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방 정보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
제

(라미부딘 150mg, 스타부딘 30mg 및 네비라핀 200mg) (라미부
딘 150mg, 스타부딘 40mg 및 네비라핀 200mg)

수신 전용

경고

네비라핀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특히 처음 18주 동안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어떤 경우에는 치명적
인 간독성이 보고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환자가 간염의 비특이적 전신 징후 또는 증상을 나타내고 간부전
으로 진행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종종 발진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의 성 및 더 높은 CD4+ 세포 수는 치료 시
작 시 증가된 위험에 처한 환자를 배치합니다. CD4+ 세포 수가 > 250 CELLS/MM인 여성삼, HIV-1 감염 치
료를 위해 다른 항트로바이러스제와 함께 네비라핀을 투여받는 임산부를 포함하여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습
니다. 그러나 네비라핀 사용과 관련된 간독성은 두 성별, 모든 CD4+ 세포 수 및 치료 중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염의 징후 또는 증상이 있는 환자 또는 발진 또는 기타 전신 증상과 함께 트란사미나제 증가가 있
는 환자는 네비라핀을 중단하고 즉시 의학적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경고 참조).

치명적인 경우를 포함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피부 반응이 네비라핀으로 치료받은 환자에게서 발생했습
니다. 여기에는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독성 표피 괴사, 발진, 구성 소견 및 장기 기능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과민 반응의 사례가 포함됩니다. 심각한 피부 반응 또는 과민 반응의 징후 또는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는 가능
한 한 빨리 네비라핀을 중단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경고 및 예방 조치 참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간독성 또는 피부 반응을 감지하기 위해 네비라핀을 투여한 첫 18주 동안 환자를 집중
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가장 큰 위험이 있는 기간인 치료의 처음 6주 동안 각별
한 주의가 보장됩니다. 심한 간, 피부 또는 과민 반응 후에는 네비라핀을 다시 시작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
는 치료 중단에도 불구하고 간 손상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NEVIRAPINE 200 MG를 매일 투여하는 14일
의 리드인 기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경고 및 주의 사항 참조).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 단독 또는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기타 항트로바이러스제를 포함한 조합 사용 시 치명
적인 사례를 포함하여 유산산증 및 지방증이 있는 중증 간비대가 보고되었습니다(경고 참조).

TITLE - LAMIVUDINE + STAVUDINE + NEVIRAPINE / TRIOMUNE MEDICATION PATIENT 
INFORMATION IN KOREAN

Source : USFDA

www.911globalmeds.com/buy-lamivudine-stavudine-nevirapine-triomune-online
https://www.accessdata.fda.gov/drugsatfda_docs/pepfar/022177PI.pdf


B형 간염의 중증 급성 악화는 B형 간염 바이러스(HBV) 및 HIV-1에 동시 감염되었고 라미부딘을 중단한 환
자에게서 보고되었습니다. 간 기능은 라미부딘을 중단하고 HIV-1 및 HBV에 동시 감염된 환자에 대해 최소 
수개월 동안 임상 및 실험실 추적 관찰을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적절한 경우 B형 간염 치료 시작
이 보증될 수 있습니다(경고 참조).

설명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에는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의 고정 용량 조합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타부딘과 라미부딘은 모두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의 합성 뉴클레오
사이드 유사체 부류에 속합니다. 두 약물 모두 DNA 사슬의 성장을 멈추고 HIV의 역전사효소
를 억제함으로써 작용합니다. 네비라핀은 HIV-1 역전사효소에 특이적인 비뉴클레오시드 역전
사효소 억제제이다.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는 경구 투여용입니다. 고정 용량 정제는 활성 성분 라미
부딘 150mg, 스타부딘 30mg/40mg 및 네비라핀 200mg을 포함합니다. 비활성 성분은 미정
질 셀룰로오스, 콜로이드성 무수 실리카, 크로스카멜로스 나트륨, 색상 산화철 황색, 포비돈, 
콜로이드성 무수 실리카, 유당, 활석 및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입니다.

