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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챔프이부펜서럽(이부므로펜) 
[유효성분] 이 약 100ml 중. 이부프로펜(KP) 2.(Q 
[첨가제] D-소르비톨액, 농글리세린, 미결정셀룰로오스/카르복시매틸셀룰로오스나토륨, 백당, 수크랄로스, 서트르산, 자몽향, 잔탄검, 정제수, 
체리항(에센스)， 폴리소르베이트 80, 프로필렌굴리콜 
[성상] 백색 내지 미황색(연노랑)의 체리항 현탁성 시럽제 
[효능·효과] 
1.주효능 · 효과 

감기로 인한 발열 및 동통(통증)， 류마티앙 관절염, 연소성(어리거내 젊은 나이에 나다나는) 류마티앙 관절임.
글관절염(퇴행성 관절질환)， 요(히리還·, 월경근란증, 수술후 동통(통증)

2. E은 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직성 최추염, 두통, 치통 근육통, 신경통, 금성통풍, 건선성관절염, 연조직손상(염좌(템)， 좌상(타박상/멍)）， 비관절 류마티스질환(건염(힘줄염), 
건초연(힘줄윤활막염)， 활액낭염) 

[용법 · 용량] 
• 어린이는 E음 1회 용랑을 1일 3--4회 경구투여합니다(먹는다, 복용한다).

체중이 30kg□|만인 어린O는 1일람이 500rrg(25ml율조과해샤는 안되뎌 공복(빈 속)시 투여는 피하는 것01 바람직합니다.

어린이 1회 용량 (챔프이부펜시럽 1포 5ml기준) 

연령 이부프로펜으로서 1회 권장용량 1회권장용량 

1 ~ 2세 50~100mg (3-Sml) %포~1포 

3 ~6세 100-150mg (5-8ml) 1포~1%포 

7 ~ 10세 150~200mg (8-10ml) 1%포~2포 

11 ~ 14세 200-250mg (10-13ml) 2포~2%포 

• 류마티앙 관절염, 골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연조직솔상, 비관절 류마리스질환, 급성통풍, 건선성 관절염 : 성민 이부프로펜으로서 1회 200--
600mg 1일 3-4화 경구투여합니亡店덕는다, 복용한다). 1일 최고 3,200�깃가지 투여할 수 있습니다.

• 연소성(어티거나 젊은나이에 나타나는) 류마리앙 관절염 : 1일 체중 kg당 30-40mg을 3-4희 문할 경구투여합니다(먹는 다, 복용단다).
• 경증 밋 중등도의 동통(통증)， 감기 : 성인 1회 200-4COrrg 1일 3-4회 경구투여합니대먹는다, 복용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합니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경고
1) 매일 세산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 약이나 다른 해열신통제믈 복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러합 사람0 | 이 약을 복용하면 우장출혈이 우발될 수 있습니다.
2)심혈관계 위험 : 이 악을 포함한 비스테로이트성 소얻진통제 복용시 치밍적일 수 있는 중대한 심혈관계 혈전(혈관막힘) 반응,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심혈관계 질환 또는 심혈관계 질환으| 위험 인자가 였는 환자이거나 이 약을 장기 복용한 환자일수록 심혈 
관계 이싱반응 발생가능성은 증가합니다.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이상반응에 대해 산중히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취할 
조치에 내하여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울혈심부전증(NYHl'I IH||）． 확립된 허혈성 심장질환. 말초동맥실환, 뇌혈관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신중히 고려하여 이부
프로펜을 人용하여야하며 고용량 0 |부프로뗀K1일 2.400m;i)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십혈관계 위험 요쇠예 고헐입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漏· 
가X고있는 환자가고용량 이부프로펜K1일 2.400m;i'/JI 필요한경우상기간大匡를人條법기 전에 신중히 고려해야합니다
임싱연구 결과고용탱1일 2,,m-aj 이부프로펜 사용0 | 동맥 혈전혈관 막헵 증샘쇼몬경색증또는 노뚤중)OIi 대화 위험성을 다소증가 시길 수 있E戶
내타났습니다. 종합적으로 역학연구 결과 저용랑 이부프로민[예. 1일 1,200mg 이하)파 동맥 혈선혈관 막립) 증상의 위험성 증가간익 연관성은 
증명되지않있습니다.

