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명: 아카드린정
<분류번호 01440(해열 진통, 소염제)>

[허가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평가과-6369호, 2018.10.15.)]

아세트아미노펜/아스피린/카페인 복합제 (경구)
Acetaminophen/Aspirin/Caffein

▶ 사용상 주의사항
1. 경고
매일 세잔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 약이나 다른 해열제를 복용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이 약을 복용하면 간손상 및 위장출혈
이 유발될 수 있다. 한 달에 이 약을 10일 이상 사용시 두통이 악화될 수 있다.
2.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 것
이 약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되어 있다. 다른 아세트아미노펜 제품과 함께 복용하여 일일
최대용량(4,000mg)을 초과할 경우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하는
다른 제품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된다.
3. 다음 사람은 복용하기 전에 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1) 수두 또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있거나 의심되는 어린이와 청소년 : 아스피린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 레이증후군에 대하여 상의할 것.
2) 아스피린에 알레르기 증상을 나타내거나, 천식 또는 속쓰림, 소화불량, 위통 또는 위궤양
이나 출혈이 일어나는 사람
3) 임부 또는 수유부
4) 항응고제, 당뇨병, 통풍, 관절염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
4. 복용할 때 다음 사항을 주의할 것
1) 이 약을 진통제로서 10일이상, 해열제로서 3일이상 연용하지 말 것
2) 임부 : 임신기간중 마지막 3개월간은 아스피린을 사용하지 말 것
5. 복용중 또는 복용후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할 것
1) 통증이나 발열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발
적 또는 부종이 나타나면, 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치통은 치과의사와 상의)
2) 귀울림이나 청력이 감소하는 경우 의사 · 약사와 상의할 것
3) 부주의로 과량복용시, 즉시 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6. 저장상의 주의사항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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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아카드린정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카페인 복합제 (경구)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항 목

기 허 가 사 항

변 경 사 항

매일 세잔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 매일 세잔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
이 이 약이나 다른 해열제를 복용해야 하는 이 이 약이나 다른 해열제를 복용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
다. 이런 사람이 이 약을 복용하면 간손상 다. 이런 사람이 이 약을 복용하면 간손상
1. 경고

및 위장출혈이 유발될 수 있다. <신설>

및 위장출혈이 유발될 수 있다. 한 달에 이
약을 10일 이상 사용시 두통이 악화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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