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翻訳につきましては、できるだけ日本語の原文に近づけるよ

うに翻訳しておりますが、100％その内容を保証するものではないこ
とを予めご了承ください。必要に応じて日本語の添付文書をご参照
いただける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英語）(English)

Regarding this translation, we did the best we could to match the
original Japanese text, however some parts were written in a suitable
way to make it understandable to the English readers. Please refer to the
Japanese instruction if necessary.

（中国語）(Chinese)
这个翻译是，尽可能的接近日语的原文正翻译成。但是事先表明，由于不能
保证 100%的内容准确度，根据需敬请参照日语的添加文书。对此敬请谅解。

（韓国・朝鮮語）（한국・조선어）
이 번역에 대해서는, 될수 있는한 일본어 원본과 가까이 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만,100% 이 내용을 보증 할수는 없으므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대해서는 일본어 첨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タガログ語）(Tagalog)
Isinagawa ang pagsasalin na ito na sinunod sa abot ng makakaya ang
orihinal na teksto na nasa wikang Hapon, subalit may mga bahagi na
isinulat upang madaling maintindihan ng mga mambabasa ng Tagalog.
Mangyaring isangguni ang tagubilin na nasa wikang Hapon kung
kinakailangan.

（ポルトガル語）(Portuguese)
Apesar de todos os esforços não pode ser traduzido em cem por cento.
Esta tradução será anexado como um auxiliar de informação o mais próximo
possível do japonês para o português, apesar das limitações. Use a para melhor
entendimento das explicações em japonês.

（スペイン語）(Spanish)
A pesar de todos los esfuerzos tal vez no se ha logrado una traducción
al cien por ciento. Esta traduccion se adjunta como una información auxiliar lo
mas cercana posible del japonés al espaňol, no obstante la limitaciónes.
Usela para comprender mejor las explicaciónes en japonés que están a su
disposició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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なんこう

상품명：아크치비아 연고
（アクチビア軟膏）
※아래와 같은 주의를 잘 읽어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제품 개요

[효능]
입 헤르페스 (과거에 의사 의 진단·치료를 받은 사람에게 한정한다)
[성분과 작용]
아크치비아…1 g 중에 다음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분
함량
작용
Acyclovir
50mg
포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용법·용량]
1 일 3~5 회, 적당량을 질환부에 도포한다.（입술과 그 주위가 따끔거리거나 위화감을 느낄때는 즉시
발라주세요）
해설
•

따끔거리는 감각은 입술 포진의 재발의 징조입니다.이러한 재발 초기에 사용해 주세요

•

사용시기는

•

가족중에서 처음으로 발병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잘못해 사용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해 주세요

식후, 취침전등이 사용 기준입니다

<용법·용량에 관한 주의>
•

정해진 용법·용량을 엄수해 주세요

•

소아에게 사용시킬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 감독하에 사용시켜 주세요.

•

눈에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만일,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곧바로 물 또는 미온수로 씻어
주세요.또한 증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안과의의 진료를 받아 주세요.

•

외용에만 사용해 주세요.

•

입에 들어가도 해롭지는 않지만 가능한 입에 넣지도 말도록하세요

사용상 주의
아래와 같은 주의를 잘 읽고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주의 사항
(주의하지 않으면 현재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부작용·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1.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1) 처음으로 발병했다고 생각되는 사람, 환부가 광범위인 사람（처음 발병한 경우에는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환부가 광범위로 번졌을 경우 중증이므로 의사치료를 받아주세요）

(2) 본약 또는 염산 바라시크로빌 약품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 사람（본약의
사용에 의해 다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3) 6 세 미만의 유아(유아의 경우, 처음으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93 -

2. 다음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1) 눈과 눈주위（눈에 들어가면 자극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입술과 그 주위 이외의 부위(입술 포진은 입술 및 그 주위에 생기는 것입니다)

 상담해야 할 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사용전에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1)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의사로부터 처방받고 있는 약에 영향을 주거나 본약과 같은
약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임산부 또는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약의 사용은 신중히 하고, 전문의와
상담하고 지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3) 수유중인 사람(같은 성분의 의료용의 내복약으로, 모유로 이행된 전례가 있습니다)
(4) 본인 또는 가족이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은 본약의 사용에 의해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약에 의해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 사람(어떤 약으로 인해 알레르기를 일으킨
사람은 본약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번지거나 짓무름이 심한 사람（증상이 심한 경우는 전문의와 상담하고 지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7) 아토피성 피부염의 사람(증상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하고 지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이 설명서를 가져가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1) 사용후,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관계 부위
증상
발진, 부종, 가려움, 피부병 자극감, 동통, 건조, 작열감, 낙설(비듬·때 처럼
피부
피부가 벗겨짐), 두드러기
(본약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 때문이거나 본약의 약리 작용이 강하게 나타난 증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 약을 계속해서 사용하면 증상이 한층 더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2) 7 일정도 사용해도 증상이 변화가 없을 경우(7 일정도 사용해도 증상의 개선이 보이지 않을
때는 증상이 심하든지, 다른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
(1) 직사 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적은 30℃이하의 시원한 곳에 뚜껑을 닫아 보관해 주세요
(2)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3) 사용 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어 주세요
(4)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지 말아 주세요(오용의 원인이 되거나 품질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사용 기한이 지난 제품은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또한 사용 기한내라도 개봉 후 6 개월 이내에
사용해 주세요(품질 보관 유지를 위해)

出典
発行

（社）神奈川県薬剤師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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なんこう

상품명：헤르페시아 연고
（ヘルペシア軟膏）
※아래와 같은 주의를 잘 읽어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제품 개요

[효능]
입술헤르페스의 재발（과거 의사의 진단・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에 한정합니다）
[성분과 작용]
헤르페시아…1 g 중에 다음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분
함량
작용
Acyclovir
50mg
포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용법·용량]
1 일 3~5 회, 적당량을 질환부에 바른다.（입주위가 따끔 거리는 위화감을 느끼면 바로 발라주세요）
해설
•

따끔 거리는 감각은 입술 포진의 재발의 징조입니다.이런 재발 초기에 사용해 주세요

•

사용시기는

•

가족중에 처음으로 발병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잘못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해 주세요

식후, 취침전등의 사용이 기준입니다

<용법·용량에 관한 주의>
•

정해진 용법·용량을 엄수해 주세요

•

소아에게 사용시킬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 감독하에 사용시키십시오.

•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만일,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곧바로 물 또는 미온수로 씻어
주세요.덧붙여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안과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주세요.

•

외용에만 사용해 주세요.

•

입에 들어가도 해는 없으나 가능한 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사용상의 주의
아래와 같은 주의를 잘 읽고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주의 사항
(주의하지않으면 현재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부작용·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1.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1) 처음으로 발병했다고 생각되는 사람, 환부가 광범위한 경우（처음으로 발병한 경우 증상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환부가 광범위로 번지는 경우는 중증이므로,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주세요）

(2) 본약 또는 염산 바라시크로빌 약품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 사람（본약의
사용에 의해 다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3) 6 세 미만의 유아(유아의 경우, 처음으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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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과 같은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1) 눈과 눈주위（눈에 들어가면 자극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입술과 그 주위 이외의 부위(입술 포진은 입술 및 그 주위에 생기는 것입니다)

 상담해야 할 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사용전에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1) 전문의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의사로부터 처방받고 있는 약에 영향을 주거나 본약과 같은
약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임산부 또는 임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약의 사용은 신중히 하고 전문의와 상담하고
지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3) 수유중의 사람(같은 성분의 의료용의 내복약으로, 모유로 이행된 전례가 있습니다)
(4) 본인 또는 가족이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은 본약의 사용 에 의해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약에 의해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 사람(어떤 약으로 인해 알레르기를 일으킨
사람은 본약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번지고 짓무름이 심한경우（증상이 심한 경우는 전문의와 상담하고 지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7) 아토피성 피부염인 사람(증상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하고 지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이 설명문서를 가져가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1) 사용후, 다음의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관계 부위
증상
발진·발적, 붓기 ,가려움, 염증, 자극감, 동통, 건조, 작열감, 낙설(비듬·때 처럼
가죽
피부가 벗겨짐), 두드러기
(본약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 때문이거나 본약의 약리 작용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 같은 약을 계속해서 사용하면 증상이 한층 더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2) 7 일정도 사용해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을 경우(7 일정도 사용해도 증상의 개선이 보이지 않을
때는, 증상이 무겁거나 다른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보관 및 취급의 주의
(1) 직사 광선이 닿지 않는 습기가 적은 30℃이하의 시원한 곳에 뚜껑을 닫아 보관해 주세요
(2)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3) 사용 전후에 깨끗이 손을 씻어 주세요
(4)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지 말아 주세요(오용의 원인이 되거나 품질이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5) 사용 기한이 지난 제품은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또한 사용 기한내라도 개봉 후는 6 개월 이내에
사용해 주세요(품질 보관 유지를 위해)

出典
発行

（社）神奈川県薬剤師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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じょうざい

상품명：에스탁크이브
브파인＜정＞ （エスタックイブファイン＜ 錠 剤 ＞）
※아래와 같은 주의를 잘 읽어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제품 개요

