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루신 정제
(푸로세미드 및 트리암테렌)
이 책자에는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이 안내서를 모
두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 이 전단지를 보관하십시오. 다시 읽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이 약은 귀하에게만 처방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마십시오. 질병의 징후가 귀

하와 동일하더라도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 부작용이 있으면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여기에는 이 전단지에 나열되지 않은 가능

한 모든 부작용이 포함됩니다. 섹션 4를 참조하십시오.

이 전단지에서:
1. Frusene이란 무엇이며 무엇에 사용됩니까?
2. Frusene을 복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3. 프루젠 복용법
4. 가능한 부작용
5. Frusene의 보관 방법
6. 팩의 내용물 및 기타 정보

1. Frusene이란 무엇이며 무엇에 사용됩니까?

Frusene의 활성 성분은 이뇨제로 알려진 의약품 그룹에 속합니다. 그들은 신체에서 과도
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신장에 작용합니다. 발목이 붓거나 숨이 차는 것과 같은 문제로 
의사에게 갔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 및 기타 증상은 신체에 과도한 수분이 있기 때문
에 종종 발생합니다.

• 과잉 수분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알약을 처방받았으며 알약을 복용한 후 곧 소변
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2. Frusene을 복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 Frusene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 푸로세미드, 트리암테렌 또는 이 약의 다른 성분(섹션 6에 나열됨)에 알레르기(과민성)가 
있는 경우

• 항생제의 일종인 설폰아미드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 신장 또는 심각한 간 문제가 있는 경우
• 당신은 당신의 혈액에 칼륨 수치가 높거나 낮은 나트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고 및 주의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 Frusene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 당신은 엽산 결핍이 있습니다
• 전립선 비대증(전립선 증식증)이 있습니다.

TITLE - FUROSEMIDE + TRIAMTERENE / FRUSEMENE MEDICATION
 PATIENT INFORMATION IN KOREAN

Source : Medicines Org UK

www.911globalmeds.com/buy-furosemide-triamterene-frusemene-online
https://www.medicines.org.uk/emc/files/pil.1050.pdf


• 치매가 있거나 치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 이부프로펜 또는 디클로페낙과 같은 모든 유형의 NSAID(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복용 중입니다.
• 의사가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장 또는 간 문제(노인 환자 포함)가 있거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 당신은 당뇨병
• 심장마비 및/또는 폐에 체액이 있는 경우(폐부종)

• 심장이나 혈압을 위해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Frusene을 복용하기 시
작하면 이들의 복용량을 변경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은 소변을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 귀하는 일부 설탕에 대한 불내증이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 고령자, 혈압 강하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혈압 강하의 위험이 있는 
기타 의학적 상태가 있는 경우.

어린이들
이 약을 어린이에게 주지 마십시오

혈액 검사
의사는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의약품 및 Frusene
다른 약을 복용 중이거나 최근에 복용했거나 복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사나 약사에게 알
리십시오.
특히 다음 중 하나를 복용하는 경우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 amiloride, spironolactone과 같은 다른 이뇨제
• 베타 차단제, 디곡신, 소탈롤, ACE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칼슘 채널 차단

제 및 이뇨제와 같은 고혈압 및 심장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질문이 있으면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저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 칼륨 보충제 또는 신체의 칼륨 또는 나트륨 수치를 변경하는 약물

• 근육 이완제
• 항생제(trimethoprim) 및 항바이러스제 amantadine
• 시클로스포린과 같은 면역억제제
•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 리스페리돈과 같은 치매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 리튬염
• 지질강하제(콜레스티라민,콜레스티폴,클로피브레이트)
• 페노바르비톨, 페니토인 및 카바마제핀과 같은 항간질제
•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및 이부프로펜과 같은 NSAID를 포함한 항염증제



• 아미노글리코사이드, 세팔로스포린 항생제, 암포테리신 B 및 NSAID와 같은 신장 기능
을 변경하는 약물

• 아미노글리코사이드 항생제, 시스플라틴과 같은 청력을 바꾸는 약물
• 피임약 및 일부 항암제를 포함하여 호르몬을 변경하는 약물.

• 천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테오필린).

환자는 담배를 피우면 Frusene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음식과 음료와 함께하는 Frusene
Frusene Tablet을 공복에 물 한 컵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섹션 3을 참조하십시오.

감초에 함유된 다량의 글리시리진은 프루신의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
면 의사나 약사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임신과 모유 수유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동안에는 Frusene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의사
는 이점이 위험을 능가하는지 결정할 것입니다.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나 약사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 임신 중이거나 아기를 가질 계획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이 약
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나 약사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운전 및 기계 사용
치료 시작 시 일부 환자는 현기증이나 현기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운
전하거나 기계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Frusene에는 유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일부 설탕에 과민증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
의하십시오.

3. 프루젠 복용법
의사가 지시한 대로 항상 이 약을 복용하십시오.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의사 또는 약사에게 문
의하십시오.

성인 및 노인:
• 일반적인 복용량은 아침에 ½~2정이지만 의사가 이보다 더 많이 복용하라고 지시했을 수

도 있습니다.
• 하루에 6정을 초과하여 복용하지 마십시오.
• 정제에는 필요한 경우 반으로 자르는 데 도움이 되는 점수선이 있습니다.

