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상의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에 과민증이 있는 사람
2) 천식발작, 폐기종, 만성기관지염에 의한 호흡곤란 환자
3) 녹내장 환자
4) 전립선(전립샘)비대 등 하부 요로 폐색(닫혀서 막힘)성 질환 환자
5) 협착(좁아짐)성 소화성 궤양 또는 유문십이지장 폐색(닫혀서 막힘) 환자
6) 15세 미만의 소아
7) 간질 등의 경련성 질환 환자
8) 크롬친화성세포종 환자
9) 수유부
10) 일상적으로 불면인 환자
11) 불면증의 진단을 받은 환자
2.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다음의 약을 복용하지 말 것.
1) 이 약과 동일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다른 제제
2) 다른 최면진정제, MAO 저해제(억제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진해(기침을 그치게 함)‧거담약(가래약), 항히
스타민제를 함유하고 있는 내복약(비염(코염)용 내복약, 멀미약, 알러지용약)
3.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다음의 행위를 하지 말 것.
1) 연용(계속 복용)하거나 장기복용하지 않는다.
2) 졸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 약을 복용한 때부터 복용 다음날까지 졸음이 계속되고 나른함을 느끼는 경우
에는 이러한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운전 또는 기계조작을 하지 않는다.
3) 이 약을 복용할 때에는 음주를 하지 않는다.
4.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1) 중증(심한 증상) 근무력증(근육무력증) 환자
2)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3) 고령자(노인)
4) 본인 또는 가족이 알러지 체질인 사람
5) 약에 의해 알러지 증상을 일으킨 적이 있는 사람
6)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약은 임부에 대한 사용경험이 부족하여 안전성·유효성이 확
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에게 투여가 바람직하지 않다)

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에게 투여가 바람직하지 않다)
5.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 시 가능한 한 이 첨부문서를 소
지할 것.
1) 복용 후 다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신체
부위

증상

피 부 발진, 발적(충혈되어 붉어짐), 가려움
소화
기

구갈(목마름), 위통, 오심(구역)ㆍ구토, 식욕부진, 설사

정신
신경
계

어지러움, 두통, 기상시의 두중감(머리무거움), 활동중의 졸음, 불쾌감, 신경과민, 일시적인 의식장
해(주의력의 저하, 잠이 덜깨는 증상, 판단력의 저하, 말ㆍ행동의 이상 등)

기 타 심계항진(두근거림), 권태감, 배뇨(소변을 눔)곤란, 시야혼란, 폐쇄각 녹내장
2) 2~3회 복용하여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6. 기타 이 약의 복용시 주의할 사항.
1) 용법 용량을 잘 지킨다.
2) 불면증은 심한 질병의 한 증상일 수도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한 후 2주 이상 불면증이 지속될 때에는 의사와
상담한다.
7.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 오용(잘못 사용)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의
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