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명]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 |일반의약품| 
[유효성분] 이 약 100ml 중 
아세트아미노펜(KP) ------------------------------------ 3.2g 

[점7園] 
D-소락비톨액, 농글리세린, 미컬징셀룰로오스|카크복人|메칠셀룰로오스나트륨, 백탕, 산탄컴, 수크랄로스, 시트론산, 자몽향, 
정제수. 체리항(에센스)， 프로필렌글리콜 

[성상] 백색 내지 미백색의 체已|항 헌탁액 

[효능·효과] 
1.주효능 효과 

감7 로 인 한  발열 및 동통(통증)， 두통, 신경통, 근육통. 월경통, 엽좌통(뻔 통증) 
2. 다음 질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통. 관절등. 류마티앙 동통(통증)

[용법·용량] 
만 1筑| 0 |하의소아. L음1회 권장용랑을4업寸간□fc.f필요시복용합니나. 이 약은가능한최딘기간동안최소유효용랑으로복용하며, 
1일 춥K75mg/kg濕 초과하여 복용하지 않습니다. 몸무거區 아는 경우 몸무게에 따른 용랑(10~15mg/kg�죠료 복용5는 것이 더 
적절힙니다. 

연령 몸무거l(kg) 아세트아D|노펜으로서 이약1회 
1회권장용량 권장용량 

4개월 ~6개월 7 - 7.9kg 80mg 2.5ml 
7개월 ~ 23개월 8 - 11.9kg 120mg 3.5ml 

만2~3세 12 - 15.9kg 160mg 5ml 
만4~6세 16 - 22.9kg 240mg 7 5ml 
만7~8세 23 - 29.9kg 320mg 10ml 

만9~ 10세 30- 37.9kg 400mg 12.5ml 
만11세 38- 42.9kg 480mg 15ml 
만12세 43kgOI상 640mg 20ml 

[사용상의주의사항] 
1.경고 

1) 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 약이나 다른 해열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경우 반느시 의사 또는 
약 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 약을 복용하면 간손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2) 아세드아미노펜을 복용한 환자에서 매우 드물게 급성 전신성 발진성 농포증(급성 전신성 밥진성 고름물집증XAGEP),
스티븐스국존슨 증후군(SJS), 독성 표피 괴사용해(TEN)와 같은 중대한 피부 반응이 보고되었고, 이러한 중대한 피부
반응은치명적일 수있습니다. 디라서 이러한 중다한피부반응의 징후에 내하여환자들에게충분히 알리고 이 약 투여
후 피부발진이나 다른 과민반응의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종단하토록 하여야 합니다.

3) 이 약은 아세트아미노펜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세트아비노펜으로 일일 최내 용량(4,000mg)을 초괴할 경우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드로 이 악을 일일 최대용랑(4,CXXlm;잎을 초과하여 복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아세트아미노핀을
포함하는 다른 제품괴 함께 복용하어서는 안 됩니다.

2, E追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1) 이  약에 과민증환자
2) 소화성궤양환자
3)심한헐액 이상환자
4)싣한 간 상에황자
5) 심한 신장(콩팥)장애 환자
6) 심한 심상기능저하 환자
7) 아스피린 천식(네스테르이드성 소염(항염)제에 의한 천식발작 유발) 또느 그 병력이 있는 환자
8) 대음의 약물을 복용한 흰자 : 바르네탈계 약물, 삼환계 항우울제
9) 알코올을 복용합 사람 

3. 다음과 같은 사람은 01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 사와 상의하십시오. 
1) 간장애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신장(콩팥)장애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3) 소화성궤앙의 병력이 있는 환자 
4) 힐액이상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5) 출혈경향이 있는 환자(혈소판기능이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6) 심징기능이상이 있논 환자
7) 과민증의 병릭이 있는 환자 
8) 기관지 천식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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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고령XK노인)
10) 만 2세 미만의 소아
11)임부또는수 유부 
12) 와바린을 장기복용하는 환자 
13) 다음의 약물을 복용한 환자 . 리튬 치아짓계이노제 

