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들

루파타딘 이 약은 2세 미만 또는 체중 10kg 미만의 소아에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1mg/ml 경구 용액

루파타딘 기타 의약품 및 루파타딘
다른 약을 복용 중이거나 최근에 복용했거나 복용할 가
능성이 있는 경우 의사나 약사에게 알리십시오.이 책자에는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약

을 복용하기 전에 이 안내서를 모두 주의 깊게 읽으십
시오.
• 이 전단지를 보관하십시오. 다시 읽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추가 질문이 있으면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십

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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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지에 나열되지 않은 가능한 모든 부작용이 포함됩니다. 섹션 
4를 참조하십시오.

루파타딘을 복용하는 경우 케토코나졸(진균 감염 치
료제) 또는 에리트로마이신(세균 감염 치료제)이 함
유된 약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중추 신경계 억제제, 스타틴 약물(고콜레스테롤 수
치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약물) 또는 미다졸람(단
시간 진정에 사용되는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루파
타딘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음식, 음료 및 알코올이 포함된 루파타딘 루파타딘은 음
식과 함께 또는 음식 없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전단지에 있는 내용
1. Rupatadine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지.
2. 루파타딘을 복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3. 루파타딘을 복용하는 방법.
4. 가능한 부작용.
5. 루파타딘을 보관하는 방법.
6. 팩의 내용물 및 기타 정보.

루파타딘은 체내 루파타딘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으
므로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Rupatadine 10mg은 알코올로 인한 졸음을 증가
시키지 않습니다.
임신과 모유 수유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 임신 중이거나 아기를 
가질 계획이라고 생각되면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
사나 약사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1. 루파타딘이란 무엇이며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운전 및 기계 사용이 약은 항히스타민제인 활성 물질 루파타딘을 함유하

고 있습니다. 권장 복용량에서 Rupatadine은 운전 또는 기계 사용 능력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루파타
딘을 처음 복용하기 시작하면 운전이나 기계 사용 전에 치
료가 귀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루파타딘 경구용액은 2~11세 어린이의 재채기, 
콧물, 코막힘, 눈과 코 가려움증 등의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을 완화한다.

Rupatadine 경구 용액은 또한 2-11세 어린이의 가
려움증 및 두드러기(국소화된 피부 발적 및 부기)와 
같은 두드러기(알레르기성 피부 발진)와 관련된 증
상을 완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루파타딘에는 자당, 메틸 파라하이드록시벤조에이트 
및 프로필렌 글리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약은 자당을 함유하고 있어 치아에 해로울 수 있다. 
의사가 일부 설탕에 과민증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2. 루파타딘을 복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이 약에는 알레르기 반응(지연될 수 있음)을 유발

할 수 있는 메틸 파라하이드록시벤조에이트가 포
함되어 있습니다.루파타딘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 루파타딘 또는 이 약의 다른 성분(섹션 6에 나열
됨)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이 약은 ml당 200mg의 프로필렌글리콜을 함유하고 있

습니다.
Warnings and precautions If your child is less than 5 years old, talk to your doctor or 

pharmacist before giving them this medicine, in particular 
if they use other medicines that contain propylene glycol 
or alcohol.

Talk to your doctor or pharmacist before 
taking Rupatadine.
If you suffer from kidney or liver insufficiency, ask your 
doctor for advice. The use of Rupatadine is at present not 
recommended in patients with impaired kidney or liver 
functions.

If you are pregnant or breast-feeding, do not take this 
medicine unless recommended by your doctor. Your 
doctor may carry out extra checks while you are taking 
this medicine.혈중 칼륨 수치가 낮거나 일부 형태의 심장 질환에서 발

생할 수 있는 특정 심장 박동 패턴(ECG에서 QTc 간격
의 알려진 연장)이 있는 경우 의사에게 조언을 구하십시
오.