3) 위장관계 위험 · 이 약을 포함회 비스테로이드성 소임진통제 복용시 위상관의 졸혈, 궤앙 및 천공(뚫림) 등 치명적일 수 있는 중대한 위상 관계
아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싱받옹은 투여 기간 동안에 겅고 증싱 없0 |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노인)이거나 이 악을 장기
복용한 흰자일수록 위상관계 이상반응 발생가능싱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이싱받응에 대하여 신중히 모니터링을 하야 하며, 고위험군의 환자에게는 비스테로이느성 소염진통저Rf 관련 없는 다른
대체 치료제믈 고려하여야 합니다.

2. E追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1) 위장관 궤양, 위장관 출혈환자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심한 혈액이상 환자 3) 심한 간장아 환자 4) 심한 신장장애 환자 5) 심한 
심장기능부전 환자 6) 심단 고혈압 환자 7) 이 약의 성몬에 괴민중이 있는 환자 8) 기관지신식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9) 아스피린이냐
다류 비스테로이드성 소임진통제(COX-2 저해제 포함)OI| 내하여 천식, 두드러기,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과민만응 도는 고 병력이 있는 환자
10) 관상동맥(심장동맥) 우회로술(CABG) 선후 통증발생환자 11) 임신 말기 3가윌 기간에 해당하는 임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신통제와 마찬
가자로 임신 말기에 이 약을 투여 시 대아의 동맥관을 조기 폐쇄시킬 수 있습니다) 12) 항암요법으로 고용랑 메토드렉세이드를 투여중인 환자 

3,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다음의 행위를 하지 □�시오. 
1) 이 약의 권장웅랑을 초고岳回 복용해서는 안됩니다. 2) 일반적으로 다른 비스테로0 �싱 소염전통지!NSAJDs)와 함께 복용하지 않습니다. 3) 모유 
로의 이행이 보고되고 이로 인해 영0K갓난아기)OI|샤 심각한 이성반응 발생0 | 우려되므로 약물투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유를 중단하기나
약물투여를 중꿈回합니다 

4,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1) 혈액이상또는고 병력이 있는 환자2) 출혈경향이 있는 환자(혈소판기능이상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3) 간경화, 간장애 또는그 병력0| 있는환자
4) 신장쟝개 뜨는 고 병력이 있는 환자 5) 심장기능부전 또는 심질환흰자 6) 고혈압 환자기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8)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요타
환자 및 혼합 결합조직질환(tvCID) 흰자9) 궤양성 대장염 흰자 U) 크론병 흰자 11) 고령XK노인) 및 소Of 12) 임부(동물실험에서 E狀匠성0 | 보고되어
있고 임부에 대한 안전성은 합립되어 있지 않으드로 투여하지 않는 것이 H恒적합니다.) 13) 수유부 14) 삼근경색이나 놔졸중 예방목적으로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사립\이 악은 아스피린의 효과를 감소시? 교, 중증(싣한 증상)의 업장관지 이상반응의 발생 위헌을 증가人|킬 수 있술니다) 
실험실전 자료에서 이부프로펜과아스피린(아세틸살리실산) 병용(함께 복용듀여 시 이부프로펜01 저용량 아스피린의 혈소판응집 효과를 억제할 
수 있 다고 내士点딸니다 이 데이 터 외삽법에 대해 임상적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일반적 또는 상기간 이부므로펜 사용 시. 저용량 이스피린의 
싣장 보호 효과가감소될 수 있습니냐.15) L돋}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 1) /lCE 저해제 (:il혈압 효과가 감소될 수 있 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2) 리튬 
(혈청 리튬의 농도를증가시카고 리튬의 신클리어런스를 감소시킬 수있습니다.) 3) 푸로세미트 및 치아싯계 이뇨제 (임상시험 및 시판후조사 결과 이 

