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코비 200 mg/25 mg 필름코팅정
엠트리시타빈/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이 책자에는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이 안내서를 모두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 이 전단지를 보관하십시오. 다시 읽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세요.
- 이 약은 당신에게만 처방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마십시오. 질병의 징후가 귀하와 동일하더라

도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는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여기에는 이 전단지에 나열되지 않은 가능한 모든 부작
용이 포함됩니다. 섹션 4를 참조하십시오.

-

이 전단지에 있는 내용

1. Descovy의 정의와 용도
2. 데스코비를 복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3. 데스코비 복용법
4. 가능한 부작용
5. 데스코비 보관 방법
6. 팩의 내용물 및 기타 정보

1. Descovy의 정의와 용도

Descovy에는 두 가지 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엠트리시타빈,뉴클레오사이드 역전사효소 억제제(NRTI)로 알려진 유형의 항레트로바이러스제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NtRTI(뉴클레오티드 역전사효소 억제제)로 알려진 유형의 항레트로
바이러스제

•

Descovy는 바이러스 증식에 필수적인 역전사 효소의 작용을 차단합니다. 따라서 Descovy는 신체의 
HIV 양을 줄입니다.

Descovy는 다른 의약품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1(HIV-1) 감염의 치료체
중이 35kg 이상인 12세 이상의 성인 및 청소년.

2. 데스코비를 복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데스코비를 복용하지 마십시오
• 엠트리시타빈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또는 이 약의 다른 성분(이 전단지

의 섹션 6에 나열됨).

경고 및 주의 사항

Descovy를 복용하는 동안 계속 의사의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HIV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이 약을 복용할 때 효과적인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으로 위험
이 낮아졌지만.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약은 HIV 감염 치료제가 아닙니다. Descovy를 복용하는 동안 여전히 HIV 감염과 관련된 감염 또는 기타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TITLE - EMTRICITABINE + TENOFOVIR ALAFENAMIDE / DESCOVY MEDICATION 
PATIENT INFORMATION IN KOREAN

Source : Medicines Org UK

www.911globalmeds.com/buy-emtricitabine-tenofovir-alafenamide-descovy-online
https://www.medicines.org.uk/emc/files/pil.2108.pdf


Descovy를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 간 문제가 있거나 간염을 포함한 간 질환을 앓은 경우.항레트로바이러스제로 치료를 받는 만성 B형 
또는 C형 간염을 포함한 간 질환 환자는 심각하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간 합병증의 위험이 더 높습
니다. B형 간염에 감염되면 의사는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B형 간염 간 감염이 있는 경우,Descovy 복용을 중단하면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의
하지 않고 Descovy 복용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섹션 3,Descovy 복용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 귀하의 의사는 귀하의 바이러스에 특정 내성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귀하에게 Descovy를 처방하지 않기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Descovy는 귀하의 신체에서 HIV의 양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거나 검사 결과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경우.의사는 Descovy를 시작
할 때와 치료하는 동안 신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지시할 수 있습
니다.

•

데스코비를 복용하는 동안

Descovy 복용을 시작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

염증 또는 감염의 징후 관절 통증, 강직또
는뼈 문제

→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에게 알리십시오.자세한 내용은 섹션 4,가능한 부작용.

Descovy에서 신장 문제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장기간 Descovy를 복용하면 신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이 있습니다(참조경고 및 주의 사항).

어린이 및 청소년

이 약을 어린이에게 주지 마십시오11세 이하 또는 체중 35kg 미만. 11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한 Descovy
의 사용은 아직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기타 의약품 및 데스코비

다른 약을 복용 중이거나 최근에 복용했거나 복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사나 약사에게 알리십시오.
Descovy는 다른 의약품과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혈액 내 Descovy 또는 기타 의약품의 양
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부작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사가 복용량을 조정하거나 혈액 수치를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B형 간염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다음을 포함하는 약과 함
께 Descovy를 복용해서는 안됩니다.
•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 라미부딘
• 아데포비르 디피복실

→ 의사에게 알리십시오이러한 약을 복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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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형의 약:
다음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 항생제,다음을 포함하는 결핵을 포함한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 리파부틴, 리팜피신 및 리파펜틴 HIV 치료
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
- 엠트리시타빈 및 티프라나비르 항경련제,다음과 
같은 간질 치료에 사용됩니다.
- 카르바마제핀, 옥스카르바제핀, 페노바르비탈 및 페니토인 허브 요법
다음을 포함하는 우울증 및 불안 치료에 사용:
- 세인트 존스 워트(천공과)

•

•

•

→ 이 약이나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의사에게 알리십시오.의사에게 연락하지 않고 치료를 중단하
지 마십시오.

