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티닐 에스트라디올 및
레보노르게스트렐
Lexicomp의 이 정보®이 약의 용도, 복용 방법, 부작용,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할 때를 포함하여 이 
약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브랜드 이름: 미국
아피르멜; 알타베라; 아메시아; 아메시아 로[DSC]; 자수정; 애슐리나; 오브라; 오브라 EQ; 아비안; 
아유나; 발콜트라; 캠레즈; 캠레즈 로; 샤틸; 샤틸 EQ; 데이제; 데릴라; 돌리샬레; Enpress-28; 팔레
사; 팔미나; 파요심; 이클레비아; 소개; 제이미스; 졸레사; 쿠르벨로; 라리시아; 레시나; 레보네스트; 
레보라 0.15/30 (28); 릴로우; 로제이미스; 로스시즌니크; 루테라; 말리사; 미질라[DSC]; 오르시시
아; 포시아-28; 사중주; 콰센스[DSC]; 리벨사; 시즈니크; 세틀라킨; 심페스; 스로닉스; 트리보라(28); 
트윌라; Tyblume; 비엔나

브랜드 이름: 캐나다
알레세 21; 알레세 28; 알리세나 21; 알리세나 28; 아비안; ESME 21 [DSC]; ESME 28 [DSC]; 
인다요; 루테라 21[DSC]; 루테라 28[DSC]; 최소 오브랄 21; 최소 오브랄 28; 오비마 21; 오비
마 28; 포티아 21; 포시아 28; 계절; 시즈니크; 삼각 21; 삼각함수 28

경고
모든 제품:

이 약을 사용하는 동안 담배를 피우면 심각한 심장 및
혈액 관련 부작용. 이 기회는 나이(주로 35세 이상)와 함께 높아집니다. 또한 피운 담배의 수와 
함께 증가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나이가 많은 경우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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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www.911globalmeds.com/buy-ethinyl-estradiol-levonorgestrel-ferrous-fumarate-ovral-ferrous-fumarate-online
https://www.mskcc.org/pdf/cancer-care/patient-education/ethinyl-estradiol-and-levonorgestrel-01


35세 이상.

반점:

체질량지수(BMI)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르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BMI가 25 이상
이면 이 약이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MI가 30 이상인 경우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
오. BMI가 30 이상이면 혈전의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 약은 무엇에 사용됩니까?

그것은 임신을 예방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른 이유로 이 약을 투여받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의사
와 상담하십시오.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이 약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 이 약의 어떤 부분; 또는 기타 약물, 식품 또는 물질. 알레르기와 
어떤 징후가 있었는지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다음과 같은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혈전, 혈액 응고 문제, 유방암 또는 호르몬을 생성하는 
기타 암, 뇌 또는 심장의 병든 혈관, 심장 판막 문제, 심장 질환, 특정 유형의 비정상 심장 박
동(심방세동), 협심증으로 인한 흉통, 심장마비, 뇌졸중, 고혈압, 간 종양 또는 기타 간 문
제, 심한 두통 또는 편두통 또는 당뇨병.

다음과 같은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 또는 질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 출혈.

임신 중 또는 에스트로겐 기반 또는 호르몬 피임약 사용으로 인해 노랗게 변한 경우.

옴비타스비르, 파리타프레비르 및 리토나비르(다사부비르와 함께 또는 없이)를 복용
하는 경우.

g lecaprevir와 pibrentasvir를 복용하는 경우.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임신한 경우 이 약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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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이 약과 상호 작용하는 모든 약 또는 건강 문제의 목록이 아닙니다.

모든 약(처방전 또는 OTC, 천연 제품, 비타민) 및 건강 문제에 대해 의사와 약사에게 알리십시오. 
모든 약물 및 건강 문제와 함께 이 약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와 상의하
지 않고 약물을 시작, 중단 또는 변경하지 마십시오.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내가 알아야 하거나 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
까?

