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 40 mg/12.5 mg 정제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 80 mg/12.5 mg 정제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 80 mg/25 mg 정제

텔미사르탄/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이 책자에는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 이 전단지를 보관하십시오. 다시 읽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세요.
- 이 약은 당신에게만 처방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마십시오. 질병의 징후가 귀하와 동일하더

라도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는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여기에는 이 책자에 나열되지 않은 가능한 모든 
부작용이 포함됩니다. 섹션 4를 참조하십시오.

-

이 전단지에 있는 내용
1.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는 무엇이며 용도
2.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를 복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3.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 복용법
4. 가능한 부작용
5.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 보관방법
6. 팩의 내용물 및 기타 정보

1.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는 무엇이며 용도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는 하나의 정제에 두 가지 활성 물질인 telmisartan과 
hydrochlorothiazide의 조합입니다. 이 두 물질은 모두 고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텔미사르탄은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라고 불리는 의약품 그룹에 속합니다. 안지오텐신-II는 체내
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혈관이 좁아져 혈압이 상승합니다. 텔미사르탄은 지오텐신 II의 효과를 차단하여 혈
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춥니다.

- 히드로클로로치아자이드(Hydrochlorothiazide)는 티아지드 이뇨제(thiazide diuretics)라고 하는 약
물 그룹에 속하며, 이는 소변 생산량을 증가시켜 혈압을 낮추게 합니다.

고혈압은 치료하지 않을 경우 여러 기관의 혈관을 손상시켜 때때로 심장마비, 심부전 또는 신부전, 뇌졸중 
또는 실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손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고혈압의 증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여 정상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40 mg/12.5 mg, 80 mg/12.5 mg)는telmisartan을 단
독으로 사용할 때 혈압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성인의 고혈압(본태성 고혈압) 치료.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80 mg/25 mg)는 다음을 위해 사용됩니다.에 의해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성인의 고혈압(본태성 고혈압) 치료
텔미사르탄/히드로클로로치아자이드80 mg/12.5 mg 또는 이전에 텔미사르탄과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를 별도로 투여하여 안정화된 환자.

2.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를 복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TITLE - TELMISARTAN + HCTZ / MICARDIS HCT MEDICATION PATIENT INFORMATION IN KOREAN

Source : Medicines Org UK

www.911globalmeds.com/buy-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dyazide-maxzide-online
https://www.medicines.org.uk/emc/files/pil.8603.pdf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를 복용하지 마십시오:
- 텔미사르탄 또는 이 약의 다른 성분(섹션 6에 나열됨)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 히드로클로로치아자이드 또는 기타 설폰아미드 유래 의약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 임신 3개월 이상인 경우. (또한 임신 초기에는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

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담즙 정체 또는 담도 폐쇄(간 및 담낭에서 담즙 배수 문제) 또는 기타 심각한 간 질환과 같은 심
각한 간 문제가 있는 경우.
심각한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의사가 귀하의 혈액 내 칼륨 수치가 낮거나 칼슘 수치가 높으나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다고 판단
하는 경우.
당뇨병이나 신장 기능 장애가 있고 알리스키렌이 함유된 혈압 강하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
-

-

위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를 복용하기 
전에 의사나 약사에게 알리십시오.

경고 및 주의 사항
다음 조건이나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겪은 적이 있는 경우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 저혈압(저혈압), 이뇨제(물정제), 저염식단, 설사, 구토, 혈액투석 등으로   탈수(체내수분 과잉) 또는 
염분결핍이 있는 경우 발생하기 쉽다.

신장 질환 또는 신장 이식.
신장 동맥 협착증(혈관이 한쪽 또는 양쪽 신장으로 좁아짐). 간 질환.

심장 문제.
당뇨병.
통풍.
알도스테론 수치 증가(다양한 혈액 미네랄의 불균형과 함께 체내 수분 및 염분 저류).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루푸스" 또는 "SLE"라고도 함)는 신체의 면역 체계가 신체를 공격하
는 질병입니다.

