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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나비르
(in din' veer)로 발음

이 약이 처방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Indinavir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다른 약물과 함께 사용됩니다. Indinavir는 프로테아제 
억제제라고 불리는 약물 종류에 속합니다. 혈액 내 HIV의 양을 줄임으로써 작동합니다. indinavir는 HIV를 치료하지 않지
만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AIDS) 및 심각한 감염이나 암과 같은 HIV 관련 질병의 발병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안전
한 성행위를 하고 다른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면서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면 HIV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 이 약을 사용해야합니까?

Indinavir는 입으로 복용하는 캡슐로 제공됩니다. 일반적으로 8시간마다(1일 3회) 복용합니다.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인디
나비르를 복용하십시오. 처방전 라벨의 지시 사항을 주의 깊게 따르고 의사나 약사에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지시대로 정확하게 indinavir를 복용하십시오. 의사가 처방한 것보다 많거나 적게 복용하거나 더 자주 복용
하지 마십시오.

공복에 indinavir를 식전 1시간 또는 식후 2시간에 물, 탈지유 또는 무지방 우유, 주스, 커피 또는 차와 함께 복용하십시
오. 그러나 indinavir가 위장을 상하게 하는 경우 마른 토스트 또는 콘플레이크와 탈지유 또는 무지방 우유와 같은 가벼운 
식사와 함께 복용할 수 있습니다. indinavir와 함께 복용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캡슐을 부수거나 씹지 마십시오. 그러나 개봉하여 과일 퓌레(바나나 등)와 혼합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도 인디나비르를 계속 복용하십시오.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인디나비르 복용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특정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가 치료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indinavir로 치료하는 동안 기분이 어떤지 의사에
게 반드시 말하십시오.

약사 또는 의사에게 환자에 대한 제조업체 정보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이 약의 용도

Indinavir는 또한 HIV에 오염된 혈액, 조직 또는 기타 체액과 우발적으로 접촉한 후 HIV 감염에 노출된 의료 종사자 및 기
타 개인을 치료하기 위해 다른 약물과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귀하의 상태에 대해 이 약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
험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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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특별 예방 조치를 따라야 합니까?

인디나비르를 복용하기 전,
indinavir, 다른 약물 또는 indinavir 캡슐의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의사와 약사에게 알리십시오. 성분 목록
은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다음 약물 중 하나를 복용 중인 경우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알푸조신(Uroxatral); 알프라졸람(자낙스); 아미오다론
(Nexterone, Pacerone); 시사프라이드(Propulsid)(미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디하이드로에르고타민(DHE 45, 
Migranal), 에르고노빈(Ergotrate), 에르고타민(Ergomar, Cafergot, Migergot) 및 메틸에르고노빈(Methergine)과 
같은 맥각형 약물; 로바스타틴(Altoprev, Mevacor); 루라시돈(Latuda); 입으로 midazolam (Versed); 피모자이드
(Orap); 실데나필(폐 질환에 사용되는 Revatio 브랜드만); 심바스타틴(Zocor, in Vytorin); 또는 트리아졸람(할시온). 
의사는 인디나비르를 복용하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의사와 약사에게 귀하가 복용 중이거나 복용할 계획인 기타 처방 및 비처방 약품, 비타민 및 영양 보조제를 알리십시오. 
다음 중 하나를 반드시 언급하십시오. bosentan(Tracler); 암로디핀(Norvasc, Amturnide, Tekamlo), 펠로디핀, 니
카르디핀 및 니페디핀(Adalat, Afeditab, Procardia)과 같은 칼슘 채널 차단제; 카바마제핀(카바트롤, 에피톨, 에퀘트
로, 테그레톨 등); 아토르바스타틴(Lipitor, in Caduet) 및 로수바스타틴(Crestor)과 같은 콜레스테롤 저하 약물(스타
틴); 클라리스로마이신(Biaxin, PrevPac); 콜히친(Colcrys, Mitigare, Col-Probenecid); 덱사메타손; 플루코나졸(디
플루칸); 플루티카손(Flonase, Flovent, Advair, Dymista); 이트라코나졸(Onmel, Sporanox); 케토코나졸(Extina, 
Nizoral, Xolegel); atazanavir(Reyataz, Evotaz에서), 델라비르딘(Rescriptor), 에파비렌즈(Sustiva, Atripla에
서), 넬피나비르(Viracept), 네비라핀(Viramune), 리토나비르(Norvir, Kaletra에서, Viekira Pak에서) 및 사퀴나비르
(Invirase); 리도카인(Glydo, Xylocaine) 및 퀴니딘(Nuedexta)과 같은 불규칙한 심장 박동에 대한 약물; 사이클로스
포린(Gengraf, Neoral, Sandimmune), 시롤리무스(Rapamune) 및 타크로리무스(Astagraf XL, Envarsus XR, 
Prograf)와 같은 면역 체계를 억제하는 약물; 주사에 의한 midazolam (Versed); sildenafil(Viagra), 
tadalafil(Adcirca, Cialis) 및 vardenafil(Levitra, in Staxyn)과 같은 발기 부전에 사용되는 특정 포스포디에스테라
제 억제제(PDE-5 억제제); 페노바르비탈; 페니토인(Dilantin, Phenytek); 퀘티아핀(Seroquel); 리파부틴(마이코부
틴); 리팜핀(리파딘, 리막탄, 리파메이트, 리파터); 살메테롤(세레벤트, 에서); 트라조돈; 및 벤라팍신(Effexor). 의사는 
약물의 복용량을 변경하거나 부작용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많은 약물도 indinavir와 
상호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목록에 없는 약물을 포함하여 복용 중인 모든 약물에 대해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어떤 약초 제품, 특히 St. John's wort를 복용하고 있는지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디다노신(Videx)을 복용하는 경우 인디나비르 전후 최소 1시간 동안 복용하십시오.