라미부딘-라미부딘의 화학명은 (2R-시스)-4-아미노-1-[2-(히드록시메틸)-1,3-옥산티올란-5-
일]-,피리미디논입니다. 라미부딘은 시티딘의 디데옥시 유사체의 (-)거울상 이성질체입니다. 
라미부딘은 (-)2',3'디데옥시, 3'-티아시티딘으로도 불립니다. 분자식은 C8시간11N삼영형삼S 
및 229.3의 분자량. 라미부딘은 20°C의 물에서 약 70mg/mL의 용해도를 갖는 흰색에서 회백
색의 결정성 고체입니다. 다음과 같은 구조식이 있습니다.

스타부딘-스타부딘의 화학명은 2',3'-디데하이드로-3'-데옥시티미딘입니다. 스타부딘의 분자
식은 C10시간12N2영형4분자량은 224.2입니다. 스타부딘은 백색 내지 회백색의 결정성 고체이
며 23°C에서 용해도는 물에 약 83mg/mL, 프로필렌 글리콜에 30mg/mL입니다. 23°C에서 
스타부딘의 녹탄올/물 분배 계수는 0.144입니다. 다음과 같은 구조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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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라핀-네비라핀의 화학명은 11-시클로프로필-5,11-디히드로-4-메틸-6H-디피리도[3,2-
b:2',3-e][1,4]디아제핀-6-온입니다. 분자 공식은 C15시간14N4O이고 분자량은 266.30이다. 
네비라핀은 25℃에서 물에 약 0.05mg/mL의 용해도를 갖는 흰색에서 회백색의 결정성 고체
입니다.영형C. 네비라핀은 다음과 같은 구조식을 갖는다:

미생물학
행동의 메커니즘:
라미부딘-라미부딘은 합성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입니다. 세포 내에서 라미부딘은 활성 5'-트
리포스페이트 대사산물인 라미부딘 트리포스페이트(3TC-TP)로 인산화됩니다. 3TC-TP의 주
요 작용 방식은 뉴클레오시드 유사체를 바이러스 DNA에 통합한 후 DNA 사슬 종결을 통해 
HIV-1 역전사효소(RT)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3TC-TP는 포유류 DNA 중합효소 α, β 및 γ의 
약한 억제제입니다.

스타부딘-티미딘의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인 스타부딘은 세포 키나제에 의해 활성 대사산물
인 스타부딘 삼인산으로 인산화됩니다. Stavudine triphosphate는 천연 기질인 
thymidine triphosphate(K)와 경쟁하여 HIV-1 역전사효소(RT)의 활성을 억제합니다.나

=0.0083 ~ 0.032μ중) 바이러스 DNA에 결합된 후 DNA 사슬 종결을 유발합니다. 스타부딘 삼
인산은 세포 DNA 중합효소 β와 γ를 억제하고 미토콘드리아 DNA 합성을 현저히 감소시킵니
다.

네비라핀-네비라핀은 HIV-1의 비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NNRTI)이다. 
Nevirapine은 역전사효소(RT)에 직접 결합하여 RNA 의존성 및 DNA 의존성 DNA 중합효소 
활성을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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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의 촉매 부위. 네비라핀의 활성은 주형 또는 뉴클레오사이드 삼인산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HIV-2 RT 및 진핵생물 DNA 중합효소(예: 인간 DNA 중합효소 α, ß, γ 또는 δ)는 네비라핀에 
의해 억제되지 않습니다.

항바이러스 활성:
라미부딘-HIV-1에 대한 라미부딘의 항바이러스 활성은 표준 감수성 분석을 사용하여 다수의 
세포주(단핵구 및 신선한 인간 말초 혈액 림프구 포함)에서 평가되었습니다. EC50값(50% 유
효 농도)은 0.003~15μM(1μM = 0.23mcg/mL) 범위에 있었습니다. EC50

다른 HIV-1 계통군(AG)에 대한 라미부딘 값의 범위는 0.001~0.120μM이고 HIV-2 분리주에 
대한 범위는 0.003~0.120μM입니다. 리바비린(50μM)은 라미부딘의 항 HIV-1 활성을 3.5배 
감소시켰다. HIV-1에 감염된 MT-4 세포에서 다양한 비율의 지도부딘과 함께 라미부딘은 상승
적인 항레트로바이러스 활성을 나타냈다. HBV에 대한 라미부딘의 억제 활성에 대한 정보는 
EPIVIR-HBV 패키지 삽입물을 참조하십시오.