임신과 모유 수유

•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 임신 중이거나 아기를 가질 계획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이 약을 복용하
기 전에 의사나 약사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임신하면 즉시 의사에게 알리고 귀하와 귀하의 자녀에게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의 잠재적 이점과 
위험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

임신 중에 데코비를 복용한 경우 의사는 자녀의 발달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기적인 혈액 검사 및 기타 
진단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임신 중에 NRTI를 복용한 어린이의 경우 HIV에 대한 보호로 
인한 이점이 부작용의 위험보다 더 큽니다.

Descovy로 치료하는 동안 모유 수유를 하지 마십시오.이것은 이 약의 활성 물질 중 하나가 모유로 전달되
기 때문입니다.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것
이 좋습니다.

운전 및 기계 사용
Descovy는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데스코비를 복용할 때 어지러움을 느낀다면 운전을 하지 말고 도구나 기계를 사용
하지 마십시오.

데스코비에는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약은 정제당 1mmol 미만의 나트륨(23mg)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즉, 본질적으로 '무나트
륨'입니다.

3. 데스코비 복용법

의사가 지시한 대로 항상 이 약을 복용하십시오.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의사 또는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권장 복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음식의 유무에 관계없이 매일 1정
체중이 35kg 이상인 12세 이상의 청소년:음식의 유무에 관계없이 매일 1정

쓴맛이 나므로 씹거나 부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제를 통째로 삼키기 어려운 경우 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 복용량을 얻으려면 태블릿의 두 반쪽
을 차례로 복용하십시오. 분할된 정제를 보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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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의사가 권장하는 용량을 복용하십시오.이것은 귀하의 약이 완전히 효과적인지 확인하고 치료에 
대한 내성이 생길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가 지시하지 않는 한 복용량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투석 중인 경우,투석 완료 후 Descovy의 일일 복용량을 복용하십시오.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데스코비를 복용하는 경우

Descovy의 권장 용량보다 더 많이 복용하는 경우 이 약의 부작용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섹션 4,가
능한 부작용).

즉시 의사나 가까운 응급실에 연락하여 조언을 받으십시오. 복용한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정제 병을 보관
하십시오.

데스코비 복용을 잊은 경우

Descovy의 복용량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용량을 놓친 경우:
• 18시간 이내에 알게 된 경우일반적으로 Descovy를 복용하는 시간 중 가능한 한 빨리 정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평소와 같이 다음 복용량을 복용하십시오.
18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일반적으로 Descovy를 복용한 후에는 놓친 복용량을 복용하지 마십시
오. 기다렸다가 평소 시간에 다음 복용량을 복용하십시오.

•

데스코비 복용 후 1시간 이내에 구토를 했다면,다른 태블릿을 가져 가라.

Descovy 복용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Descovy 복용을 중단하지 마십시오.Descovy를 중단하면 향후 치료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Descovy를 중단한 경우 Descovy 정제 복용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Descovy의 공급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의사나 약사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으십시오. 며칠이라도 약을 중
단하면 바이러스 양이 증가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질병을 치료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HIV 감염과 B형 간염이 모두 있는 경우,의사와 먼저 상의하지 않고 데스코비 복용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를 중단한 후 몇 달 동안 혈액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성 간질환이나 간경
변증이 있는 일부 환자에서 치료를 중단하면 간염이 악화되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즉시 의사에게 알리십시오치료를 중단한 후의 새롭거나 특이한 증상, 특히 B형 간염 감염과 
관련된 증상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약의 사용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의사 또는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4. 가능한 부작용

모든 약과 마찬가지로 이 약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겪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심각한 부작용: 즉시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 염증이나 감염의 징후.진행성 HIV 감염(AIDS)이 있고 과거에 기회 감염(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에
게서 발생하는 감염)이 있었던 일부 환자의 경우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가 시작된 직후 이전 감염
으로 인한 염증의 징후 및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DVY-21-12689



신체의 면역 반응이 개선되어 신체가 뚜렷한 증상 없이 존재했을 수도 있는 감염과 싸울 수 있습
니다.
자가면역질환(면역 체계가 건강한 신체 조직을 공격함), HIV 감염에 대한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에
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치료 시작 후 수개월 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염 증상이
나 다음과 같은 기타 증상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 근육 약화
- 손과 발에서 시작하여 몸통 쪽으로 이동하는 쇠약
- 심계항진, 떨림 또는 과잉행동

