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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로푸란토인
Nitrofurantoin

니트로푸란토인(일수소화 및 거대 결정 형태: Macrobid®)은 하부 요로 감염 치료나 예방에
사용하는 항생제입니다.
알레르기(Allergies)
• 니트로푸란토인(Macrobid®)이나 단트롤렌(dantrolene)(Dantrium®)에 알레르기나
민감성이 있으시면 의료 제공자에게 알려주십시오.
• 니트로푸란토인 복용 중 가려움, 두드러기, 심한 알레르기 반응(얼굴, 눈, 손, 발의
부기, 입의 저림/부기, 가슴이 답답함, 호흡 곤란)이 나타나면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임신과 수유(Pregnancy and Chest/Breastfeeding)
• 니트로푸란토인은 만삭(임신 38~42 주), 진통, 분만 시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 니트로푸란토인은 생후 1 개월 미만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산모에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 니트로푸란토인은 모니터를 하지 않는 한 G6PD(6-인산 포도당 탈수소 효소)
결핍이라고 하는 혈액병이 있는 젖먹이에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주의 사항(CA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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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경우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십시오.
• 콩팥병이나 요로 이상(예: 소변 배출 저하)이 있는 경우
• 간 질환이 있거나 전에 간 문제로 니트로푸란토인을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 폐 반응이나 증상(일반적인 허약 또는 불편감, 숨참, 기침, 열, 오한, 가슴
통증/압박감)이 있는 경우
• 손이나 팔, 다리, 발에 저림이나 무감각, 작열통이 있는 경우. 다음 상황에서
니트로푸란토인을 사용하면 심한 말초 신경병증(신경 손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o 빈혈(적혈구 수 저하)
o 콩팥병
o 당뇨병
o 전해질 불균형
o 비타민 B 결핍
o 신경 손상 장애
• 심각한 설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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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로푸란토인(계속
니트로푸란토인 계속)
계속
Nitrofurantoin (cont’d)
부작용(Side
Effects)
부작용
•
•
•

두통, 어지럼, 흐려 보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메스꺼움, 구토, 배앓이, 통증
소변 색깔의 변화(짙은 색, 황갈색-갈색)

복용 방법(Instructions
for Taking)
방법
•
•

•

의료 제공자가 지시하는 용량을 따르십시오. 증상이 가라앉아도 지시대로 복용을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이나 우유와 함께 복용하면 배앓이를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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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 방법(Storage
Instructions)
방법
•
•
•
•

의 실온에 보관하십시오.
빛 열 습기로부터 보호하십시오.
표시된 유효 기간이 지난 약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20~25°C
, ,

특별 주의 사항(Special
Instructions)
사항
•
•

증상이 3 일 안에 나아지지 않거나 악화하면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치료를 마친 후에도 소변 색깔이 계속 짙거나, 옅은 색의 변을 보거나, 설사(혈변
포함), 메스꺼움, 구토, 식욕 상실, 상복부 통증, 피부나 눈이 노래짐, 그 외 주의
사항 난에 언급된 증세가 있으시면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정보가 더 필요하시면 www.smartsexresource.com 을
보시거나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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