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디 연조엑스

사용상의 주의사항

과립제 산제 정제 엑스제과립제 산제 정제 엑스제과립제 산제 정제 엑스제과립제 산제 정제 엑스제( )( )( )( )( )( )( )( )( )( )( )( )( )( )( )( )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지 말 것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지 말 것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지 말 것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지 말 것1. .1. .1. .1. .

개월 미만의 영아개월 미만의 영아개월 미만의 영아개월 미만의 영아1) 31) 31) 31) 3

격렬한 구역 구토의 증상이 있는 환자격렬한 구역 구토의 증상이 있는 환자격렬한 구역 구토의 증상이 있는 환자격렬한 구역 구토의 증상이 있는 환자2) ,2) ,2) ,2) ,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한의사 치과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한의사 치과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한의사 치과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한의사 치과2. , ,2. , ,2. , ,2. , ,

의사 약사 한약사와 상의할 것의사 약사 한약사와 상의할 것의사 약사 한약사와 상의할 것의사 약사 한약사와 상의할 것, , ., , ., , ., , .

1)1)1)1) 고혈압 환자고혈압 환자고혈압 환자고혈압 환자

2)2)2)2) 심장애 또는 신장애 환자심장애 또는 신장애 환자심장애 또는 신장애 환자심장애 또는 신장애 환자

3)3)3)3) 부종 환자부종 환자부종 환자부종 환자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다른 약물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다른 약물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다른 약물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다른 약물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4) ( )4) ( )4) ( )4) ( )

고령자고령자고령자고령자5)5)5)5)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감량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감량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감량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감량((((

하는 등 주의할 것하는 등 주의할 것하는 등 주의할 것하는 등 주의할 것.).).).)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6)6)6)6)

구역 구토의 증상이 있는 환자구역 구토의 증상이 있는 환자구역 구토의 증상이 있는 환자구역 구토의 증상이 있는 환자7) ,7) ,7) ,7) ,

지금까지 약에 의해 발진 발적 충혈되어 붉어짐 가려움 등을지금까지 약에 의해 발진 발적 충혈되어 붉어짐 가려움 등을지금까지 약에 의해 발진 발적 충혈되어 붉어짐 가려움 등을지금까지 약에 의해 발진 발적 충혈되어 붉어짐 가려움 등을8) · ( ),8) · ( ),8) · ( ),8) · ( ),

일으킨 적이 있는 환자일으킨 적이 있는 환자일으킨 적이 있는 환자일으킨 적이 있는 환자

세 이하의 영아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부득세 이하의 영아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부득세 이하의 영아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부득세 이하의 영아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부득9) 1 ( ,9) 1 ( ,9) 1 ( ,9) 1 ( ,

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용시키지 말 것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용시키지 말 것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용시키지 말 것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용시키지 말 것.).).).)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한의사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한의사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한의사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한의사3. , ,3. , ,3. , ,3. , ,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시 가능한한 이 첨부문치과의사 약사 한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시 가능한한 이 첨부문치과의사 약사 한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시 가능한한 이 첨부문치과의사 약사 한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시 가능한한 이 첨부문, , ., , ., , ., , .

서를 소지할 것서를 소지할 것서를 소지할 것서를 소지할 것....

이 약의 복용에 의해 다음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이 약의 복용에 의해 다음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이 약의 복용에 의해 다음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이 약의 복용에 의해 다음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1)1)1)1)

위알도스테론증 요량이 감소하거나 얼굴과 손발이 붓고 눈위알도스테론증 요량이 감소하거나 얼굴과 손발이 붓고 눈위알도스테론증 요량이 감소하거나 얼굴과 손발이 붓고 눈위알도스테론증 요량이 감소하거나 얼굴과 손발이 붓고 눈(1) : ,(1) : ,(1) : ,(1) : ,



꺼풀이 무거워지고 손이 굳어지고 혈압이 높아지거나 두통 등꺼풀이 무거워지고 손이 굳어지고 혈압이 높아지거나 두통 등꺼풀이 무거워지고 손이 굳어지고 혈압이 높아지거나 두통 등꺼풀이 무거워지고 손이 굳어지고 혈압이 높아지거나 두통 등, ,, ,, ,, ,

일 최대 복용량이 감초로서 이상인 제제는 장기간 계속하일 최대 복용량이 감초로서 이상인 제제는 장기간 계속하일 최대 복용량이 감초로서 이상인 제제는 장기간 계속하일 최대 복용량이 감초로서 이상인 제제는 장기간 계속하(1 1g(1 1g(1 1g(1 1g

여 복용할 경우 저칼륨혈증 혈압상승 나트륨 체액의 저류 부여 복용할 경우 저칼륨혈증 혈압상승 나트륨 체액의 저류 부여 복용할 경우 저칼륨혈증 혈압상승 나트륨 체액의 저류 부여 복용할 경우 저칼륨혈증 혈압상승 나트륨 체액의 저류 부, , ,, , ,, , ,, , ,

종 체중증가 등의 위알도스테론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종 체중증가 등의 위알도스테론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종 체중증가 등의 위알도스테론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종 체중증가 등의 위알도스테론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 ,, ,, ,, ,

혈청칼륨치의 측정 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복용혈청칼륨치의 측정 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복용혈청칼륨치의 측정 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복용혈청칼륨치의 측정 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복용( )( )( )( )

을 중지할 것을 중지할 것을 중지할 것을 중지할 것.).).).)