[효능]
감기의 증상（발열, 오한、기침、가래、목통증, 콧물, 코막힘, 재채기, 두통, 관절의 통증, 근육의 통증)의
완화
[성분과 작용]
9 정(성인 1 일 분량) 중
성분

함량

Ibuprofen

450mg

Ambroxol Hydrochloride

45mg

Isopropamide
Iodide
Dihydrocodeine Phosphate
dl-Methylephedrine
Hydrochloride
Chlorpheniramine Maleate
Anhydrous caffeine
Ascorbic acid (vitamin C)
Thiamine nitrate (vitamin
nitrates)

6mg
24mg
60mg
7.5mg
75mg
300mg
B1

24mg

작용
발열, 두통, 목의 아픔등 , 발열과 아픔을
가라앉힙니다
기침의 원인이 되는 후두에 걸린
심한 기침이 나오기 쉽게 합니다.
콧물의 증상을 억제합니다
기침 중추에 영향을 줘, 기침을 가라앉힙니다
기관지를 넓혀 、 호흡을 편하게 하고, 기침을
가라앉힙니다
재채기,、콧물、코막힘 증상을 억누릅니다
두통을 가라앉힙니다
감기때에 소모하기 쉬운 비타민을 보충합니다

[용법·용량]
다음의 1 회 분량을 1 일 3 회, 식후 가능한 한 30 분 이내에 복용합니다
연령
1 회 분량
성인(15 세 이상)
3정
15 세 미만
복용하지 말 것
<용법·용량에 관한 주의>
•

용법, 용량을 준수해 주세요

사용상 주의
아래와 같은 주의를 잘 읽고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주의 사항
(주의하지 않으면 현재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부작용·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복용하지 말아 주세요
(1) 본약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 사람
(2) 본약 또는 다른 감기약,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고 천식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 사람
(3) 15 세 미만의 소아

- 97 -

2. 본약을 복용하고 있는 동안은 아래와 같은 의약품은 어떤 것도 복용하지 말아 주세요
다른 감기약, 해열진통제, 진정제、진해제、항히스타민약을 함유 하는 내복약（비염용 내복약,
멀미약, 알레르기 치료약）
3. 복용 후、운전 또는 기계류의 운전 조작을 하지 말아 주세요（졸음, 눈이 침침함,심한
눈부심등의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수유중인 사람은 본약을 복용하지 마시고 본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수유를 중지 해 주세요
5. 복용시는 음주하지 말아 주세요
6. 5 일간 이상 복용하지 말아 주세요

 상담해야 할 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사용전에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1) 전문의 또는 치과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2) 수유중의 사람
(3) 고령자
(4) 본인 또는 가족이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
(5) 약에 의해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 사람
(6)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
고열, 배뇨 곤란

(7) 다음과 같은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녹내장,간장병、신장병, 갑상선 기능 장해, 몸전체 에리테마토데스,
혼합성 결합 조직병

(8) 다음과 같은 질환에 걸렸던 적이 있는 사람
위·십이지장궤양, 궤양성 대장염,크론병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이 설명서를 가지고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1) 복용 후, 다음의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관계 부위
증상
피부
발진·발적, 가려움
욕지기·구토, 식욕부진,、위통, 위부 불쾌감, 위부 팽만감,거북감 복통,
소화기
복부 팽만감, 구내염
정신 신경
현기증
그 외
눈의 침침함、귀울림、배뇨 곤란, 붓기, 절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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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드물게 아래와 같은 심한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 경우는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주세요.
증상의 명칭
증상
복용후 곧바로 두드러기、부종, 가슴이 답답해지면서、안색이
쇼크（아나피라키시）
창백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 땀, 등이 나타난다
피부 점막증후군（스티븐슨・
존슨증후군）、
고열을 수반하고, 발진·발적, 화상 상태의물집 등의 격렬한
중독성표피회사병
증상이 신체의 모든 피부 입이나 눈의 점막에 나타난다
（라이에르증후군）
신체의 전부의 나른함 、 황달(피부나 백안이 노래진다) 등이
간기능 장해
나타난다
배뇨량이 줄어 들어, 신체의부종 및
호흡 곤란, 나른함,
신장장해
메스꺼움·구토, 혈뇨·단백뇨등이 나타난다
목덜미가 땅기는 격렬한 두통,발열,구토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 이러한 증상은, 특히 신체 전부의 에리테마토데스 또는
무균성 수막염
혼합성 결합 조직병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대부분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마른기침（가래가 없는 기침）을 수반하고 호흡 곤란, 발열등이
나타난다. （ (이러한 증상은, 감기의 제증상과 구별이 어려운
사이질성 폐렴
경우도 있어, 마른기침 , 발열등의 증상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도, 복용을 중지하는 것과 동시에,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주세요)
천식

(2) 5~6 회 복용해도 증상이 안 좋아지는 경우(특히 열이 3 일 이상 계속 되거나 또 열이
반복되거나 할 때)

3.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계속 또는 증강을 볼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복용을 중지하고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변비, 설사, 입의 건조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
(1) 고온을 피하고, 직사 광선이 없는 습기가 적은 시원한 곳에
캡을 잘 닫아 보관해 주세요

(2)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3)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지 말아 주세요(오용의 원인이 되거나 품질이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4) 본제품을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말아 주세요.
젖은 손으로 취급하면, 당의에 얼룩이 생기거나 변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용기안의 종이는 수송중에 약의 알갱이가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개봉후는
필요없으므로 버려 주세요

(6) 사용 기한을 넘긴 제품은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또, 개봉 후는 사용 기한내라도 6 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복용해 주세요

出典
発行

（社）神奈川県薬剤師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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かりゅう

상품명：에스탁크이브 파인 과립 （エスタックイブファイン＜顆粒＞）
※아래와 같은 주의를 잘 읽어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제품 개요

[효능]
감기의 증상（발열, 오한, 기침,가래、목아픔, 콧물, 코막힘、재채기, 두통, 관절의 통증, 근육의 통증)의
완화
[성분과 작용]
1 봉지(1.3 g) 안
성분

함량

Ibuprofen

150mg

Ambroxol Hydrochloride

15mg

Isopropamide Ｉodide
Dihydrocodeine Phosphate
dl-Methylephedrine
Hydrochloride
Chlorpheniramine Maleate
Anhydrous caffeine
Ascorbic acid (vitamin C)
Thiamine nitrate (vitamin
nitrates)

2mg
8mg
20mg
2.5mg
25mg
100mg
B1

8mg

작용
아픔등,

발열, 두통, 목의
발열과 아픔을
가라앉힙니다
기침의 원인이 되는 후두에 걸린
심한 기침이 나오기 쉽게 합니다.
콧물의 증상을 억제합니다
기침 중추에 영향을 줘, 기침을 가라앉힙니다
기관지를 넓혀 、 호흡을 편하게 하고, 기침을
가라앉힙니다
재채기,콧물、코막힘의증상을 억제해줍니다
두통을 가라앉힙니다
감기때에 소모하기 쉬운 비타민을 보충합니다

[용법·용량]
다음의 1 회 분량을 1 일 3 회, 식후 가능한 한 30 분 이내에 복용합니다
연령
1 회 분량
성인(15 세 이상)
1 봉지
15 세 미만
복용하지 않는 것
<용법·용량에 관한 주의>
•

용법, 용량을 준수해 주세요

사용상 주의
아래와 같은 주의를 잘 읽고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주의 사항
(주의하지 않으면 현재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부작용·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복용하지 말아 주세요
(1) 본약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 사람
(2) 본약 또는 다른 감기약,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고 천식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 사람
(3) 15 세 미만의 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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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약을 복용하고 있는 동안은, 다음과 같은 의약품은 복용하지 말아 주세요
다른 감기약,해열진통약,진정제、진해제、항히스타민약을 함유 하는 내복약（비염용 내복약、
멀미약,알레르기 치료약）
3. 복용 후、운전 또는 기계류의 운전 조작을 하지 말아 주세요（졸음, 눈이 침침함, 심한
눈부심등의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수유중의 사람은 본약을 복용하지 말고, 본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수유를 중지 해 주세요
5. 복용시는 음주하지 말아 주세요
6. 5 일간 이상 복용하지 말아 주세요

 상담해야 할 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사용전에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1) 전문의 또는 치과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2) 수유중의 사람
(3) 고령자
(4) 본인 또는 가족이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
(5) 약에 의해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 사람
(6)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
고열, 배뇨 곤란
(7) 다음과 같은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녹내장, 간장병、신장병, 갑상선 기능 장해, 몸전체 에리테마토데스,
혼합성 결합 조직병
(8) 다음과 같은 질환에 걸렸던 적이 있는 사람
위·십이지장궤양,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이 설명서를 들고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1) 복용 후,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관계 부위
증상
피부
발진·발적, 가려움
욕지기·구토, 식욕부진,、위통, 위부 불쾌감, 위부 팽만감,거북감
소화기
복통, 복부 팽만감, 구내염
정신 신경
현기증
그 외
눈의 침침함、귀울림、배뇨 곤란, 붓기, 절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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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드물게 아래와 같은 심한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그 경우는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주세요.
증상의 명칭
증상
복용후 곧바로 두드러기、부종,가슴이 답답해지면서、안색이
쇼크（아나피라키시）
창백해져,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 땀 등이 나타난다
피부 점막증후군
（스티븐슨・존슨증후군）、 고열을 수반하고, 발진·발적, 화상 상태의물집 등의 격렬한
중독성표피회사병
증상이 신체의 모든 피부 입이나 눈의 점막에 나타난다
（라이에르증후군）
신체의 전부의 나른함、황달(피부나 백안이 노래진다) 등이
간기능 장해
나타난다
배뇨량이 줄어 들어 신체의 부종 및 호흡 곤란, 나른함,
신장장해
메스꺼움·구토, 혈뇨·단백뇨등이 나타난다
목덜미가 땅기는 격렬한 두통,발열, 구토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 이 러 한 증상은 특히 신체 전부의 에리테마토데스 또는
무균성 수막염
혼합성 결합 조직병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대부분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마른기침（가래가 없는 기침）을 수반해, 호흡 곤란, 발열등이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은 감기의 제증상과 구별이 어려운
사이질성 폐렴
일도 있어, 마른기침, 발열등의 증상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도
복용을 중지함과 동시에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주세요)
천식

