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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기간 복용 시에도 구역 구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구충제인 알벤다졸을 기생충 감염 치료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 최근 페이스북

,

-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

부작용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된 목적과 사용법에
따라 복용하여야 하며, 복용 중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 조혈 기능: 혈액 내의 여러 세포(적혈구·혈소판 등)를 만들어내는 기능

③ 임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태아 기형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지 말아야합니다.

□ 식약처는 모든 의약품이 허가 받은 효능 효과 이외에는 사용되지
·

않도록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입
니다.

○ 아울러

,

일부

S NS

등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접하게 되면 식약처

알벤다졸은 이미 사람에게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이지만 기생충

에서 허가 받은 효능· 효과인지 여부 등을 꼭 확인할 것을 당부

치료 이외의 다른 질환 치료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한 임상시험에서 그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①

또한 , 드물지만 과민성 반응 , 골수의 조혈 기능 억제로 인한
백혈구· 혈소판 감소 , 독성 간염· 급성 신손상(신부전 ) 등 심각한

트위터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 암, 비염, 당뇨,

아토피 등 치료에 알벤다졸을 복용한다는 체험 사례와 주장이 급속히

간기능 이상(간수치 상승), 발열,

두통, 어지러움, 복통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의약품 정보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구충제는 기생충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의약품입니다

,

‘알벤다졸’은

구충을 목적으로 단기간 사용하도록 허가된 약으로

장기간 복용 시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

-

·

·

효능 효과, 용법 용량 등 의약품 허가사항에 대한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과 같은 중증질환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치료중인 환자의
경우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기존에 받고 있던 치료의
효과를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 알벤다졸(용법·용량): 기생충 종류에 따라 400mg을 1일 1회∼최대 3회 복용
※ 암, 비염, 당뇨병, 아토피 피부염은 장기간 약물치료를 요하는 질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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