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첨부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야하며, 첨부문서는 항상 약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작성일자 : 2021년 6월 25일

후코날크림 0.5%

전문의약품
품목기준코드:
200700623

[플루코나졸]

원료 약품 및 그 분량 1g 중
유효성분
: 플루코나졸(EP) ⋯⋯⋯⋯⋯⋯⋯⋯⋯⋯⋯⋯⋯⋯⋯⋯⋯⋯⋯⋯⋯⋯⋯⋯ 5.0mg
첨가제(보존제) : 파라옥시벤조산메틸 ⋯⋯⋯⋯⋯⋯⋯⋯⋯⋯⋯⋯⋯⋯⋯⋯⋯⋯⋯⋯⋯⋯ 0.9mg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 0.1mg
기타 첨가제 : 세탄올, 유동 파라핀, 스테아릴 알코올, 농글리세린, 카보머 940, 소르비탄모노
스테아레이트, 폴리소르베이트60, 스테아로일마크로골글리세라이드, 폴리에틸렌
글리콜400, 이소프로필미리스테이트, 에탄올, 디메티콘, 트롤아민, 정제수
성상

흰색의 균질한 크림제

효능•효과 피부사상균에 의한 표재성 피부진균 감염증의 국소적 치료 : 족부백선, 체부백선, 고부백선, 어루러기
용법•용량 1일 1회 환부에 적절히 도포 합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마십시오.
1) 이 약이나 기타 트리아졸계 약물에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환자 2) 임부 및 수유부
2. 이상반응
1) 피부 진균증 환자 183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후코날 크림 0.5%(92명)에 대한 이상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후코날크림 1.0%(91명)에서는 총 4건으로 피부 및 부속기관이상 중 두드러기 1건,
농가진 1건, 접촉성 피부염 1건, 수포 1건의 이상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각 이상반응 발현빈도는 모두
1.1%였으며, 플루코나졸 크림제제와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 :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7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용성적조사결과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 발현율은 0.14%(1/739명, 1건)로 접촉성피부염이 보고되었습니다.
3. 일반적 주의
연구에 따르면 C. albicans 이외 칸디다 종 감염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칸디다 종은 플루코나졸에
대한 내재적인 내성이 있거나(예: C. kruseiand 및 C. auris) 감수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은
치료 실패 시 이차적인 대체 항진균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칸디다 종의 내성
발생으로 인한 유병률을 고려해야합니다.
4. 소아에 대한 투여
본 제제에 대해 만 10세 미만의 소아에 관한 플루코나졸 크림의 안전성•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5. 적용상의 주의
1) 이 약은 외용으로만 사용하십시오. 2) 눈 주위나 안과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6.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도록 주의하십시오.
2) 직사광선을 피하고 되도록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3)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주의하십시오.
저장방법 기밀용기, 실온보관(1~30℃)

포장단위 15g

※ 만약 구입 당시 사용(유효)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변질, 변패 또는 오염되거나 손상된 제품은 구입처를 통하여
교환하여 드립니다.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첨부문서 작성일자 이후 변경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www.boryung.co.kr 또는 소비자상담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용어 설명 및 기타 자세한 의약품정보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nedrug.mfds.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약제 투약 또는 복용 후 부작용(이상사례)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으로 문의
및 보고하여 주시고, 동일 기관(14-3330/1644-6223)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유효)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상담실 수신자부담전화 : 080-708-8088

첨부문서 작성일자 : 2021년 6월 25일

제조의뢰 및 판매자 : 보령제약(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107, 109
제조자 : 시믹씨엠오코리아주식회사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230번길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