스타부딘-스타부딘의 항바이러스 활성은 말초혈액 단핵구, 단핵구 및 림프모구양 세포주에서 
측정되었다. HIV-1 복제를 50% 억제하는 데 필요한 약물의 농도(EC50) HIV-1의 실험실 및 임
상 분리물에 대해 0.009~4μM 범위였습니다. 세포 배양에서 스타부딘은 지도부딘과 함께 항 
HIV-1 길항 활성에 부가적인 활성을 나타냈다. 아바카비르, 디다노신, 테노포비르 또는 잘시타
빈과 조합된 스타부딘은 상승 작용에 부가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테스트한 9-45μM 농도에서 
리바비린은 스타부딘의 항 HIV-1 활성을 2.5-5배 감소시켰습니다.

네비라핀-네비라핀의 항바이러스 활성은 말초혈액 단핵세포, 단핵구 유래 대식세포 및 림프모
구양 세포주에서 측정되었다. EC50

값(50% 유효 농도)은 HIV-1의 실험실 및 임상 분리물에 대해 10~100nM 범위였습니다. 세포 
배양에서 네비라핀은 뉴클레오사이드 역전사효소 억제제(NRTI), 디다노신(ddI), 라미부딘
(3TC), 스타부딘(d4T) 및 지도부딘(ZDV), 프로테아제와의 약물 조합 요법에서 HIV-1에 대한 
상승적 활성에 부가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억제제 인디나비르와 사퀴나비르.

저항:
라미부딘-HIV-1의 라미부딘 내성 변이체가 세포 배양에서 선택되었습니다. 유전형 분석은 내
성이 코돈 184에서 HIV-1 역전사효소의 특정 아미노산 치환으로 인한 것으로 메티오닌 잔기
를 이소류신 또는 발린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미부딘과 지도부딘 모두에 내성이 있는 HIV-1 균주가 환자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대조 임
상 시험에서 라미부딘과 지도부딘에 대한 임상 분리물의 감수성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라미부
딘 단독 요법 또는 라미부딘 + 지도부딘과의 병용 요법을 받은 환자에서 대부분의 환자로부터 
분리된 HIV-1은 12주 이내에 표현형 및 유전형으로 라미부딘에 내성이 되었습니다. 기준선에
서 지도부딘 내성 바이러스가 있는 일부 환자에서 지도부딘에 대한 표현형 민감도는 라미부딘
과 지도부딘으로 12주 치료에 의해 회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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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부딘과 지도부딘의 병용 요법은 지도부딘에 내성을 부여하는 돌연변이의 출현을 지연시
켰습니다.

HBV 중합효소 YMDD 모티프의 돌연변이는 세포 배양에서 라미부딘에 대한 HBV의 감소된 감
수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HIV에 감염되지 않은 만성 B형 간염 환자에 대한 연구에서, 6개월 이
상 매일 라미부딘을 투여받은 일부 환자에서 YMDD 돌연변이가 있는 HBV 분리주가 검출되었
으며, 이는 치료 반응 감소의 증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동시 감염이 있
는 상태에서 라미부딘 함유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을 받은 HIV 감염 환자에서 유사한 HBV 돌
연변이가 보고되었습니다(주의사항 및 EPIVIR-HBV 패키지 삽입 참조).

스타부딘-스타부딘에 대한 감수성이 감소된 HIV-1 분리주가 세포 배양에서 선택되었고(균주 
특이적) 스타부딘으로 치료받은 환자에게서도 얻었습니다. 장기간(6~29개월) 스타부딘 단독 
요법을 받은 61명의 환자에서 분리된 HIV-1의 표현형 분석에서 4명의 환자에서 분리된 치료 
후 EC가 EC를 나타냈다.50기준선 분리주의 평균 치료 전 감수성보다 4배 이상(범위 7~16배) 
높은 값. 이 중 한 환자에서 분리된 HIV-1에는 지도부딘 내성 관련 돌연변이 T215Y 및 K219E
가 포함되어 있고 다른 환자에서 분리된 균주에는 다중 뉴클레오사이드 내성 관련 돌연변이 
Q151M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2명의 환자로부터 분리된 HIV-1의 RT 유전자 돌연변이는 
검출되지 않았다.