귀하가 이 약을 복용하고 있음을 모든 의료 제공자에게 알리십시오. 여기에는 의사, 간호사, 약
사 및 치과 의사가 포함됩니다. 이 약은 의사가 말한 대로 특정 유형의 수술 전에 중단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이 약을 중단하면 의사가 수술이나 시술 후 언제 이 약을 다시 복용해야 하는지 알
려줄 것입니다.

이 약물은 혈전, 뇌졸중 또는 심장마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의하세요.

장거리 여행, 수술 후 침상 안정 또는 질병과 같이 장기간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혈당(당뇨병)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이 약은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혈당을 확인하십시오.

혼돈, 졸음, 갈증, 배고픔, 배변 횟수, 홍조, 빠른 호흡 또는 과일 냄새가 나는 호흡과 같은 고
혈당의 징후가 있으면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고혈압은 이와 같은 약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혈압을 확인하십시오.

의사의 지시에 따라 혈액 검사를 받으십시오. 의사와 상의하세요.

정기적인 유방 검진과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십시오. 당신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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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대로 유방 자가 검진을 해야 합니다.

이 약은 특정 실험실 테스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의료 제공자와 실험실 직원에게 이 
약을 복용하고 있음을 알리십시오.

특정 약물, 허브 제품 또는 건강 문제로 인해 호르몬 기반 피임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의사가 귀하의 모든 약물 및 건강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콘돔과 같은 
비호르몬 형태의 피임법도 사용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타르트라진(FD&C Yellow No. 5)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일부 제
품에는 타르트라진이 있습니다.

이 약은 높은 콜레스테롤과 라이세리드 수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 약은 성관계를 통해 전염되는 HIV나 간염과 같은 질병의 확산을 막지 못합니다. 라텍스 또는 
폴리우레탄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종류의 섹스도 하지 마십시오. 질문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호르몬 기반 피임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궁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호르몬 기반 피임법을 장기간 복용하면 유방암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
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
하십시오.

첫 월경이 없는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임신의 징후가 있거나 임신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수유 중인 경우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아기에 대한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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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의사에게 연락해야 하는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경고/주의:드물긴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약물을 복용할 때 매우 나쁘고 때로는 치명적인 부작
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우 나쁜 부작용과 관련될 수 있는 다음 징후나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
사에게 알리거나 의료 도움을 받으십시오.

발진과 같은 알레르기 반응의 징후; 두드러기; 가려움 ; 열이 있거나 없는 피부가 붉어지고 부어 
오르거나 물집이 생기거나 벗겨짐; 쌕쌕거림 ; 가슴이나 목의 압박감; 호흡 곤란, 삼키기 또는 
말하기 곤란; 비정상적인 쉰 목소리; 또는 입, 얼굴, 입술, 혀 또는 목의 붓기.

짙은 소변, 피곤함, 배고프지 않은 느낌, 배탈이나 복통, 밝은 색 변, 토하거나 피부나 눈이 노랗
게 되는 것과 같은 간 문제의 징후.

오른쪽 위 배 부위, 오른쪽 어깨 부위 또는 견갑골 사이의 통증과 같은 담낭 문제의 징후; 변의 
변화; 어두운 소변 또는 노란색 피부 또는 눈; 또는 오한을 동반한 발열.

매우 심한 두통이나 현기증, 기절 또는 시력 변화와 같은 고혈압의 징후.

한쪽 몸의 쇠약감, 말이나 생각의 어려움, 균형의 변화, 한쪽 얼굴의 처짐, 또는 흐릿한 
시력.

우울증 또는 기타 기분 변화.

유방의 덩어리, 유방 통증 또는 통증 또는 유두 분비물.

질 가려움증 또는 분비물.

매우 나쁘거나 사라지지 않는 점상 또는 질 출혈.

시력 변화 또는 상실, 돌출된 눈 또는 콘택트 렌즈의 느낌 변화.

