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의 효과를 위해서 적절한 부위에

알맞은 방법으로 꾸준히 사용하세요  

FAQ

가장 최근 개정된 제품설명서의 내용은 로게인 홈페이지 (www.rogaine.co.kr), 소비자전화 (Tel. 080-791-1414, 수신자부담)
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온라인의약도서관 (http://drugs.mfds.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월을 이용하여 모발과 두피를 완전히 말려주세요. 

폼이 따뜻한 피부와 닿으면 빠르게 녹을 수 있으므로 

손을 찬물로 씻고 물기를 없애주세요

로게인 팩의 윗 뚜껑을 열어서 

캔을 꺼내주세요.

뚜껑의 화살표와 캔 링의 화살표를 맞춘 후 

뚜껑을 들어올려 열어줍니다. 

캔을 완전히 거꾸로 세운 후, 노즐을 눌러 

제품 뚜껑에 짜줍니다. 

1회 사용량인 1g은 제품 뚜껑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기에, 뚜껑에 짜서 사용하시면

간편합니다.

먼저 빗이나 손으로 바를 두피가 잘 노출되게끔

머리를 갈라줍니다. 두세 번 갈라서 환부를 

노출시켜 주세요. 로게인 폼은 모발이 아닌 

두피에 발라야 합니다.

손가락 끝을 이용해 조금씩 폼을 덜어내서 탈모 부위

두피 뒤쪽에서 앞쪽으로 크림이 사라질 때까지

부드럽게 마사지 하며 펴 바릅니다. 

다시 화살표를 맞추어 뚜껑을 제자리에 끼워

넣습니다. 화살표가 한 줄로 있지 않은 지 

확인하여 어린이가 뚜껑을 열지 못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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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사용합니다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로게인폼 사용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8

사용 후에는 손과 뚜껑을 비누와 물로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7

로게인 폼은 탈모 두피 부위에만 직접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두피 이외에 다른 신체 부위에는 적용하지 마세요. 

헤어 스타일링

로게인폼을 바르기 전에는 꼭 두피와 모발을 완전히 말려주세요. 

로게인폼을 빨리 마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하지만 폼이 

다 마른 후에 헤어 스타일링을 위해서는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두피에 바른 로게인폼이 완전히 마른 후에는 평소와 같이 

헤어스타일링 제품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가능합니다.

1회 사용량은 1g (뚜껑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남성은 1일 2회, 여성은 1일 1회 사용을 권장합니다. 허가된 것보다 많은 

양을 사용하거나, 더 자주 사용하더라도 더 나은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저장시 유의사항

어린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제품을 실온에 (1~30℃) 

보관해 주세요. 이 제품은 강한 인화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관 또는 

사용하는 동안 열, 불꽃 또는 연기를 피해주세요.

이 제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 오용에 

따른 사고 발생이나 의약품 품질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하세요.

바르는 것을 잊었을 경우에는, 지나치고 다음 예정된 시간에 

다시 바르기 시작하세요. 한번에 양을 2배로 늘려서 바르지 마세요.

Q. 어디에 발라야 하나요? 

Q. 젖은 머리에는 바르면 안되나요? 

Q.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해도 되나요? 

Q. 헤어스타일링 제품을 사용해도 되나요?

Q. 수영 후에 사용해도 되나요? 

Q. 모발을 염색해도 되나요?

Q. 얼만큼 발라야 하나요? 

Q.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Q. 제품을 다른 용기에 덜어서 보관해도 되나요? 

Q. 바르는것을 잊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네. 모발을 완전히 말린 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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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하루 두 번 폼나게 바르세요

2015년도 탈모치료제 부문 세계 판매 1위
2)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광고심의필 : 2017-1419-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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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매일 하루 두 번 
 편하게 바르세요

매일 폼나는 탈모 치료제

3) 남성실험 16주차 위약 대비 결과, Olsen EA, et al. J Am Acad Dermatol. 2007 Nov;57(5):767-74

4) 여성실험 24주차 위약 대비 결과, Bergfeld W et al. J Drugs Dermatol. 2016;15(7):874-881

5) Messenger AG, Rundegren J, British Journal of Dermatology 2004: 150: 186-194.

6) Rogaine In-Home Use Test. McNEIL-PPC, Inc. Dec 2003
7) Rogaine US website. Available at: www.roga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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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주 후, 모발수가 

약 4.5배 

증가하였습니다
3)

4)

24주 후, 모발수가

약 3.1배 
증가하였습니다.

액제 vs. 폼제 소비자 테스트 결과, 

폼 제형을 선호하는 이유는
● 아침

● 저녁

● 매일 샤워하고 양치하시죠? 이제 로게인도

  매일 일상처럼 발라주세요.

● 프로필렌 글리콜 (PG)이 들어있지 않아 두피 자극

  가능성이 낮습니다.

: 바쁜 외출 준비시간에도 부담없이 바를 수 있습니다.

: 빠르게 흡수 및 건조되니 편하게 취침하세요.

로게인폼으로 눈에 띄는
 효과를 경험해보세요

탈모의 진행을 늦추고

작아진 모낭을

복구시킵니다

끈적이지 않습니다

흐르지 않습니다

두피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향이 쾌적합니다

원하는 부위에만

도포가

가능합니다

탈모치료제, 매일 바르기 힘드셨죠? 

로게인폼은 다릅니다

특허기술을 보유한 로게인폼은 특별합니다

모낭으로의 

흡수율은 약 5배

전신 흡수율은

약 2배

남녀 모두에게 탈모 개선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사용하기 간편한 폼타입 미녹시딜

4)

미녹시딜 성분은 FDA 승인을 받은

효과적인 탈모 치료제입니다 5)

6)

10명 중 9명의 소비자가
폼제형 사용에 만족하였습니다

아침에도 
손쉽고 간편한 사용!

작고 색이 연한 모발

굵고 색이
진한 모발

단 4개월만에 눈에 띄는 효과를 경험해보세요
5)

로게인폼,
간단하게 시작하세요!

일시적으로 모발이 빠지는
쉐딩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발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효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성실험 기준 10명 중
9명이 탈모개선이나
현상유지를 경험
하였습니다.

*쉐딩현상: 보통 2주가량 지속되며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기존의 모발이 빠지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로게인폼이 여러분에게 곧 좋은 효과를 보여줄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미녹시딜 외용제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 약 6개월 이내에 치료 효과가

   소실되고 유전성 탈모가 다시 진행됩니다.

 1주차

2~6주차

8주차

12주차

16주차

● Tricho-PrimeTM Technology : 건강한 두피와 최적의 

   발모환경을 조성해줍니다.7),8)

식물성 추출물의 두피 보습 효과

AHA 물질의 두피 각질제거

효과로 모공 확장

● 액제 대비 낮은 전신흡수율과 높은 모낭흡수율
10), 11)3), 9)

3), 9)

11)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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