규산, 경질유동파라핀, 디메틸폴리실록산 , 세탄올, 소르비탄
올레에이트, 스테아르산, 시트르산수화물, 옥틸도데실미리스테이트,
정제수, 폴리소르베이트20, 폴리옥실40스테아레이트, 향료TC2034/
R(W/O)Z151139, 히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
[성상] 백색의 크림제로 방향성이 있다
[효능•효과] 습
 진, 피부염, 미란(짓무름), 땀띠, 접촉성피부염, 가려움, 동상(언상처),
벌레물린데, 두드러기
[용법•용량] 1일 수회(여러 차례) 환부(질환 부위)에 적당량을 바른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이 약은 다음의 신체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
1) 눈 또는 눈 주위, 점막 등
2) 상처부위, 민감한 피부
2.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1) 약
 이나 화장품 등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예를 들면 발진ㆍ발적, 가려움, 옻 등에 의
한 피부염 등)이 나타난 적이 있는 사람
2) 본인 또는 가족이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
3) 습윤이나 짓무름, 염증이 심한 사람
4)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3.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시 가능한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1) 이 약의 사용으로 인해 발진ㆍ발적, 가려움,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2) 5 ~ 6일간 사용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4. 기타 이 약의 사용 시 주의할 사항
1) 정해진 용법ㆍ용량을 지킬 것
2) 소아에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ㆍ감독 하에 사용할 것
3) 이 약은 외용으로만 사용하고 내복 또는 흡입하지 말 것
4)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 만일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물로 씻을 것. 증상
이 심한 경우에는 안과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5) 약이 묻은 손이 눈 등 점막에 닿으면 자극이 있으므로 손에 묻은 약은 잘 씻을 것
5.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직사일광을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습기가 적고 서늘한 곳에 뚜껑을 꼭 닫아 보관할 것
3)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 오용에 따른
사고 발생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
4) 사용기간이 지난 제품은 사용하지 말 것
5)	시계, 안경 등의 플라스틱류, 도장이 되어있는 마루, 가구 등에 접촉 시 변질될 수
있으므로 닿지 않게 주의할 것
[저장방법] 기밀용기, 실온(1~30℃)에서 보관
[포장단위] 40g/튜브
[사용기간] 제조일로부터 36개월
※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첨부문서를 주의깊게 읽고 의약품과 함께 보관하여 주십시오.
※	사용기한이 경과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변질, 변패,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의약품은 약
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에 한하여 교환하여 드립니다.
※	첨부문서 최종 개정연월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의약도서관
(http://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을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제조자]	Kowa Company, Ltd. 6-29 Nishiki 3-chome, Naka-ku, Nagoya, Japan
		Kowa Company, Ltd. Fuji Factory, 332-1, Ohnoshinden, Fuji City,
Shizuoka Pref., Japan
[수입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02 7층

본 제품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소비자상담) 02-6930-4800 (수신자 부담) 080-85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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