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재평가 결과
○
○
○
○

회사명
품목명 및 허가번호
모델명
변경항목

:
:
:
:

㈜루시드코리아
연속착용하드콘택트렌즈, 제허02-695호
드레임
사용시 주의사항

변경 전
§ 렌즈 착용도중 눈이 충혈 되거나 따갑다면 렌즈를 빼고 세

변경 후
1. 경고

척, 멸균과정을 다시 하여 주십시오. 그래도 증상이 계속

1)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렌즈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된다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2) 안과 의사의 처방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

§ 눈에 직접 렌즈 전용 세척제를 넣지 마십시오. 또한 렌즈
착용 전에는 렌즈를 세척액으로 깨끗이 닦은 다음 수돗물
로 충분히 닦아야 합니다.

2. 부작용
1) 렌즈 착용도중 눈이 충혈 되거나 따갑다면 렌즈를 빼고 세
척과정을 다시 하도록 하고, 그래도 증상이 계속 된다면 안
과 의사에게 문의한다.

§ 때때로 착용 전에는 렌즈가 파손, 갈라졌는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만일 이러한 현상이 발견된다면, 착용을 중단하

3. 일반적 주의

고 전문가에게 찾아 가십시오.

1) 렌즈를 너무 오래 장기간 착용한 경우에는 가벼운 충혈, 침
침함, 심한 충혈, 통증 등이 나타나므로 렌즈를 갑자기 장기

§ 렌즈를 너무 오래 장기간 착용한 경우에는 가벼운 충혈, 침
침함, 심한 충혈, 통증 등이 나타나므로 렌즈를 갑자기 장
기간 착용치 않도록 하십시오. 서서히 착용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 착용하지 않는다. 서서히 착용시간을 늘려가도록 한다.
2) 렌즈 소독 시 열을 가하는 방법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
다.
3) 세척이 완전하지 않은 렌즈를 사용하지 않는다.
4) 과도한 흠집이 발생한 렌즈를 사용하지 않는다.
5) 때때로 착용 전에는 렌즈가 파손, 갈라졌는지를 확인하고,
만일 이러한 현상이 발견된다면, 착용을 중단하고 안과 의
사를 찾아가도록 한다.
6) 눈에 직접 렌즈 전용 세척제를 넣지 않는다. 또한 렌즈 착
용 전에는 렌즈를 세척액으로 닦도록 한다.
7) 안질환이 있거나 콘택트렌즈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은 착용을 피한다.
8) 콘택트렌즈를 만지기 전에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말린다.
9) 콘택트렌즈 보관 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3~4개월마다
교체한다.
4. 적용상의 주의
1) 콘택트렌즈는 전용보존액에 보관한다.
2) 소독, 세척, 헹굼 혹은 윤활제 사용은 재질에 맞는 용품을
사용한다.
3) 규정된 착용시간을 준수하도록 한다.
4) 권장된 세척방법으로 세척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