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타스테리드/탐수로신염산염 0.5mg/
0.4mg 경질캡슐

이 안내서에는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 이 전단지를 잘 보관하십시오. 다시 읽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추가 질문이 있으면 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이 약은 당신만을 위해 처방되었습니다. 치아에 전달하지 마십시오. 

질병의 징후가 당신과 같더라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 부작용이 있는 경우 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여기에는 이 책자에 

나열되지 않은 모든 가능한 부작용이 포함됩니다. 섹션 4를 참조하십시오.
• 이 약의 정식 명칭은 Dutasteride/TamsulosinHydrochloride 0.5mg/

0.4mgHardCapsule이지만 이 전단지에서는 Dutasteride/
TamsulosinHydrochlorideCapsules로 표기합니다.

•백내장(흐릿한 수정체) 수술. 백내장 제거 수술을 받으려면 의사
가 수술 전에 두타스테리드/탐수로신염산염캡슐의 복용을 잠시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 안과 전문의에게 두타
스테리드/탐수로신염산염캡슐 또는 탐수로신을 복용 중이라고 
알리십시오(또는 이전에 복용한 적이 있음). 전문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수술 중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
하십시오.

•여성, 어린이 및 청소년두타스테리드/탐수로신염산염캡슐은 
유효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으므로 누출을 취급해서
는 안됩니다.환부를 즉시 씻으십시오.피부에 접촉이 있는 경
우 비누와 물로 씻을 것.

•성교 중 콘돔 사용. 두타스테리드는 두타스테리드/탐수로신염산염캡슐을 복용
한 정액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파트너가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두타스테
리드가 말레베이비의 정상적인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액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Dutasteride는 정자 수, 정액량 및 정자 운동성을 감소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식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두타스테리드/탐수로신염산염캡슐은 혈액 검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립선암
을 감지하는 데 때때로 사용되는 PSA(전립선 특이적 항원). 의사는 이 효과를 알
고 있어야 하며 여전히 이 검사를 사용하여 전립선암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PSA에 대한 혈액 검사를 받는 경우 의사에게 두타스테리드/탐수로신염산염캡
슐을 복용하고 있다고 알리십시오.두타스테리드/탐수로신염산염캡슐을 복용하
는 남성은 정기적으로 PSA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In a clinical study ofmen at increased risk of prostate cancer, men taking 
Dutasteride had a serious formof prostatecancermoreoften thanmen 
whodidnot takeDutasteride.The effect of Dutasteride on this serious formof 
prostate cancer is not clear.

• Dutasteride/TamsulosinHydrochlorideCapsulesmaycausebreast 
enlargement andtenderness. If this becomes troublesome, or if younotice 
breast lumps or nippledischarge you should talk to your doctor about these 
changes as thesemay be signs of a serious condition, such as breast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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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타스테리드/탐수로신염산염캡슐의 용도
와 용도
두타스테리드/탐수로신염산염 캡슐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
에 사용됩니다.(양성 전립선 비대증) - 디하이드로테스토스
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너무 많이 생성하여 전립선의 비암성 
성장. 의사 또는 약사에게 문의Dutasteride/

TamsulosinHydrochloride캡슐 복용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두타스테리드/탐수로신염산염캡슐은 두타스테리드와 탐수로신
이라는 두 가지 다른 약물의 조합입니다.
Dutasteride는 다음과 같은 의약품 그룹에 속합니다.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탐술로신은 이라는 약군에 속합니다.알파차단
제.

기타 의약품 및 두타스테리드/탐수로신염산염 
캡슐
복용 중인 경우, 최근에 복용한 적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약을 복용할 수 있는 경우 의사 또는 약사
에게 알리십시오.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을 보기 힘들고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의 흐름이 느려지고 힘
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소변 흐름이 완전히 차단
될 위험이 있습니다(급성 요폐).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때
때로 전립선의 크기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 수술이 필요합니
다.