네비라핀-nevirapine에 대한 감수성이 감소된(100~250배) HIV-1 분리주가 세포 배양에서 
선택되었습니다. 유전자형 분석은 사용된 바이러스 균주 및 세포주에 따라 HIV-1 RT 유전자 
Y181C 및/또는 V106A의 돌연변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세포 배양에서 네비라핀 내성의 출현
까지의 시간은 여러 다른 NNRTI와 함께 네비라핀을 포함하는 선택의 경우 변경되지 않았습니
다.
48주 동안 nevirapine을 1일 1회(n=25) 또는 1일 2회(n=46) 라미부딘 및 스타부딘과 병용 
투여(연구 2NN)한 항레트로바이러스 경험이 없는 바이러스학적 실패 환자(n=71)의 분리주에 
대한 유전형 분석은 8개에서 분리된 분리주를 보여주었습니다. 25명 및 23명/46명의 환자는 
각각 다음 중 하나 이상의 NNRTI 내성을 포함했습니다.대체: Y181C, K101E, G190A/S, 
K103N, V106A/M, V108I, Y188C/L, A98G, F227L 및 M230L.

네비라핀(n=24) 또는 네비라핀과 ZDV(n=14)를 투여받은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로부터 분리
된 HIV-1 분리주의 표현형 및 유전형 변화는 1주에서 ≥12주에 걸쳐 I/II상 시험에서 모니터링
되었습니다. nevirapine 단독 요법 1주 후 환자 3/3의 분리주에서 세포 배양에서 nevirapine
에 대한 감수성이 감소했습니다. 아미노산 치환 K103N, V106A, V108I, Y181C, Y188C 및 
G190A를 초래하는 하나 이상의 RT 돌연변이가 치료 개시 후 빠르면 2주 후에 일부 환자의 
HIV-1 분리주에서 검출되었습니다. 네비라핀 단독 요법 8주차까지 시험 대상 환자(n=24)의 
100%가 기준선과 비교하여 세포 배양에서 nevirapine에 대한 감수성이 100배 이상 감소한 
HIV-1 분리주를 가지고 있었고 nevirapine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nevirapine이 있었습니다. 
RT 내성 돌연변이. 이 환자 중 19명(80%)은 용량에 관계없이 Y181C 돌연변이가 있는 분리주
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레트로바이러스에서 분리된 균주의 유전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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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주 동안 nevirapine을 1일 1회(n=25) 또는 1일 2회(n=46) 라미부딘 및 스타부딘과 함께 
투여(연구 2NN)한 경험이 없는 바이러스학적 실패 환자(n=71)는 8/25 및 23/46에서 분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는 각각 다음 NNRTI 내성 관련 항목 중 하나 이상을 포함했습니다.
대체: Y181C, K101E, G190A/S, K103N, V106A/M, V108I, Y188C/L, A98G, F227L 및 
M230L.

교차 저항:
라미부딘-HIV-1 뉴클레오시드 유사체 역전사효소 억제제(NRTI) 간의 교차 내성이 관찰되었
습니다. 라미부딘 내성 HIV-1 돌연변이는 디다노신(ddI) 및 잘시타빈(ddC)에 교차 내성이었
습니다. 지도부딘과 디다노신 또는 잘시타빈을 병용 투여한 일부 환자에서 라미부딘을 포함한 
다중 역전사효소 억제제에 내성이 있는 분리주가 나타났습니다.

1일 1회 라미부딘을 포함하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과 1일 2회 라미부딘을 포함하는 요법을 
비교한 한 임상 연구에서 554명 중 53명(10%)의 환자가 48주까지 바이러스 장애(혈장 
HIV-1 RNA 수준 ≥ 400 사본/mL)로 확인되었습니다. 53건의 실패 중 28건은 1일 1회 라미
부딘으로, 25건은 1일 2회 라미부딘으로 무작위 배정되었습니다. 라미부딘 1일 2회 치료 그
룹의 22명의 환자로부터 분리된 치료 중 유전형 분석은 다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환자 1/22의 분리주에는 치료로 인한 지도부딘 내성 관련 치환(M41L, D67N, 
K70R, L210W, T215Y/F 또는 K219Q/E)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7/22의 분리주에는 
치료로 발생한 에파비렌즈 내성 관련 치환(L1010E, K1010E, K103N, V108I 또는 
Y181C)
5/22에서 분리된 분리물은 치료 후 발생하는 라미부딘 내성 관련 치환

(M184I 또는 M184V)을 포함했습니다.

