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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구분 일반 의약품 

약효 분류 기타 외피 용약 

제품 이름 ポリベビー POLIBABY 

제품의 특징 

●기저귀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이나 땀띠, 습진 등에 효과를 나타내는, 아기에게 사용하기에 좋은 연고입니다. 

●가려움을 가라앉혀 주는 항히스타민제 디펜히드라민과 환부의 치료를 돕는 비타민 A, D2, 산화아연, 그리고 

세균 감염을 방지하는 살균제 트리클로로카르바닐리드가 배합되어 있습니다. 

●기제에 식물유를 사용해 피부에 순한 연고입니다. 환부가 거칠고 건조할 때나  진물이 날 때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 또는 효과 기저귀 발진, 땀띠, 습진, 피부염, 진무름,접촉성 피부염, 가려움증 ，동상, 벌레 물림, 두드러기 

용법 및 용량 1일 1~2회 적당량을 환부에 바릅니다. 

용법 및 용량에 관한 

주의 

(1)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해 주십시오. 

(2)소아에게 복용시킬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 감독 아래 복용시킬 것. 

(3)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 만일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즉시 물로 헹굴 것. 또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안과의의 진료를 받을 것. 

(4)외용에만 사용할 것.   

성분 및 분량 

10ｇ중 

비타민 A유 (비타민 A로서 10,000I.U.)：10mg：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거칠거림 등을 방지합니다.  

에르고칼시페롤 (비타민 D2) ：0.01mg：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거칠거림 등을 방지합니다.  

트리클로로카르브아닐리드：30㎎：살균 작용으로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을 방지합니다. 

디펜히드라민：50mg：항히스타민 작용으로 가려움을 억제합니다. 

산화아연：1,000mg： 분비물을 빨아들여 환부를 건조시킵니다. 

사용상의 주의 

■ 상담할 내용 

１．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 전에 의사,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와 상담할 것 

(1)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2) 약 등에 의해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킨 적이 있는 사람. 

(3) 습윤이나 진무름이 심한 사람. 

2．사용  후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사용을 중단한 후, 이 

문서를 가지고 의사,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와 상담할 것. 

<관계부위：증상> 

피부:발진･발적，가려움，부음  

 

3． 5~6 일 동안 사용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사용을 중단한 후, 이 문서를 가지고 의사,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와 상담할 것 

첨가물 뷰틸하이드록시아니솔 (BHA), 백랍, 유채씨유, 향료 (페닐에틸알코올, 벤질알코올을 포함)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 

(1)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밀전하여 보관할 것. 

(2)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3)다른 용기에 옮겨 담지 않을 것(오용의 원인이 되거나 품질이 바뀌게 된다). 

(4)튜브 입구에 묻은 연고(유분)를 청결한 거즈나 티슈로 잘 닦고 나서 닫아 주십시오. 연고(유분)가 묻은 채로 

뚜껑을 닫으면 너무 세게 닫힐 수 있습니다. 

(5)사용 기한이 지난 제품은 복용 하지 마십시오.  

 

기타 

＜능숙한 사용법＞ 

1. 환부를 청결히 한 후에 사용해 주십시오. 

2. 손가락으로 세게 문지르지 않도록 발라 주십시오. 

3. 거의 다 나았으면 횟수를 줄여 주십시오. 

제조 판매 회사 
사토 제약 주식회사  

도쿄도 미나토 구 모토 아카사카 1 쵸메 5 번 27 호 

위험 구분 제 3류 의약품 

다국어 제품 정보에 

대한 고지 사항 

・본 제품은 일본 국내에서의 판매 및 사용을 목적으로 일본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승인된 의약품입니다. 

・다언어 제품 정보는 해당 제품의 일본어 첨부문서를 번역한 것으로, 어디까지나 참고 정보로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 기재 내용 및 해당 제품 자체가 일본국 외의 법규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다언어 제품 정보는 제공자(또는 당사)에 의한 가번역이며, 향후 예고 없이 수정 및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언어 제품 정보의 기재 내용에 기인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제공자(또는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