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외품* 

■ 제품명 : 리뉴 어드밴스 다목적용액 

■ 성상 : 무색의 맑은 액 

■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유효성분 : 알렉시딘염산염, 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20%액, 폴리쿼터늄-1(35%w/w) 

기타첨가제 : 구연산나트륨, 글리실글리신, 붕산, 붕산나트륨, 에데트산나트륨, 염화나트륨, 정제수, 

플 록사민1107, 플록사머181 

■ 효능•효과 :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를 포함한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습윤, 세척, 헹굼, 

단백질 제거, 소독, 보존 및 가시아메바 살균 

■ 용법•용량 : 렌즈의 습윤, 세척, 단백질 제거, 소독을 위하여 아래의 단계를 모두 완료한다. 

1단계 : 렌즈의 양쪽 면에 본 용액을 각각 최소한 3방울 떨어뜨린 후 20초 동안 부드럽게 문지른

다. 

2단계 : 렌즈의 양쪽 면을 각각 5초 동안 본 용액으로 충분히 헹군다. 

3단계 : 세척한 콘택트렌즈를 렌즈 케이스에 넣고 본 용액으로 새로 채운 후 최소 4시간 동안 보

관한다. 항상 새로운 용액을 사용해야 한다 – 사용하고 남아 있는 용액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 만

약 렌즈에 어떤 잔류물이 남아 있다면 본 용액으로 다시 헹군 다음 착용하도록 한다. 항상 안과

의사의 지시를 따르도록 한다. 개인별 눈물의 상태나 렌즈 착용주기에 따라 안과의사는 별도의 

제품 사용이나 방법을 권장할 수 있다. 렌즈를 즉시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렌즈 케이스의 뚜껑

을 닫고 보관해야 한다. 식염수는 소독 작용이 없으므로 렌즈를 본 용액 대신 식염수에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렌즈는 착용 시까지 렌즈 케이스의 뚜껑을 닫은 상태로 최대 30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30일 이상 렌즈를 보관할 경우 렌즈 착용 전에 반드시 본 용액으로 렌즈를 다시 세척하고 

소독해야 한다. 

■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렌즈와 렌즈 관리용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각막 감염 및/또는 궤양을 초래하여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 렌즈와 렌즈 케이스를 포함한 렌즈관리용품의 적절한 사용을 위하여 안과의사의 지시와 

설명서에 명시된 지시사항을 따른다. 매일 착용렌즈를 밤새 착용하거나 수면 중에 착용하면 안 

된다. 임상연구에서 매일 착용렌즈를 밤새 착용한 경우 중대한 이상반응의 위험이 증가하였다. 

연속 착용렌즈는 주기적으로 눈에서 제거하여 세척과 소독을 하거나 안과의사가 지시한 주기에 

새로운 렌즈로 교체하여야 한다. 임상연구에서 연속 착용렌즈 착용자들이 매일 착용렌즈 

착용자들에 비해 중대한 이상반응의 발현율이 높았다. 또한, 세척과 소독을 하거나 새로운 렌즈로 

교체하기 위하여 눈에서 제거하기 전에 연속 착용렌즈를 오래 착용할수록 중대한 이상반응의 



위험이 증가하였다. 또한, 연구에서 흡연자의 경우 이상반응의 발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만약 

눈의 불편함, 과도한 눈물, 시력변화, 눈의 충혈이 나타나면, 즉시 렌즈를 제거하고 빨리 안과의사 

와 상담해야 한다.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일 년에 두 번 또는 요구되는 경우 더 자주 안과의사를 

방문하는 것이 권장된다. 

 

2.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의약외품을 사용하지 말 것 

본 용액의 사용에 대해 알려진 금기사항은 없다. 다만, 본 용액의 성분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본 용액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이 의약외품을 사용하는 동안 다음의 행위를 하지 말 것 

1) 렌즈를 보관할 때 렌즈 케이스는 항상 새로운 용액으로 채워야 하고, 절대로 뚜껑을 열어 두거

나 용액을 재사용하면 안 된다. 렌즈 케이스에서 렌즈를 꺼내면 즉시 용액을 버려야 한다. 2) 렌즈

를 수돗물, 병에 든 생수, 증류수와 같은 물, 또는 다른 멸균되지 않은 용액과 접촉시키거나 이러

한 물이나 용액이 담긴 렌즈 케이스에 보관하면 안 된다. 3) 렌즈 관리 시 렌즈 케이스에 사용 후 

남은 용액을 버리지 않거나 뚜껑을 열어 둔 용액을 사용하거나 물을 사용하면 감염을 초래하여 

눈에 장애가 발생하고 시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4) 렌즈를 제대로 소독하고 콘택트렌즈의 감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제품사용설명서 용법용량항의 렌즈를 문지르고 헹구는 횟수를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 문지르거나 헹구는 횟수를 줄이면 렌즈가 제대로 세척되지 않을 수 있다. 5) 절대