•

•

1일 2회 라미부딘을 투여받은 13명의 환자로부터 베이스라인 일치 치료 중 HIV-1 분리물의 
표현형 분석은 다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13명의 환자 모두에서 분리된 균주는 지도부딘에 감수성이었습니다.
• 환자 3/13의 분리주에서 efavirenz에 대한 감수성이 21~342배 감소했습니다.

환자 4/13의 분리주에서 라미부딘에 대한 감수성이 29~159배 감소했습니다.•

스타부딘-여러 연구에서 장기간 스타부딘 치료가 지도부딘 내성과 관련된 돌연변이를 선택 
및/또는 유지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하나 이상의 지도부딘 내성 관련 HIV-1 분리대체(
M41L, D67N, K70R, L210W, T215Y/F, K219Q/E)는 세포 배양에서 스타부딘에 대한 감소
된 감수성을 나타냈다.

네비라핀-HIV-1 비뉴클레오시드 유사체 역전사효소 억제제(NNRTI) 간의 교차 내성이 관찰되
었습니다. 세포 배양에서 NNRTI에 교차 내성인 HIV-1 균주의 급속한 출현이 관찰되었습니다. 
네비라핀 내성 HIV-1 분리주는 NNRTIs 델라비르딘과 에파비렌즈에 교차 내성을 보였다. 하
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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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irapine 내성 균주는 NRTI의 ddI 및 ZDV에 감수성이었습니다. 유사하게, ZDV 내성 분리
주는 세포 배양에서 nevirapine에 감수성이었습니다.

임상약리학
성인의 약동학:
복합정에서 라미부딘, 스타부딘, 네비라핀의 흡수율과 흡수 정도는 에피비르와 유사했다.®정
제, Zerit®캡슐, 비라무네®공복 상태에서 건강한 지원자에게 투여될 때 각각 정제.

라미부딘-흡수 및 생체이용률:라미부딘은 HIV 감염 환자에서 경구 투여 후 빠르게 흡수되었습
니다. 12명의 성인 환자의 절대 생체이용률은 150mg 정제의 경우 86% ± 16%(평균 ± SD)
였습니다. 성인 HIV 감염자 9명에게 2mg/kg을 1일 2회 경구 투여한 후, 최고 혈청 라미부딘 
농도(C최대)은 1.5 ± 0.5 mcg/mL(평균 ± SD)였습니다. 혈장 농도 대 시간 곡선(AUC) 및 C 
아래의 면적최대0.25 ~ 10 mg/kg 범위에서 경구 용량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분포:20명의 환자에 대한 라미부딘 정맥주사용 후 겉보기 분포 용적은 1.3 ± 0.4 L/kg으로 라
미부딘이 혈관외 공간으로 분포함을 시사하였다. 분포의 부피는 용량과 무관했고 체중과 상관
관계가 없었습니다. 인간 혈장 단백질에 대한 라미부딘의 결합은 낮습니다(<36%).

대사:라미부딘의 대사는 사소한 제거 경로입니다. 사람의 경우 라미부딘의 유일한 알려진 대사 
산물은 트랜스 설폭사이드 대사 산물입니다. HIV에 감염된 성인 6명에게 라미부딘을 1회 경구 
투여한 후 12시간 이내에 투여량의 5.2% ± 1.4%(평균 ± SD)가 트랜스 설폭사이드 대사 산
물로 소변으로 배설되었습니다. 이 대사 산물의 혈청 농도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제거:대부분의 라미부딘은 변화 없이 소변으로 제거됩니다. 9명의 건강한 피험자에게 단일 
300mg 경구 용량의 라미부딘을 투여했을 때 신장 청소율은 199.7 ± 56.9mL/min(평균 ± 
SD)이었습니다. HIV에 감염된 환자, HBV에 감염된 환자 또는 투여 후 24시간 동안 혈청 표본
을 채취한 건강한 대상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단회 투여 연구에서 관찰된 평균 제거 반감기(t
1/2) 5시간에서 7시간 사이입니다. HIV 감염 환자에서 총 청소율은 398.5 ± 69.1 mL/min(평
균 ± SD)이었습니다.

