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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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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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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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잘®은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재채기 및 콧물 증상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킵니다.3,4,5

*계절성, 다년성, 지속성 알레르기 비염
†코 소양증, 눈 소양증, 콧물, 재채기 점수의 총합

1세
이상

2

6세
이상

1

Study Design
a. Multicenter, double-blind, randomized trial. Of 580 seasonal allergic rhinitis patients were enrolled to assess the efficacy and safety of levocetirizine. Primary endpoint: 24-hour 
reflective total 5-symptom Score  b. A total of 294 patients with perennial allergic rhinitis(PAR) due to dust mites were randomized in 8 week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study to 
determine whether levocetirizine could achieve at least a 50% improvement in PAR symptoms compared to the placebo over the first week of treatment.  c. 6-month,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multinational trial in 551 patients. Primary objective: comparison of the rhinoconjunctivitis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overall score and total 5 symptoms score 
(rhinorrhea, sneezing, nasal congestion, and nasal and ocular pruritus) over a period of 4 weeks between levocetirizine 5 mg and placebo.

알레르기 비염* 증상 개선 효과
3,4,5

- 성인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시험
a,3

에서
위약군 대비 유의한 T5SS† 감소를 나타냄

- 다년성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서 치료 후 1주 안에 증상점수가
위약 대비 86% 개선됨

b,4

지속성 알레르기 비염 환자 대상으로 이루어진 6개월간의 장기 임상에서
지속적인 T5SS

†
 감소 및 환자 삶의 질 향상 확인

5,c

1세 이상 소아부터 처방 가능
2
(씨잘액에 한함)

* 계절성, 다년성, 지속성 알레르기 비염
†Total 5 Symptom score: 코 소양증, 눈 소양증, 콧물, 재채기, 코막힘 점수의 총합

Reference 
1. 씨잘정. 국내제품설명서. UCB제약 as of 17 Dec 2019 2. 씨잘액. 국내제품설명서. UCB제약 as of 17 Dec 2019 3. Segall N. et al. Efficacy and safety of levocetirizine in improving symptoms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US adults with 

seasonal allergic rhinitis: a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study. Ann Allergy Asthma Immunol. 2010;104:259-267 4. Potter P.C. et al. Levocetirizine is effective for symptom relief including nasal congestion in adolescent and adult (PAR) 

sensitized to house dust mites. Allergy 2003:58:893–899 5. Bachert C. et al. Levocetirizine improves quality of life and reduces costs in long-term management of persistent allergic rhinitis. J Allergy Clin Immunol 2004;114:838-44

씨잘®은 투여한 지 1주일 만에 위약군 대비
다년성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Total 4 Symptom Score(T4SS)†를 유의하게 개선시켰으며,
특히 재채기와 콧물 증상을 눈에 띄게 감소시켰습니다.4

위약군 대비 levocetirizine 복용군의 상대적 개선도(%)

(Relative improvement (%) with respect to plac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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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SS

콧물

재채기

또한 투약 중단 후 이루어진 global evaluation 결과, 좋음/우수하게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환자의 비율이 씨잘® 복용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4

-대상질환 및 피험자 수 : 집먼지 진드기로 인한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 환자 294명(12세 이상)

-시험 방법 : 8주간의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 다기관 연구
1주 간의 run-in period를 거친 후 무작위 배정을 통해 levocetirizine 5mg(n=150) 또는 위약(n=144)을 취침 전 하루 한번 6주간 투약
투약 중단 1주 후인 실험 8주 차에 follow-up 실시

-일차 효능 평가 : 치료 1, 4주 차에서 levocetirizine 복용군이 위약군 대비하여 통계적으로 우월해야 하며(alpha error of 5%), 치료 1주차에서의 두 군간 차이의 점 추정치(point estimate)가 
baseline로부터 위약군 대비 상대적인 개선도를 최소 50% 나타내야 함

-안전성 평가 : 보고된 이상반응은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Good to Excellent Improvement

Levocetirizine 복용군 위약군
(n=62/150) (n=33/1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69 A+ Asset타워 4층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KR-P-XY-ALY-1900002 XZL-P2.1-184-201911

Adapted from Potter PC et al. Allergy 2003;58:893-899.

statistical signi�cance was not evaluated



1세
이상2

6세
이상1

Study Design
a. Multicenter, double-blind, randomized trial. Of 580 seasonal allergic rhinitis patients were enrolled to assess the efficacy and safety of levocetirizine. Primary endpoint: 24-hour 
reflective total 5-symptom Score  b. A total of 294 patients with perennial allergic rhinitis(PAR) due to dust mites were randomized in 8 week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study to 
determine whether levocetirizine could achieve at least a 50% improvement in PAR symptoms compared to the placebo over the first week of treatment.  c. 6-month,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multinational trial in 551 patients. Primary objective: comparison of the rhinoconjunctivitis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overall score and total 5 symptoms score 
(rhinorrhea, sneezing, nasal congestion, and nasal and ocular pruritus) over a period of 4 weeks between levocetirizine 5 mg and placebo.

알레르기 비염* 증상 개선 효과3,4,5

- 성인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시험a,3에서
위약군 대비 유의한 T5SS† 감소를 나타냄

- 다년성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서 치료 후 1주 안에 증상점수가
위약 대비 86% 개선됨b,4

지속성 알레르기 비염 환자 대상으로 이루어진 6개월간의 장기 임상에서
지속적인 T5SS† 감소 및 환자 삶의 질 향상 확인5,c

1세 이상 소아부터 처방 가능2
(씨잘액에 한함)

* 계절성, 다년성, 지속성 알레르기 비염
†Total 5 Symptom score: 코 소양증, 눈 소양증, 콧물, 재채기, 코막힘 점수의 총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