• Frusene Tablet을 공복에 물 한 컵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 Frusene을 복용한 직후에 물을 마시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태블릿을 가장 먼저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여분의 물을 하루 일찍 통과시켜 방해받지 않고 평소의 일과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
록 합니다. 밤에 하는 일이라면 저녁에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들
Frusene은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 또는 신장 문제가 있는 환자
의사는 더 낮은 복용량으로 치료를 시작하고 복용량을 늘리기 전에 매우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프루젠을 섭취하는 경우
실수로 프루신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 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러
움을 느끼거나 근육 경련이 있으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물을 많이 마시
고 가능한 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Frusene 복용을 잊은 경우
평소 복용량을 잊은 경우, 생각나는 즉시 복용하고 이전에 계속하십시오. 잊어버린 복용량
을 보충하기 위해 두 번 복용하지 마십시오.

Frusene 복용을 중단하면
의사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 이 약의 복용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이 제품의 사용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의사 또는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4. 가능한 부작용
모든 약과 마찬가지로 이 약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겪는 것은 아닙니다.

심각한 부작용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면 의사에게 연락하거나 가까운 병원 재해과를 방문하십시
오.즉시:

• 입, 눈 또는 생식기의 수포가 있거나 없는 피부의 수포
• 발적, 융기, 울퉁불퉁, 가렵거나 반점이 있는 발진을 포함한 피부 발진
• 호흡 곤란

기타 부작용
아래 목록의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매우 흔한(환자 100명 중 1명 이상에서 나타남)
• 구강 건조 및 갈증(탈수)
• 피로와 혼란, 근육 경련, 발작 및 혼수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미네랄(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의 혈중 농도 변화

• 낮아진 혈압



• 아프거나 아프다
• 설사
• 때때로 소변이 약간 파란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드문(100명 중 1명에서 1000명 중 1명 사이에서 나타남)
• 관절이 붓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혈액 및 통풍의 높은 요산 수치

• 혈중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수치의 변화
• 머리가 가벼워질 수 있는 낮은 혈액량
• 통제력 상실, 소변을 볼 수 없거나 빈도의 변화와 같은 방광 문제

• 배변의 변화
• 신장 기능의 변화 및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 증가
• 근육 경련
• 현기증
• 저림
• 안절부절, 피로 또는 두통
• 시력 문제
• 불규칙한 심장박동
• 저혈압
• 혈당 수치의 변화
• 뜻밖의 멍
• 난청(때로는 돌이킬 수 없음)

희귀한(환자 1000명 중 1명 미만에서 나타남)
• 쇠약, 창백한 피부, 호흡 곤란, 타박상을 유발하거나 감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면역 체

계 및 적혈구 문제
• 청력 상실 또는 귀 울림
• 간 및 신장 문제 및 췌장염
• 신장 결석
• 햇빛에 대한 민감도 증가
• 높은 온도
• 약점

주파수를 알 수 없음
• 백혈구 감소
• 소변의 높은 수준의 칼슘
• 내이 또는 신경의 문제로 인한 청력 상실
• 급성 전신발진성 농포증(AGEP)(급성 열성 약물 발진)

• 현기증, 실신 및 의식 상실(증상성 저혈압으로 인한)

신생아(특히 미숙아)에 대한 영향
• 개존 동맥관의 폐쇄는 출생 후 방해될 수 있습니다.



• 감소된 신장 기능 및 소변 내 혈액(신석회화증)

부작용 보고
부작용이 있는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여기에는 이 책자에 나열되지 않은 가능
한 모든 부작용이 포함됩니다. 다음 주소에서 Yellow Card Scheme을 통해 직접 부작용을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www.mhra.gov.uk/yellowcard 또는 Google Play 또는 Apple 
App Store에서 MHRA Yellow Card를 검색하십시오. 부작용을 보고함으로써 이 약의 안전
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Frusene의 보관 방법
이 약은 어린이의 눈과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블리스터 스트립과 용기에 표시된 유효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만

료 날짜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나타냅니다.
• 정제를 원래 용기에 보관하십시오.
• 25°C 이상에서 보관하지 마십시오.

폐수나 생활쓰레기로 약품을 버리지 마세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약을 버리는 방법은 약
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러한 조치는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팩의 내용물 및 기타 정보

Frusene이 포함하는 것
• 활성 물질은 푸로세미드(40mg) 및 트리암테렌(50mg)입니다.
• 기타 성분은 유당, 옥수수 전분, 전호화 전분, 젤라틴, 폴리소르베이트 80, 나트륨 전분 글

리콜레이트 및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입니다.

Frusene의 모양과 팩 내용물
Frusene 정제는 둥근 담황색 정제이며 14개 정제의 블리스터 스트립으로 제공됩니다. 의사
는 귀하에게 처방할 알약의 수를 결정할 것입니다.

마케팅 허가 보유자 Orion 
Corporation, Orionintie 1, 
FIN-02200 Espoo, Finland.

제조사
오리온 주식회사,
오리온제약,
오리온티 1,
FIN-02200 핀란드 에스푸

오리온 주식회사,
오리온제약,
조엔순운카투 7,
FI-24100 살로, 핀란드



영국 유통: Orion Pharma 
(UK) Limited, Oaklea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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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단지는 2018년 6월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