다음 약들과 함께 두타스테리드/탐수로신염산염캡슐을 복용하지 마십
시오:
•다른 알파차단제(전립선 비대증 또는 고혈압의 경우)

Dutasteride/TamsulosinHydrochloride캡슐은 다음 약물과 함께 권장되
지 않습니다.
•케토코나졸(곰팡이 감염 치료에 사용)
일부 약물은 두타스테리드/탐술로신염산염 캡슐과 반응할 수 있으며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PDE5 억제제(vardenafil, sildenafil citrate 및 tadalafil과 같은 발
기를 달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사용됨

•베라파밀 오르딜티아젬(고혈압용)
•리토나비르 인디나비르(HIV에 대한)
•이트라코나졸 또는 케타코나졸(곰팡이 감염의 경우)
•네파조돈(항우울제)
•시메티딘(위궤양의 경우)
•와파린(혈액 응고를 위해)
•에리트로마이신(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항생제)
•파록세틴(항우울제)
•테르비나핀(곰팡이 감염 치료에 사용)
•디클로페낙(통증과 염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

두타스테리드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의 생성을 
낮추어 전립선을 수축시키고 증상을 완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급성 
요폐의 위험과 수술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탐수로신은 전립
선의 근육을 이완시켜 소변을 쉽게 배출하고 증상을 빠르게 개선합
니다. .

2 복용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두타스테리
드/탐수로신염산염캡슐
두타스테리드/탐수로신염산염캡슐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 만약 당신이여성(왜냐하면이 약은 공식적입니다)
• 만약 당신이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 만약 당신이알레르기성 토두타스테리드, 다른5-알파 환원효

소 억제제, 탐수로신,콩,땅콩또는 이 약의 다른 성분(섹션 6에 
나열됨)

• 당신이 가지고 있다면저혈압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나거나 실신하
게 만드는(기립 성 저혈압)

• 가지고 있는 경우심한 간질환.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지마의사와 상의할 때까지 
이 약을 복용하십시오.

의사에게 알리십시오당신이 이러한 약 중 하나를 복용하는 경우.

두타스테리드/탐수로신염산염캡슐음식 및 음료 포
함

경고 및 주의사항 두타스테리드/탐수로신염산염캡슐은 매일 같은 식후 30분에 
복용해야 합니다.두타스테리드/탐수로신염산염 캡슐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

오:
• 일부 임상 연구에서 두타스테리드와 탐수로신과 같은 알파 차단제라고 하는 다

른 약물을 복용한 환자가 더스테리드만 복용하거나 알파 차단제만 복용한 환자
보다 심부전을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심부전은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
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가 간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간에 영향을 미
치는 질병이 있는 경우 두타스테리드/탐수로신염산염캡슐을 복용
하는 동안 추가 검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의사가 알도록 하십시
오.

임신, 수유 및 불임
두타스테리드/탐수로신염산염캡슐여성이 복용해서는 안됩니다.

임신한 여성(또는 아마도)은 누출되는 캡슐을 취급해서는 안 됩
니다..
Dutasteride는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말레 아기의 정상적인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임신 첫 16주 동안 특히 위험합니다.

의사에게 문의임산부가 두타스테리드/탐수로신염산염캡슐
과 접촉한 경우 조언을 받으십시오.

다음 열의 계속 상단 
BBBA5891

페이지에 계속

TITLE - DUTASTERIDE + TAMSULOSIN / DUODART JALYN MEDICATION PATIENT INFORMATION IN KOREAN

Source : Medicines Org UK

www.911globalmeds.com/buy-dutasteride-tamsulosin-duodart-jalyn-online
https://www.medicines.org.uk/emc/files/pil.11310.pdf


성교 중 콘돔 사용. 두타스테리드/탐수로신을 복용하는 정액에서 두타
스테리드가 발견되었습니다. 파트너가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
는 경우 정액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흔하지 않은 부작용(100명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심부전(심장이 몸 전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효율이 떨어짐. 