(2) 5~6 회 복용해도 증상이 안 좋아지는 경우(특히 열이 3 일 이상 계속 되거나 또 열이
반복되거나 할 때)

3.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계속 또는 증강했을 경우에는
복용을 중지하고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변비, 설사, 입의 건조
보관 및 취급상 주의
(1) 고온을 피하고, 직사 광선이 없고 습기가 적은 시원한 곳에 캡을 잘 닫아 보관해 주세요
(2)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3)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지 말아 주세요(오용의 원인이 되거나 품질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사용 기한을 넘긴 제품은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出典
発行

（社）神奈川県薬剤師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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じょう

じょう ざ い

상품명：파브론에스 AX 약 ＜정＞
（パブロンエースＡＸ 錠（ <錠 剤>）
※아래와 같은 주의를 잘 읽어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제품 개요

[효능]
감기의 여러가지 증상（발열, 오한, 기침、가래、목이 아플때, 콧물, 코막힘, 재채기, 두통, 관절의 통증,
근육의 통증)의 완화
[성분과 작용]
1 회(3 정) 중
성분

함량

Ibuprofen

150mg

Ambroxol Hydrochloride

15mg

Dihydrocodeine Phosphate
dl-Methylephedrine
Hydrochloride
Chlorpheniramine Maleate
Anhydrous Caffeine
Ascorbic Acid (vitamin C)
Thiamine Nitrate (vitamin
Nitrate)
Riboflavin (vitamin B2)

8mg
20mg
2.5mg
25mg
166.7mg
B1

8mg

작용
발열, 두통, 목의 아픔등 , 발열과 아픔을
가라앉힙니다
기침의 원인이 되는 후두에 걸린
심한 기침이 나오기 쉽게 합니다.
기침 중추에 영향을 줘 기침을 가라앉힙니다
기관지를 넓혀 、 호흡을 편하게 하고, 기침을
가라앉힙니다
재채기,、콧물、코막힘 증상을 억누릅니다
두통을 가라앉힙니다
감기때에 소모하기 쉬운 비타민을 보충합니다

4mg

[용법·용량]
다음의 1 회 분량을 1 일 3 회, 식후 가능한 한 30 분 이내에 복용합니다
연령
1 회 분량
성인(15 세 이상)
3정
15 세 미만
복용하지 말 것
<용법·용량에 관한 주의>
•

용법, 용량을 준수해 주세요

•

약 꺼내는 방법
그림과 같이약이 들어가 있는 PTP 시트의 볼록부를 손가락끝으로 강하게 눌러 주면
얇은알루미늄이 찢어지므로 꺼내 복용해 주세요.（잘못해 그대로 삼키거나 하면 식도 점막에
꽂히는 등 생각하지 않는 사고로 연결됩니다)

사용상의 주의
아래와 같은 주의를 잘 읽고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주의 사항
(주의하지 않으면 현재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부작용·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복용하지 말아 주세요
(1) 본약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 사람
(2) 본약 또는 다른 감기약,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고 천식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 사람
(3) 15 세 미만의 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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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약을 복용하고 있는 동안은 아래와 같은 의약품은 어떤 것도 복용하지 말아 주세요
다른 감기약, 해열진통재, 진정제、진해제、항히스타민약을 함유 하는 내복약（비염용 내복약、
멀미약, 알레르기 치료약）
3. 복용 후、운전 또는 기계류의 운전 조작을 하지 말아 주세요（졸음, 눈이 침침함,심한
눈부심등의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수유중의 사람은 본약을 복용하지 마시고 본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수유를 중지 해 주세요
(같은성분의 의료용의 내복약으로, 젖으로 이행되는확인이있습니다)
5. 복용시는 음주하지 말아 주세요
6. 5 일간 이상 복용하지 말아 주세요

 상담해야 할 사항
1. 다음의 사람은 사용전에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1) 전문의 또는 치과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2) 수유중의 사람
(3) 고령자
(4) 본인 또는 가족이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
(5) 약에 의해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 사람
(6) 다음의 증상이 있는 사람
고열, 배뇨 곤란
(7) 다음과 같은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녹내장,간장병、신장병, 갑상선 기능 장해,몸전체 에리테마토데스,
혼합성 결합 조직병
(8) 다음과 같은 질환에 걸렸던 적이 있는 사람
위·십이지장궤양, 궤양성 대장염,크론병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이 설명서를 가지고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1) 복용 후, 다음의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관계 부위
증상
피부
발진·발적, 가려움
욕지기·구토, 식욕부진,、위통, 위부 불쾌감, 위부 팽만감,거북감
소화기
복통, 복부 팽만감, 구내염
정신 신경
현기증, 절림감
그 외
눈의 침침함、귀울림、배뇨 곤란, 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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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드물게 아래와 같은 심한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주세요.
증상의 명칭
증상
복용후 곧바로 두드러기 、 부종,가슴이 답답해지면서、안색이
쇼크（아나피라키시）
창백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 땀, 등이 나타난다
피부 점막증후군（스티븐슨・
존슨증후군）、
고열을 수반하고, 발진·발적, 화상 상태의물집 등의 격렬한
중독성표피회사병
증상이 신체의 모든 피부 입이나 눈의 점막에 나타난다
（라이에르증후군）
신체의 전부의 나른함 、 황달(피부나 백안이 노래진다) 등이
간기능 장해
나타난다
배뇨량이 줄어 들어, 신체의부종 및
호흡 곤란, 나른함,
신장장해
메스꺼움·구토, 혈뇨·단백뇨등이 나타난다
목덜미가 땅기는 격렬한 두통, 、 발열, · 구 토 등 의 증상이
나타난다 （ 이러한 증상은, 특히 신체 전부의 에리테마토데스
무균성 수막염
또는 혼합성 결합 조직병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대부분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마른기침（가래가 없는 기침 ） 을 수반하고 호흡 곤란,
발열등이 나타난다.（(이러한 증상은, 감기의 제증상과 구별이
사이질성 폐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마른기침 , 발열등의 증상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도, 복용을 중지하는 것과 동시에,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주세요)
천식

(2) 5~6 회 복용해도 증상이 안 좋아지는 경우(특히 열이 3 일 이상 계속 되거나 또 열이
반복되거나 할 때)

3.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계속 또는 증강을 볼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복용을 중지하고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변비, 설사, 입의 건조
4.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읍니다.
본약의 복용으로 인해, 소변 색이 노란색 으로 변할수도 있읍니다만,그것은 약 속에
비타민 B2 로 인한 것 이므로, 걱정하실 필요 는 없읍니다.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
(1) 고온을 피하고, 직사 광선이 없는 습기가 적은 시원한 곳에 캡을 잘 닫아 보관해 주세요
(2)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3)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지 말아 주세요(오용의 원인이 되거나 품질이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4) 사용 기한을 넘긴 제품은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또, 개봉 후는, 사용 기한내라도 6 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복용해 주세요(품질 보관 유지를 위해)

出典
発行

（社）神奈川県薬剤師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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びりゅう

상품명：파브론에스 AX
X< 미립（가루）> （パブロンエースＡＸ<微粒>）
※아래와 같은 주의를 잘 읽어 올 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제품 개요

[효능]
감기의 증상（발열, 오한, 기침,가래、목아픔, 콧물, 코막힘、재채기, 두통, 관절의 통증, 근육의 통증)의
완화
[성분과 작용]
1 봉지(1.3 g) 안
성분

함량

Ibuprofen

150mg

Ambroxol Hydrochloride

15mg

Dihydrocodeine Phosphate
dl-Methylephedrine
Hydrochloride
Chlorpheniramine Maleate
Anhydrous Caffeine
Ascorbic Acid (vitamin C)
Thiamine Nitrate (vitamin
Nitrate)
Riboflavin (vitamin B2)

8mg
20mg
2.5mg
25mg
166.7mg
B1

8mg

작용
발열, 두통, 목의 아픔등 , 발열과 아픔을
가라앉힙니다
기침의 원인이 되는 후두에 걸린 심한 기침이
나오기 쉽게 합니다.
기침 중추에 영향을 줘 기침을 가라앉힙니다
기관지를 넓혀、호흡을 편하게 하고, 기침을
가라앉힙니다
재채기,콧물、코막힘의증상을 억제해줍니다
두통을 가라앉힙니다
감기때에 소모하기 쉬운 비타민을 보충합니다