- 유효 성분인 히드로클로로치아자이드가 비정상적인 반응을 일으켜 시력 저하 및 눈 통
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눈의 혈관층에 체액 축적(맥락막 삼출) 또는 눈의 
압력 증가의 증상일 수 있으며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를 복용한 후 
몇 시간에서 몇 주 이내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시
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
-
-
-
-

-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를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
- 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다음 약을 복용 중인 경우: 영형

특히 당뇨병 관련 신장 문제가 있는 경우 ACE 억제제(예: enalapril, lisinopril, 
ramipril).
알리스키렌.영형

의사는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 혈압 및 혈액 내 전해질(예: 칼륨)의 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를 복용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 아래의 정보도 참조하십
시오.
디곡신을 복용하는 경우.
피부암에 걸렸거나 치료 중 예상치 못한 피부 병변이 발생한 경우.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치료, 특
히 고용량의 장기간 사용은 일부 유형의 피부 및 입술암(비흑색종 피부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
습니다.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를 복용하는 동안 태양 노출과 자외선으로부터 피
부를 보호하십시오.
과거에 히드로클로로치아자이드 섭취 후 호흡이나 폐 문제(폐의 염증 또는 체액 포함)를 경험한 경
우. 심한 호흡곤란이 나타나면

-

-
-

-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 Accord 복용 후 호흡곤란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
료를 받으십시오.

귀하가 (또는 될 수 있습니다 ) 임신한.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는 임신 초기에 권장되지 않
으며, 임신 3개월 이상인 경우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임신 3개월 이상 단계에서 사용하면 아기에게 심각
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임신 섹션 참조).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로 치료하면 신체의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액 또는 전해질 불균형
의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구강 건조, 쇠약, 혼수, 졸음, 안절부절, 근육통 또는 경련, 메스꺼움(아픈 느낌), 구
토, 근육 피로, 비정상적으로 빠른 심박수(분당 100회 이상)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으면 의사에게 알
려야 합니다.

또한 태양에 대한 피부 민감도가 증가하고 일광화상 증상(예: 발적, 가려움증, 부기, 수포)이 정상보다 더 
빨리 발생하는 경우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수술이나 마취의 경우 의사에게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를 복용 중임
을 알려야 합니다.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는 흑인 환자의 혈압을 낮추는 데 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
18세 이하의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기타 의약품 및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
다른 약을 복용 중이거나 최근에 복용했거나 복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사나 약사에게 알리십시오. 의
사는 이러한 다른 약물의 복용량을 변경하거나 다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약 중 하나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와 동시에 복용하
는 아래 나열된 의약품에 특히 적용됩니다.

-
-

일부 유형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리튬 함유 의약품.
다른 이뇨제('물 정제'), 완하제(예: 피마자유), 코르티코스테로이드(예: 프레드니손), ACTH(호르
몬), 암포테리신(항진균제), 카르베녹솔론(항진균제)과 같은 저혈당 칼륨(저칼륨혈증)과 관련된 의
약품 구강 궤양 치료), 페니실린 G 나트륨(항생제), 살리실산 및 유도체.

Medicines that may increase blood potassium levels such as potassium-sparing diuretics, 
potassium supplements, salt substitutes containing potassium, ACE inhibitors, cyclosporin (an 
immunosuppressant drug) and other medicinal products such as heparin sodium (an 
anticoagulant).
Medicines that are affected by changes of the blood potassium level such as heart medicines (e.g. 
digoxin) or medicines to control the rhythm of your heart (e.g. quinidine, disopyramide, 
amiodarone, sotalol),medicines used for mental disorders (e.g. thioridazine, chlorpromazine, 
levomepromazine) and other medicines such as certain antibiotics (e.g. sparfloxacine, 
pentamidine) or certain medicines to treat allergic reactions (e.g. terfenadine).
당뇨병 치료용 의약품(인슐린 또는 메트포르민과 같은 경구 제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
추기 위한 약물인 콜레스티라민과 콜레스티폴.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혈압을 높이는 약물. 튜보쿠라린과 같은 
근육 이완제.
칼슘 보충제 및/또는 비타민 D 보충제.
항콜린제(위장경련, 방광경련, 천식, 멀미, 근육경련,

-

-

-
-
-
-
-
-



파킨슨병 및 마취 보조제(예: 아트로핀 및 비페리덴). 아만타딘(파킨슨병 치료에 사용되며 바
이러스로 인한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사용되는 약).

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기타 의약품,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진통제(예: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NSAID]), 암, 통풍 또는 관절염 치료제. ACE 억제제 또는 알리스키렌을 복용 중인 경우("텔미사르
탄/히드로클로로치아지드를 복용하지 마십시오" 및 "경고 및 예방 조치" 제목 아래 정보 참조).

디곡신.

