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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자는 설명서 작성일자로 사용기한과 관련이 없습니다.

폴리에틸렌글리콜400, 정제수, 포비돈, 프로필렌글
리콜, 젤라틴, 솔비톨스페샬글리세린블렌드

※ 자세한 의약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신청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변질, 변패, 오염되거나 손상된 의약품은 구입처를 통해 교환하여 드립니다.
※ 의약품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십시오.

1) 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 약이나 다
른 해열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이 이 약을 복용하면 간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
2)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한 환자에서 매우 드물게 급성 전신성 
발진성 농포증(급성 전신성 발진성 고름물집증)(AGEP), 스티
븐스- 존슨 증후군(SJS), 독성 표피 괴사용해(TEN)와 같은 중
대한 피부 반응이 보고되었고, 이러한 중대한 피부반응은 치
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대한 피부반응의 징후에 대
하여 환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이 약 투여 후 피부발진이나 
다른 과민 반응의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도록 하
여야 한다.
3) 이 약은 아세트아미노펜을 함유하고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으
로 일일 최대 용량(4,000mg)을 초과할 경우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약을 일일 최대 용량(4000mg)을 초과하여 
복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하는 다른 
제품과 함께 복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 복용 시 급성 전신성 발진성 농포
증(AGEP)과 같은 중증 피부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발열, 홍반, 다수의 작은 농포와 같은 증상이 관찰될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1. 경고

2.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지 말 것

3.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다음의 약을 복용하지 말 것

4. 다음 사람은 복용 전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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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③ 급성 전신성 발진성 농포증(AGEP), 발열, 홍반, 다수의 작은 
농포와 같은 중증 피부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⑦ 슈도에페드린 성분과 관련하여 허혈성 대장염의 증상(급격
한 복통, 직장 출혈 등)이 발현될 경우

①

②

④
⑤

5.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
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 시 가능한 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6. 기타 이 약의 복용 시 주의할 사항

7. 저장상의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