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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길 태블릿

제조사 :
얀센제약

구성 :
신나리진, 돔페리돈

처방:
필요하지 않음

이 약의 상호 작용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거나 특정 음식이나 음료와 혼합하면 약물 상호작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질병과의 상호작용 신장병 
중등도
Stugil Tablet은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주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쇠약이 심각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부
분 수정 및 보안 검사를 권장합니다. 간 질환 중등도

간 기능 장애를 경험하는 경우 Stugil 정제를 주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부분 수정과 웰빙 관찰은 특히 약
점이 지시하기 쉬운 경우 권장됩니다. 극도의 장애에 대해서는 이 약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장질환 전공
Stugil 정제는 내부 죽어가는, 위장 및 소화관의 장애물 또는 구멍과 같은 진정한 장 문제가 있는 개인에게 특별한 경
계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체 의약품의 사용이 촉진됩니다.

알코올 주류와의 상호 작
용
술과의 상호작용은 불분명하다. 사용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랩 테스트와
의 상호 작용
랩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음식과의 상호작용
자양물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의학과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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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마돌 전공
Tramadol 또는 Opioid 계열이 있는 다른 약의 사용을 전문의에게 보고하십시오. 이 경우 합리적인 부분 수정 및 보안 
관찰을 권고합니다.
케토코나졸 전공
케토코나졸 또는 기생충 약의 다른 적의 사용을 전문의에게 보고하십시오. 부작용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의 
공동 구성은 처방되지 않습니다. 전문의와 상의하지 않고 약물 사용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에리스로마이신 전공
전문가에게 에리스로마이신 사용을 보고하십시오. 부작용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의 공동 구성은 제안
되지 않습니다. 전문의와 상의하지 않고 처방전 사용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브로모크립틴 보통
두 약물의 사용을 전문의에게 보고하십시오. 이 약들을 함께 처방해야 하는 경우 일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
의와 상의 없이 약물 사용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시사프라이드 전공

두 약의 사용을 전문의에게 보고하십시오. 이러한 약물의 공동 구성은 처방되지 않으며 옵션의 활용이 권장됩니다. 전문
의와 상의 없이 약물 사용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Stugil 정제는 어디에서 승인됩니까?
인도
일본

복용 지침은 무엇입니까?
누락된 복용량 지침이 있습니까?
놓친 복용량을 건너뛰고 적절한 시간에 다음 예정된 복용량으로 재개하십시오. 놓친 복용량을 보충하기 위해 복용량을 두 
배로 늘려서는 안됩니다.
과다 복용 지침이 있습니까?
과다 복용이 의심되는 경우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과량투여의 증상은 졸음, 초조, 경련을 포함할 수 있으며 영유아
에서 더 만연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위세척을 포함한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Stugil Tablet의 대체품은 무엇입니까?
아래는 슈투질정과 성분, 함량, 형태가 동일하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목록입니다.

시니론 D 정제
Biochem 제약 산업 Kvert D 15Mg/
20Mg 정제
키비 연구소 주식회사

Cindom 15 Mg/20 Mg 정제 
Tas Med India Pvt Ltd
버티덤 태블릿
Geno Pharmaceuticals Ltd 
Synadom 15 Mg/20 Mg 정제 Bsp 
Pharmaceut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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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ERAX-D 15MG/20MG 타블렛 Rax 
Health Care Pvt Ltd
Spinil D 15 Mg/20 Mg Tablet 
Alchemist Life Science Ltd 
Rhizand 15 Mg/20 Mg Tablet 
Cure Quick Pharmaceuticals 
Domax Cz Tablet
어머니 구제
Domfast Cz 15 Mg/20 Mg 정제 
Swiss Pharma Pvt Ltd
AUGZIN 15MG/20MG 타블렛 
Auriga Labs
Qvert D 15 Mg/20 Mg 정제 
Pegasus Farmaco India Pvt 
Ltd Trudom 15 Mg/20 Mg 정제 
Genesis Biotech Inc
Novadom C 태블릿
Pacific Drugs & Chemicals 
Vertirid D 15 Mg/20 Mg 정제 
RKG Pharma
CINRON 15MG/20MG 타블렛 맨 
서브 파마
Stedidom 15 Mg/20 Mg 정제 Morepen 
Laboratories Ltd Cinn D 15 Mg/20 Mg 
정제 Curagen Biological 
Pharmaceuticals Domitin C 15 Mg/20 
Mg Capsule Navil Laboratories Pvt 
Ltd
Domgil 15 Mg/20 Mg 타블렛 Kinedex 
Healthcare Pvt Ltd DOMLEY-C 15MG/
20MG 타블렛 Zodley Pharmaceuticals 
Pvt Ltd Cinidom 15 Mg/20 Mg 타블렛 
Eskag Pharma Pvt Ltd

Domcin 15 Mg/20 Mg 정제 
Intel Pharmaceuticals
Cinadew 15Mg/20Mg 정제 이
슬 방울 연구소

Stugil 정제의 주요 하이라이트
효과 지속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 약의 효과는 최대 6시간 지속됩니다. 행동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이 약의 최대 효과는 투여 후 30~60분 이내에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임신 경고가 있습니까?

