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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구분 일반 의약품 

약효 분류 비염용 점비약 

제품 이름 ナザール「スプレー」ポンプ  NAZAL｢SPRAY｣PUMP 

제품의 특징 

●미스트 타입의 미세한 입자가 비강 내에 고루 닿아 코막힘, 콧물에 효과를 나타냅니다. 

●나파졸린염산염 작용으로 비강 내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울혈이나 염증을 억제해 코 뚫림을 좋게 합니다.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의 작용으로 비강 내의 알레르기 증상을 억제하고 효과를 나타냅니다. 

● 일정량의 약액을 분무할 수 있는 스프레이입니다. 한번 분무된 약액은 용기 내로 역류되지 않아서 

위생적입니다.  

효능 또는 효과 알레르기성 비염,급성 비염 이나 부비동염으로 인한 다음 제증상의 완화: 코막힘, 콧물(콧물 과다), 재채기, 두중 

용법 및 용량 

<연령: 1회 복용량: 1일 복용 횟수> 

어른 (15 세 이상): 1~2 회: 6 번에 한해 비강 내에 분무해 주십시오. 또한, 사용 간격은 3 시간 이상 두시기 

바랍니다. 

7~14세: 1~2회: 6번에 한해 비강 내에 분무해 주십시오. 또한 사용 간격은 3시간 이상 두시기 바랍니다. 

7세 미만: 복용하지 마십시오 

용법 및 용량에 관한 

주의 

(1)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해 주십시오. 

(2)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코막힘을 일으킬 수 있다. 

(3)어린이가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 감독 아래 사용하게 할 것. 

(4)점비용으로만 사용할 것. 

성분 및 분량 

100mL중 

나파졸린염산염：50㎎：작용에 의한 목의 통증, 부기를 억제합니다.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500㎎：환부를 살균합니다 

벤잘코늄염화물：10㎎：살균작용으로 살균에 의한 코 점막의 염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사용상의 주의 

■해서는 안 되는 것 

(지키지 않으면 현재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부작용을 일으키기 쉽다) 

장기간 연용하지 않을 것 

 

■상담할 내용 

１．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 전에 의사,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와 상담해 주십시오 

(1)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2)임산부 또는 임신중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3)약 등에 의해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킨 적이 있는 사람. 

(4)다음의 진단을 받은 사람. 

고혈압，심장병，당뇨병，갑상선 기능 장애，녹내장 

2．사용  후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사용을 중단한 후, 이 

문서를 가지고 의사,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와 상담할 것. 

<관계부위：증상> 

  피부:발진･발적,가려움 

코:부음，자극감 

3．3 일 정도 사용 후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사용을 중단한 후, 이 문서를 가지고 의사,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와 상담할 것  

첨가물 
디메틸폴리실록산, 이산화규소, 인산이수소칼륨, 인산수소이칼륨, 구연산, 염화나트륨, 향료 (페닐에틸알코올, 

벤질알코올, 폴리소르베이트 20 함유)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 

(1)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밀전하여 보관할 것. 

(2)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3)다른 용기에 옮겨 담지 않을 것(오용의 원인이 되거나 품질이 바뀌게 된다). 

(4)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을 것. 

(5)사용 기한이 지난 제품은 복용 하지 마십시오. 

기타 

＜사용 방법＞ 

두껑을 엽니다. 

용기의 끝부분이 위쪽을 향하도록 들고 약액이 미스트 타입으로 나올 때까지 몇 번 눌러 주십시오. 

코를 풀어 코 뚫림을 좋게 한 후 용기를 수직으로 비강 내에 넣고 가볍게 숨을 쉬면서 분무해 주십시오. 

사용 후에는 노즐을 티슈 등으로 닦은 후 두껑을 닫아 주십시오. 

 

＜사용상의주의＞ 

1. 사용 전에는 코를 풀어 비강의 뚫림을 좋게 해두십시오. 

2. 처음 사용할 때는 약이 나올 때까지 몇번 눌러 주십시오. 

3. 용기를 뉘어서 사용하면 약액이 미스트 상태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직으로 세워서 사용해 주십시오. 

4. 노즐 끝을 바늘 등으로 찌르면 부러졌을 경우 위험하므로 삼가 주십시오.  

5. 사용 후에는 노즐을 티슈 등으로 닦아 청결히 보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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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판매 회사 
사토 제약 주식회사  

도쿄도 미나토 구 모토 아카사카 1 쵸메 5 번 27 호 

위험 구분 제 2류 의약품 

다국어 제품 정보에 

대한 고지 사항 

・본 제품은 일본 국내에서의 판매 및 사용을 목적으로 일본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승인된 의약품입니다. 

・다언어 제품 정보는 해당 제품의 일본어 첨부문서를 번역한 것으로, 어디까지나 참고 정보로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 기재 내용 및 해당 제품 자체가 일본국 외의 법규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다언어 제품 정보는 제공자(또는 당사)에 의한 가번역이며, 향후 예고 없이 수정 및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언어 제품 정보의 기재 내용에 기인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제공자(또는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