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클란델레이트
일반적인 이름:사이클란델레이트(sye KLAN 드 레이트) 
상표명:사이클로파스몰 약물 등급:말초혈관확장제

사이클란델레이트란?
Cyclandelate는 혈관 확장제라고 불리는 약물 종류에 속합니다. Cyclandelate는 정맥과 동맥을 이완시켜 
더 넓게 만들고 혈액이 더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다리 경련, 동맥경화증(동맥 경화), 레이노 현상 및 정맥 및 동맥의 혈류 불량과 관련된 기타 상태
와 같은 상태의 증상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yclandelate는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Cyclandelate는 이 약물 가이드에 나열된 것 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yclandelate에 대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Cyclandelate는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장의 불편함을 줄이

기 위해 음식이나 제산제와 함께 시클란델레이트를 섭취하십시오.

사이클란델레이트를 복용하기 전에 의료 제공자와 무엇을 상의해야 합니까?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심각한 관상 동맥 질환;

말초 또는 뇌혈관 질환;

녹내장, 또는

출혈 또는 혈액 문제.

임산부나 수유부가 사용하는 시클란델레이트의 안전성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아기에게 모유 
수유 중인 경우 먼저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시클란델레이트를 복용하지 마십시오.

시클란델레이트는 어떻게 복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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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확히 시클란델레이트를 복용하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면 약사, 간호사 또
는 의사에게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물 한 컵과 함께 각 복용량을 복용하십시오.

위장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음식이나 제산제와 함께 시클란델레이트를 섭취하십시오.

Cyclandelate는 일반적으로 식사 전과 취침 시간에 하루에 2-4회 복용합니다. 의사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습기와 열을 피해 실온에서 보관하십시오.

복용량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하는 즉시 놓친 복용량을 복용하십시오. 그러나 다음 복용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면 놓친 복용량을 건너뛰
고 다음 정기 복용량만 복용하십시오. 이 약을 두 번 복용하지 마십시오.

과다 복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응급 의료 처치를 받으십시오.

사이클란델레이트 과다 복용의 증상에는 현기증, 쇠약, 실신, 두통 및 희미한 심장 박동이 있습니다.

시클란델레이트를 복용하는 동안 무엇을 피해야 합니까?
cyclandelate로 치료하는 동안 음식, 음료 또는 활동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의사로부터 받은 특별 지침
을 따르십시오.

사이클란델레이트 부작용
알레르기 반응(호흡 곤란, 목이 막힘, 입술, 혀 또는 얼굴의 부기, 두드러기)이 나타나면 시클란델레이트 복
용을 중단하고 응급 의료 처치를 받으십시오.

기타 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이클란델레이트를 복용하고 다
음과 같은 경우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속쓰림, 위장 장애 또는 트림;

홍조;

두통;

빠른 심장 박동; 또는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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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나열된 것 이외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보이거나 특히 귀찮은 부작용에 대해 의사
와 상담하십시오.

어떤 다른 약물이 cyclandelate에 영향을 줍니까?
고혈압 및 기타 심장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약물은 시클란델레이트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것 이외의 약물도 시클란델레이트와 상호 작용하거나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방전이나 
비처방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Cyclandelate 약물 상호 작용(자세한 내용)

추가 정보
귀하의 약사는 귀하가 읽을 수 있는 건강 전문가용으로 작성된 cyclandelate에 대한 추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약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Cyclandelate는 이전에 Cyclan 및 Cyclospasmol이라는 상표명으로 200mg 및 400mg 캡슐로 처방전이 
가능했습니다. Cyclandelate는 이전에 일반 정제 제형으로도 사용 가능했습니다. 특히 이 약이 처음인 경우 
약사에게 이 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 약과 다른 모든 약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절대로 다른 사람과 약을 
공유하지 말고, 이 약을 처방된 표시에만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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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1996-2022 Cerner Multum, Inc. 버전: 3.04. 수정 날짜: 2/13/04 오후 4:00:53

https://www.drugs.com/mtm/cyclandelate.html 3/3

https://www.drugs.com/drug-interactions/cyclandelate.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