약의 신상에서의 프로스E글란딘 합성 언제에 의해 일부 환XIOI|서 푸로세미트 및 치아짓게 이뇨제의 나토륨 뇨배설 효과가 감소할 수 있음이 험민 
되었습니다.) 4) 메토트렉세이트(신세뇨관에서 매토트렉세이트의 배설01 지연되어 처밍적인 매토트렉세이트의 혈액학적 독성01 증가될 수 있으므로, 
항감요법으로 시용동논 고용량의 메토트릭세이트와는 병용(함께 복용뜹心여하지 않으며, 저용랑의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함께 복용듀여 A| 산중히 
투여해야 합니다.) 5) 쿠U距계 항응혈저E와파린 등) (쿠U民게 항응털저陀 병용(함께 복용芹·여 시 그 작용을 증강시킬 수 있고, 중증(심한 증상)의 위장 
관계 출혈의 위험이 높0일 수 있습니다.) 6)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서(효賤 함께 복용 시 위장관출혈 위험01 증가홉니다.) 

5. E움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상담 시 가능한 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하십시오.
1) 속 속, 아나필락시앙 반응(과민싱우사 반응), 흉내고민(가슴쓰림)， 오화(춥고 떨리는 즘싱)， 호흡곤란, 혈압저하 등 2) 혈액 헤마토크릿 
(적혈구용적률) 감소, 헤모글로빈 감소, 빈혈, 재생불량성빈혈, 용혈성(적혈구 파괴성)빈혈, 무과립구증, 과립구감소, 백혈구감소, 혈소판감소, 
혈소판 기능 저허출혈시간 연장)， 호산구증가 등의 혈액장애 3) 소화기계 소호園궤앙 위장관궤앙, 위장출혈 천공(뚫림)， 궤앙싱 대장염, 헐변, 
우던, 췌징(0 |자范 토혈(할액구토), 크론병 식욕 부진, 구역. 구토 복통, 소화불량, 설사, 위부불쾌감, 싱복부 통증, 구갈 구내엽(입안옙, 복부 
(배부분)평민감, 구강(입안)궤양, 변비, 혹변 4)미부 :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중독성표피괴사증(리엘증후군),
광민감 반응(빈도불명) ， 빈도불명의 호산구 증가 및 전 신  증후군을 동반한 약물 발진(DRESS 증후군) ， 혈관신경 성  부종(부기),
수포성피부염, 다항 홍밴붉은 반젭, 반구진 발진. 피부 붉어짐, 수포(물집)， 발진 5) 간장 : 간염, 황달, GOT, GPT, 알칼라인 포스파타제(凡P)의
상승 등과 같은 간기능이상, 간장애 6) 번역계 · 과민증 또는 아냐필락시스 반응, 천식발삭, 투드러기 습진, 자반(자주색반점), 발진, 가려움증
7) 호흡기계 : 천식, 기관지수축, 호흡곤란 도는 색썩가림 8) 감각기계 안점(J.I야불능부위) 등 시각장애, 난청(귀먹음)， 이명(귀울림)， 미각이상, 
헌기증(어지러움) 9) 성신신경계 · 졸음, 어쩌티움, 우울, 투통, 노|혈관 사고 또는 신경실, 두균성 수박염 또는 수막염(심한투통 구역, 구토, 물민, 
목이 뻣뻣함, 발열 또는 의식장애 등의 증상) 10) 순환기계 : 혈압저하, 혈압상승, 십계항전(두근거림)， 십부전, 십근겅색증 또는 협심증 11) 신장 
(콩팥) ： 급성신부전, 핍뇨(소변감소), 헐노 요던백 BUN, 혈중크레아리닌의 상승, 고칼륨혈증, 간실성 콩팥염, 콩팥염증후군, 콩팥유두괴사 , 
요랑 감소, 전신부종 및 이에 수반하는 숭가쁨 나른함 12) 기타 : 안와주우부중(는주변 부기)， 안면부중(얼굴부기)， 권태감, 발열, H|출혈(고피),
부종(부기)， 말조부종 13) 01 약의 과광 복용 A| 다음과 같은 이싱박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귀와 미로(속귀) 0 |상 : 어지러움 (2) 위장관계
이상 : 복퉁 구역, 구토 (3) 간쓸개 이상 : 간기능 이상 (4) 대사 및 영앙학적 이상 : 고칼륨혈증, 대사산증 (5) 신경계 이상 : 어시리움, 졸음 두통,
의식소실, 겅련 (6) 신장(콩팥) 및 비뇨기계 이싱 : 신부전 (7) 호흡기, 가슴 및 세로칸 이싱 : 호흡곤란, 호흡 억제 (8) 혈관계 이상 저혈압 