이 약으로 인해 몸이 붓거나 체액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부기, 체중 증가 또는 호흡 곤란이 있
는 경우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흉통이나 압박감과 같은 혈전의 징후가 있으면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피를 토하는 
것; 호흡 곤란; 다리나 팔의 붓기, 따뜻함, 무감각, 색 변화 또는 통증; 말을 잘 못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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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키는 .

이 약의 다른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모든 약물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이 없거나 경미한 부작
용만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나 다른 부작용이 당신을 괴롭히거나 사라지지 않으면 의
사에게 연락하거나 의료 도움을 받으십시오.

정제 및 씹을 수 있는 정제:

다소 배고픈 느낌.

현기증이나 두통.

체중 증가 또는 감소.

속이 쓰리거나 토합니다.

위경련.

팽만감 .

확대된 가슴.

부드러운 가슴.

기간(월경) 변화. 여기에는 주기 사이의 얼룩이나 출혈이 포함됩니다.

허리 통증.

이 약은 얼굴에 어두운 반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태양, 태양 램프 및 태닝 베드를 피하십시
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태양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옷과 안경을 착용하십시오.

반점:

이 약을 사용하는 부위에 자극을 줍니다.

두통.

살찌 다.

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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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쓰리다.

이것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전부는 아닙니다. 부작용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의사에게 문의하
십시오. 부작용에 대한 의학적 조언은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국가 보건 기관에 부작용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FDA에 1-800-332-1088로 부작용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부작용을 보고할 수도 있
습니다.https://www.fda.gov/medwatch.

이 약을 가장 잘 복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 약을 사용하십시오. 제공된 모든 정보를 읽으십시오. 모든 지침을 자세히 따
르십시오.

모든 제품:

섹스를 자주 하지 않더라도 복용량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이 약을 시작한 후 한동안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 콘돔과 같은 비호르몬 유형의 피임법을 사
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호르몬 유형의 피임법 사용에 대해 의사가 지시한 사항을 따르
십시오.

정제:

음식의 유무에 관계없이 복용하십시오.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음식과 함께 복용하십시오.

씹을 수 있는 정제:

1g의 물과 함께 씹고 삼키거나 정제를 통째로 삼키십시오.

빈속에 복용하십시오.

정제 및 씹을 수 있는 정제:

하루 중 같은 시간에 이 약을 복용하십시오.

colesevelam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 이 약을 복용하기 최소 4시간 전후에 복용하십시오.

토하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 이 약이 예방에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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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의사와 상의할 때까지 콘돔과 같은 추가 형태의 피임법을 사용하십시오.

월간 주기가 28일이고 연속으로 2개의 생리를 놓친 경우 새로운 투여 주기를 시작하
기 전에 임신 테스트를 받으십시오.

주기가 91일 이상이고 한 주기를 놓친 경우 새로운 투여 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임신 
테스트를 받으십시오.

반점:

3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 패치를 붙입니다. 매주 같은 요일에 놓으십시오. 4에서는 패치를 사용
하지 마십시오.일주.

엉덩이, 배 또는 등 위쪽의 깨끗하고 건조하며 건강한 피부에 패치를 붙입니다.

패치마다 사이트를 이동합니다.

가슴에 두지 마십시오.

패치를 허리선이나 브래지어 끈 아래에 두지 마십시오.

자극을 받거나 손상된 피부에 바르지 마십시오. 주름이 있는 부위나 꽉 끼는 옷으로 문질러지는 
부위는 착용하지 마세요.

잘리거나 제대로 보이지 않는 패치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패치를 제자리에 고정하기 위해 접착제나 랩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크림, 오일, 로션, 파우더 또는 기타 스킨 제품을 사용한 직후 피부에 바르지 마십시오. 패치
도 잘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개 이상의 패치를 붙이지 마십시오.

2회 연속 생리를 놓친 경우 새로운 투여 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임신 테스트를 받으십시
오.

이 약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1개월의 생리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임신 검사를 받으십시
오.