잠재적인 이점이 관련된 위험을 능가하지 않는 한 이 약은 임산부에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약이 태아에 미
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 형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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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 형성 경향은 보고되지 않았다. 모유 수유 
경고가 있습니까?
이 약은 영아에게 부작용의 위험이 있으므로 수유부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약을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고 잠재적인 이점과 위험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Stugil Tablet의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이 약은 의도한 효과 외에도 원치 않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부작용의 완전한 목록이 아닙니다.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얼굴, 입술, 눈꺼풀, 혀, 손, 발의 붓기 주요 덜 흔함 호흡 곤란 주요 흔

피부 발진 중등도 흔함 경련 중등도 흔함 심장 박동 장
애 주요 드물게 월경 주기 장애 중등도 드물게 유방 통
증 및 압통 보통 덜 흔함 구강 건조 중등도 흔함

성욕 상실 중등도 덜 일반적 남성의 성장과 
같은 유방 중등도 희귀

Stugil Tablet의 금기 사항은 무엇입니까?
알레르기
Stugil Tablet은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뇌하수체 종
양
Stugil Tablet은 뇌하수체 종양이 있는 사람에게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심장 질환

Stugil Tablet은 울혈성 심부전과 같은 활동성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Stugil 정제는 언제 처방됩니까?
메스꺼움과 구토
Stugil Tablet은 화학 요법 또는 소화기 계통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역 및 구토를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사용됩니다.
위 운동 장애
Stugil 정제는 또한 지연되거나 급한 위 배출을 포함할 수 있는 위 운동 장애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Stugil 정제 정보
도파민 반대자들이 약물을 모으는 조각인 Stugil 정제는 위장 문제를 겪고 있는 개인과 더 나아가 파킨슨병에 대한 특정 
약을 복용하는 개인의 토하는 경향과 메스꺼움을 유지합니다. 이 약은 위의 통로에 가까운 근육을 고정하고 출구에 있는 
근육을 느슨하게 합니다. 이 활동은 당신이 소비하는 영양의 죽음을 가속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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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소화관으로 연결하여 메스꺼움과 무질서한 감정을 줄이고 추가로 분출을 방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역류하는 마음
의 집중을 자극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메스꺼움과 들뜬 감정을 감소시킵니다.

Stugil 정제는 도파민 반대자로 알려진 약물 조립의 조각입니다. 그것은 위염이나 당뇨병과 관련된 대부분의 위장관에
서 중간 정도의 부분을 치료하는 데 매우 잘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경험하는 개인의 경우 Stugil 정제는 토, 질
병, 부기 및 포만감의 징후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파킨슨 병과 관련된 분출 및 메스꺼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처방은 위를 빠르게 배출하여 메스꺼움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것은 또한 집중(heaving focus)이라고 불리
는 대뇌 조각의 자극을 줄이거나 제곱합니다. 장에서 나오는 신경 메시지가 억제되고 메스꺼움과 역류의 감정이 상쇄됩
니다.

Stugil 정제의 일반적인 부분은 10mg이며 일반적으로 저녁 식사 15-30분 전에 복용합니다. 성인을 위해 처방되는 가장 
큰 부분은 30mg입니다. 귀하의 신체에 맞는 부분은 귀하의 체중, 현재 복용하고 있는 다양한 약 및 귀하의 웰빙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해당 금액만큼만 Stugil Tablet을 복용하도록 보장하십시오. 일부를 놓친 경우 
나중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친 과거를 보충하기 위해 두 부분을 함께 섭취하지 마십시오. 과다 복용
은 당혹감, 현기증, 근육 또는 패리티 제어 상실 또는 대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 약을 복용하지 않도록 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위장 또는 소화관의 배액 문제 또는 막힘 뇌하수체 종양

심장병
혈액 내 마그네슘, 칼륨 또는 칼슘의 부정확한 수치 극도/중등도 간 쇠약

Stugil Tablet 복용의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은 장의 느슨함, 뇌성 통증, 두통, 구강 건조 또는 가슴 통증이 있을 수 있습
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극히 정상적이지 않으며 며칠 안에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즉시 회복을 고려하고 Stugil Tablet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심장 박동의 
불일치

불안정하거나 희미한 감정
호흡곤란, 목이나 얼굴의 부종 월경불순

유륜에서 분비되는 젖 분비 남성의 가슴
이 부어오름

아직 상담이 없습니다.

의사에게 물어보세요(/askquestion/)

도움이 되셨나요?
귀하의 피드백은 제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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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명이 유용하다고 생각함

(https://www.facebook.com/lyflink.in)
(https://plus.google.com/112483408314968322009)

(https://twitter.com/lyflink/)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19년 6월 25일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오류 보고

의사를 찾고 계십니까?

가까운 최고의 의사와 약속을 예약하십시오.

지금 예약(/search/의사/)

부인 성명
우리는 여기에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 정보이며 완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
지만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 진단 또는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Lyflink는 의약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에 대한 참조 출처만을 제공하며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성 또는 완전성. 어떤 약물 또는 그 조합에 대한 
웨이밍이 없다고 해서 해당 약물 또는 조합이 주어진 환자에게 안전하거나 효과적이거나 적절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Lyflink는 위에 제공된 정보의 도움으로 관리되는 의료의 측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약에 대해 의심이 가는 경우 의사, 간호사 또는 의료 제공자와 상담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자세한 이용약관 보기여기(/의약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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