6. 기타 이 약의 복용 시 주의할사항
1) 일반적 주의 (1) 이 약을 투여하기 전에 이 악 및 다류 대체 지료법의 짚자적인 위험성과유익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01 약은 각 흰자의 처로 목적과
일치하도록 가능한 최단 기간동안 최소 유효용랑으로 투여합니다. (2) 과민증상율 01|측하기 위해 충분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3) 소염 진통제
에 의화 처료는 원인요법이 아닌 대증요법(증상별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4) 만성질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힝을 고려합L다. 가. 장기
복용5는 경우 성기적인 임상검서오검사, 혈액검사, 간가능검사등潛· 받고 이성01 있을경우 감탱줄임良 복용중지 등의 적절한조차를해야 합니다.
나. 약물요법 이외의 치료법도 고려합니다. (5) 급성질휘에 사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냐. 가. 급싱통증 및 발열의 정도틀 고려
하여 복용합니다. 나. 원칙적므로 동일힌 약몰의 장기투어는 피합니다. 다. 원인요법01 있는 경우에는 실시합L| 다. 랴 감기에 복용할 경우 
에는 원직적으로 5일 0 | 내로 합니다. (6) 01 악은 가능한 최단 기간 동안 최소 유효용랑으로 복용합니다. 파도합 체온강하 허탈, 사지냉각 
(말다리 찬 느낌) 등01 나타날 수 있으므로 특히 고열율 수반하는 소0| 및 고령자(노인) 또는 소모성 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복용 후의 상태를 
충분히 살며야합내다 (7) 의사 또는 약사의 지시 없이 통증에 10일 이싱(싱인) 또는 5일 이상(소아) 복용하지 않고 발열에 3일 0 |상 복용하지
않습니다. 통증이니 발열 증상이 지속되기니 악화될 경우, 또는 새로운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합니다 (8) 이 약 복용 시 
감염증을 겉으로 나타나자 않게 할 수 있으므로 감염증이 합병된 환자의 겅오에 의사 처방에 따라 적절합 항균제틀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9) 고혈압 ' 이 악을 포합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고혈압을 일으키거나, 기촌의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혈관계
유해사례의 발생률이 증가될 수노 있습니다. 치아짓계 이뇨제 또는 루프형 이뇨제를 복용중인 환자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동제 복용 시 
이들 요법에 내한 반응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 악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고혈압 환자에서 신중히 투여해야 합니다.
01 약의 투여 초기와 투여기간 동안에 헐압을 면밀히 모내터링해야 합니다. (10) 울혈성심부전 및 부종(부기) ：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저層 복용하는 일부 환자에서 처隣 저류 및 부종(부기)0 | 관찰모였습니다 이 악은 처隅저류 또는 심부전이 있는 환XIOII서 신중히 투여
해야 합L| 다. （11) 비스테로이드성 소입진동제를 장기간 복용 시 신장유두괴사나 기타 신장 손상01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혈류를 유지
하는데 프로스타글란딘의 역할01 중요하므로 심부전 환자, 신7 능 부전 환자, 간기능 부전 환자, 이뇨제나A工 저해저層 투여 중인 환자, 고령자
(노인) 등에서는 특별한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약을 중단하면 내부분 치료 전 상대로 회복됩니다. (12) 진행된 신질환 : 진행된 신질환 환자에서
이 악 사용에 대한 동제된 입상 시험은 실시된 바 없습니L|． 따라서 진행된 신질환 환자에 내해써는 01 악의 투여가 권장되지 않습내다.
이 약의 투여를 개시해야 한다면, 환자의 신장 기능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해야 합내다. (13)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투여로 간기능 수치의 상승이 냐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검사수치는 치료가 지속됨에 떠라 악화되거나 변화가 없거나 또는
일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황달 치명적 전격성 간염(급격히 발병하는 간염)， 간괴사, 
간부전(일부는 치명적임)을 포합한 중증(심던 증상)의 간 관련 이상반응01 트물게 보고되었습니다. 간기능 이상을 압시하는 증상 및/도는 