수영을 하거나 물과 자주 접촉하는 경우 패치가 잘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영을 하거나 30분 
이상 물과 자주 접촉하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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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가 가장자리에서 느슨해지면 가장자리를 세게 누르십시오.

24시간 이내로 떨어져서 떨어져 있으면 같은 장소에 같은 패치를 붙이십시오.

사용 중인 패치가 더 이상 끈적거리지 않거나 자체 또는 다른 표면에 달라붙는 경우 새 패치를 
착용합니다.

패치가 1일 이상 떨어져 있으면 임신으로부터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4주 주기를 
시작하려면 새 패치를 적용하십시오. 새로운 주기의 첫 주에는 콘돔과 같은 다른 유형의 피임
법을 사용하십시오.

복용량을 놓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용량을 놓친 경우 패키지 설명서를 확인하거나 의사에게 연락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
보십시오.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이 약을 사용하는 경우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형태의 피임법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약을 어떻게 보관 및/또는 버리나요?
정제 및 씹을 수 있는 정제:

빛으로부터 보호되는 실온에서 보관하십시오.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욕실에 보관하
지 마십시오.

씹을 수 있는 정제:

열로부터 보호하십시오.

반점:

실온에서 보관하십시오. 냉장 또는 냉동하지 마십시오.

사용할 준비가 될 때까지 파우치에 보관하십시오.

스킨 패치를 떼어낸 후에는 패치의 끈적끈적한 면을 서로 접도록 합니다. 사용한 패치는 어
린이와 애완동물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버리십시오.

모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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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약물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모든 약은 어린이와 애완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
오.

사용하지 않거나 만료된 약은 버리십시오. s. 지시가 없는 한 변기에 물을 내리거나 배수구에 버
리지 마십시오. 약물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귀하의 지역에 마약 회수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약물 사실

증상이나 건강 문제가 나아지지 않거나 악화되면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귀하의 약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일부 약물에는 다른 환자 정보 전단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약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의
사, 간호사, 약사 또는 기타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십시오.

일부 약물에는 다른 환자 정보 전단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이 약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의사, 간호사, 약사 또는 기타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십시오.

과다 복용했다고 생각되면 독극물 관리 센터에 전화하거나 즉시 의료를 받으십시오. 무엇을, 
얼마나, 언제 가져갔는지 말하거나 보여줄 준비를 하십시오.

소비자 정보 사용 및 부인
이 일반화된 정보는 진단, 치료 및/또는 약물 정보의 제한된 요약입니다. 포괄적인 의미가 아니며 
사용자가 잠재적인 진단 및 치료 옵션을 이해 및/또는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
니다. 여기에는 특정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상태, 치료, 약물, 부작용 또는 위험에 대한 모든 정보
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의학적 조언 또는 환자의 구체적이고 독특한 상황에 대한 의료 제공자
의 검사 및 평가를 기반으로 한 의료 제공자의 의학적 조언, 진단 또는 치료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 의학적 질문 및 치료 옵션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위해 의료 제공자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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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사용과 관련된 모든 위험 또는 이점을 포함합니다. 이 정보는 특정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안전
하거나 효과적이거나 승인된 치료법이나 약물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UpToDate, Inc. 및 그 계열사
는 이 정보 또는 그 사용과 관련된 어떠한 보증이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 정보의 사용은 이용 약
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https://www.wolterskluwer.com/en/know/clinical-Effectiveness-terms.

마지막 검토 날짜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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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는 경우 의료 팀 구성원에게 직접 문의하십시오. 귀하가 MSK의 환자이고 주말 또는 
휴일에 오후 5시 이후에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해야 하는 경우 212-639-2000으로 전화하십
시오.

더 많은 리소스를 보려면 다음을 방문하세요.www.mskcc.org/pe가상 라이브러리를 검색합니다.

Eth inyl Estradiol 및 Levonorg estrel -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 2022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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