4mg

[용법·용량]
다음의 1 회 분량을 1 일 3 회, 식후 가능한 한 30 분 이내에 복용합니다
연령
1 회 분량
성인(15 세 이상)
1 봉지
15 세 미만
복용하지 않는 것
<용법·용량에 관한 주의>
•

용법, 용량을 준수해 주세요

사용상 주의
아래와 같은 주의를 잘 읽고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주의 사항
(주의하지 않으면 현재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부작용·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복용하지 말아 주세요
(1) 본약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 사람
(2) 본약 또는 다른 감기약,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고 천식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 사람
(3) 15 세 미만의 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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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약을 복용하고 있는 동안은, 다음과 같은 의약품은 복용하지 말아 주세요
다른 감기약,해열진통약,진정제、진해제、항히스타민약을 함유 하는 내복약（비염용 내복약、
멀미약,알레르기 치료약）
3. 복용 후、운전 또는 기계류의 운전 조작을 하지 말아 주세요（졸음, 눈이 침침함, 심한
눈부심등의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수유중의 사람은 본약을 복용하지 말고, 본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수유를 중지 해 주세요
(같은성분의 의료용의 내복약으로, 젖으로 이행되는확인이있습니다)
5. 복용시는 음주하지 말아 주세요
6. 5 일간 이상 복용하지 말아 주세요

 상담해야 할 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사용전에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1) 전문의 또는 치과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2) 수유중의 사람
(3) 고령자
(4) 본인 또는 가족이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
(5) 약에 의해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 사람
(6)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
고열, 배뇨 곤란
(7) 다음과 같은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녹내장,간장병、신장병, 갑상선 기능 장해, 몸전체 에리테마토데스,
혼합성 결합 조직병
(8) 다음과 같은 질환에 걸렸던 적이 있는 사람
위·십이지장궤양, 궤양성 대장염,크론병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이 설명서를 들고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1) 복용 후,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관계 부위
증상
피부
발진·발적, 가려움, 부종
욕지기·구토, 식욕부진,、위통, 위부 불쾌감, 위부 팽만감,거북감
소화기
복통, 복부 팽만감, 구내염
정신 신경
현기증,절림감
그 외
눈의 침침함、귀울림、배뇨 곤란, 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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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드물게 아래와 같은 심한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그 경우는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주세요.
증상의 명칭
증상
복용후 곧바로 두드러기、부종, 가슴이 답답해지면서、안색이
쇼크（아나피라키시）
창백해져,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 땀 등이 나타난다
피부 점막증후군
（스티븐슨・존슨증후군）、 고열을 수반하고, 발진·발적, 화상 상태의물집 등의 격렬한
중독성표피회사병
증상이 신체의 모든 피부 입이나 눈의 점막에 나타난다
（라이에르증후군）
신체의 전부의 나른함、황달(피부나 백안이 노래진다) 등이
간기능 장해
나타난다
배뇨량이 줄어 들어 신체의 부종 및 호흡 곤란, 나른함,
신장장해
메스꺼움·구토, 혈뇨·단백뇨등이 나타난다
목덜미가 땅기는 격렬한 두통, 、 발 열 , · 구 토 등 의 증상이
나타난다（이러한 증상은 특히 신체 전부의 에리테마토데스
무균성 수막염
또는 혼합성 결합 조직병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대부분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마른기침（가래가 없는 기침）을 수반해, 호흡 곤란, 발열등이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은 감기의 제증상과 구별이 어려운
사이질성 폐렴
일도 있어, 마른기침 , 발열등의 증상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도
복용을 중지함과 동시에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주세요)
천식

(2) 5~6 회 복용해도 증상이 안 좋아지는 경우(특히 열이 3 일 이상 계속 되거나 또 열이
반복되거나 할 때)

3.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계속 또는 증강했을 경우에는
복용을 중지하고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변비, 설사, 입의 건조
4.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읍니다.
본약의 복용으로 인해, 소변 색이 노란색 으로 변할수도 있읍니다만, 그것은 약 속에
비타민 B2 로 인한 것 이므로, 걱정하실 필요 는 없읍니다.
보관 및 취급상 주의
(1) 고온을 피하고, 직사 광선이 없고 습기가 적은 시원한 곳에 관해 주세요
(2)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3)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지 말아 주세요(오용의 원인이 되거나 품질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사용 기한을 넘긴 제품은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出典
発行

（社）神奈川県薬剤師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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さん

상품명：가스타-10＜가루약＞
（ガスター10 ＜散＞）
※아래와 같은 주의를 잘 읽어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제품 개요

[효능]
위통, 불쾌감, 소화불량, 구토、
<효능·효과에 관한 주의>
효능·효과에 기재된 것 이외의 증상에서는 본약을 복용하지 말아 주세요.
[성분과작용]
１봉지(0.5g)내
성분
Famotidine

함량
10mg

작용
위산의 과다분비를 컨트롤합니다

[용법·용량]
•

다음과 같이 물 또는 더운 물로 복용해 주세요
연령
1 회 분량
1 일 복용 회수
성인(15 세 이상, 80 세 미만
1 봉지
２회まで
소아(15 세 미만)
복용하지 말아 주세요
고령자(80 세 이상)
이 약은 정해진 시간 마다 복용하는 약이 아니고, 증상이 나왔을 때에 복용하는 약입니다.
식사에 의한 영향은 없기 때문에 식전, 식후, 식간 언제 복용해도 좋습니다. 1 회 1 봉지로 약
8 시간 위산의 분비 과다를 컨트롤 하기 때문에 1 일 2 회 복용할 경우에는 8 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

정해진 용법, 용량을 준수해 주세요

•

복용 후 8 시간 이상 경과해도 증상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1 봉지 더 복용해 주세요

•

증상이 회복된 경우에는 복용을 중지 해 주세요

•

3 일간 복용해도 증상의 개선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복용을 중지하고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

2 주간 넘게

계속해서 복용하지 말아 주세요

<용법·용량에 관한 주의>
(1) 본약을 복용할 때는, 알코올 음료의 섭취는 삼가해 주세요（약은 알코올 음료와 병용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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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 주의
아래와 같이 주의를 잘 읽고 올바르고 사용해 주세요

 주의 사항
（주의하지 않으면 현재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부작용·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복용하지 말아 주세요
(1) 화모치진등의 H2 알레르기 증상(예를 들면, 발진·발적, 가려움, 목·눈꺼풀·입술등의 붓기）를
일으켰던 적이 있는 사람

(2) 의료 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병의 치료나 의약품의 투여를 받고 있는 사람
혈액의 병,신장、간장、심장의 병、위・십이지장의 병, 천식・류머티즘등의 면역계의 병,
스테로이드약, 항생 물질, 항암약,아조르계항균제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등을 일으키는 일이 있습니다）
（신장・간장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약의 배설이 늦어져 작용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근경색·변막증・·심근증등의 심장의 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심전도이상으로 맥박이
빠르게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위・십이지장병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화모치진과유사한약이처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복 복용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조르계항균제의 흡수가 저하해 효과가 줄어 들어 약해집니다）
(3) 전문의가 적혈구가 적은(빈혈), 혈소판이 적은(피가 멈추기 어려운, 피가 나오기 쉽다),
백혈구수가 적은 등의 혈액이상을 지적받았던 적이 있는 사람（본약 때문에 다시 혈액이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4) 15 세 미만의 소아 및 고령자(80 세 이상)
(5) 임산부 또는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및 수유 하는 사람
2. 본약을 복용하고 있는 동안은, 다음과 같은 의약품을 복용하지 말아 주세요
다른 위장약

 상담해야 할 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복용하지 말아 주세요
(1) 본약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 사람
(2) 본인 또는 가족이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
(3) 약에 의해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 사람
(4) 고령자(65 세 이상)(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 기능이 저하되고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5)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
목통증、기침 및 고열(이러한 증상이 있는 사람은 무거운 감염증의 우려가 있고 혈구수의
감소등의 혈액이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복용전에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본약제의
복용에 의해서 증상이 병세가 악화되거나 또 본약의 부작용을 늦게 감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 지속성있는 복통(다른 병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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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이 설명서를 가져가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1) 복용 후,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관계 부위
증상
피부
발진·발적, 가려움、부종
순환기
맥박의 불규칙
정신 신경
경련
몸이 나른해 지고, 발열이 나타나고 몸전체 이상현상이
그 외
나타난다
보기 드물게 아래와 같은 심한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런 경우에는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주세요.
증상의 명칭
증상
복용 후 곧바로 두드러기 、 부종, 가슴이 답답하고 、 안색이
창백해지고 손발이 차가와져 식은 땀, 가슴이 답답한 등이
쇼크（아나피라키시）
나타난다
피부 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
고열을 수반하고 발진·발적, 화상 상태의 물집 등의 격렬한
존슨증후군）중독성 표피 부서져
증상이 신체의 모든 피부 및 입이나 눈의 점막에 나타난다
죽을 병（라이에르증후군）
손발이나 몸의 근육이 아프거나 굳어지거나 함. 소변의 색이
횡근육 융해병（골격근）
적갈색이 된다
신체 전부의 나른함,황달(피부나 백안이 노래진다) 등이
간기능 장해
나타난다
발열, 발진, 신체 전부의 부종, 혈뇨, 신체 전부의 나른함,
신장 기능장해
관절통(뼈마디들이 아프다), 설사등이 나타난다
목의 아파 발열, 신체 전부의 나른함 、 얼굴이나 눈꺼풀의
혈액 장해
안쪽이 하얘짐 출혈하기 쉬워짐(잇몸의 출혈, 코피등), 파란
멍이 생김(눌러도 색이 사라지지 않는다) 등이 나타난다
(2) 잘못해서 정해진 용량을 넘게 복용해 버렸을 경우
3.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일이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계속되거나 심해졌을 경우에는
복용을 중지하고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변비, 부드러운 변, 설사, 입의 건조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
(1) 고온을 피하고 직사 광선이 없는 습기가 적은 시원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2)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3) 다른 용기로 바꾸어 넣지 말아 주세요(오용의 원인이 되거나 품질이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4) 사용 기한이 지난 제품은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出典
発行