-

-

-

-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는 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다른 약물 또는 혈압 강하 가능성이 있는 
약물(예: 바클로펜, 아미포스틴)의 혈압 강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저혈압은 알코올, 바르비
투르산염, 마약 또는 항우울제에 의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일어설 때 현기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를 복용하는 동안 다른 약의 용량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 의사와 상의
해야 합니다.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의 효과는 NSAID(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예: 아스피린 
또는 이부프로펜)를 복용하면 감소할 수 있습니다.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와 음식 및 알코올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는 음식과 함께 또는 음식 없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의할 
때까지 알코올 섭취를 피하십시오. 알코올은 혈압을 더 낮추거나 현기증이 나거나 실신할 위험을 증가시
킬 수 있습니다.

임신과 모유 수유

임신
임신(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의사는 일반적으로 임신 전이나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 복용을 중단하도록 조언하고 Telmisartan/
Hydrochlorothiazide 대신 다른 약을 복용하도록 조언할 것입니다. Telmisartan/
Hydrochlorothiazide는 임신 중에는 권장되지 않으며 임신 3개월 이후에는 아기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임신 3개월 이상에는 복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유 수유
모유 수유 중이거나 모유 수유를 시작하려고 하면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Telmisartan/
Hydrochlorothiazide는 모유 수유 중인 어머니에게 권장되지 않으며, 귀하가 모유 수유를 원할 경우 의
사가 다른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전 및 기계 사용
어떤 사람들은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를 복용할 때 어지럽거나 피곤함을 느낍니다. 어지럽거나 피곤하면 
운전이나 기계 조작을 하지 마십시오.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에는 유당 일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설탕에 내성이 없는 경우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3.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 복용법

의사가 지시한 대로 항상 이 약을 복용하십시오.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의사 또는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의 권장 복용량은 1일 1정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태블릿을 복용
하십시오.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는 음식과 함께 또는 음식 없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정제
는 물이나 기타 무알코올 음료와 함께 삼켜야 합니다. 당신이



의사가 달리 지시할 때까지 매일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를 복용하십시오.

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용량은 하루에 한 번 40mg/12.5mg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텔미사르탄/히드로클로로치아자이드를 복용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복용하는 경우
실수로 너무 많은 정제를 복용하면 저혈압 및 빠른 심장 박동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느린 심
장 박동, 현기증, 구토, 신부전을 포함한 신기능 저하도 보고되었습니다. 히드로클로로치아지드 성분으로 
인해 현저하게 낮은 혈압과 낮은 혈중 칼륨 수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디기탈리스 또는 특정 항부정맥
제와 같은 약물의 병용 사용과 관련된 메스꺼움, 졸음 및 근육 경련 및/또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치료. 즉시 의사, 약사 또는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연락하십시오.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 복용을 잊은 경우
If you forget to take a dose, do not worry. Take it as soon as you remember then carry on as before. If you 
do not take your tablet on one day, take your normal dose on the next day. Do not take a double dose to 
make up for forgotten individual doses.

If you have further questions on the use of this medicine, ask your doctor or pharmacist.

4. Possible side effects

Like all medicines, this medicine can cause side effects, although not everybody gets them.

Some side effects can be serious and need immediate medical attention:
다음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패혈증*(종종 "혈액 중독"이라고 함)
은 전신 염증 반응, 피부 및 점막의 급속한 부종(혈관부종), 수포 및 피부의 최상층 박리(독성 표피 괴사); 이
러한 부작용은 드물거나(1,000명 중 1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빈도를 알 수 없지만(독성 표피 괴사) 매
우 심각하므로 환자는 약 복용을 중단하고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영향을 치료하지 않
으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패혈증 발병률 증가는 telmisartan에서만 관찰되었지만 Telmisartan/
Hydrochlorothiazide에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의 가능한 부작용:

일반적인 부작용 (10명 중 1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현기증.

흔하지 않은 부작용 (100명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혈중 칼륨 수치 감소, 불안, 실신(실신), 얼얼한 느낌,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감각 이상), 회전하는 느낌
(현기증), 빠른 심장 박동(빈맥), 심장 리듬 장애, 저혈압, 갑작스러운 혈액 감소 일어설 때의 압박감, 숨가쁨
(호흡곤란), 설사, 구강 건조, 고창, 요통, 근육 경련, 근육통, 발기 부전(발기를 얻거나 유지할 수 없음), 흉
통, 혈중 요산 수치 증가.