혈우병(혈액이 제대로 응고되지 않는 출혈 장애), 당뇨병, 신장 또는 간 질환이 있거나 있었던 적이 있는지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임신 중이거나 임신 계획이 있거나 모유 수유 중인 경우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indinavir를 복용하는 동안 임신하면 의사
에게 연락하십시오. HIV에 감염되었거나 인디나비르를 복용 중인 경우 모유 수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체지방이 증가하거나 유방, 등 상부, 목, 가슴 및 배와 같은 신체의 다른 부위로 이동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리, 팔, 
얼굴의 지방 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없더라도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고혈당증(혈당 증가)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indinavir를 복용하
는 동안 극심한 갈증, 잦은 배뇨, 극심한 배고픔, 흐린 시력 또는 쇠약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에게 알리십시
오. 치료하지 않으면 고혈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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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톤산증이라는 심각한 상태. 케톤산증은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케톤산증의 증상에는 
구강 건조, 메스꺼움 및 구토, 숨가쁨, 과일 냄새가 나는 호흡, 의식 감소 등이 있습니다.

HIV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 면역 체계가 강해지고 이미 몸에 있던 다른 감염과 싸우기 시작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감염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indinavir로 치료하는 동안 언제든지 새로
운 증상이나 악화되는 증상이 있으면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모자 특별 식단 지침을 따라야 합니까?

24시간마다 최소 48온스(1.5리터), 즉 약 68온스(240밀리리터) 잔의 물 또는 기타 액체를 마십니다.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자몽을 먹고 자몽 주스를 마시는 것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복용량을 잊은 경우 모자를 써야 하나요?

2시간 이내에 복용을 놓친 경우, 기억하는 즉시 놓친 복용량을 복용하십시오. 그러나 2시간 이상 복용을 놓친 경우 놓친 복용
을 건너뛰고 정기적인 복용 일정을 계속하십시오. 놓친 것을 보충하기 위해 두 번 복용하지 마십시오.

모자 부작용이 약물이 일으킬 수 있습니까?

Indinavir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이 심하거나 사라지지 않으면 의사에게 알리십시
오.

미각의 변화

Indinavir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부 부작용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
타나면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거나 응급 치료를 받으십시오.