（社）神奈川県薬剤師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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じょう

상품명：가스타-10＜정＞
（ガスター10 ＜ 錠 ＞）
※아래와 같은 주의를 잘 읽어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제품 개요

[효능]
위통, 속이 거북한 불쾌감, 소화불량, 구토、
<효능·효과에 관한 주의>
효능·효과에 기재된 것 이외의 증상에서는 본약을 복용하지 말아 주세요.
[성분과작용]
１정안에
성분
Famotidine

함량
10mg

작용
위산의 과다분비를 컨트롤합니다

[용법·용량]
•

다음과 같이 물 또는 더운 물로 복용해 주세요
연령
1 회 분량
1 일 복용 회수
성인(15 세 이상, 80 세 미만
1정
２회까지
소아(15 세 미만)
복용하지 말아 주세요
고령자(80 세 이상)
이 약은 정해진 시간 마다 복용하는 약이 아니고, 증상이 나왔을 때에 복용하는 약입니다.
식사에 의한 영향은 없기 때문에 식전, 식후, 식간 언제 복용해도 좋습니다. 1 회 1 봉지로 약
8 시간 위산의 분비 과다를 컨트롤 하기 때문에 1 일 2 회 복용하는
경우에는 8 시간 이상 간격으로 복용해 주세요

•

정해진 용법, 용량을 준수해 주세요

•

복용 후 8 시간 이상 경과해도 증상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1 봉지 더 복용해 주세요

•

증상이 좋아졌을 경우에는, 복용 하지 마세요

•

3 일간 복용해도 증상의 개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복용을 중지하고,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

2 주간이상 계속해서 복용하지 말아 주세요

<용법·용량에 관한 주의>
(1) 본약을 복용할 때는 알코올 음료의 섭취는 삼가해 주세요（약은 알코올 음료와 병용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약 꺼내는 방법
그림과 같이 약이 들어 있는 PTP 시트의 볼록한 부분을 손가락끝으로 강하게 눌러 주면
얇은 알루미늄이 찢어지므로 꺼내 복용해 주세요.（잘못해 그대로 삼키거나 하면 식도 점막에
꽂히는 등 생각하지 못한 사고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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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 주의
아래와 같이 주의를 잘 읽고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주의 사항
（주의하지 않으면 현재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부작용·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복용하지 말아 주세요
(1) 화모치진등의 H2 알레르기 증상(예를 들면, 발진·발적, 가려움, 목 눈꺼풀·입술등의 붓기）를
일으켰던 적이 있는 사람

(2) 의료 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병의 치료나 의약품의 투여를 받고 있는 사람
혈액의 병,신장、간장、심장의 병、위・십이지장의 병, 천식・류머티즘등의 면역계의 병,
스테로이드약, 항생 물질, 항암약,아조르계항균제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장・간장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약의 배설이 늦어져서 작용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근경색·변막증·심근증등의 심장의 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심전도이상으로 맥박이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십이지장병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화모치진과 유사한 약이 처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복 복용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조르계항균제의 흡수가 저하해 효과가 줄어 들어 약해집니다）
(3) 전문의가 적혈구가 적은(빈혈), 혈소판이 적은(피가 멈추기 어려운, 피가 나오기 쉽다),
백혈구수가 적은 등의 혈액이상을 지적받았던 적이 있는 사람（본약이 발단이 되어 다시
혈액이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4) 15 세 미만의 소아 및 고령자(80 세 이상)
(5) 임산부 또는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및 수유 하는 사람
2. 본약을 복용하고 있는 동안은 다음의 의약품을 복용하지 말아 주세요
다른 위장약

 상담해야 할 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복용하지 말아 주세요
(1) 본약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 사람
(2) 본인 또는 가족이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
(3) 약에 의해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
(4) 고령자(65 세 이상)(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 기능이 저하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
목통증、기침 및 고열(이러한 증상이 있는 사람은 무거운 감염증의 우려가 있어 혈구수의
감소등의 혈액이상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복용전에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본약제의
복용에 의해서 증상이 병세가 악화되고 또 본약의 부작용을 인식하는 것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 지속성의 복통(다른 병이 원인인 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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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이 설명서를 가져가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1) 복용 후, 다음의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관계 부위
증상
피부
발진·발적, 가려움、부종
순환기
맥박의 불규칙
정신 신경
경련
몸이 나른해 지고 발열이 나타나고 몸전체 이상현상이
그 외
나타난다
보기 드물게 아래와 같은 심한 증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주세요.
증상의 명칭
증상
복용 후 곧바로 두드러기、부종,가슴이 답답하고、안색이
창백해지고, 손발이 차가와져, 식은 땀, 가슴이 답답한 등이
쇼크（아나피라키시）
나타난다
피부 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 ・
고열을 수반하고, 발진·발적, 화상 상태의 물집 등의 격렬한
존슨증후군）、중독성 표피 부서져
증상이, 신체의 모든 피부, 및, 입이나 눈의 점막에 나타난다
죽을 병（라이에르증후군）
손발이나 몸의 근육이 아프거나 굳어지거나 함. 소변의 색이
횡근육 융해병（골격근）
적갈색이 된다
신체 전부가 나른함, 황달(피부나 백안이 노래진다) 등이
간기능 장해
나타난다
발열, 발진, 신체 전부의 부종, 혈뇨, 신체 전부가 나른함,
신장 기능장해
관절통(뼈마디들이 아프다), 설사등이 나타난다
목의 아프고, 발열, 신체 전부가 나른함, 얼굴이나 눈꺼풀의
안쪽이 하얗게 되고, 출혈하기 쉬워지는(잇몸의 출혈, 코피등),
혈액 장해
파란 멍이 생기는(눌러도 색이 사라지지 않는다) 등이
나타난다
(2) 잘못해서 정해진 용량을 넘게 복용했을 경우
3.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일이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계속 또는 증강이 보일 경우에는,
복용을 중지하고,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변비, 부드러운 변, 설사, 입의 건조
보관 및 취급해 위의 주의
(1) 고온을 피하고 직사 광선이 없는 습기가 적고 시원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2)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3) 다른 용기로 바꾸어 넣지 말아 주세요(오용의 원인이 되거나 품질이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4) 사용 기한이 지난 제품은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出典
発行

（社）神奈川県薬剤師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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じょう

상품명：가스타-10 S 정
（ガスター10S錠 ）
※아래와 같은 주의를 잘 읽어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제품 개요

[효능]
위통, 소화가 거북스런 불쾌감, 소화불량, 구토
<효능·효과에 관한 주의>
•

효능·효과에 기재된 이외의 증상에서는 본약을 복용하지 말아 주세요.

[성분과작용]
１정중
성분
Famotidine

함량
10mg

작용
위산의 과다분비를 컨트롤합니다

[용법·용량]
다음과 같이 물 또는 더운 물로 복용해 주세요
연령
1 회 분량
1 일 복용 회수
성인(15 세 이상, 80 세 미만
1정
２회까지
소아(15 세 미만)
복용하지 말아 주세요
고령자(80 세 이상)
이 약은 정해진 시간 마다 복용하는 약이 아니고, 증상이 나왔을 때에 복용하는 약입니다. 식사에
의한 영향은 없기 때문에 식전, 식후, 식간 언제든지 복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1 회 1 알 약 8 시간
위산의 과다분비를 컨트롤 하기 때문에 1 일 2 회 복용하는 경우는 8 시간 이상 간격을 두십시오
•

정해진 용법, 용량을 준수해 주세요

•

복용 후 8 시간 이상 경과해도 증상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1 알 더 복용해 주세요

•

증상이 좋아졌을 경우는 복용을 중지해 주세요

•

3 일간 복용해도 증상의 개선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복용을 중지하고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

2 주이상 계속해 복용하지 말아 주세요

<용법・ 용량에 관한 주의>
(1) 본약은 구강내에서 쉽게 녹습니다만, 구강의 점막으로부터 흡수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타액
또는 물로 삼켜 주세요.

