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레아티닌 청소율 CLCR (mL/min)

경증

중등증

중증

1회 5mg, 1일 1회

1회 5mg, 2일 1회

1회 5mg, 3일 1회

용량 및 횟수

50 ≤ CLCR ＜ 80

30 ≤ CLCR ＜ 50

10 ≤ CLCR ＜ 30

크레아티닌 청소율 CLCR (mL/min)

경증

중등증

중증

50 ≤ CLCR ＜ 80

30 ≤ CLCR ＜ 50

10 ≤ CLCR ＜ 30

1회 5mg, 1일 1회

1회 5mg, 2일 1회

1회 5mg, 3일 1회

용량 및 횟수

[액제] 성인 및 6세 이상의 소아: 식사와 관계없이 1회 레보세티리진염산염으로서 5mg 
(액제로서 10mL), 1일 1회 경구투여한다. 6세 미만 2세 이상의 소아: 1회 1.25mg(액제 
로서 2.5mL), 1일 2회 경구투여한다. 2세 미만 1세 이상의 소아: 1회 1.25mg(액제 로서
2.5mL), 1일 1회 경구투여한다. 1세 미만의 영아에 대한 사용 경험이 적어 투여하지 않 
는다. 신장애 성인환자는 신장기능(크레아티닌 청소율(CLCR(mL/min))에 따라 용량을 
조절한다. 

신장애 소아환자는 신장기능(크레아티닌 청소율(CLCR (mL/min)) 및 체중에 따라 감량한다.

제조원

[정제] 제조의뢰자: UCB Pharma AG, 스위스, 제조자: UCB Farchim S.A., 스위스

[액제] 제조의뢰자: UCB Pharma GmbH, 독일, 제조자: Aesica Pharmaceuticals

        S.r.l., 이탈리아 

수입자 한국유씨비제약㈜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69 A+ Asset 타워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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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그 밖의 상세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약품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품명 

[정제] 씨잘정5밀리그램(레보세티리진염산염)

[액제] 씨잘액(레보세티리진염산염)

성 상

[정제] 흰색 또는 미황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제

[액제] 갈색 유리병에 든 무색 투명한 용액

효능ㆍ효과 다음 질환의 증상 완화

1.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 또는 다년성 알레르기성 비염(지속적 알레르기성 비염 포함) 

2.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3. 가려움증을 동반한 피부염 및 습진(하이드로코티손 외용제와 병용): 액제의 경우,

성인 및 6세 이상의 소아에 한함

용법ㆍ용량

[정제] 성인 및 6세 이상의 소아: 식사에 상관없이 1회 1정(레보세티리진염산염으로서 

5mg), 1일 1회 경구 투여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신장애 환자는 신장 

기능(크레아티닌 청소율(CLCR (mL/min))에 따라 용량을 조절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성분 및 히드록시진 또는 피페라진유도체에 대해 과민증이 있는 환자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신부전 환자(CLCR (mL/min)＜10mL/min), 혈액투석을 받고있는 환자

3) 임부 및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수유부

4) 1세 미만의 영아에게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 되고, 6세 미만의 유아에게는 정제가 

아닌 액제를 투여할 것

5) 정제에서 이 약이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

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ose deficiency),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 

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6) 액제에서 이 약은 말티톨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선천적으로 과당 내성인 환자는 투여 

하지 말 것(말티톨 함유 제제에 한함)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신장애 환자 (높은 혈중 농도가 지속될 수 있다.)

2) 간장애 환자 (높은 혈중 농도가 지속될 수 있다.)

3) 고령자 (높은 혈중 농도가 지속될 수 있다.) 

전문의약품제품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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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Design
a. An international, non-interventional, retrospective data collection study. Of 3996 children aged 2–12 years with a history of an allergic condition leading to physician consultation 
were enrolled. At the consultation, parents and physicians of eligible children completed questionnaires evaluating their satisfaction with specific antihistamines currently employed for 
management of the child’s allergic condition, as well as their intention for future use of that treatment. The primary efficacy measures were the parents’ satisfaction scores concerning 
the efficacy, tolerability and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antihistamine used. Specific outcomes were rated on an 11-point scale from 0 to 10 (0 = poorly satisfied and 10 = highly 
satisfied), on a 7-point Likert scale (1 = marked worsening and 7 = marked improvement), or noted as a positive/negative response to a specific question.

