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그릴정
활성 물질:카페인 / CYCLIZINE 염산염 / 에르고타민 타르트레이트

(26.25cm)

전단지 삽화에는 중립 코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접기

(26.25cm)

세 번째 접기

(26.25cm)

두 번째 접기

(26.25cm)

첫 번째 접기

패키지 전단지: MIGRIL® 태블릿 사용자를 위한 정보

Ergotamine Tartrate 2mg, Cyclizine Hydrochloride 50mg 
및 Caffeine Hydrate 100mg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이 안내서를 
모두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 이 전단지를 보관하십시오. 치료를 받는 
동안 다시 읽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담당 의사 또는

제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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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은 당신을 위해 처방되었습니다. 다
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마십시오. 증상이 귀
하와 동일하더라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 부작용이 심각하거나 이 책자에 기재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의사 또
는 약사에게 알리십시오.
이 전단지에서:
1. Migril® 정제의 정의와 용도
2. Migril® 정제를 복용하기 전에
3. Migril® 정제 사용법
4. 가능한 부작용
5. Migril® 정제 보관 방법
6. 추가 정보
1. Migril® 정제의 정의와 용도

8번째 접기

(26.25cm)

7번째 접기

(26.25cm)

6번째 접기

(26.25cm)

5번째 접기

(26.25cm)

약의 이름은 Migril® Tablets입니다. 이 정제는 혈관수축제 및 항구토제라고 하는 
의약품 그룹에 속합니다. 혈관 수축제는 혈관을 좁게 만들고 항구토제는 당신의 느
낌과 병을 멈추게 합니다.

Migril® 정제는 편두통 치료에 사용되어 증상을 완화하고 발작이 악화되는 것
을 막습니다.
2. Migril® Tablet을 복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경

우 Migril® Tablet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 에르고타민 타르트레이트, 사이클리진 염산염, 카페인 수화물 또는 이 약의 
다른 성분에 알레르기(과민반응)가 있는 경우(섹션 6, 추가 정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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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 또는 간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협심증, 관상 동맥 심장 질환 또는 고혈압을 앓고 있는 경우

• 측두 동맥염을 앓고 있는 경우
• 간, 피부 또는 혈액에 영향을 미치는 포르피린증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되어 다리에 경련과 같은 통증이 
있는 경우
• 갑상선 기능 항진증(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경우
• 세균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약을 복용 중입니다(예: 퀴누프리스틴, 달포프리스
팀, 아지트로마이신, 에리트로마이신 또는 클라리스로마이신).
• 바이러스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약을 복용 중입니다(예: 암프레나비르, 리토
나비르, 넬피나비르 또는 인디나비르와 같은 프로테아제 억제제).
• 진균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약(예: 케토코나졸 또는 이트라코나졸)을 
복용 중입니다.
• 궤양 치료에 사용되는 약(예: 시메티딘)을 복용 중입니다.
•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희망하거나 모유 수유 중인 경우. Migril® 정제는 어린
이에게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 간염이 있는 경우

•
•
•
•
•
•
•

당신은 빈혈이 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장이 막힌 경우 
전립선이 부어 있는 경우

녹내장(안구의 높은 압력)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을 통과하는 데 문
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노인입니다.

다른 약 복용
처방전 없이 구입한 약을 포함하여 다른 약을 복용 중이거나 최근에 복용한 경우 
의사나 약사에게 알리십시오.

다음 약물은 이 약의 치료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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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il® 정제:
• 베타 차단제: 고혈압, 심부전 또는 협심증 치료에 사용되며 편두통 치료에 처방되었
을 수 있습니다.
• 편두통 치료에 사용되는 기타 의약품(예: 졸미트립탄, 알모트립탄, 수마트립
탄, 리자트립탄. 프로바트립탄). Migril® Tablets 복용 후 24시간 동안 이러한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약을 복용한 후 6시간 동안 Migril® 
Tablets를 복용하지 마십시오.