4. E追·과 같을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측각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상의하십시오 상담시 가능한한 이 침부문서를 소지하십시오. 
1) 속 속, 아나필락시앙 증상(과민성유사증상 : 호흡곤란, 온몸이 붉어짐, 혈관부기, 두트러기 등)， 천식발작 
2) 혈액 : 혈소판 감소, 과립구감소 용혈성(전혈구 파괴성빈혈, 메트헤모글로빈혈증, 혈소판기능 저5K출혈시간 연창)， 청색증 
3) 과민증 : 과민증상(얼굴부기, 호흡곤란, 땀이 남, 저혈압, 속) 
4) 소화 기 : 구역, 구토 식욕부진, 창기복용시 우청출혈, 소화성궤양, 천공(뚫림) 등의 위장관계 이상반응 
5) 피부 : 발진, 알레르기 반응 피부점막안 증후군(스티븐스군문논 증후군)， 중독성표피괴사웅해(리엘 증후군)
6) 기타 창기투여시 만성간괴사, 급성췌챙이자)염, 만성간염, 신창(콩팥酉성
7) 과량투어 . 간장 신창(콩팥)， 심근의 괴사
8) 01 액게 다해 시판 후 조人IOI|샤 보고된 추가적 0 |상반응은 아래 F와 같습니다. 발현빈토는 매우 흔히 ?:1/10, 흔히 ?:1/100 및 

〈1/10, 혼하지 입게 즈1/1,coo 및 〈1/100, 드물게 ?:1/10,000 및 〈1/1,coo, 매우 드물게 사/10,000 입 니다 

표 자발적 보고율로부터 추정한 빈도에 따른 이 약의 시판후 경험에서 밝혀진 이상 반응 

면역계 장애 
매우 드물게 : 아나필락시스 반응, 과민중 

피부 및 피해피부밑)조직 장애 
매우 드물게 : 두드린71, 소양성(가려움) 발진, 발진 

9)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의 분석 · 평가에 따라 다음의 이상반응을 추가합니다.
간담도계 : 災汀 상승, ,AJ_T 상승
피부:고정발진 

[포장단위] 5ml)1포 x 10 [저장방법] 7 달용기, 실온(1~30'C)보관 

5. 기타 이 약을 복용시 주의할 사항
1) 일반석주의

(1) 과민증상을 예측하기 위해 충巳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2) 소염(항염)진통제에 의한 처료는 원인요법이 아닌 대증요법(증상별로 치료 하는 방법)입니다.
(3) 만성질환에 사용하는 겅우에는 E梧중 사항을 고려합니다.

가. 장기복용하는 경우 정기적인 임상검사(요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등)를 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감랑(출임),
복용중지 등의 적설한 조치를 해아 합니다. 

나. 약물요법 이외의 치료법도 고려합니다. 
(4) 급성질합에 사용하는 경오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가. 급성통증 및 발열의 정도를고려하여 복용합니다.
나. 원칙적으로 동일한 약물의 징기복용은 미합니다.
다. 원인요법이 있는 경우에는 실人|합니다. 

(5) 소아 및 고령XK노인는 초소 필요랑을 복용하고 이싱반응에 유의합니다. 과도한체온강하, 허탈 사지냉각등이 나테담 수 
있으투특히 T열을수반하는소아 및 T령지(노엔 또는소모성 질환환자익 경우 복용후의 싱대를충분히 살펴야 합니다. 

(6) 다른 소염(항염)진동제와 함께 복용 하는 것은 피합니다. 
閃 의사또는 약사의 지시없이 통증에 10일 이성(성엔 또는 5일 이상(소아) 복용하지 않고 발별에 3일 0 |상복용하지 않습니다. 

동증0|나 발열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겅우, 또는 새로운 증상이 나타날 겹우 의사 도는 약사와 상의합니다. 
(8) 이 약복용시 감염증을 겉으로 LfEf나X| 않게 할수 있으므로 감염증이 합병된 환자의 경우에 의사처방에 따라 적절한 

항균제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2) 과랑투여시의처치

이 약을 과량복용시 어떠한 명백한 증상이나 징후가 없더라도 신속하게 의학적 처처를 받아야 합니다.10--이임`I간 이냐에
N-아세틸시스테인 정맥주사를 투여받거냐 매치오닌을 경구복용하여 간을 보호해야 합니다.

6.저장상의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2) 의약輯 원래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 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의 모용(잘못 사용凰 따른 사고 발생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폭 닫아 보관합니다

[최신정보확인방법]
이 첨부문서 작성일자 0|후 변경된 내용은 홈페이지(www.dapmrm.com)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이 약을 사용하시기 전에 첨부문서를 수의깊게 읽호시고, 첨부문 서를 함께 보관하시 기 바랍니다.
※ 오 · 남용을 피하건 품실을 보호 · 유지하기 워해 다른 용기에 넣지 마십시오.
※ 구입 시 사용기한이 겅과되었거냐 변질 도는 오손된 제풍은 구입처를 통해 교환하여 드 립니다.
[문의전화] 080---920-2002(고객만족팀) 
[부작용보고 및 피해구제신청] 1644--622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작성일자 : 2020. 07 .07 

제조 · 판매자 C) 튼큽otl.11으t
본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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