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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라티얼즈안연고 (무수액체라놀린) – 3.5g  

Duratears Ointment (Anhydrous liquid lanolin)  

 
 

    

 

 

 원료약품 및 그 분량 

  1 g 중  

주성분 : 무수액체라놀린 (별규) ..... 30mg 

첨가제 : 미네랄오일, 백색바셀린 

 

 성상 

  무색의 안연고제 
 

  
 

 효능·효과 

  다음 상태에서 눈을 보호하거나 윤활하게 하기 위한 윤활 보조제 

 
1) 건성 각막염(야간에 사용) 

  2) 안과 수술시, 수술하지 않은 눈의 보호, 윤활할 때 

3) 수술후 윤활제 

4) 안과 이외 수술시 눈을 보호, 윤활할 때 

   
 용법·용량 

  소량(0.5 cm)을 결막낭 내에 투여하거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사용하지 말 것.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사람 

    

2.  이 약을 사용하는 동안 다음의 약을 사용하지 말 것. 

방부제 또는 세정제 

    

3.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1) 눈곱, 눈물, 충혈이 나타나는 사람(이 약에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2)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3)  

 

수유부(모유로의 이행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수유부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영아에 대 

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유부에는 투여하지 말고 부득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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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를 중단한다) 

 
 

4.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 시 

가능한 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1) 눈의 통증, 불편감, 자극감, 부종(부기), 눈의 충혈, 눈물분비 증가  

 2) 2 ∼ 3일간 사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보이지 않을 경우 또는 증상이 심해질 경우 

   

 5.  기타 이 약의 사용 시 주의할 사항 

1)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킬 것. 

2) 이 약은 점안용으로만 사용할 것. 

3) 이 약의 투여 전에 콘택트렌즈는 제거해야 하며 이 약 점적 30분 이후에 재착용 할 것. 

4) 만약 다른 점안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어도 5분의 간격을 두고 투여하며 이 

약을 항상 가장 나중에 사용할 것. 

5) 사용 후에 겔제가 안구표면으로 흡수될 때까지 짧은 시간동안 시야흐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전이나 기계조작 시 주의할 것. 

6) 용기의 끝이 안구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용기의 끝이 눈꺼풀 및 속눈썹에 닿 

으면 눈곱이나 곰팡이 등에 의해 약액이 오염 또는 혼탁(흐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또한 혼탁(흐림)된 것은 사용하지 말 것. 

7)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 것. 

8) 사용기한을 초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고, 개봉한 것은 30일 이내에 사용할 것. 
 

 

   

 6.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직사광선을 피하고 될 수 있는 한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 

3) 잘못된 사용을 막고 품질의 보존을 위하여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지 말 것. 
 

    
 

      저장방법 

 기밀용기, 실온보관 

    

  

 최종개정년월일 

  2017-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