• eletriptan(편두통 치료에 사용). Migril® Tablets 복용 후 24시간 동안 이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eletriptan 복용 후 24시간 동안 Migril® 
Tablets를 복용하지 마십시오.
• 사퀴나비르(HIV 및 기타 바이러스 감염 치료에 사용)
• 메트로니다졸(특정 유형의 감염 치료에 사용)
• 멕실레틴(심장 불규칙성을 치료하는 데 사용)
• 디설피람(알코올 의존 치료에 사용)
• 리튬(조울증 치료에 사용)
• 클로트리마졸 및 플루코나졸(진균 감염 치료에 사용)
• 페니토인(간질 치료에 사용)
• 글리세릴 트리니트레이트(협심증 완화에 사용)
• 디아제팜(불안이나 불면증 치료에 사용)
• 아트로핀(장 경련 치료에 사용되거나 마취 전 예비 약물로 사용)

• 경구 피임약(The Pill), 호르몬 주사 또는 호르몬 대체 치료(HRT)

• 천명(예: 테오필린) 및 충혈 완화제(예: 페닐에프린 또는 슈도에페
드린) 치료에 사용되는 약
•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예: 네파조돈, 플루옥세틴   및 플루복사민), 삼
환계 항우울제(예: 도티에핀, 아미트립틸린) 및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
(MAOI, 예: 페넬진)
• 퀴놀론(예: 시프로플록사신) 또는 테트라사이클린과 같은 세균 감염 치료에 사
용되는 기타 의약품.
음식 및 음료와 함께 Migril® 정제 복용
• 자몽 주스는 부작용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제를 복용하는 동
안 피해야 합니다.
•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임
신과 모유 수유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희망하거나 모유 수유 중인 경우 Migril® Tablet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 및 기계 사용
이러한 정제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경우 운전하거나 기계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Migril® 정제의 일부 성분에 대한 중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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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은 유당과 포도당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설탕에 대한 과민증이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다면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103819/4

아트워크 체크박스 제품 :

고객 :
FP 코드:
공장 위치:
치수:
약품 번호:
SAP 코드 번호:
텍스트 글꼴 크기: 파
일 이름:
소프트웨어 :
서체:
아트워크(세부 사항)
받은 날짜:
증거 개정:
검은색

Migril 정제 - 100 정제 
Wockhardt UK
FP2128
다만(카다이야)
(폭) 177 x (높이) 210mm 

2587
222744
7pt
Migril Tablets_Leaflet_103819-3.ai 
Adobe Illustrator CS5
Arial Regular / Bold 2017년 7
월 25일 및 8월 3일
R 첫 번째 PDF가 8월 3일에 전송되었습니다. 
2017 R 2차 PDF 전송 - 8월 8일. 2017년

CHANGE CONTROL : 크기/레이아웃 변경으로 인한 버전 변경

규제
비규제
세부 변경 사항: • 텍스트 수정('메타바이설페이트'에서 '메타바이설페이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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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phosuccinate'에서 'sulfosuccinate'로 & 6번 항목에
서 추가 단어 'take' 제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즉시 의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손이나 발에 청색증, 차가움, 무감각 또는 따끔거림이 나타나는 경우

• 대부분의 날 두통이 있고 이 약을 더 많이 복용해야만 완화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있는 경우 의사나 약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 두통, 메스꺼움, 구토, 구강 건조
• 변비, 복통, 설사
• 졸음, 현기증(현기증 포함)
• 혼란, 불안 또는 우울증
• 환각 경험
• 불면증을 포함한 수면 장애
• 물 통과의 어려움
• 근육 경련, 관절 통증 또는 다리 통증
• 복부 통증 및 한쪽 다리의 부기
• 피부의 부기 또는 가려움증
• 손과 발 또는 바늘과 바늘이 차가움과 희어짐
• 피부에 따끔거림 또는 무감각
•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전반적으로 약한 느낌
• 흐릿한 시야 또는 기타 시각 장애(편두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음).

보고된 다른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압의 증가 또는 감소, 실신
• 빠르고 약한 맥박, 느리거나 불규칙한 심장 박동 또는 심장 박동 감각이 높
아짐

첫 번째 접기

(26.25cm)

두 번째 접기

(26.25cm)

세 번째 접기

(26.2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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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접기

(26.25cm)

6. 추가 정보

Migril® 정제의 모양 및 포장 내용물 각 흰색 원형 정제는 같은 면에 CP와 
'A4A'라는 점수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100정의 병으로 제공됩니다.