(2)(2)(2)(2) 근병증 저칼륨혈증의 결과로서 근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근병증 저칼륨혈증의 결과로서 근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근병증 저칼륨혈증의 결과로서 근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근병증 저칼륨혈증의 결과로서 근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

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무력감 사지경련 마비 등의 이상이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무력감 사지경련 마비 등의 이상이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무력감 사지경련 마비 등의 이상이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무력감 사지경련 마비 등의 이상이, , ,, , ,, , ,, , ,

확인되는 경우 복용을 중지할 것확인되는 경우 복용을 중지할 것확인되는 경우 복용을 중지할 것확인되는 경우 복용을 중지할 것....

피부 발진 발적 충혈되어 붉어짐 가려움피부 발진 발적 충혈되어 붉어짐 가려움피부 발진 발적 충혈되어 붉어짐 가려움피부 발진 발적 충혈되어 붉어짐 가려움(3) : · ( ),(3) : · ( ),(3) : · ( ),(3) : · ( ),

소화기계 구토 설사소화기계 구토 설사소화기계 구토 설사소화기계 구토 설사(4) : ,(4) : ,(4) : ,(4) : ,

개월 정도 복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개월 정도 복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개월 정도 복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개월 정도 복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2) 12) 12) 12) 1

기타 이 약의 복용시 주의할 사항기타 이 약의 복용시 주의할 사항기타 이 약의 복용시 주의할 사항기타 이 약의 복용시 주의할 사항4.4.4.4.

정해진 용법 용량을 잘 지킬 것정해진 용법 용량을 잘 지킬 것정해진 용법 용량을 잘 지킬 것정해진 용법 용량을 잘 지킬 것1) · .1) · .1) · .1) · .

장기간 계속하여 복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장기간장기간 계속하여 복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장기간장기간 계속하여 복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장기간장기간 계속하여 복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장기간2)2)2)2)

계속하여 복용할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계속하여 복용할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계속하여 복용할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계속하여 복용할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 , ,, , , ,, , , ,, , , ,

와 상의할 것와 상의할 것와 상의할 것와 상의할 것....

어린이에게 복용시킬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 감독 하에 복용시어린이에게 복용시킬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 감독 하에 복용시어린이에게 복용시킬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 감독 하에 복용시어린이에게 복용시킬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 감독 하에 복용시3) ·3) ·3) ·3) ·

킬 것킬 것킬 것킬 것....

칼륨함유제제 감초함유제제 글리시리진산 또는 그 염류 함유칼륨함유제제 감초함유제제 글리시리진산 또는 그 염류 함유칼륨함유제제 감초함유제제 글리시리진산 또는 그 염류 함유칼륨함유제제 감초함유제제 글리시리진산 또는 그 염류 함유4) , ,4) , ,4) , ,4) , ,

제제 루프계 이뇨제 푸로세미드 에타크린산 또는 티아지드계제제 루프계 이뇨제 푸로세미드 에타크린산 또는 티아지드계제제 루프계 이뇨제 푸로세미드 에타크린산 또는 티아지드계제제 루프계 이뇨제 푸로세미드 에타크린산 또는 티아지드계, ( , ), ( , ), ( , ), ( , )

이뇨제 트리클로르메티아지드 와 병용시 위알도스테론증이나 저이뇨제 트리클로르메티아지드 와 병용시 위알도스테론증이나 저이뇨제 트리클로르메티아지드 와 병용시 위알도스테론증이나 저이뇨제 트리클로르메티아지드 와 병용시 위알도스테론증이나 저( )( )( )( )

칼륨혈증으로 인하여 근병증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신중히 복용할칼륨혈증으로 인하여 근병증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신중히 복용할칼륨혈증으로 인하여 근병증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신중히 복용할칼륨혈증으로 인하여 근병증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신중히 복용할

것것것것....

다른 한약제제다른 한약제제다른 한약제제다른 한약제제5)5)5)5) 등과 함께 복용할 경우에는 함유 생약의 중복에등과 함께 복용할 경우에는 함유 생약의 중복에등과 함께 복용할 경우에는 함유 생약의 중복에등과 함께 복용할 경우에는 함유 생약의 중복에

주의할 것주의할 것주의할 것주의할 것....



저장상의 주의사항저장상의 주의사항저장상의 주의사항저장상의 주의사항5.5.5.5.

직사광선을 피하고 되도록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직사광선을 피하고 되도록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직사광선을 피하고 되도록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직사광선을 피하고 되도록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1)1)1)1)

사용 후 반드시 밀폐 보관할 것사용 후 반드시 밀폐 보관할 것사용 후 반드시 밀폐 보관할 것사용 후 반드시 밀폐 보관할 것( .).( .).( .).(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2) .2) .2) .2) .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3)3)3)3)

약품 오용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약품 오용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약품 오용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약품 오용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