(2) 본약을 복용할 때는 알코올 음료의 섭취는 삼가해 주세요（약은 알코올 음료와 병용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약 꺼내는 방법
그림과 같이 약이 들어 있는 PTP 시트의 볼록한 부분을 손가락끝으로 강하게 눌러 주면 얇은
알루미늄이 찢어지므로 꺼내 복용해 주세요.（잘못해서 그대로 삼키거나 하면 식도 점막에
꽂히는 등 생각하지 못한 사고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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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 주의
아래와 같은 주의를 잘 읽고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주의 사항
（주의하지 않으면 현재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부작용·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복용하지 말아 주세요
(1) 페아모치진등 H2 블로커에 의해 알레르기 증상(예를 들면, 발진·발적, 가려움, 목 눈꺼풀・
입주위의 부음）를 일으켰던 적이 있는 사람

(2) 의료 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병의 치료나 의약품의 투여를 받고 있는 사람
혈액의 병 신장、간장의병、심장의 병、위・십이지장의 병, 천식・류머티즘등의 면역계의 병,
스테로이드약, 항생 물질, 항암약,아조루계항신제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장・간장의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약의 배설이 늦어져 작용이 강하게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심근경색·판막증·심근증등의 심장의 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심전도 이상에 의한 맥박의
이상이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위・십이지장병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페아모치진과 유사한 약이 처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복 복용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조루계항신제의흡수가 저하돼 효과가 줄어 들어 약해집니다）
(3) 의사로 부터 적혈구가 적음(빈혈), 혈소판이 적음(피가 멈추기 어려운, 피가 나오기 쉽다),
백혈구수가 적음 등의 혈액이상으로 지적받았던 적이 있는 사람
（이 약으로 인해 다시 혈액이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페니루게돈뇨병（본 약은 아스파루테므）L－페니루아라닌화합물）이 포함되어있습니다。
(5) 15 세 미만의 소아 및 고령자(80 세 이상)
(6) 임산부 또는 임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및 수유 하는 사람
2. 본약을 복용하고 있는 동안은 다음과 같은 의약품을 복용하지 말아 주세요
다른 위장약

 상담해야 할 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복용하지 말아 주세요
(1) 본약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 사람
(2) 본인 또는 가족이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
(3) 약에 의해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 사람
(4) 고령자(65 세 이상)(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 기능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
목통증、기침 및 고열(이러한 증상이 있는 사람은 중증 감염증의 우려가 있고 혈구수의
감소등의 혈액이상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복용전에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본약의 복용에
의해서 증상이 병세가 악화되고 또 본약의 부작용을 알아차리는 것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 지속성의 복통(다른 병이 원인인 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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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이 설명문서를 가져가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1) 복용 후, 다음의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관계 부위
증상
피부
발진·발적, 가려움、종창
순환기
맥의 혼란
정신 신경
기분이 멍한느낌（경련）
기분이 나빠지거나 나른해지거나 발열이 나고 목이 아픈 등
그 외
컨디션의 불량이 나타난다
보기 드물게 아래와 같은 무거운 증상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주세요.
증상의 명칭
증상
복용 후 곧바로 두드러기、부종,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안색이
창백해져,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 땀, 가슴이 답답한 등이
쇼크（아나피라키시）
나타난다
피부 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
고열을 수반하고, 발진·발적, 화상 상태의물집 등의 격렬한
존슨증후군）、
중독성 표피 부서져 죽을 병 증상이 신체의 모든 피부, 및, 입이나 눈의 점막에 나타난다
（라이에르증후군）
손발이나 몸의 근육이 아프거나 굳어지거나 함. 소변의 색이
횡무늬근육 융해병（골격근）
적갈색이 된다
신체 전부의 나른함,황달(피부나 백안이 노래진다) 등이
간기능 장해
나타난다
발열, 발진, 신체 전부의 부종, 혈뇨, 신체 전부의 나른함,
신장 기능장해
관절통(마디들이 아프다), 설사등이 나타난다
목의 아프고, 발열, 몸전체가 나른함 、 얼굴이나 눈꺼풀의
안쪽이 하얘짐, 출혈하기 쉬워짐(잇몸의 출혈, 코피등 ), 파란
혈액 장해
멍이 생기는(눌러도 색이 사라지지 않는다) 등이 나타난다
(2) 잘못해서 정해진 용량을 넘게 복용해 버렸을 경우
3.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일이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계속되거나 심해졌을 경우에는
복용을 중지하고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변비, 부드러운 변, 설사, 입의 건조
보관 및 취급상 주의
(1) 고온을 피하고 직사 광선이 없는 습기가 적은 시원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2)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3) 다른 용기로 바꾸어 넣지 말아 주세요(오용의 원인이 되거나 품질이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4) 사용 기한이 지난 제품은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出典
発行

（社）神奈川県薬剤師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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びえん

상품명 ： 샤지텐 AL 비염 캅셀
（ザジテン AL 鼻炎カプセル ）
※아래와 같은 주의를 잘 읽어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제품 개요

[효능]
꽃 가루, 하우스 더스트(실내티끌) 등에 의한 다음과 같은 코의 알레르기 증상의 완화：
재채기, 콧물(콧물 과다), 코막힘
[성분과 작용]
１캅셀중
성분
Ketotifen Fumarate (as ketotifen)

함량
1.38mg（1.0mg）

[용법·용량]
다음의 1 회 분량을 1 일２회, 아침 식사 후 및 취침전에 복용해 주세요
연령
１회 분량
성인(15 세 이상)
１캅셀
15 세 미만
복용하지 않는 것
<용법·용량에 관한 주의>
•

정해진 용법, 용량을 준수해 주세요

•

1 주간 정도 복용해도 증상이 회복되지않을 경우에는 즉시 복용을 중지하고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개인차등에 의해 약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 주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캅셀 꺼내는 방법
그림과 같이 약이 들어 있는 PTP 시트의 볼록한 부분을 손가락끝으로 강하게 눌려 얇은
알루미늄을 찢어 꺼내 복용해 주세요.（잘못해서 그대로 삼키거나 하면 식도 점막에 꽂히는 등
생각하지 못한 사고로 연결됩니다)

사용상 주의
아래와 같은 주의를 잘 읽고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주의 사항
(주의하지 않으면 현재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부작용·사고를 내기 쉬워집니다)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복용하지 말아 주세요
(1) 본약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 사람
(2) 15 세 미만의 소아
2. 본약을 복용하고 있는 동안은 다음과 같은 어느 의약품도 복용하지 말아 주세요
다른 알레르기약(피부질환약, 비염용 내복약을 포함한다), 항히스타민약을 함유 하는 내복약다른
알레르기약(가죽질환약, 비염용 내복약을 포함한다), 항히스타민약을 함유 하는 내복약 (감기약,
기침을 멈추는약、멀미약,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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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용 후、운전 또는 기계류의 운전 조작을 하지 말아 주세요 (잠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수유중의 사람은 본약을 복용하지 말고 본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수유를 중지하십시오（동물
시험에서 젖에 함유되어 나온다고 확인되었습니다)
5. 복용시는 음주하지 말아 주세요

 상담해야 할 사항
1. 다음의 사람은 사용전에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1) 전문의 또는 치과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2) 감감작요법등 , 알레르기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3) 임산부 또는 임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4) 고령자
(5) 본인 또는 가족이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
(6) 알레르기에 의한 증상이거나 다른 원인에 의한 증상이 확실치 않은 사람
(7) 다음과 같은 진단을 받은 사람
기관식천식,아토피、간질
(8)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
배뇨 곤란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이 설명서를 가지고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1) 복용 후, 다음의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관계 부위
증상
피부
발진·발적, 가려움, 부종
코
코피
정신 신경
현기증
소화기
구역질·구토, 식욕 부진, 위부 불쾌감, 복통, 구내염
그 외
심장고동、빈뇨, 배뇨시 아픔, 혈뇨、월경불순、체중 증가
(2) 복용해도 증상이 안 좋아지는 경우
3. 보기 드물게 아래와 같은 무거운 증상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증상의 명칭
증상
중추 신경증상
일과성의 의식 소실, 경련, 흥분등이 나타난다
발열, 발진, 、 몸 전 체 나른함, 황달（피부와백안이 노래진다)
간기능 장해
등이 나타난다
4.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계속되거나 심해졌을 경우에는
복용을 중지하고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입건조、변비, 설사, 졸음
5.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증상의 개선이 보여도 복용 기간이 2 주간을 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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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및 취급상 주의
(1) 고온을 피하고 직사 광선이 없는 습기가 적은 시원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2)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3) 다른 용기로 바꾸어 넣지 말아 주세요(오용의 원인이 되거나 품질이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4) 사용 기한이 지난 제품은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出典
発行

（社）神奈川県薬剤師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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び え ん

상품명：파브론비염 캅셀 Z
（パブロン鼻炎カプセル Z）
※아래와 같은 주의를 잘 읽어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제품 개요

[효능]
꽃 가루, 하우스 더스트(실내티끌) 등에 의한 다음과 같은 코의 알레르기 증상의 완화：
재채기, 콧물(콧물 과다), 코막힘
[성분과 작용]
１캅셀중
성분
Ketotifen Fumarate (as ketotifen)

함량
1.38mg（1.0mg）

[용법·용량]
다음의 1 회 분량을 1 일２회, 아침 식사 후 및 취침전에 복용해 주세요
연령
１회 분량
성인(15 세 이상)
１캅셀
15 세 미만
복용하지 않는 것
<용법·용량에 관한 주의>
•

