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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덴트

정

[제품명] 클리덴트 정
의약외품
[성 상] 흰색의 원형 발포정
[유효성분] 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 옥손(과
황산화합물), 에버라제 6·0티
[기타 첨가제] 라우릴황산나트륨, 미결정셀룰
로오스, 소르비톨, 스테아르산마그네슘, 시트
르산, 자일리톨, 탄산수소나트륨, 향료
[효능·효과] 의치의 세정 및 살균. 의치에 침착
되어 있는 얼룩, 플라그, 구취의 제거
[용량] 1일 1회 1정
[용법] 전체틀니, 부분틀니(금속 및 아크릴)에
사용 1) 틀니 세정컵에 미온수 150~200mL 를
붓고 틀니와 제품 1정을 넣고 5분간 담구어
놓습니다. 2)흐르는 물에 가볍게 칫솔질하고
틀니를 헹구어 줍니다.
[저장방법]기밀용기, 실온(1 ~30 ℃)보관
[포장단위]2.7 g × 48정
* 구입시 사용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변질 또는
오손된 제품을 구입하셨을 때는 구입처를 통해
교환해 드립니다.
제조자 (주)그린월드팜
경기도 화성시 안녕남로8번길 17-21
판매자
본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64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200-23(1,2A,4A층)
[문의전화] 고객만족팀 080-920-2002
[홈페이지] www.da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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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번호 :
사용기한 :

52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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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의약외품을 사용하
지 말 것 가. 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사람 2. 이 의약외품을 사용하
는 동안 다음의 행위를 하지 말 것 가. 이 제품
또는 세척액을 구강에 직접 사용하지 마십시
오. 나. 이 제품 또는 세척액을 마시거나 입안
을 헹구는 등 의치 세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지 마십시오. 다. 이 제품 또는 세척액을 만
진 후, 입이나 눈을 만지지 마십시오. 3. 다음
과 같은 경우 이 의약외품의 사용을 즉각 중지
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가. 이
제품은 과황산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 알레
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 발진,
입술 부어오름, 입 자극과 같은 반응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료적 상담을 받
으십시오. 나. 사용 중 세척액을 사고로 마셨을
경우에는 입을 잘 헹구고 난 후 의료적 상담을
받으십시오. 다. 사용 중 세척액이 눈으로 들
어간 경우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15분간)
세척하고 필요시 의료적 상담을 받으십시오.
렌즈를 착용하였을 경우는 렌즈를 제거하고
의료적 상담을 받으십시오. 4. 그 밖에 이 제품
의 사용 시 주의할 사항 가. 사용 후 흐르는
물에 반드시 잘 헹구어 주십시오. 나. 이 제품
또는 세척액을 만진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
시오. 다. 뜨거운 물(60 ℃이상)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의치 및 레진 부분이 변색, 변형될
수 있습니다. 5. 저장상의 주의사항 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나. 이 제품을 개별
포장에서 개봉하여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오용에 따른 사고 발생이나 발포하지 않는 등
제품의 품질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
하기 직전에 개봉하여 사용하십시오. 다. 이
제품 또는 세척액을 잘못하여 삼킬 위험이 있
는 사람 (예, 제품 라벨을 읽거나 이해할 수 없
는 사람, 시력이 안 좋은 사람, 인지력이 부족
한 노인 등)과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제품에 보이는 회갈색의 반점은
단백질을 분해 해주는 주요성분
이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