→ 위에서 설명한 부작용을 발견하면 즉시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

매우 흔한 부작용
(10명 중 1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아프다(메스꺼움)

일반적인 부작용
(10명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비정상적인 꿈
• 두통
• 현기증
• 설사
• 구토
• 복통
• 바람 (공허)
• 발진
• 피로(피로)

흔하지 않은 부작용
(100명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낮은 적혈구 수(빈혈증)
• 식사 후 불편함을 유발하는 소화 문제(소화불량)
• 얼굴, 입술, 혀 또는 목의 붓기(혈관부종)
• 가려움 (가려움증)
• 두드러기(두드러기)
• 관절 통증(관절통)

→ 부작용이 심각해지면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HIV 치료 중 나타날 수 있는 기타 효과

다음 부작용의 빈도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사용 가능한 데이터에서 빈도를 추정할 수 없음).

• 뼈 문제.Descovy와 같은 복합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일부 환자는골괴사(뼈로의 혈액 공
급 상실로 인한 뼈 조직의 죽음). 장기간 이러한 유형의 약을 복용하고,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복용
하고, 음주를 하고, 면역 체계가 매우 약하고, 과체중인 경우 이 질병이 발병하는 많은 위험 요소 중 
일부일 수 있습니다. 골괴사증의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절 강성
- 관절 통증 및 통증(특히 엉덩이, 무릎 및 어깨)
- 움직임의 어려움

→ 이러한 증상 중 하나라도 발견되면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HIV 치료 중 체중과 혈중 지질 및 포도당 수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회복된 건강 및 생
활 방식과 관련이 있으며, 혈액 지질의 경우 때때로 HIV 약 자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의사는 이러한 변화를 
검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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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보고
부작용이 있는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여기에는 이 책자에 나열되지 않은 가능한 모든 부작용이 포함됩
니다. 다음을 통해 직접 부작용을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Yellow Card Scheme, 웹사이트: www.mhra.gov.uk/
yellowcard 또는 Google Play 또는 Apple App Store에서 MHRA Yellow Card를 검색하십시오.

부작용을 보고함으로써 이 약의 안전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데스코비 보관 방법

이 약은 어린이의 눈과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상자와 병에 "EXP" 뒤에 표시된 유효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만료 날짜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나타냅니다.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원래 포장에 보관하십시오. 병을 단단히 닫아 두십시오.

폐수나 생활쓰레기로 약품을 버리지 마세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약을 버리는 방법은 약사에게 문의하
십시오. 이러한 조치는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팩의 내용물 및 기타 정보

데스코비에 포함된 것

활성 물질은엠트리시타빈과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각 Descovy 필름 코팅 정제에는 200mg의 엠트리시타
빈과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25mg에 해당하는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푸마르산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분은

태블릿 코어:
미정질 셀룰로오스, 크로스카멜로스 나트륨, 스테아르산마그네슘.

필름 코팅:
폴리비닐 알코올, 이산화티타늄, 마크로골 3350, 활석, 인디고 카민 알루미늄 레이크(E132).

Descovy의 모습과 팩 내용물

데스코비 필름코팅정은 파란색의 직사각형 모양의 정제로, 한 면에는 "GSI"가, 다른 면에는 숫자 "225"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Descovy는 30정의 병으로 제공됩니다(정제를 보호하기 위해 병에 보관해야 하는 실리카겔 건조제 포
함). 실리카겔 건조제는 별도의 향 주머니 또는 용기에 들어 있으므로 삼키지 마십시오.

다음 팩 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개의 필름 코팅 정제 1병이 들어 있는 외부 상자 및 60개(30개 2병) 
및 90개(30개 3개 병)의 필름 코팅 정제가 들어 있는 외부 상자. 모든 팩 크기가 판매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케팅 허가 보유자: 길리어드 사이언
스 주식회사
280 하이 홀본
런던
WC1V 7EE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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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Gilead Sciences Ireland UC IDA 
비즈니스 및 기술 공원 Carrigtohill

카운티 코크
아일랜드

이 약에 대한 정보는 판매 허가 보유자의 현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길리어드 사이언스 주식회사
전화: + 44 (0) 8000 113 700

이 전단지는 2021년 3월 3일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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