정해진 용법, 용량을 준수해 주세요

•

1 주간 정도 복용해도 증상이 회복되지않을 경우에는 즉시 복용을 중지하고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개인차등에 의해 약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 주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캅셀 꺼내는 방법
그림과 같이 약이 들어 있는 PTP 시트의 볼록한 부분을 손가락끝으로 강하게 눌려 얇은
알루미늄을 찢어 꺼내 복용해 주세요.（잘못해서 그대로 삼키거나 하면 식도 점막에 꽂히는 등
생각하지 못한 사고로 연결됩니다)

사용상 주의
아래와 같은 주의를 잘 읽고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주의 사항
(주의하지 않으면 현재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부작용·사고를 내기 쉬워집니다)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복용하지 말아 주세요
(1) 본약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 사람
(2) 15 세 미만의 소아
2. 본약을 복용하고 있는 동안은 다음과 같은 어느 의약품도 복용하지 말아 주세요
다른 알레르기약(피부질환약, 비염용 내복약을 포함한다), 항히스타민약을 함유 하는 내복약다른
알레르기약(가죽질환약, 비염용 내복약을 포함한다), 항히스타민약을 함유 하는 내복약 (감기약,
기침을 멈추는약、멀미약, 수면제）
3. 복용 후、운전 또는 기계류의 운전 조작을 하지 말아 주세요(잠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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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유중의 사람은 본약을 복용하지 말고 본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수유를 중지하십시오（동물
시험에서 젖에 함유되어 나온다고 확인되었습니다)
5. 복용시는 음주하지 말아 주세요

 상담해야 할 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사용전에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1) 전문의 또는 치과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2) 감감작요법등 , 알레르기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3) 임산부 또는 임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4) 고령자
(5) 본인 또는 가족이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은 본약의 사용에 의해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알레르기에 의한 증상이거나 다른 원인에 의한 증상이 확실치 않은 사람
(7) 다음과 같은 진단을 받은 사람
기관식천식,아토피、간질
(8)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
배뇨 곤란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이 설명서를 가지고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1) 복용 후, 다음의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관계 부위
증상
피부
발진·발적, 가려움, 부종
코
코피
정신 신경
현기증
소화기
구역질·구토, 식욕 부진, 위부 불쾌감, 복통, 구내염
그 외
심장고동、빈뇨, 배뇨시 아픔, 혈뇨、월경불순、체중 증가
(2) 복용해도 증상이 안 좋아지는 경우
3. 보기 드물게 아래와 같은 무거운 증상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증상의 명칭
증상
중추 신경증상
일과성의 의식 소실, 경련, 흥분등이 나타난다
발열, 발진, 、몸전체 나른함, 황달 （피부와 백안이 노래진다)
간기능 장해
등이 나타난다
4.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계속되거나 심해졌을 경우에는
복용을 중지하고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입건조、변비, 설사, 졸음
5.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증상의 개선이 보여도 복용 기간이 2 주간을 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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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및 취급상 주의
(1) 고온을 피하고 직사 광선이 없는 습기가 적은 시원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2)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3) 다른 용기로 바꾸어 넣지 말아 주세요(오용의 원인이 되거나 품질이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4) 사용 기한이 지난 제품은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出典
発行

（社）神奈川県薬剤師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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びえん

상품명：자지텐 AL 비염 스프레이
（ザジテン AL 鼻炎スプレー ）
※아래와 같은 주의를 잘 읽어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제품 개요

[효능]
꽃 가루, 하우스 더스트(실내티끌) 등에 의한 다음과 같은 코의 알레르기 증상의 완화：
재채기, 콧물(콧물 과다), 코막힘
[성분과 작용]
100mL 중（포장：8mL/병）
성분
Ketotifen fumarate (as ketotifen)

함량
75.6mg

[용법·용량]
다음의 1 회 분량을 1 일 4 회（아침·낮·저녁 및 취침전）양쪽비강내에 분무해 주세요（１분무로 0.05mg）
연령
1 회 분량
성인(15 세 이상) 및 7 세 이상의 소아
양쪽비강내에 1 한 번에 두개
7 세 미만
사용하지 않을 것
<용법·용량에 관한 주의>
•

정해진 용법, 용량을 준수해 주세요

•

소아에게 사용시킬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 감독하에 사용시켜 주세요.

•

코치료에만 사용해 주세요

•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만일,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곧바로 물 또는 미온수로 씻어
주세요.또한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안과의의 진료를 받아 주세요.

사용법
처음으로 사용하실 때는 케이스의 구조상 약이 스프레이상태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노즐(첨단
부분)을 위로 향해서 약이 스프레이상태가 될 때까지 5 회 정도 눌러 주세요
＊약의 액이 스프레이상태로 나오면 투여 준비는 완료입니다
1. 사용전에 코를 풀던지 코를 세정해 주세요
2. 캡을 떼어내 주세요.
3. 위를 향해 들고 노즐을 가볍고 비강내에 넣어 주세요
4. 레버를 손가락으로 아래까지 강하고 재빠르게 눌러 주세요.（약하게 천천히 누르면 약액이
분무되기 전에 흘러내립니다。）
5. 분무한후 약이 코안쪽 까지 스며들게 하기 위해선 머리를 뒤로 하고 몇 초간 코로 조용히
호흡해 주세요。

6. 사용후에는 노즐 부위를 청결한 티슈로 잘 닦아 뚜껑을 잘 닫아주세요
＊노즐 앞쪽의 뾰족한 곳은 접혔을때 위험하므로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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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 주의
아래와 같은 주의를 잘 읽고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주의 사항
(주의하지 않으면 현재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부작용·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복용하지 말아 주세요
・ 7 세 미만의 소아
2. 복용 후、운전 또는 기계류의 운전 조작을 하지 말아 주세요（졸음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수유중의 사람은 본약을 사용하지 말든가 본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유를 피해 주세요（동물
실험으로 젖으로의 이행이 확인되었습니다）

 상담해야 할 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사용전에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1) 전문의 또는 치과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2) 감감작요법등 , 알레르기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3) 임산부 또는 임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4) 약에 의해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 사람
(5) 알르레기에 의한 증상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증상인지 확실치 않는 사람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이 설명문서를 가져가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1) 사용후, 다음의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관계 부위
콧
건조감, 자극감
정신 신경계
탈진감, 두통

증상

(2) 1 주간 정도 사용해도 증상이 안 좋아지는 경우
3.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계속되거나 심해졌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졸음
4.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증상의 개선이 보여도 사용 기간이 2 주간을 넘는 경우

- 125 -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
(1) 고온을 피하고 직사 광선이 없는 습기가 적은 시원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2)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3) 다른 용기로 바꾸어 넣지 말아 주세요(오용의 원인이 되거나 품질이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4) 다른 사람과 공용하지 말아 주세요
(5) 사용 기한이 지난 제품은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또, 기한내라도 개봉 후는 신속하게 복용해
주세요

出典
発行

（社）神奈川県薬剤師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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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ん び

상품명：피브론비염 Z <비염 스프레이> （パブロン点鼻Z <鼻炎スプレー.>）
※아래와 같은 주의를 잘 읽어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제품 개요

[효능]
꽃 가루, 하우스 더스트(실내티끌) 등에 의한 다음과 같은 코의 알레르기 증상의 완화：
재채기, 콧물(콧물 과다), 코막힘
[성분과 작용]
100mL 중（포장：8mL/병）
성분
Ketotifen fumarate (as ketotifen)

함량
75.6mg

[용법·용량]
다음의 1 회 분량을 1 일４회,（아침·낮・ 저녁 및 취침전）양쪽비강내에 분무해 주세요（1 분무로
케트치펜으로서 0.05mg）
연령
회 분량
성인（15 세이상）및 7 세 이상의 소아
양쪽비강내에 1 번씩
7 세 미만
사용하지 않을 것
<용법·용량에 관한 주의>
•

정해진 용법, 용량을 준수해 주세요

•

소아에게 사용시킬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 감독하에 사용시켜 주세요.

•

코에만 사용해 주세요

•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만일,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곧바로 물 또는 미온수로
씻어 주세요.또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안과의의 진료를 받아 주세요.

사용법
처음으로 사용하실 때는 케이스의 구조상 약이 스프레이상태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노즐(첨단
부분)을 위로 향해서 약이 스프레이상태가 될 때까지 5 회 정도 눌러 주세요
＊약의 액이 스프레이상태로 나오면 투여 준비는 완료입니다
1. 사용전에 코를 풀던지, 코를 세정해 주세요
2. 캡을 떼어내 주세요.
3. 위를 향해 들고, 노즐을 가볍고 비강내에 넣어 주세요
4. 레버를 손가락으로 아래까지 강하고 재빠르게 눌러 주세요.（약하게 누르면、약의 액이
스프레이상태가 되기전에 액이 흘러내리는 원인이 됩니다。）
5. 분무 후에는 약을 코의 안쪽까지
흡인해 주세요.

