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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니다졸
Metronidazole

메트로니다졸은 세균 질증(bacterial vaginosis) 또는 특정 성 매개 감염(STI)(예:
질편모충증(trichomoniasis)) 치료용으로 복용하는 항생제입니다.
알레르기(Allergies)
알레르기
•

메트로니다졸(Flagyl )에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의료 제공자에게 알려주십시오.
®

임신과 수유(Pregnancy
and Chest/Breastfeeding)
수유
•

•

•

메트로니다졸은 의료 제공자와 상의한 후 임신 1 기(첫 3 개월)에 사용하여도 되며,
임신 2 기와 3 기에 사용하여도 됩니다.
메트로니다졸은 처방 용량에 따라 수유 기간에 사용하여도 됩니다. 메트로니다졸
단일 용량 2g 을 처방받으면 복용 후 12~24 시간 동안 모유를 펌프로 짜낸 다음
버려서 약이 몸에서 빠져나가게 하십시오.
미숙아 또는 간이나 콩팥 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CAUTION)
사항
•
:

•
•

약물 상호 작용 처방 약이나 비처방 약, 생약, 기분 전환용 제품을 복용 중이시면
의료 제공자에게 알려주십시오. 개개의 모든 약물 상호 작용이 이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심장 질환이나 부정맥 및/또는 간이나 혈액, 신경계 질환이 있으시면 의료
제공자에게 알려주십시오.
약 복용 전 12 시간, 치료 중, 약 복용 후 24~48 시간 동안은 알코올을 섭취하거나
알코올 함유 제제(예: Nyquil )를 복용하지 마십시오.
메트로니다졸을 복용하시는 동안에는 다음 약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o 항부정맥제: 드로네다론(dronedarone)(Multaq )
o 항정신병제: 피모자이드(pimozide)(Orap ), 지프라시돈(ziprasidone)(Zeldox )
o 알코올
알코올 중독 치료제: 디설피람(disulfiram)(Antabuse )
o HIV 약: 암프레나비르(amprenavir)(Agenerase ) 경구 용액,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lopinavir/ritonavir)(Kaletra ) 경구 용액,
리토나비르(Norvir ) 경구 용액, 사퀴나비르(saquinavir)(Invirase ),
티프라나비르(tipranavir)(Aptivus )
o 기생충 치료제: 메벤다졸(mebendazole)(Vermox )
o 경구 장티푸스
장티푸스 백신(Vivotif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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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니다졸(계속
메트로니다졸 계속)
계속
Metronidazole (cont’d)

부작용(Side Effects)
• 설사, 메스꺼움, 복통, 구토, 소화 불량, 불쾌한 금속성 입맛, 짙은 소변, 발진, 가려움, 두통,
어지럼이나 팔다리에 허약, 무감각,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작, 혼돈, 어지럼, 일시적 시력 문제 등 신경계 질환이 나타나면 즉시 제공자에게 즉시
연락하고 기계류를 운전하거나 작동하지 마십시오.
• 알레르기나 피부 반응이 나타나면 의료 제공자에게 즉시 연락하십시오.
복용 방법(Instructions for Taking)
• 메트로니다졸을 식후에 복용하시면 배앓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복용을 1 회 잊으시면 기억나는 대로 바로 복용하십시오. 그러나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까우면 놓친 용량을 건너뛰고 평소 복용 시간을 다시 따르십시오. 두 배로 복용하지
마십시오.
• 메트로니다졸을 복용하는 사람은 치료 전 12 시간 및 치료 후 24~48 시간 동안 알코올을
섭취하거나 알코올 성분의 약을 복용하면 안 됩니다. 유해 반응(홍조, 두통, 구토, 경련,
매우 빠르거나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관 방법(Storage Instructions)
• 15~30°C 의 실온에 보관하십시오.
• 빛, 열, 습기로부터 보호하십시오.
• 표시된 유효 기간이 지난 약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특별 주의 사항(Special Instructions)
메트로니다졸을 세균 질증 치료용으로 복용하는 경우
• 여성 파트너가 있는 여성의 경우, 파트너가 세균 질증 검사를 받고 결과가 양성이면
치료받을 것을 권합니다.
메트로니다졸을 질편모충증 치료용으로 복용하는 경우
• 다음 시점까지 성관계를 갖지 마십시오.
o 1 회 용량 치료 후 1 주일 또는 7 일 치료 완료 시점까지 및
o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성관계 파트너 역시 치료를 받았고 또한 성관계 파트너의
치료가 시작된 이후 1 주일이 경과함
• 치료를 받지 않은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시는 경우 또는 본인이나 파트너의 치료가
완료되기 전에 성관계를 하시는 경우 재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료 제공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정보가 더 필요하시면 www.smartsexresource.com 을
보시거나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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