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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파지민 
CLOFAZIMINE 

 
클로파지민은 결핵(TB), 한센병, 그리고 기타 관련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항생제입니다. 

 

언제 복용해야 하나요? (When should I take this?) 

 

 음식이나 우유와 함께 복용하시면 흡수에 도움이 되고 배탈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 약을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하십시오. 그러면 약 복용을 기억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복용해야 하나요? (How should I take this?)  

 

 클로파지민은 규칙적으로 복용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의 지시대로 복용하십시오.  

 

복용을 1회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What should I do if I miss a dose?) 

 

 복용을 잊으신 경우, 기억나는 대로 바로 복용하십시오. 다음날 복용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면, 빠뜨린 용량을 건너뛰십시오.  

 두 배로 복용하지 마십시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비처방) 제품을 포함하여 다른 약을 복용하고 계시면 담당 의사, 간호사, 

약사에게 알리십시오.  

 

이 약을 복용하시는 동안 지나친 햇빛 또는 인공 자외선(예: 태양등 또는 태닝 베드) 노출을 

삼가십시오. 클로파지민 복용으로 햇빛에 더 민감해지실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피부가 보호되는 의류를 착용하십시오.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What are some possible side effects?)  

 구역, 구토, 설사  

 어지럼증이나 졸림  

 피부 건조 또는 눈 건조 

 가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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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파지민(계속)  
CLOFAZIMINE (cont’d) 

 
주의 사항(Caution): 다음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담당 의사나 간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례적인 피곤이나 허약  

 지속적인 구역이나 구토  

 피부 또는 눈 황변(이미 빨간색-흑갈색으로 변색이 진행된 경우 오렌지색 변색도 가능)  

 심한 복통이나 위통  

 혈변이나 흑변, 검고 끈적한 변 

 실신이나 불규칙 심장 박동  

 발진 

 

이 안내지에서 언급하지 않은 이례적 증상이 있으시면 담당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이 약은 눈물, 침, 땀, 소변, 대변, 눈꺼풀 안쪽 색깔을 빨간색-흑갈색으로 변색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도 햇볕에 탄 것 같이 빨간색-흑갈색으로 변색될 수 있습니다. 이 변색은 유해하지 

않고 회복 가능하지만 때로 치료 후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클로파지민 복용에 관하여 달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What else do I need to know about 

taking clofazimine?) 
 

 임신 중이거나 임신 계획이 있거나 모유 수유를 원하신다면 담당 의사나 간호사에게 

알리십시오.  

 소프트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시면 담당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이 약은 어디에 보관해야 하나요? (Where should I store this medication?)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햇빛으로부터 보호하십시오.  

 캡슐: 시원하고 건조한 장소에서 용기 뚜껑을 꽉 닫은 채 실온에 보관하십시오.  

 

다른 질문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하나요? (Where do I call if I have any other questions?) 

 

담당 의사, 클리닉이나 다음 보건소에 락하십시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밴쿠버 결핵 서비스 클리닉: 604-707-2692  

뉴웨스트민스터 결핵 서비스 클리닉: 604-707-2698 

BCCDC 백신/약국 서비스: 604-707-2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