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테로이드® 연질캡슐

전문의약품

(설포뮤코폴리사카라이드)

분류번호 219

Ateroid®

[원료약품 및 그 분량] 1캡슐 중
• 유효성분: 설포뮤코폴리사카라이드(별규) ∙∙∙∙∙∙ 200 L.R.U(Lipoprotein lipase Releasing Unit)
• 동물유래성분: 설포뮤코폴리사카라이드(돼지, 소장 점막)
• 첨가제(타르색소): 알루미늄레이크 청색 1호, 알루미늄레이크 황색 5호
• 첨가제: 글리세린, 라우릴황산나트륨, 옥수수기름, 적색산화제이철, 젤라틴,
콜로이드성이산화규소, 폴리에틸렌글리콜 6000, 히프로멜로오스 2910,
히프로멜로오스프탈레이트 200731
[성상]
미색의 유상물질이 든 암적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효능 ∙ 효과]
혈전 위험성이 있는 혈관질환의 증상개선(만성 노인성 뇌혈관 질환, 뇌동맥경화로 인한 뇌기능
부전)
[용법 ∙ 용량]
성인: 설포뮤코폴리사카라이드로서 1회 24mg를 1일 1~3회 식간에 경구투여하며 증상에 따라
1일 96~144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이 약의 구성성분, 헤파린 또는 헤파인 유사약물에 과민반응 환자
2) 신경과민 환자
3) 출혈체질 및 출혈질환이 있는 환자
4)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혈액응고저지제를 투여받은 환자
2) 이 약은 황색 5호(선셋옐로우 FCF, Sunset Yellow FCF)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3. 상호작용
항응고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혈액응고저지제와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혈액응고지표검사를 실시한다.
4.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 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주의한다.
[포장단위]
90캡슐, 180캡슐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밀폐용기, 실온 (1~30℃)보관 ∙ 사용기간: 제조일로부터 36개월(3년)
※ 주의
1. 의약품을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십시오.
2. 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하여 사용하십시오.
3.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께서는 첨부문서를 주의 깊게 읽으시고, 의약품과 함께
보관하십시오.
4.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 오용(잘못 사용)
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어
보관하십시오.
5.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취급상의 주의사항]
1. 본 의약품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필한 제품입니다. 만약 구입시 변질, 변패 또는 오손된 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구입처를 통하여 교환하여 드립니다.
2. 의약품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의약도서관(http://drug.mfds.go.kr)을 참조하세요.
제조자
알보젠코리아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농공단지길 55-8
소비자상담전화: 02-2047-7700
작성년월일: 2017년 07월 14일
이 첨부문서 작성일(2017년 07월 14일)이후 변경된 내용은 이지드럭 (http://ezdrug.mfds.go.kr) →
[정보마당] – [의약품 정보]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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