1세 이상 소아의 알레르기 비염
*
 및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에

처방 가능
2
(씨잘액에 한함)

소아 환자(2~12세) 대상의 실제 진료환경에서의 관찰 연구 결과
3,a

- 보호자와 의사로부터 효능, 내약성,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높은 점수 획득
3

 

- 97% 이상의 보호자 및 의사는 약물복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
3

 

1세
이상

2

6세
이상

1

* 계절성, 다년성, 지속성 알레르기 비염

Reference 

1. 씨잘정. 국내제품설명서. UCB제약 as of 17 Dec 2019  2. 씨잘액. 국내제품설명서. UCB제약 as of 17 Dec 2019  3. Ferrer M. et al. Evaluation of treatment satisfaction in children with allergic disease treated with an antihistamine. Clin 

Drug Investig 2010;30(1):15-34  4. Paul C. Potter, et al. Efficacy and safety of levocetirizine on symptoms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children with perennial allergic rhinitis: a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randomized 

clinical trial. Ann Allergy Asthma Immunol. 2005;95:175–180

씨잘®은 6~12세 사이의 소아 환자 대상 임상에서 

다년성 알레르기 비염의 유의한 증상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4

Adapted from Paul C. Potter, et al. Ann Allergy Asthma Immunol. 2005;95:175–180

-대상질환 및 피험자 수 : 최소 1년 유병기간을 가진 집먼지 진드기로 인한 다년성 알레르기 비염 6~12세 소아 환자 306명(aged 9.9±1.9 years) (Intention-to-Treat population)

-시험 방법 : 무작위, 위약대조, 이중맹검, 다기관 연구
1주 간의 selection period를 거친 후 무작위 배정을 통해 levocetirizine 5mg(n=154) 또는 위약(n=152)을 하루 1번 4주간 투약

-일차 효능 평가 변수 : 치료 첫 2주 동안 24시간을 매일 평가하고 소아 및 보호자가 기록한 일일 기록 카드로 측정된 Total 4 Symptoms Score
      (코 소양증, 눈 소양증, 콧물, 재채기 점수의 총합) 평균 점수로 정의

-안전성 평가 결과 : 보고된 이상반응의 빈도는 위약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씨잘®은 해당 임상에서 평균 Total 4 Symptoms Score(T4SS†)가 baseline으로부터

2주 동안 -1.46, 4주 동안 -1.94로 개선되었으며, 위약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효과를

나타냈습니다(ITT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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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2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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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 소양증, 눈 소양증, 콧물, 재채기 점수의 총합
Intention-to-Treat population

씨잘®액은 유소아의 복용이 편리한 액제 제형으로

           1세 이상 소아부터 처방 가능합니다.2

                                                                                    (가려움증을 동반한 피부염 및 습진: 6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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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요약정보

크레아티닌 청소율CLCR (mL/min)

경증

중등증

중증

50 ≤ CLCR ＜ 80

30 ≤ CLCR ＜ 50

10 ≤ CLCR ＜ 30

Study Design
a. An international, non-interventional, retrospective data collection study. Of 3996 children aged 2–12 years with a history of an allergic condition leading to physician consultation 
were enrolled. At the consultation, parents and physicians of eligible children completed questionnaires evaluating their satisfaction with specific antihistamines currently employed for 
management of the child’s allergic condition, as well as their intention for future use of that treatment. The primary efficacy measures were the parents’ satisfaction scores concerning 
the efficacy, tolerability and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antihistamine used. Specific outcomes were rated on an 11-point scale from 0 to 10 (0 = poorly satisfied and 10 = highly 
satisfied), on a 7-point Likert scale (1 = marked worsening and 7 = marked improvement), or noted as a positive/negative response to a specific question.

1세 이상 소아의 알레르기 비염* 및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에

처방 가능2
(씨잘액에 한함)

소아 환자(2~12세) 대상의 실제 진료환경에서의 관찰 연구 결과3,a

- 보호자와 의사로부터 효능, 내약성,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높은 점수 획득3
 

- 97% 이상의 보호자 및 의사는 약물복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3
 

1세
이상2

6세
이상1

* 계절성, 다년성, 지속성 알레르기 비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