드문 부작용 (1,000명 중 1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폐의 염증(기관지염), 전신 홍반성 루푸스(신체의 면역 체계가 신체를 공격하여 관절 통증, 피부 발진 및 발
열을 유발하는 질병)의 활성화 또는 악화; 인후통, 염증이 있는 부비동; 슬픈 느낌(우울증), 잠들기 어려움
(불면증), 시력 장애, 호흡 곤란, 복통, 변비, 팽만감(소화불량), 속이 메스꺼움(구토), 위염(위염), 간 기능 
이상(일본인 환자는 이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피부 발적(홍반), 가려움증이나 발진과 같은 알레
르기 반응, 발한 증가, 두드러기(두드러기), 관절통(관절통) 및 사지 통증,



근육 경련, 독감 유사 질병, 통증, 낮은 나트륨 수치, 혈액 내 크레아티닌, 간 효소 또는 크레아틴 포스포
키나아제 수치 증가.

개별 성분 중 하나에서 보고된 이상 반응은 이 제품에 대한 임상 시험에서 관찰되지 않더라도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에 대한 잠재적인 이상 반응일 수 있습니다.

텔미사르탄
텔미사르탄 단독 투여 환자에서 다음과 같은 추가 부작용이 보고되었습니다.

흔하지 않은 부작용 (100명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상기도 감염(예: 인후통, 부비동 염증, 감기), 요로 감염, 적혈구 결핍(빈혈), 높은 칼륨 수치, 느린 심
박수(서맥), 급성 신부전을 포함한 신장 장애, 쇠약, 기침 .

드문 부작용 (1,000명 중 1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낮은 혈소판 수(혈소판 감소증), 특정 백혈구 증가
(호산구 증가증),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예: 과민증, 아나필락시 반응, 약물 발진), 저혈당 수치(당뇨병 환
자의 경우), 위장 장애, 습진(피부 장애), 관절염, 힘줄 염증, 헤모글로빈 감소(혈액 단백질), 졸음.

매우 드문 부작용 (10,000명 중 1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폐 조직의 진행성 흉터(간질성 폐 질
환) **

* 이벤트는 우연히 발생했거나 현재 알려지지 않은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텔미사르탄을 복용하는 동안 폐 조직의 진행성 흉터의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텔미사르
탄이 원인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를 단독으로 복용하는 환자에서 다음과 같은 추가 부작용이 보고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부작용 (10명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속이 메
스껍고(메스꺼움), 혈중 마그네슘 수치가 낮습니다.

드문 부작용 (1,000명 중 1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출혈 또는 타박상(출혈로 인한 피부 또는 기타 조직의 작은 보라색-빨간색 표시)의 위험을 증가시키
는 혈소판 감소, 높은 혈중 칼슘 수치, 두통.

매우 드문 부작용 (10,000명 중 1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낮은 혈중 염화물 수치로 인한 pH 증가(산-염기 균형 장애).

급성 호흡곤란(심각한 숨가쁨, 발열, 쇠약 및 혼란을 포함하는 징후).

알 수 없는 빈도의 부작용 (빈도는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서 추정할 수 없음): 침샘의 염증, 낮은 적혈구 및 백
혈구 수를 포함한 혈액 내 세포 수의 감소(또는 결핍),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예: 과민증, 아나필락시성 반
응) ), 식욕 감소 또는 상실, 안절부절, 어지러움, 시야 흐림 또는 황변, 시력 감소 및 눈 통증(눈의 혈관층(맥
락막 삼출) 또는 급성 근시 또는 예각에 체액 축적의 가능성 있는 징후 폐쇄 녹내장), 혈관 염증(괴사 혈관
염), 췌장 염증, 위장 장애, 피부 또는 눈의 황변(황달), 루푸스 유사 증후군(신체의 면역 체계가 면역 체계를 
공격하는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라는 질병을 모방하는 상태) 신체);피부 혈관 염증, 햇빛에 대한 민감성 증가, 
발진, 피부 발적, 입술, 눈 또는 입의 수포, 피부 및 필링, 발열(다형 홍반의 징후 가능), 쇠약, 신장 염증 또는 
신장 기능 장애, 소변 내 포도당(당뇨증), 발열,



전해질 균형 장애,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혈액량 감소, 혈당 수치 증가, 혈액/소변 포도당 수치 조절 
어려움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혈액 내 지방, 피부 및 입술암(비흑색종 피부암).

부작용 보고
부작용이 있는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여기에는 이 책자에 나열되지 않은 가능한 모든 부작용
이 포함됩니다. Yellow Card Scheme을 통해 직접 부작용을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mhra.gov.uk/yellowcard 또는 Google Play 또는 Apple App Store에서 MHRA Yellow Card를 검색
하십시오. 부작용을 보고함으로써 이 약의 안전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 보관방법

이 약은 어린이의 눈과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EXP" 뒤에 있는 상자나 물집에 명시된 만료일 이후에는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만료 날짜는 해당 월
의 마지막 날을 나타냅니다.
이 약은 특별한 온도 보관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원래 포장에 보관하
십시오.
폐수나 생활쓰레기로 약품을 버리지 마세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약을 버리는 방법은 약사에게 문의
하십시오. 이러한 조치는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팩의 내용물 및 기타 정보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가 함유하는 것
활성 물질은 telmisartan과 hydrochlorothiazide입니다.