스타부딘 -흡수 및 생체이용률:경구 투여 후 스타부딘은 빠르게 흡수되며 투여 후 1시간 이내
에 최고 혈장 농도가 나타납니다. 스타부딘의 경구 생체이용률은 86.4 ± 18.2%입니다. 스타
부딘에 대한 전신 노출은 캡슐 또는 용액 투여 후 동일합니다.

분포:혈청 단백질에 대한 스타부딘의 결합은 0.01~11.4μg/mL의 농도 범위에서 무시할 수 있
었습니다. 스타부딘은 적혈구와 혈장 사이에 균등하게 분포합니다. 겉보기 구강 분포 용적은 
66 ± 22 L입니다. 대사:스타부딘의 대사 운명은 인간에서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제거:신장 제
거는 투여 경로에 관계없이 전체 청소율의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평균 신장 청소율은 약 2
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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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내인성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사구체 여과에 추가하여 활성 세뇨관 분비를 나타냅니다. 제
거 반감기   - 경구 투여 시 1.44 ± 0.30시간.

네비라핀 -흡수 및 생체이용률:네비라핀은 건강한 지원자와 HIV-1 감염이 있는 성인에서 경구 
투여 후 쉽게 흡수됩니다(>90%). 12명의 건강한 성인에서 단회 투여 후 절대 생체이용률은 
50mg 정제의 경우 93 ± 9%(평균 ± SD), 경구 용액의 경우 91 ± 8%였습니다. 2 ± 
0.4μg/mL(7.5μM)의 최고 혈장 네비라핀 농도는 200mg 단일 투여 후 4시간에 도달했습니
다. 여러 번 투여한 후 네비라핀 피크 농도는 200~400mg/일의 투여량 범위에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비라핀은 제산제 또는 디다노신과 함께 또는 없이 투여될 수 있
습니다.

분포: 네비라핀은 매우 친유성이며 본질적으로 다음에서 비이온화됩니다.
생리적 pH. 건강한 성인에게 정맥 투여한 후 네비라핀의 겉보기 분포 용적(Vdss)은 1.21 ± 
0.09 L/kg이었고, 이는 네비라핀이 인간에게 널리 분포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네비라핀은 
태반을 쉽게 통과하며 모유에서도 발견됩니다. 네비라핀은 1~10mcg/mL의 혈장 농도 범위
에서 혈장 단백질과 약 60% 결합합니다. 인간 뇌척수액(n=6)의 네비라핀 농도는 혈장 농도의 
45%(± 5%)였습니다. 이 비율은 혈장 단백질에 결합되지 않은 분획과 거의 같습니다.

대사/제거: 생체 내인간에 대한 연구와시험관 내인간 간 마이크로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네
비라핀은 시토크롬 P450(산화성) 대사를 통해 여러 하이드록실화 대사 산물로 광범위하게 생
체 변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시험관 내인간 간 마이크로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네비라
핀의 산화 대사는 CYP3A4 및 CYP2B6 계열의 시토크롬 P450(CYP) 동위효소에 의해 주로 매
개되지만 다른 동위효소가 이차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이토크롬 P450 대사, 글루쿠로나
이드 결합 및 글루쿠로나이드화된 대사산물의 요배설은 인간에서 네비라핀 생체변환 및 제거
의 주요 경로를 나타냅니다.

네비라핀은 간 시토크롬 P450(CYP) 대사 효소 3A4 및 2B6의 유도제입니다. CYP3A4 및 
CYP2B6 매개 대사의 자가유도는 1일 200~400mg을 1회 투여에서 2~4주 동안 계속 투여함
에 따라 네비라핀의 명백한 경구 청소율이 약 1.5~2배 증가합니다. 자가유도는 또한 혈장 내 
네비라핀의 말기 반감기를 200~400mg/일 다중 투여 후 약 45시간(단회 투여)에서 약 25~30
시간으로 감소시킵니다.