로 물, 식염수, 또는 콘택트렌즈 장착액으로 렌즈를 소독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용액들은 렌즈

를 소독하지 않는다. 권장된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심각한 감염, 시력손실 또는 실명을 초래

할 수 있다. 6) 렌즈를 꺼내고 항상 렌즈 케이스를 세척하여 헹구고 공기 중에 건조 시킨다. 렌즈 

케이스를 공기 중에 건조 시킬 때 여분의 용액이 빠질 수 있도록 뒤집어 놓을 수 있다. 7) 위생관

리 정도에 따라 렌즈 케이스를 자주 교체한다. 8) 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동안 렌즈에 물이 닿게 

하지 않는다. 9) 물이 수반된 활동할 때 렌즈 착용 여부에 대하여 안과의사에게 조언을 구한다. 

 

4. 사용 시 주의사항 

1) 정기적으로 안과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2) 렌즈를 만지기 전에 항상 손을 씻고 말린다. 3) 렌즈

나 렌즈 케이스에 수돗물, 병에 든 생수 또는 침을 사용하지 않는다. 4) 오염 방지를 위하여 용기

의 마개가 어느 표면에도 닿지 않도록 한다. 5) 열소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6) 렌즈를 잘 관리

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렌즈를 만지기 전에는 항상 손을 씻고 헹군다. 나. 렌즈를 눈

에서 제거할 때마다 렌즈를 세척, 헹굼, 소독한다. 다. 렌즈의 오른쪽과 왼쪽이 바뀌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항상 한쪽을 먼저 관리한다. 라. 사용 후 항상 렌즈 케이스를 비우고 본 용액으로 깨끗

이 헹군 다음 공기 중에서 건조 시킨다. 

5. 이상반응 

1) 눈의 따가움, 작열감 또는 가려움(자극감), 처음 렌즈를 착용했을 때보다 불편함, 이물감, 과도

한 눈물, 비정상적인 눈의 분비물, 충혈, 시력저하, 흐릿한 영상, 사물 주위의 무지개나 후광, 광과



민성 또는 건조한 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상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렌즈를 즉시 

제거한다. 

가. 불편함이나 문제가 사라진다면 렌즈를 자세히 관찰한다. 나. 렌즈가 손상되었다면 다시 렌즈

를 눈에 착용하지 말고 렌즈 케이스에 넣어 안과의사와 상담한다. 다. 렌즈에 먼지나 속눈썹 또는 

다른 이물질이 있거나, 문제가 사라지고 렌즈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 렌즈를 깨끗이 세

척하고 헹구어 소독한 다음 다시 착용한다. 라. 만약 문제가 지속되면, 즉시 렌즈를 제거하고 눈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3) 1)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감염, 각막궤양, 혈관 신생 또는 홍채염과 

같은 중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눈의 중증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안

과의사를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4) 눈이 감염됐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안과의사를 방문할 때

는 렌즈, 용액, 렌즈 케이스를 가져가서 가능한 배양방법을 통해 미생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6.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사용하지 않을 때는 용기를 꼭 닫아 놓는다. 3) 용

액은 실온에 보관하고 얼지 않도록 한다. 4) 용기와 포장에 표시된 사용기간 이전에 사용해야 한

다. 5) 개봉 후 90일이 지난 용액은 버려야 한다. 폐기일 이후의 용액을 사용하면 용액이 오염되

어 심각한 감염, 시력손실 또는 실명을 초래할 수 있다. 

■ 저장방법 : 기밀용기, 실온(1~30℃)보관 

■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 포장참조 

■ 제조의뢰자 : Bausch & Lomb Inc., 

1 4 0 0 North Goodman Street Rochester, NY USA 14609 

■ 제조자 : Bausch & Lomb Inc., 8507 Pelham Road Greenville, SC 29615 

■ 수입자 : ㈜바슈롬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98길 8 KT&G 코스모 대치타워 13층 

Tel: 080-218-6810 www.bausch.co.kr 

리뉴 관리용액이 담겨 있는 렌즈 케이스에 렌즈를 넣고, 뚜껑을 닫은 채로 최대 30일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개봉 후 90일이 지난 제품은 폐기하십시오. 만약 구입 시 사용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변질, 변패, 오염되거나 손상된 제품은 구입처를 통하여 교환하여 드립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 www.bausch.co.kr을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증(2018) 리뉴 어드밴스 다목적 용액 품목번호 제 14호   KRRA-2019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