기타 형식
점자, 큰 활자 또는 오디오로 된 이 정보의 사본을 듣거나 요청하려면 무료 전화: 
0800 198 5000(영국만 해당)

5번째 접기

Migril® 정제에 포함된 것
활성 성분은 에르고타민 타르트레이트 2mg, 사이클리진 염산염 
50mg 및 카페인 수화물 100mg입니다.
다른 성분은 유당, 옥수수 전분, 액체 포도당 및 포도당, 아마란스, 디옥틸 황산
나트륨, 젤라틴, 메타중황산나트륨 및 스테아르산마그네슘입니다.

(26.25cm)

어떤 약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소수의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
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하면 즉시 의료 도움을 받으십시오.

• 발진, 가려움증, 호흡 곤란.

의약품은 폐수나 가정 쓰레기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
은 약을 폐기하는 방법은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러한 조치는 환경을 보호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번째 접기

모든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Migril® 정제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만 모든 사람
이 겪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용량을 초과하거나 이 전단지에 명시된 것보다 더 자
주 정제를 복용하지 마십시오. 이는 다른 심각한 부작용뿐만 아니라 이 약에 대한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25°C 이상에서 보관하지 마십시오. 원래 용기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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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를 다른 용기로 옮기십시오.
• 라벨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또는 변색 등의 변질의 징후가 있는 경우
에는 이 약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만료 날짜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나타냅니
다.

(26.25cm)

4. 가능한 부작용

5. Migril® 정제 보관 방법

다음 정보를 제공할 준비를 하십시오. 제품 이름

참조 번호

미그릴 정제

29831/0090

국립맹검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마케팅 허가 보유자:

Wockhardt UK Ltd., Ash Road North, Wrexham, LL13 9UF, UK. 
제조사:
CP Pharmaceuticals Ltd., Ash Road North, Wrexham, LL13 9UF, UK.

7번째 접기

Migril® 정제 복용을 잊은 경우
복용량을 잊은 경우 기억하는 즉시 다른 복용량을 복용하십시오. 다음 복용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면 놓친 복용량을 전혀 복용하지 마십시오. 놓친 것을 보충하기 위
해 두 번 복용하지 마십시오.

부작용 보고
부작용이 있는 경우 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여기에는 이 전단지에 나열되지 
않은 가능한 모든 부작용이 포함됩니다. 
www.mhra.gov.uk/yellowcard에서 
Yellow Card Scheme을 통해 직접 부작용을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을 보고함으로써 이 약의 안전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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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cm)

복용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Migril® Tablet을 복용한 경우
귀하(다른 사람 또는 어린이)가 귀하가 가장 가까운 병원 재해 부서나 담당 의
사에게 즉시 연락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제를 복용하는 경우. 비어 있더
라도 항상 용기를 가지고 다니십시오.

폐쇄각 녹내장
신체 동맥의 혈액 공급 감소 또는 응고 또는 심장 동맥의 뇌 막힘

가슴 통증 또는 숨가쁨 폐 조직이 두꺼워짐 떨
림 및 경련

회저
피부 열의 청색증

출혈이나 쉽게 멍이 드는 경향을 일으키
는 혈액의 변화.

제품 라이센스 번호: PL 29831/0090 이 전단지는 
2015년 8월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었습니다.
Migril®은 CP Pharmaceuticals Limited ©1998 103819/4의 상표
입니다.
222744

8번째 접기

의사가 지시한 대로 항상 Migril® 정제를 복용하십시오. 의사가 적절한 복용량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약사의 라벨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확인하
면 얼마나 많은 정제를 복용하고 얼마나 자주 복용해야 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의사와 합의한 용량 이상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인의 일반적인 복용량은 편두통의 첫 징후가 나타난 후 가능한 한 빨리 1정
입니다.
• 경우에 따라 30분 간격으로 1/2에서 1정의 추가 용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
다.
• 한 번의 공격 중에 4정을 초과하여 24시간 동안 3정을 초과하여 복용하지 마
십시오. 더 이상 복용하기 전에 최소 4일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 일주일에 6알 이상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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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에 Migril® 정제를 2회 이상 복용하지 마십시오. 정기적으로 또는 편두통 
발작을 예방하기 위해 Migril® Tablet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규칙적인 사용은 의
존성 및 '반동 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정제를 더 자주 복용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26.25cm)

3. Migril® 정제 사용법

추가 정보
이 페이지에 표시된 정보가 귀하의 개인 상황에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면 항상 의료 제공자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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