Lamivudine/Stavudine/Nevirapine의 흡수에 대한 식품의 영향. 라미부딘/스타부딘/네
비라핀 복합정의 비율과 정도에 대한 음식의 영향은 임상 연구에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
서 라미부딘/스타부딘/네비라핀 복합정은 공복 상태에서 복용해야 합니다.

흡수 의

특수 인구:
손상된 신장 기능:
라미부딘/스타부딘/네비라핀 정제는 신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권장되지 않습니다(용량 
및 투여: 주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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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된 간 기능:
라미부딘/스타부딘/네비라핀 정제는 간 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권장되지 않습니다.

임신:주의사항 참조: 임신 라미부딘/스타부딘/네비라핀 정제: 자
료없음.

수유부:주의 사항 참조: 수유부
라미부딘:라미부딘 단독요법(300mg 1일 2회) 또는 병용요법(150mg 라미부딘 1일 2회 및 

300mg 지도부딘 1일 2회)을 받은 20명의 산모로부터 얻은 모유 샘플에서 측정 가능한 라미
부딘 농도가 나타났습니다.

스타부딘:수유부에서 스타부딘의 약동학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스타부딘이 모유로 배
설되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비라핀:수유부에서 네비라핀의 약동학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네비라핀은 모유로 배
설됩니다.

소아 환자: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는 소아 환자에게 권장됩니다.
12세 이상, 체중 50kg 이상.

노인 환자:
라미부딘과 스타부딘의 약동학은 65세 이상의 환자에서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네비라핀:HIV-1 감염 성인의 네비라핀 약동학은 연령(18-68세 범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
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nevirapine은 55세 이상의 환자에서 광범위하게 평가되지 않았습니
다.

성별:
라미부딘:라미부딘의 약동학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습니다.

스타부딘:HIV 감염 환자에 대한 통제된 임상 연구 동안 수집된 데이터의 집단 약동학 분석은 
남성(n=291)과 여성(n=27) 사이에 임상적으로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네비라핀:건강한 지원자(15명의 여성, 15명의 남성)를 대상으로 한 한 1상 연구에서, 네비라
핀의 체중 보정 겉보기 분포 부피(Vdss/F)는 남성(1.38L)에 비해 여성 피험자(1.54L/kg)에서 
더 높았습니다. /kg), nevirapine이 여성 피험자에서 더 광범위하게 분포되었음을 시사합니
다. 그러나 이 차이는 암컷의 말기 반감기가 약간 더 짧아서 상쇄되어 네비라핀 경구 청소율에
서 성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24.6±7.7mL/kg/시간

여성 대 19.9±3.9mL/kg/hr(수컷의 경우 단일 용량 후) 또는 단일 또는 다중 용량 투여 후 혈
장 농도.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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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부딘:라미부딘의 약동학에는 인종적 차이가 없습니다.

스타부딘:HIV 감염 환자에 대한 통제된 임상 연구 동안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집단 약동학 분
석은 인종 간에 임상적으로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n=233 백인, 39 아프리카계 
미국인, 41 히스패닉, 1 아시아인 및 4 기타).

네비라핀:HIV-1 감염 환자(흑인 27명, 히스패닉계 24명, 백인 189명)의 네비라핀 혈장 농도
(여러 임상 시험의 통합 데이터)를 평가한 결과, 네비라핀 정상 상태 최저 농도(정상 상태 중앙
값 C분= 4.7 mcg/mL 흑인, 3.8 mcg/mL 히스패닉, 4.3 mcg/mL 백인) 400 mg/일의 장기간 
네비라핀 치료. 그러나 nevirapine의 약동학은 인종의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되지 않
았습니다.

약물 상호 작용:
약물 상호 작용 없음
라미부딘/스타부딘/네비라핀 정제.

