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티딘(Ranitidine) 제제 안전성 서한에 따른 Q&A
Ⅰ. 라니티딘 관련 Q&A
Q1. 라니티딘은 무엇인가요?
A1. 위산과다, 속쓰림,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졸링거-엘리슨증후군(위산이 과다 분비
되어 발생하는 난치성 소화성 궤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약에 사용하는 성분입니다.

Q2. 원내 해당하는 약품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A2.
약품명
CURAN inj

성분명

CURAN

Ranitidine HCl

URANTAC(원외)

ALBIS

RANIONE

Ranitidine HCl 84mg,
Sucralfate 300mg,
Tripotassium bismuth dicitrate
100mg
Ranitidine HCl 31.5mg,
Al Mg hydroxide 100mg,
Al Mg silicate 125mg,
Magnesium oxide 50mg

함량/단위

약가

50mg/2ml/A

700원

75mg/T

157원

150mg/T

263원

75mg/T

120원

150mg/T

266원
254원

판매사

비고
주사제

일동제약

환인제약

경구
단일제

대웅제약
경구
복합제

1T
132원

일동제약

Q3. 라니티딘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검출된 원인은?
A3.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유럽 각 국 규제기관들이 NDMA의 생성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라니티딘에 포함되어 있는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특정 조건에서
자체적으로 분해‧결합하여 생성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어 생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Q4. 라니티딘 의약품 복용환자의 건강에 대한 영향은?
A4.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우려
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의약품을 장기적으로 복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
로, 식약처는 향후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평가할 계획입니다.

Q5. 재발 방지대책은?
A5. 라니티딘과 같이, 예상치 못하게 불순물 NDMA가 검출될 수 있는 성분을 조사하여
목록화 하고, NDMA 발생가능성이 높은 순서를 선정하여 해당 성분을 사용한 원료를 수
거·검사하는 등 사전예방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Ⅱ. 라니티딘 성분 재처방∙제조제, 교환∙환불 관련 Q&A
Q1. 어떤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 받을 수 있나요?
A1.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이하 라니티딘 의약
품)으로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한 의약품입니다.

Q2. 본인이 먹은 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2.

①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 확인하거나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
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관, 제품명, 성분명, 투약일수 등 제공)
하거나
③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을 통해 확인

Q3. 어디에서 재처방 받을 수 있나요?
A3. 현재 복용중인 라니티딘 의약품을 직접 처방 받은 병·의원에서 추가 복용 필요 여부에 대
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 후, 복용이 필요한 경우 재처방을 받아 복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 환자는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A4. 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의 협조로, 현재 복용중인 라니티딘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재조제
시 1회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Q5. 이미 복용한 의약품도 대상이 되나요?
A5.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합니다.

Q6.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A6.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 가져가야 재처방·재조제할 수 있으며, 남
아 있는 약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처방·조제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환자로
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Q7. 병·의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만 가면 다른 약으로 재조제 할 수 있나요?
A7. 의료기관 방문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의약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료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받아 재조제할 수 있습니다.

Q8. 재처방시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A8. 재처방 시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만, 환자불편이나 환자건강 보호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잔여 처방일수 보다 많이 남아 있
는 의약품에 대해 재처방을 한 경우라도 향후 급여심사 과정 등에서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없
도록 할 예정입니다.

Q9.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시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이 가능한가요? (예: 잔여일수 5
일분 처방 + 30일분 추가 처방)
A9. 금번 조치에 따라 재처방·재조제하는 약제는 판매 금지된 의약품의 기존 처방 중 잔여기
간에 해당하는 의약품입니다. 따라서 재처방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이더라도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Q10. 다시 처방받을 때 아예 새로운 처방을 받을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처음에 a, b,
c 세 알의 약을 30일치 탔는데, a만 10일치 재처방 받아야 하는 경우,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처방받는 건가요, 아니면 b, c도 포함해서 새로운 처방을 30일치 받을 수도 있
는 건가요?

A10. 환자본인부담금 면제를 받으려면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재처방 받아야 합니다.

Q11. 라니티딘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다른 질병(예: 배탈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
어진 경우 함께 처방이 가능한가요?
A11. 환자본인부담금 면제는 라니티딘 의약품을 재처방 받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
로, 다른 질병에 대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
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환
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Q12.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일반의약품은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
A12.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일반의약품은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

Q13. 이미 복용한 일반의약품은 환불조치 되나요?
A13.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교환/환불해드립니다.

Q14.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A14.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약국에 가져가야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

Q15. 어디에서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 (아무 약국에서나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
A15. 약을 직접 구입한 약국 가셔야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Q16.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데 환자가 직접 가야하나요?
A16.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