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니코틴 패치 설명서 

 
니코틴 패치는 몸에 니코틴을 제공합니다. 니코틴 갈망을 포함한 니코틴 금단 증상을 줄여 

금연에 도움을 주는 일시적인 보조제 역할을 합니다. 니코틴 패치는 니코틴에 대한 신체의 

욕구를 점차 줄일 수 있게 해줍니다. 니코틴 패치에는 담배 연기의 발암물질이나 

일산화탄소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담배와 같은 건강상의 위험이 없습니다.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기 전에 아래 지침을 모두 읽으십시오. 아래를 자주 참조하여 패치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일반 설명서 

1.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날에는 담배를 완전히 끊습니다. 

2. 패치를 착용하는 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십시오. 패치를 사용하면서 담배를 

피우면 약간 어지럽고 구역질이 날 수 있습니다. 

3.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상 제일 먼저 패치를 사용합니다. 사용한 패치를 제거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새 패치를 붙이십시오. 

4. 패치를 착용해 생생한 꿈이나 기타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 취침 시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착용한 상태로 자는 경우 새 패치를 착용할 때 매일 반드시 제거하십시오. 

5. 사용한 패치는 끈적끈적한 끝을 접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사용한 패치는 

어린이와 애완동물을 독살할 수 있는 충분한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버리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6. 같은 니코틴 패치를 24 시간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니코틴 패치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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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패치를 피부에 부착하는 방법 
 
사용할 준비가 될 때까지 밀폐된 보호 파우치에서 니코틴 패치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패치를 파우치 밖에서 보관하게 되면 공기 중으로 니코틴이 날아갑니다. 
 

1. 털이이 없고 깨끗하고 건조한 부위를 선택하십시오. 

2. 어떤 식으로든 불에 타거나, 부서지거나, 잘리거나, 자극받은 피부에 니코틴 패치를 

붙이지 마십시오. 

3. 패치를 바르기 전에 피부에 로션과 비누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4. 투명한 라이너가 니코틴 패치의 끈적끈적한 뒷면을 덮습니다. 끈적끈적한 면이 

피부에 닿습니다. 그 라이너에는 가운데에 슬릿이 달려 있어 패치에서 분리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5. 니코틴 패치에서 라이너 절반을 떼어내십시오. 패치의 끈적끈적한 면을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패치를 바깥쪽 가장자리에 고정하십시오. 

6. 클리어 라이너의 나머지 절반을 떼어낸 후 즉시 패치의 끈적끈적한 면을 피부에 

도포하십시오. 

7. 손 뒤꿈치로 피부에 있는 패치를 10 초 이상 강하게 눌러준다. 특히 가장자리 

주변에 패치가 피부에 꼭 붙도록 하십시오. 

8. 니코틴 패치를 다 바르면 손을 씻습니다. 손에 묻은 니코틴은 눈과 코로 들어가 

따끔거리거나 붉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9. 내일, 다음 니코틴 패치를 바르기 위해 피부에 다른 곳을 선택합니다. 

10. 니코틴 패치를 폐기하려면 끈적거리는 면이 함께 있는 패치를 반으로 접으십시오. 

패치를 안전한 장소에 버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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