넓히기 위해서 머리를 뒤로 하고 몇 초간 코로 조용히

6. 사용후에는 노즐 부근을 깨끗한 화장지등으로 닦아 캡을 잘 잠궈 주세요
＊노즐의 앞쪽 뾰족한 곳은 접혔을 때 위험하므로 주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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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 주의
아래와 같은 주의를 잘 읽고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주의 사항
(주의하지 않으면 현재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부작용·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복용하지 말아 주세요
・ 7 세 미만의 소아
2. 복용 후、운전 또는 기계류의 운전 조작을 하지 말아 주세요(졸음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수유중의 사람은 본약을 사용하지 말거나 본약을 사용할 경우는 수유를 피해 주세요（동물
실험에서 젖으로 이행이 확인되었습니다）

 상담해야 할 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사용전에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1) 전문의 또는 치과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2) 감감작요법등 , 알레르기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3) 임산부 또는 임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4) 약에 의해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 사람
(5) 알르레기에 의한 증상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증상인지 불투명한 사람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이 설명서를 가져가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1) 사용후, 다음의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관계 부위
코
건조감, 자극감
정신 신경계
탈진감, 두통

증상

(2) 1 주일 정도 사용해도 증상이 안 좋아지는 경우
3.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계속되거나 심해졌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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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증상의 개선이 보여도 사용 기간이 2 주간을 넘는 경우
보관 및 취급상 주의
(1) 고온을 피하고 직사 광선이 없는 습기가 적은 시원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2)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3) 다른 용기로 바꾸어 넣지 말아 주세요(오용의 원인이 되거나 품질이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4) 다른 사람과 공용하지 말아 주세요
(5) 사용 기간이 지난 제품은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또, 기한내라도 개봉 후는 신속하게 복용해
주세요(품질 보관 유지를 위해)

出典
発行

（社）神奈川県薬剤師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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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자지텐 AL

[효능]
꽃 가루, 하우스 더스트(실내티끌) 등에 의한 다음과 같은 눈의 알레르기 증상의 완화：
눈의 충혈, 눈의 가려움 (눈꼽이 많을 때), 눈물이 언제나 나오는 눈, 이물감(따끔따끔 아픈 느낌)
[성분과 작용]
100mL 중（포장：8mL/병）
성분
Ketotifen fumarate (as ketotifen)

함량
69mg（50mg）

[용법·용량]
다음의 1 회 분량을 1 일４회,（아침·낮・ 저녁 및 취침전）점안 해 주세요
연령
회 분량
성인（15 세이상）및 １세 이상의 소아
1~2 물방울
１세 미만
사용하지 말것
<용법·용량에 관한 주의>
•

정해진 용법, 용량을 준수해 주세요

•

소아에게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하에 시켜 주세요.

•

눈 주위에 흘러나온 약은 곧 닦아 주세요

•

용기 앞쪽이 눈꺼풀이나 눈썹에 닿으면 눈곱이나 잡균등 때문에 약의 오염 또는 혼탁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또, 혼탁 된 약은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

콘택트 렌즈의 약으로나 콘택트 렌즈를 사용한 채로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

본약은 점안용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사용법
1. 사용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 주세요
2. 아래 눈꺼풀을 가볍게 누르고 위에서 1~2 방울을
눈 안에 떨어뜨려 주세요.용기 앞이 눈꺼풀이나
속눈썹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사용후에도 용기
앞쪽이나 캡은 청결하게 취급해 주세요.
3. 약을 눈 안에 떨어뜨린 다음 눈을 감고 약이 눈에
스며들도록 해 주세요. 사용후는 캡을 잘 닫아
주세요
4. 눈 주위에 흘러나온 약은 곧바로 닦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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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 주의
아래와 같은 주의를 잘 읽고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주의 사항
(주의 하지 않으면 현재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부작용·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

본약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 사람

•

1 세 미만의 소아

2. 코에 넣는 약과 병용 할 경우에는 운전 또는 기계류의 운전 조작을 하지 말아 주세요(졸음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해야 할 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사용전에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1) 전문의 또는 치과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2) 감감작요법등 , 알레르기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3) 임산부 또는 임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4) 약에 의해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 사람
(5)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
격렬한 눈의 아픔
(6) 알레르기에 의한 증상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증상인지 확실치 않은 사람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에 의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전에 전문의와 상담해 주십시오
•

한쪽 눈만

증상이 있는 경우

•

눈의 증상만으로 코에는 증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

•

시력에도 영향이 있는 경우

•

눈꼽이 많은 경우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이 설명문서를 가져가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1) 사용후, 다음의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관계 부위
증상
피부**
가려움
눈의 충혈, 자극감*, 통증*, 부음*, 가려움**, 눈의 주위를
눈**
포함한다
그 외
졸음
＊＊사람에 따라서는, 사용 개시 초기(1~2 일째)에 눈꺼풀, 눈 주위, 뺨등에 심한 가려움, 종창,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2) 안개가 낀 것처럼, 희미해 보이는 것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3) 1 주일 사용해도 증상이 안 좋아지는 경우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증상의 개선이 보여도 사용 기간이 2 주간을 넘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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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및 취급상 주의
(1) 고온을 피하고 , 직사 광선이 없는 습기가 적은 시원한 곳에 캡을 잘 닫아 보관해 주세요
(2)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3) 다른 용기로 바꾸어 넣지 말아 주세요(오용의 원인이 되거나 품질이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4) 다른 사람과 공용하지 말아 주세요
(5) 사용 기한이 지난 제품은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또, 기한내라도 개봉 후는 신속하게 복용해
주세요(품질 보관 유지를 위해)

出典
発行

（社）神奈川県薬剤師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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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んがんえき

상품명：아이리스아레스트
（アイリスアレスト<点眼液>）
※아래와 같은 주의를 잘 읽어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제품 개요

[효능]
꽃 가루, 하우스 더스트(실내티끌) 등에 의한 다음과 같은 눈의 알레르기 증상의 완화：눈의 충혈, 눈의
가려움 (눈꼽이 많을 때), 눈물이 언제나 나오는 눈, 이물감(따끔따끔한 느낌)
[성분과 작용]
100mL 중（포장：10mL/병）
성분
Ketotifen fumarate (as ketotifen)

함량
69mg（50mg）

[용법·용량]
다음의 1 회 분량을 1 일４회,（아침·낮・ 저녁 및 취침전）점안 해 주세요
연령
회 분량
성인（15 세이상）및 １세 이상의 소아
1~2 방울
１세 미만
사용하지 말것
<용법·용량에 관한 주의>
•

정해진 용법, 용량을 준수해 주세요

•

소아에게 사용시킬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하에 시켜 주세요.

•

눈의 주위에 흘러나온 약은 곧 닦아 주세요

•

용기 앞쪽이 눈꺼풀이나 속눈썹에 닿으면, 눈곱이나 세균 때문에 약의 오염 또는 혼탁 되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또, 혼탁 된 약은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

콘택트 렌즈의 액으로나 콘택트 렌즈를 장착한 채로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

본약은 점안용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사용법
1. 사용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 주세요
2. 아래 눈꺼풀을 가볍게 누르고 위에서 1~2 방울을 눈 안에 떨어뜨려 주세요.용기 앞쪽이
눈꺼풀이나 속눈썹에 직접 닿지 않도록 또 사용후에도 용기의 앞쪽이나 캡은 청결하게 취급해
주세요.
3. 약을 눈 안에 떨어뜨린 다음 눈감고 약이 눈에 잘 스며들도록 해 주세요.사용후는 캡을 잘
닫아 주세요
4. 눈의 주위에 흘러나온 약은 곧바로 닦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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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 주의
아래와 같은 주의를 잘 읽고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주의 사항
(주의 하지 않으면 현재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부작용·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

본약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 사람(본약의 사용에 의해 다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1 세 미만의 소아

2. 코에 떨어뜨리는 약과 병용 할 경우에는 운전 또는 기계류의 운전 조작을 하지 말아 주세요
(졸음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해야 할 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사용전에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1) 전문의 또는 치과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2) 감감작요법등 , 알레르기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3) 임산부 또는 임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4) 약에 의해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 사람
(5)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
격렬한 눈의 아픔
(6) 알레르기에 의한 증상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증상인지 확실치 않은 사람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에 의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전 전문의와 상담해 주십시오
•

한쪽 눈만

증상이 있는 경우

•

눈의 증상만으로 코에는 증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

•

시력에도 영향이 있는 경우

•

눈곱이 많은 경우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이 설명서를 가져가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1) 사용후,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관계 부위
증상
피부**
가려움
눈의 충혈, 자극감*, 통증*, 종창*, 가려움**, 눈의 주위를
눈**
포함한다
그 외
졸음
＊＊사람에 따라서는 사용 개시 초기(1~2 일째)에 눈꺼풀, 눈의 주위, 뺨등에 심한 가려움증,
부음, 종창, 아픔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2) 안개가 낀 것처럼 희미해 보이는 것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3) 1 주정도 사용해도 증상이 안 좋아질 경우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 또는 약제사와 상담해 주세요
증상의 개선이 보여도 사용 기간이 2 주간을 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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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및 취급상 주의
(1) 고온을 피하고, 직사 광선이 없는 습기가 적은 시원한 곳에 캡을 잘 닫아 보관해 주세요
(2)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3) 다른 용기로 바꾸어 넣지 말아 주세요(오용의 원인이 되거나 품질이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4) 다른 사람과 공용하지 말아 주세요
(5) 차의 대쉬보드등의 고온에 방치하지 말아 주세요.
(6) 사용 기간이 지난 제품은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또, 기한내라도 개봉 후는 신속하게 복용해
주세요(품질 보관 유지를 위해)

出典
発行

（社）神奈川県薬剤師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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