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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내복똥는동안촐劉오는경우
가있으던군자동차운전또는 껴居의
완 쯔1을 L信실12. 5 u回|問|
삼합계 g?똘| 및 알코올을루거
한 흰사는 다랑의 0베트아미노펜을
[jjAIA|카는능력이검쓰딕에 야서匠아디
노떤외 할반감7뭍증71A밀수였습
띠. 6)繼헵腦 빌운 이 있는 것
으로 나태년 삭카린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게 하已울 수 있습니냐(감0|저匠서
삭7틴01 함유되어였습니[I.)
8저장싱의주와탕
1) 어문kll의笠|당지않는장소에보관
햐샵오 긴 잭융홉 괴해긴 될 수
있는 한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보관
동腦12.3)懿志遠潟맥고품점
의 보손을 위IOI 댜른 용시기 바꾸어
넣지마십시오
[화쨩總벱j] OI 거p凶개정길사
卽먼떼證년정던L爵은홍때
이J.l(www.dapharm.com) 에서 확인
繼수있쉼..
X 구입 시 사용기한이 겸과마었거나 변질
도요저몸은구입차를통해교환하여
드랍니다 [문의전화] (8}-ffi)---20끄고객
먄國[부즈용보고및피하구재신쳅 1644
-622얹한국의약품안선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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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얀르와崩상의祖바오) 2)본인, 앙진또는 형제 등이두트러7l 접촉성 파부업 기관지전식
알라匡기성비염고옘핀두통음삭뿔알레료기 등을일으키기수문체실을갖고있는사림3)자금까지
人
I) 螺세잔아상정가적으로술을 □fA�서람이이액기나디른해결전통제를복용해갸할경우 반드시 익때 의해 알래르기 증d(예 벌열, 발진, 관짙등, 전식, 가려움 증 등猶· 일으긴 적이있는 사랍 4)
간징실헌, 신징실함, 십징실현 갑상선실한, 딩뇨빙, 고렬압, 위십0|지忠|앙, 녹내짊問| 눈의
악I또는 악샤마상의해가 합니다 이러한사람이이약법복용하민 간손상이유발될 수있습니다.
2) 아서1§.0l□ I.I:.팬을 복용한 환자어서 매우 드물게 급성 전신성 발진성 농포증(급성 전신성 발진성 懿. 눈이 침 참함 등), 배뇨(소변을 눔足란 등이 있는 사람, 고령X[노인)， 몸이 약한 A뎀 또는
고름물집뚱快五기, 스티븐스-존슨증후군$81 독성표피 과사용해T규)2/길은중대한피부 반응이 고열01 있논 사람 5) 속쓰립 위부(싱복부뿔쾌감 위통과 같은 위장문제가 X쏙 혹은 재발되거나
보고艦 0�썬좡뻔퍄뿡-용은챠뀜짝밀수있쉼」다, 따라서 이러한증대한III!¥선용의 징후에 귀맘, 출혈몬저樞 가X묘 있는 A 탬 6) 임부또는 임소하고있을 가능성이있는아성 수우부귀 의사
虛料 환자믈게게 충분히 알라il, 01 약 투여 후 파부발진0LI 댜른 과민반응의 징후가 LIE.I나딘 또는 지과의사의 차료를 받고 있는 A阜\당뇨악 통풍약, 관절염악 령응고제, 스테로0 �제 등 다른
.
천식 단성 기관지염 폐기종,
익鴨早 받고있는사람)8) 다음과같은 기침이있는사람 흡연
측시 복용을 중단하도록 하여 주십\l2.
3) 이 액壯른 아서1§.0l□ I.I:.펜Kll 함유뫼거 앴분다. 아세트아□l>c편으로 말밑 초H 용랜4,0Dm욥 과도한 가래가 동반되는 기집 1주 이상 지속 또는 재빨되는 기집 만성 기침, 탈일발진0|LI X冷
쵸덥장구간손상을繼길수있으므로이악을입일최대용랭4,0COrg뮬초과하여복용하야k눈 적인두탕)|동반도는기침
6. 댜금과 젊촌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측각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샤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상담 시
OIL|되더 아서1§.0l□ I.I:.팬을 포함하는 다른 제품과 함께 복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璃과같은사람은이약을복용하지 마십시오 I) 이얀 및 0| 약의구성성분에 대합과민먄옹및 7능한 한이 케이스를 소지하십시오 1) 이악의 복용게 의해 다음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발진
그 병력이있는사림2) 이악 및 01 악의 구성성邑 댜른해결전통제 감기약 복용시 천시을일으킨 적01 발적층협되어 붉어잼, 가려움, 구역 고토 시목부전 년U|， 부종부기)． 배뇨松년을눔곤란, 목0롬
있는 샤랍 3) 팬3개월 미만의 영OK갓난아기) 4) MI{덥제재항우울지, 항성신령제, 감정조절제, (지속적이거나 십헨, 어지러움, 불안, 떨림, 불면 2) 이 약의 목용에 익해 드클게 0돼의 중증(십한
증)증상이 나타난 경우(j)쇼(아냐필갑시) 복용후 바로두드러기부종부기)， 가슴답답함등과
항파킨슨제 등還 복용하고 있거나 복용을 중단현 후 2주 0|내의 사람
3. 이 약을 복용하는동안 다음의 약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진해거담제7 |참 가래액 다른 감기악, 뷁1안색이창백하고손벌切| 차고 식은담,숨쉬기곤란합등이 내甫날수있습」 Ct 0파부점막간
해열신통지l 진정제, 힝히스타민저層 햄우하논 내복으1비엠코염용 겹구제 덜□I악, 입나已기용액 증후군쓰티븐스군룬증후군)， 중독싱표피괴사용해(라일덩후군) 고열을동반하고 발잔발적충혈
4. 璃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하십시오 I) 아황산수소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아황산아냐 되어 붉어짐). 화상과같이물십01 생7는등의 심할층상01 전신디星 입이니눈점맥게 L타날수
색
필락시와 같은 알레르기릅 일으킬 수 있으며, 일부 감수성 환자에서는 성밍을 위협할 징도 도는 있습니나. ＠전식 @간 기능장애 : 전신의 나른함, 황덤l1|부또는눈의 흰자위가황을 띄게 됨)
01.'i'.다 악한 천식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나다. 일반 사람에서의 아황산감수성에 대한 총괄적인 텅기 나꾹갈 수 있습니다 ® 간질성 폐렴 기첩을동반하고, 숨이차1 호흡곤란, 발열 등이 나타
빈도는알려지지 않였으나 낮은깃으로 보이머 01광산감수성은 비전식 환자보다전식판사에서 납니다. 3) 공6회 복용하여도 증상이좋아지지 않을 경오
던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이 약은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 7. 7타이악의복용시주의합사항 I) 징해진 용법 용랑을잘 지키십시오 2) 장기간 계속 복용하지
르기 병력이 있는 흰入빼는 신중히 투여합니다,
저표번호:
5. 璃과 같은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샤 치과의사 약사와상의하십시오 I) 수두 또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있기나 또는 의심되는 영애갓닌아기) 및 만 15세 D|만의 어린이 (구역이나
사용기한:
구토를 수댄5는 행동의 변화가 있냐면, 드몰지단 심각한 질병인 레이증후군의 초기 증상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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