숨가쁨, 극심한 피로, 발목과 다리의 부기와 같은 증상이 나
타날 수 있음)

• 서 있을 때 저혈압
• 빠른 심장 박동(두근거림)
• 변비, 설사, 구토, 속이 메스꺼움(메스꺼움)
• 약점 또는 힘의 상실
• 두통
• 가렵거나 막힌 콧물(비염)
• 피부 발진, 두드러기, 가려움증

• 탈모(대개 체외) 또는 모발 성장.

Dutasteride/Tamsulosin은 정자 수, 정액량 및 정자 운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따라서 남성의 생식 능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운전 및 기계 사용
두타스테리드/탐수로신염산염캡슐은 사람을 어지럽게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
거나 기계를 작동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계를 운전하거나 조작하지 마십시오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

두타스테리드/탐수로신염산염캡슐에는
두타스테리드/탐수로신염산염캡슐에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착색제 선셋 옐로우FCF(E1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utasteride/TamsulosinHydrochloride캡슐에는 대두에서 추출한 레시틴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땅콩이나 콩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두타스테리드/탐수로신염산염캡슐은 캡슐당 1mmol 미만의 나트륨
(23mg)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즉, 본질적으로 '무나트륨'입니다.

드문 부작용(1,000명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눈꺼풀, 얼굴, 입술, 팔 또는 다리의 붓기(혈관부종)
• 실신.
매우 드문 부작용(10,000명 중 1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속적인 고통스러운 음경 발기(지속발기증)
• 심각한 피부 반응(스티븐스-존슨증후군)삼 복용방법두타스테리드/탐수로신염산염캡슐

이 약은 항상 의사나 약사가 지시한 대로 정확하게 복용하십
시오..

기타 부작용
소수의 남성에서 다른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정확한 빈도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사용 가능한 데이터에서 빈도를 추정할 수 없음).

• 비정상적이거나 빠른 심장 박동(부정맥 또는 빈맥 또는 심방세동)
• 호흡 곤란 (호흡곤란)
• 우울증
• 고환의 통증 및 부기
• 코피
• 심한 피부 발진
• 시력 변화(시야 흐림 또는 시각 장애)
• 마른 입

정기적으로 복용하지 않으면 PSA 수치 모니터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의사 또는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얼마나 걸릴
권장용량은 1일 1회, 매일 같은 식후 30분에 1회 1정을 
복용합니다.
복용 방법
캡슐을 물과 함께 통째로 삼키십시오.캡슐을 씹어서 부수지 마십
시오. 캡슐의 내용물과 접촉하면 입이나 목이 아플 수 있습니다.

두타스테리드/탐수로신염산염캡슐을 복용하는 
경우보다

부작용 보고
부작용이 있는 경우 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여기에는 이 전단지에 나열
되지 않은 모든 가능한 부작용이 포함됩니다.YellowCard SchemeWebsite를 통해 직
접 부작용을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www.mhra.gov.uk/yellowcard 또는 Google 
Play 또는 AppleApp Store에서 MHRAYellowCard를 검색하세요. 부작용을 보고함으
로써 이 약의 안전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타스테리드/탐술로신염산염캡슐을 너무 많이 복용하는 경우 의사 또는 
약사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두타스테리드/탐수로신염산염 캡슐을 복용하는 것을 잊
은 경우
잊어버린 복용량을 보충하기 위해 이중 복용량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평소 시간에 다음 복용량
을 복용하십시오.

5 보관방법두타스테리드/탐수로신염산염캡슐
이 약을 어린이의 눈과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중지하지 마십시오 두타스테리드/탐수로신염
산염캡슐

상자 또는 물집에 표시된 만료 날짜 이후에는 이 약을 사용하지 마
십시오. 만료 날짜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나타냅니다.