징후가 있는 환자 또는 간기능 시 험  결과 비정상인 환자에 있어서는 투여기간 동안 주의 깊게 건기능의 악화 여부를 관찰하고, 간질환괴
관련된 입상승人d0 |냐 전신적인 징휘예 : 호산구증가증, 발진)가 발현되는 경우어는 이 악의 투여를 중지합니다. (14) 이 약을 포함한 비스터匡0 |트성 
소염전통제의 투여로 빈혈O I L匠닙 수 있으므로 01 약 의  장71 투여에 의해 빈혈의 증상또는 징후가 L尸fLrE 경우어는 허匠글로빈치 또는 헤□f£
크리트(적혈구용적률)치 겅사틀 해야 합니다. 비스더토이트성 소염진통저는 혈소판응집을 억제하며, 일부 환자에서는 출혈 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스피린과 달리 이 약의 헐소판 기능에 대화 영항은 싱대적으로 작고 지속기간이 짧으며 가역적입니다. 응고 관련
질환이 있기나 항응고제를 투여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혈소판 기능 변경에 의해 부성적인 영함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이 약 투여 시 신중히 
모니터링 하여야 합니다. (15) 아L쁩락시앙 반응 . 다른 비스테르이드싱 소염진통제와 마찬가지로 아낙필락人|앙 반응은 얀물에 노출띈 경험01 
없는 환자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0|러한 복합 증상은 아스피린이나 다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어 후 비측(코쪽) 뿔립을 동반
하거나 동반하지 않거나 또는 잠재적으르 치명전인 중증(심화 증상)의 기판지 경력을 나타내는 천신 환AIOI|거| 전덩전으르 발성합니다 이러한 
아내밀락시앙 반응이 나타냐는 경우 응급처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6) 피부반응 이 약은 탈락성 피부염, 스티븐스군色슨 증후군 및 독성
표E|괴사 같은 중다화 피부 이싱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0 |들 중대합 이상반응은 경고 층상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이상반응은 투여 초기 1개월 0 |내에 발생합니다. 환자는 중대한 피투 발현 증상 및 증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피부 발진 또는 다른 과민반응의 최초 중상 및 싱후가 나타날 때 약물 투여를 중단해야 합니다. (17) 01 악은 코르티코이드 제제를 대체
하거나 코르티쿄이드 결핍증을 치료하기 위한약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갑삭스터운 투여 중단은 쿄르티코스테로이드
- 반응싱 실함의 악화를초래할수 있습니다. 장기간 코르티코스데로이드를복용해 온환XIOI|게 이 약을투여하고자 할경우에는 서서히 용랑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2)과랑투여시의 처치 01 약을과랑복용 시 어떠한 명백한증삼I()|나싱후가없더라도신속하게 의학적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7,저장상의 주의사항 
1) 針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2) 의약폼을 원래의 용기(어린이 안전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으
오용(잘못 사용)에 따른 사고 발성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01 될 수 있으드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난아 보관합니다.

[포장단위] 1포(5ml} X 10포 [저장방법] 차광기밀용기, 실은(1~30'C)보관 
[최신정보확인방법] 
이 점부문서 작성일자 이후 변경된 나용은 홈피|0|지(www.dapharm.com)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01 악을 사용하시기 전에 첨부문서를 수의깊게 읽으시고, 첨부군사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오낱용을 피하고 품질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다른 용기에 넣지 마십시오
※ 구입 시 사용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번질 또는 오손된 제품은 구입처를 통해 교환하t 드립니다. 
[문의전화] 080 -920-2002(고객만촉팀)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신청]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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