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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부외품】 

생약입욕제 

 

 

쯔무라 입욕제 바스 허브 

 

특징 

생약 엑기스가 온욕 효과를 높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몸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목욕탕에 퍼지는 감귤의 향기와 생약 특유의 향기를 느껴 보세요. 

목욕을 마치면 피부가 매끈매끈해집니다. 유효 성분 100% 생약 엑기스 

 

 

유효 성분 및 기타 성분 

바스 허브 추출액(당귀, 천궁, 갯방풍, 진피, 박하, 캐모마일 생약 추출 엑기스) 

기타 성분: 무수에탄올, 부틸렌글리콜, 향료, 구연산수화물, 폴리비닐피로리돈, 

폴리옥시에틸렌경화피마자유, 이소스테아르산 폴리옥시에틸렌경화피마자유, 

이소프로필메틸페놀, 파라벤, 황색 202 호(1)  

 

 

효능 

요통, 거친 피부, 냉증, 신경통, 류머티즘, 어깨결림, 치질, 피로회복, 땀띠, 습진, 

갈라진 피부, 튼 살, 여드름, 짓무름 

 

 

사용법 

입욕할 때: 욕조(약 100~200L)의 물에 바스 허브 3~10mL 를 넣고 입욕해 주십시오.  

목욕을 끝낼 때: 바스 허브 몇 방울을 별도의 따뜻한 물 또는 물(약 1~2L)에 녹여 

마지막으로 몸에 끼얹어 목욕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뚜껑의 절반이 약 10mL 입니다. 물의 양에 맞추어 적절하게 조절해 주십시오. 

 



사용상 주의사항 

・원액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즉시 씻어내 주십시오. 

・ 피부 또는 체질적으로 이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용 중 또는 사용 후, 피부에 발진, 발적, 가려움, 자극 등의 이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해 주십시오. 

・이 제품은 마실 수 없습니다. 만일 대량으로 삼킨 경우에는 물을 마시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의사와 상의해 주십시오. 

・이 제품과 다른 입욕제를 함께 사용하는 일은 삼가해 주십시오. 

・입욕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은 천연 생약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드물게 욕조의 재질 등에 따라 욕조에 

물이 들거나 냄새가 남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본 제품의 원액이 욕조, 욕실 내의 폴리에틸렌 또는 대리석에 장시간 묻은 상태로 

두지 마십시오. 드물게 얼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 제품에 욕조나 급탕기를 손상시키는 유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관상 주의사항 

뚜껑을 확실하게 닫고 영유아의 손이 닿는 곳, 직사광선이 닿는 곳, 고온다습한 

곳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남은 물에 대한 주의 

ㆍ남은 물은 세탁에 사용할 수 있지만, 세탁물을 담궈 놓거나 헹굴 때에는 깨끗한 

물을 사용해 주십시오. 또한 다음과 같은 의류에는 남은 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색이 물들 수도 있습니다. ①섬유유연제를 강하게 처리한 의류 ②입은 지 얼마 안 

된 새 옷 또는 소중한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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