발진

두드러기

가려움

껍질이 벗겨지거나 물집이 생기는 피부

허리 통증

옆구리 통증

중하부 복통

소변의 혈액

근육통 또는 약점

메스꺼움

과도한 피로

비정상적인 출혈 또는 타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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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 상실

위 오른쪽 상단의 통증

독감과 유사한 증상

진한 노란색 또는 갈색 소변

피부 또는 눈의 황변

호흡 곤란

빠른 심장 박동

착란

현기증

두통

창백함

Indinavir는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비정상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의사에게 연락하십
시오.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 또는 담당 의사가 온라인으로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MedWatch 유해 사례 보고 프로그램에 보고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http://www.fda.gov/Safety/MedWatch [http://www.fda.gov/Safety/MedWatch]) 또는 전화
(1-800-332-1088).

이 약의 보관 및 폐기에 대해 알아야 합니까?

이 약은 들어 있던 용기에 단단히 밀봉하여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캡슐에는 건조제(건조제)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약병에 보관하십시오. 실온에서 보관하고 과도한 열과 습기가 없는 곳(화장실이 아님)에 보관
하십시오.

많은 용기(주간 알약 보관함 및 안약, 크림, 패치, 흡입기용 용기 등)는 어린이에게 내성이 없고 어린이가 쉽게 열 수 있으므
로 모든 약을 어린이의 눈에 띄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려면 항
상 안전 캡을 잠그고 즉시 약물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http://www.upandaway.org [http://
www.upandaway.org]

불필요한 약은 애완 동물, 어린이 및 다른 사람이 섭취할 수 없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약을 변기에 
버리면 안 됩니다. 대신, 약물을 폐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약물 회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약사와 상담하거나 지
역 쓰레기/재활용 부서에 연락하여 지역 사회의 수거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FDA의 의약품 안전 폐기 웹사이트(
http://goo.gl/c4Rm4p [http://goo.gl/c4Rm4p]) 회수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없는 경우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
십시오.

n 응급/과다복용의 경우

과다 복용의 경우 독극물 관리 헬프라인 1-800-222-1222로 전화하십시오. 정보는 온라인으로도 제공됩니다.https://
www.poisonhelp.org/help [https://www.poisonhelp.org/help]. 피해자가 쓰러진 경우,

https://medlineplus.gov/druginfo/meds/a696028.html 4/6

http://www.fda.gov/Safety/MedWatch
http://www.upandaway.org/
http://goo.gl/c4Rm4p
https://www.poisonhelp.org/help


4/14/22, 오후 1:31 Indinavir: MedlinePlus 의약품 정보

발작이 있거나 호흡 곤란이 있거나 잠에서 깰 수 없으면 즉시 911로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십시오.

과다 복용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옆구리 통증

소변의 혈액

메스꺼움

구토

설사

모자 다른 정보를 알아야합니까?

의사 및 검사실과의 모든 약속을 지키십시오. 의사는 indinavir에 대한 귀하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 실험실 검
사를 지시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귀하의 약을 복용하게 하지 마십시오. 처방전을 다시 조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약사에게 문의하
십시오.

귀하가 복용하고 있는 모든 처방약 및 비처방약(일반의약품)은 물론 비타민, 미네랄 또는 기타 식이 보조제와 같은 제품의 목
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를 방문하거나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이 목록을 지참해야 합니다. 비상시에 휴대하는 
것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랜드 이름

크릭시반®

그 이름들

IDV

최종 수정 - 2018년 5월 18일

이 페이지를 인용하는 방법 알아보기

American Society of Health-System Pharmacists, Inc. 면책 조항
AHFS®환자 투약 정보™. © 저작권, 2022. 미국 건강 시스템 약사 협회®, 4500 East-West Highway, Suite 900, 

Bethesda, Maryland. 판권 소유. 복사
상업적 사용을 위해서는 ASHP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립 의학 도서관 8600 Rockville Pike, Bethesda, MD 20894 미국 보건 복지부

국립 보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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