의사와 먼저 상의하지 않고 두타스테리드/탐수로신염산염캡슐 복용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HPDE 병의 경우 첫 개봉 후 30캡슐 팩 크기의 경우 6주 이상, 90캡
슐 팩 크기의 경우 18주 이상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약의 사용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의사 또는 약사에게 문의하십
시오.

두타스테리드/탐수로신염산염캡슐을 30ºC 이상에서 보관하지 마십시오.

폐수 또는 가정 쓰레기를 통해 약을 버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사용하지 않
는 약을 버리는 방법은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러한 조치는 환경을 보
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가능한 부작용
모든 약과 마찬가지로 이 약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6
알레르기 반응
알레르기 반응의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 발진(가려울 수 있음)
•두드러기(쐐기풀 발진처럼)
•눈꺼풀, 얼굴, 입술, 팔다리의 붓기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이러한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두타스테
리드/탐수로신염산염캡슐의 사용을 중지하십시오.

포장 내용 및 기타 정보
두타스테리드/탐수로신염산염캡슐에 함유된 것
• 유효성분은 두타스테리드와 탐수로신염산염이다. 각 캡슐에는 0.5mg의 

두타스테리드와 0.4mg의 탐수로신염산염이 들어 있습니다.
• 기타 성분(부형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질 캡슐 껍질: 하이프로멜로스, 카라기난(E407), 염화칼륨, 이산화

티타늄(E171), 산화철 적색(E172), 일몰 황색FCF(E110).
• 경질 캡슐 내부: 글리세롤모노카프릴로카프레이트 및 부틸히드록시톨루엔

(E321), 젤라틴, 글리세롤, 이산화티타늄(E171), 산화철 황색(E172), 트리글리
세리드(중쇄), 레시틴(대두유를 함유할 수 있음)(E322), 셀룰로오스미정질, 메
타크릴산- 에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1:1) 분산액 30%, 메타크릴산-에틸 아
크릴레이트 공중합체(1:1),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수산화나트륨, 트리아세틴, 
활석, 이산화티타늄(E171).

현기증, 현기증 및 실신
두타스테리드/탐수로신염산염캡슐은 현기증, 현기증 및 드물게 실
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누우거나 앉은 자세에서 앉은 자세로 이동
할 때 특히 밤에 깨는 경우 이 약이 귀하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 때까
지 주의하십시오. 치료 중 언제라도 어지럽거나 어지러움을 느낀다
면,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앉거나 눕는다.. 두타스테리드/탐수로신염산염캡슐의 모양과 내용

물
심각한 피부 반응 이 약은 장방형이며 길이 24mm 내외의 경질캡슐로 몸체는 갈색이고 뚜

껑은 주황색이다.심각한 피부 반응의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 특히 입, 코, 눈 및 생식기 주변에 물집과 벗겨짐이 있는 넓게 

퍼진 발진(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이
러한 증상이 나타나면Dutasteride/
TamsulosinHydrochloride캡슐 사용 중단.

그들은 HDPE 병 또는 알루미늄/알루미늄 블리스터에 넣은 30캡슐
의 인팩으로 제공됩니다.

MarketingAuthorizationHolder
AccordHealthcare Limited, SageHouse , 319 Pinner Road, NorthHarrow 
Middlesex, HA1 4HF, UnitedKingdom

일반적인 부작용(10명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발기부전(발기부전을 달성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 성욕 감소(리비도)*
• 성교 중 분비되는 정액의 양이 감소하는 것과 같은 사정 
곤란*

• 유방 확대 또는 압통(여성형 유방)
• 현기증.
*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두타스테리드/탐수로신염산염캡슐 복용을 중단한 후에
도 이러한 현상 중 일부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제조사
SAGMANUFACTURINGS.LU , Crta. NI, Km36 28750 SanAgustinde과달릭스 마드리드 , 
스페인

이 전단지는 2019년 8월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었습니다..

큰 글씨의 전단지를 원하시면 
01271385257로 연락주세
요.

다음 열의 계속 상단 
BBBA58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