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상의주의사항
1. 경고
앰플주사제는 용기 절단시 유리파편이 혼입되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유리파편 혼입이 최소
화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절단사용하되, 특히 어린이, 노약자 사용 시에는 각별히 주의할 것(유리앰플주사제에
한함).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위궤양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심장애 환자
3) 녹내장 환자
4) 이 약에 과민반응 환자
3. 이상반응
1) 소화기계 : 구역,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
2) 순환기계 : 빈맥, 심계항진, 기외수축 등이 나타날 수 있다.
3) 중추신경계 : 불면, 흥분, 진전, 어지럼, 동공확대, 섬광암점(Scintillation-Scotoma), 이명, 불안 등이 나타
날 수 있다.
4) 눈 : 만성 녹내장을 악화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5) 기타 : 무력감이 나타날 수 있다.
4. 일반적 주의
이 약을 과량투여할 경우 우울증 환자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1회 용량이 1 g을 넘지 않도록 한다.
5. 상호작용
1) 잔틴계 약물(아미노필린수화물, 디프로필린, 테오필린 등) 또는 중추신경 흥분제와 병용투여시 병용약물의
대사와 배설을 지연시켜 과도한 중추신경 흥분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2) MAO억제제와 병용투여시 빈맥, 혈압상승 등이 나타날 수 있다.
3) 시메티딘과 병용투여시 카페인의 대사와 배설을 지연시켜 과도한 중추신경계 흥분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카페인은 태반을 통과하여 모유중으로 쉽게 이행되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에는 장기연용을 피한다.
7.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감량하는 등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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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량투여시의 처치
1) 증상 : 소화기 증상(메스꺼움, 구토 등), 혈관 증상(부정맥, 혈압 상승 등), 정신 신경 증상(경련, 혼수 등), 호
흡기 증상(호흡촉진, 호흡마비 등) 등의 악화를 일으킬 수 있다.
2) 처치 : 수액 등에 의해 이 약의 배설을 촉진한다. 흥분 상태에서는 대증요법으로 디아제팜, 페노바르비탈 등
의 중추신경억제제 투여를 고려하고 호흡관리를 실시한다.
9. 적용상의 주의
1) 정맥주사를 할 경우에는 주사속도를 느리게 한다.
2) 주사바늘은 작은 것을 사용한다.
3) 근육 또는 피하 주사 시
(1) 신경 주행 부위를 피하도록 주의한다.
(2) 반복 주사하는 경우에는 주사 부위를 바꾸어 좌우 교대로 주사한다.
(3) 주사 바늘에 의해 격통을 호소하거나 혈액의 역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바늘을 빼고 부위를 바꾸어 주
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