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믹 정

사용상의 주의사항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1. .1. .1. .1. .

폐기종 만성 기관지염 천식 등의 호흡장애 환자폐기종 만성 기관지염 천식 등의 호흡장애 환자폐기종 만성 기관지염 천식 등의 호흡장애 환자폐기종 만성 기관지염 천식 등의 호흡장애 환자1) ,1) ,1) ,1) ,

녹내장 환자녹내장 환자녹내장 환자녹내장 환자2)2)2)2)

전립선비대 환자전립선비대 환자전립선비대 환자전립선비대 환자3)3)3)3)

임부 및 수유부임부 및 수유부임부 및 수유부임부 및 수유부4)4)4)4)

세 이하의 소아세 이하의 소아세 이하의 소아세 이하의 소아5) 155) 155) 155) 15

부작용부작용부작용부작용2.2.2.2.

때때로 항콜린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때때로 항콜린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때때로 항콜린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때때로 항콜린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1) .1) .1) .1) .

낮에 졸음이 나타날 경우에는 용량을 감소한다낮에 졸음이 나타날 경우에는 용량을 감소한다낮에 졸음이 나타날 경우에는 용량을 감소한다낮에 졸음이 나타날 경우에는 용량을 감소한다2) .2) .2) .2) .

일반적 주의일반적 주의일반적 주의일반적 주의3.3.3.3.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 없이 다른 약물과 병용하거나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 없이 다른 약물과 병용하거나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 없이 다른 약물과 병용하거나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 없이 다른 약물과 병용하거나1)1)1)1)

주 이상 투여하지 않는다주 이상 투여하지 않는다주 이상 투여하지 않는다주 이상 투여하지 않는다2 .2 .2 .2 .

이 약 투여시 졸음이 올 수 있으므로 취침시 투여한이 약 투여시 졸음이 올 수 있으므로 취침시 투여한이 약 투여시 졸음이 올 수 있으므로 취침시 투여한이 약 투여시 졸음이 올 수 있으므로 취침시 투여한2)2)2)2)

다다다다....



과도한 진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고소작업이나 자과도한 진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고소작업이나 자과도한 진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고소작업이나 자과도한 진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고소작업이나 자3)3)3)3)

동차 운전 등 위험이 수반되는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동차 운전 등 위험이 수반되는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동차 운전 등 위험이 수반되는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동차 운전 등 위험이 수반되는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주의한다주의한다주의한다....

음주후 또는 음주시에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음주후 또는 음주시에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음주후 또는 음주시에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음주후 또는 음주시에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4) .4) .4) .4) .

상호작용상호작용상호작용상호작용4.4.4.4.

이미프라민계 항우울약 항파킨슨제 디소피라미드와 병이미프라민계 항우울약 항파킨슨제 디소피라미드와 병이미프라민계 항우울약 항파킨슨제 디소피라미드와 병이미프라민계 항우울약 항파킨슨제 디소피라미드와 병, ,, ,, ,, ,

용시 요폐 변비 등의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용시 요폐 변비 등의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용시 요폐 변비 등의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용시 요폐 변비 등의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한다한다한다한다....

저장상의 주의저장상의 주의저장상의 주의저장상의 주의5.5.5.5.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