각 정제에는 40mg의 텔미사르탄과 12.5mg의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가 들어 있습니다. 각 정
제에는 80mg의 텔미사르탄과 12.5mg의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가 들어 있습니다. 각 정제에
는 80mg의 telmisartan과 25mg의 hydrochlorothiazide가 들어 있습니다.

다른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셀룰로오스, 미정질, 유당 일수화물, 만니톨, 수산화나트륨, 메글루민, 포비돈(K30), 스테아르산마그네슘, 
푸마르산스테아릴나트륨, 적색 산화제2철(E172)[40mg/12.5mg 및 80mg/12.5mg정용] 및 황색 제2철 
산화물(E172) [80mg/25mg 정제용].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의 외형과 내용물
40 mg/12.5 mg 정제: 한 면은 흰색에서 회백색이고 다른 면은 빨간색, 반점이 있을 수 있는 양면 볼록, 
이중층, 장방형, 코팅되지 않은 정제, 길이 약 13mm, 너비 6.2mm, "T1" 음각 빨간색 면과 다른 면에 
일반.
80 mg/12.5 mg 정제: 한 면은 흰색에서 회백색이고 다른 면은 붉은색, 반점이 있을 수 있는 양면 볼록, 
이중층, 장방형, 코팅되지 않은 정제, 길이 약 16.2 mm, 너비 7.9 mm, "T2" 음각 빨간색 면과 다른 면에 
일반.
80 mg/25 mg 정제: 한 면은 흰색에서 회백색이고 다른 면은 노란색, 얼룩이 있을 수 있는 양면 볼록, 이
중층, 장방형, 코팅되지 않은 정제, 길이 약 16.2 mm, 너비 7.9 mm, "T2"가 새겨진 노란색 면과 다른 면
에 일반.

14, 28, 30, 56, 60, 84, 90, 98 또는 100개의 정제가 들어 있는 알루미늄/알루미늄 블리스터 팩으로 제
공됩니다.

모든 팩 크기가 판매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케팅 허가 보유자 및 제조업체



마케팅 허가 보유자 Accord 
Healthcare Limited Sage House, 
319 Pinner Road, North Harrow, 
Middlesex, HA1 4HF, 영국

제조사
Accord Healthcare Limited, Sage 
house, 319 Pinner road, North 
Harrow, Middlesex HA1 4HF, 영국

Accord Healthcare BV, 
Winthontlaan 200,
3526 KV 위트레흐트,
네덜란드

Accord Healthcare Polska Sp.z oo,
울. Lutomierska 50,95-200 Pabianice, 폴란드

이 의약품은 EEA 회원국에서 다음 이름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 Accord 40 mg/12,5 mg, 
80 mg/12,5 mg, 80 mg/25 mg

독일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 Accord 40 mg/12,5 mg, 
80 mg/12,5 mg, 80 mg/25 mg

에스토니아 텔미사르탄/히드로클로로치아지드 협정
핀란드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 Accord 40 mg/12.5 mg, 

80 mg/12.5 mg, 80 mg/25 mg 정제/정제
아일랜드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 40 mg/12.5 mg, 80 mg/12.5 mg, 

80 mg/25 mg 정제
이탈리아 Telmisartan 및 Idroclorotiazide Accord
라트비아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 Accord 40 mg/12,5 mg, 80 

mg/12,5 mg, 80 mg/25 mg 정제
리투아니아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 Accord 40 mg/12,5 mg, 80 

mg/12,5 mg, 80 mg/25 mg 정제
네덜란드 Telmisartan/Hydrochloorthiazide Accord 40 mg/12,5 mg, 80 

mg/12,5 mg, 80 mg/25 mg 정제
폴란드 텔미돈
유나이티드

왕국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 40 mg/12.5 mg, 80 mg/12.5 mg, 
80 mg/25 mg 정제

프랑스 TELMISARTAN/HYDROCHLOROTHIAZIDE ACCORD 40 mg/
12,5 mg, 80 mg/12,5 mg, 80 mg/25 mg 비교

이 전단지는 2021년 12월에 마지막으로 승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