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용기의 끝이 눈꺼풀 및 속눈썹에 닿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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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직사광선을 피하고 될 수 있는 한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
      (3) 오용(잘못사용)을 막고 품질의 보존을 위하여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지 말것.
■ 저장방법 : 기밀용기, 실온(1~30℃)보관
■ 포장단위 : 0.5mL X 30관
■ 제조의뢰자 : ㈜파마리서치,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77-19 (대전동)
■ 제조자 : 한림제약(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문로 2-27
■ 개정일 : 2021년 09월 14일
 

※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변질, 변패 또는 오염되거나 손상된 의약품은 구입처를 통
   하여 교환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의약도서관(http://drug.mfds.go.kr) 
   참조

*홈페이지 : www.re-an.co.kr

*소비자 상담실 : 031-8039-1500

*부작용 보고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644-6223)

■ 제품명 : 리안® 점안액(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나트륨) (1회용)
■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이 약 1mL 중
    유효성분: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나트륨(별규) … 0.75mg
기타 첨가제: 에데트산나트륨수화물, 염화나트륨, 인산수소나트륨수화물, 

인산이수소나트륨이수화물, 주사용수, 포비돈

■ 성상 : 무색 또는 미황색의 투명한 액이 무색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든 점안제
■ 효능 · 효과
      (1) 영양부족으로 인한 각막, 결막의 궤양성 질환에 영양공급
      (2)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한 각막, 결막의 미세손상
■ 용법 · 용량 : 1일 2~4회, 1회 2~3방울 점안(눈에 넣음)한다. 점안(눈에 넣음) 후
                         남은 액과 용기는 버린다.
■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사용하지 말 것 :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사람

   2.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1)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 첨가제 : 이 약은 인산염을 포함하고 있다.
           상당한 각막 손상이 있는 일부 환자에서 인산염 함유 점안액의 사용과
               연관되어 각막 석회화의 사례가 매우 드물게(0.01% 미만) 보고된 바 있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시 가능한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 할 것.

      (1) 본 약품에 포함된 성분에 과민반응이 나타날 경우
      (2) 2주 정도 투여 후에도 증상의 개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
   4. 기타 이 약의 사용시 주의할사항
      (1)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킬 것.
      (2) 어린이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 감독하에 사용할 것.
      (3) 이 약은 점안용으로만 사용할 것.
        (4) 최초 사용 시 1~2방울은 점안(눈에 넣음)하지 않고 버린다(개봉시의 용기 

     파편을 제거하기 위함).
        (5) 이 약은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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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결막 미세손상 개선 및 영양공급

국내 최초 DOT™PDRN 점안액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나트륨) (1회용)

Re-眼®Eye Drops 점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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