간이나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의사가 권장하지 
않는 한 이 약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의사가 추가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TITLE - RUPATADINE / RUPAFIN RINIALER MEDICATION PATIENT 
INFORMATION IN KOREAN

Source : Medicines Org UK

www.911globalmeds.com/buy-rupatadine-rupafin-rinialer-online
https://www.medicines.org.uk/emc/files/pil.9888.pdf


이 약은 1ml당 1mmol 미만의 나트륨(23mg)을 함유하
고 있습니다. 즉, 본질적으로 '무나트륨'입니다. 5. 루파타딘 보관 방법

이 약은 어린이의 눈과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3. 루파타딘 복용법 이 의약품은 특별한 보관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

다.의사가 지시한 대로 항상 Rupatadine을 복용하십시오.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의사 또는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EXP 뒤에 병과 상자에 표시된 유효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만료 날짜는 해당 월의 마
지막 날을 나타냅니다. 개봉 후 유통기한은 박스와 병에 
표기된 유통기한과 동일합니다.이 약은 경구용입니다.

체중이 25kg 이상인 어린이의 복용량:1일 1회 
5ml(5mg의 루파타딘) 경구용액을 음식과 관계없이 복
용합니다. 폐수나 생활쓰레기로 약품을 버리지 마세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약을 버리는 방법은 약사에게 문의하십
시오. 이러한 조치는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
다.

체중이 10kg 이상 25kg 미만인 어린이의 복용량:1일 
1회 2.5ml(2.5mg의 루파타딘) 경구용 용액을 음식
과 관계없이 복용합니다.
의사는 루파타딘 치료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알
려줄 것입니다.

6. 팩의 내용물 및 기타 정보

사용 지침:
• 병을 열려면 캡을 누르고 시계 반대 방향으

로 돌립니다.
루파타딘이 함유하고 있는 것
• 활성 물질은 루파타딘입니다. 각 ml에는 1mg의 루파타딘

(푸마르산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사기를 취하여 구멍이 뚫린 마개에 넣고 병을 거
꾸로 뒤집습니다. • 다른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필렌 글리콜(E1520), 무수 시트르산, 무수 인
산이나트륨, 사카린나트륨, 자당, 메틸 파라하이드
록시벤조에이트(E218), 퀴놀린 옐로우(E104), 바
나나 향,
정제수. 섹션 2 "루파타딘에는 자당, 메틸 파라하이드록시벤
조에이트 및 프로필렌 글리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를 참조
하십시오.

• 주사기에 처방된 용량을 채웁니다.
• 투여 주사기에서 직접 투여하십시오.
• 사용 후 주사기를 씻으십시오.

루파타딘을 필요 이상으로 복용하는 경우
실수로 다량의 약을 복용한 경우 즉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루파타딘 복용을 잊은 경우 루파타딘의 외형과 내용물
잊어버린 개별 용량을 보충하기 위해 이중 용량을 복용
하지 마십시오. Rupatadine은 투명한 노란색 경구 용액입니다.

Rupatadine은 천공 마개와 어린이 보호 캡이 있는 호박색 
플라스틱 병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각 병에는 120ml의 루
파타딘 용액이 들어 있습니다. 0.25ml 간격으로 눈금이 매
겨진 5ml 구강 주사기가 팩에 제공됩니다.

4. 가능한 부작용
모든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루파타딘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
만 모든 사람이 복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부작용(최대 10명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마케팅 허가 보유자:
아스파이어 제약 리미티드
Unit 4, Rotherbrook Court Bedford 
Road, Petersfield Hampshire, GU32 
3QG, 영국

두통과 졸음.
흔하지 않은 부작용(최대 100명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인플루엔자, 비인두염, 상기도 감염, 호산구 증가증, 
호중구 감소증, 현기증, 메스꺼움, 습진, 식은땀 및 피
로.

제조사:
이탈파르마코 SA
산 라파엘, 3
폴. 인디애나 알코벤다스
E-28108 알코벤다스,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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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레시팜 파레츠 SL
라몬 이 카할, 2
08150 Parets del Vallés, 스페인

이 전단지는 2022년 1월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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