연구 가지다 계속 ~ 이다 실시 ~와 함께 그만큼

라미부딘:단일 센터, 공개 라벨, 무작위, 교차 연구에서 라미부딘과 트리메토프림/설파메톡
사졸(TMP/SMX)을 14명의 HIV 양성 환자에게 공동 투여했습니다. 각 환자는 300mg 단일 용
량의 라미부딘과 TMP 160mg/SMX 800mg을 5일 동안 1일 1회, 라미부딘 300mg과 5번째 
용량을 교차 투여로 병용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TMP/SMX와 라미부딘의 병용 투여는 라미
부딘 AUC에서 44% ± 23%(평균 ± SD) 증가를 초래했습니다.∞,라미부딘 경구 청소율이 
29% ± 13% 감소하고 라미부딘 신장 청소율이 30% ± 36% 감소했습니다. TMP 및 SMX의 
약동학적 특성은 라미부딘과의 병용 투여에 의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라미부딘과 잘시타빈은 서로의 세포내 인산화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미부딘과 잘시
타빈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19명의 건강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라미부딘과 인터페론 알파 사이에 유의한 약동학적 상호작용은 없었습니다.

스타부딘:지도부딘은 스타부딘의 세포내 인산화를 경쟁적으로 억제합니다. 따라서 지도부
딘과 스타부딘의 병용은 피해야 합니다.

시험관 내데이터는 스타부딘의 인산화가 독소루비신과 리바비린에 의해 관련 농도에서 억제
됨을 나타냅니다.
스타부딘은 주요 시토크롬 P450 동형 CYP1A2, CYP2C9, CYP2C19, CYP2D6 및 CYP3A를 
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로를 통해 대사되는 약물과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약물 상
호 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스타부딘은 단백질과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 결합 약물의 약동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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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및 2는 AUC 및 C에 대한 효과를 요약합니다.최대, 스타부딘과 디다노신, 라미부딘 및 넬피
나비르를 병용 투여한 후 가능한 경우 95% 신뢰 구간(CI). 임상적으로 유의한 약동학적 상호
작용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표 1: 스타부딘과의 약물 상호 작용 연구 결과: 스타부딘 혈장 AUC 및 
C에 대한 병용 투여 약물의 효과최대가치

의약품 스타부딘
복용량

Nㅏ AUC의
스타부딘
(95% 신뢰구간)

씨최대의
스타부딘
(95% 신뢰구간)

디다노신,
100mg q12h
4일 동안

40mg q12h
4일 동안

10 ↔ ↑17%

라미부딘,
150mg 단일
정량

40mg
단일 복용량

18 ↔ ↑12%
(100.3-

126.1%)(92.7-00.6%)

넬피나비르,
750mg q8h
56일 동안

30-40mg
56에 대한 q12h

날

8 ↔ ↔

↑증가를 나타냅니다.

↔는 변화가 없거나 10% 미만의 평균 증가 또는 감소를 나타냅니다.

ㅏHIV에 감염된 환자.

표 2: 스타부딘과의 약물 상호 작용 연구 결과: 병용 투여된 약물 혈장 
AUC 및 C에 대한 스타부딘의 효과최대가치

의약품 스타부딘
복용량

Nㅏ 공동의 AUC
관리
마약(95%
씨)

씨최대공동의
관리
마약(95%
씨)

디다노신, 100
mg q12h for 4
날

40 mg q12h
4 일

10 ↔ ↔

라미부딘, 150
mg 단일 용량

40mg 단일
정량

18 ↔ ↔

(90.5-
107.6%)

(87.1-
110.6%)

넬피나비르, 750
mg q8h 56
날

30-40 mg q12h
56일 동안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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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화가 없거나 10% 미만의 평균 증가 또는 감소를 나타냅니다.
ㅏHIV에 감염된 환자.

네비라핀:네비라핀은 간 시토크롬 P450 대사 동위효소 3A4 및 2B6을 유도합니다. 네비라
핀과 CYP3A4 또는 CYP2B6에 의해 주로 대사되는 약물의 병용 투여는 이들 약물의 혈장 농도
를 감소시키고 치료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로 사이토크롬 P450 3A4 및 2B6 효소의 유도제이지만 네비라핀도 이 시스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간 시토크롬 P450 중에서 nevirapine은시험관 내(R)-와파린(CYP3A4)의 
10-하이드록실화를 억제합니다. CYP3A4 억제에 대한 추정된 Ki는 270mcmol이며, 치료 범
위가 <25mcmol이므로 환자에서 달성될 가능성이 없는 농도입니다. 따라서 nevirapine은 
CYP3A4의 다른 기질에 대한 최소한의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비라핀은 1A2, 2D6, 
2A6, 2E1, 2C9 또는 2C19와 같은 다른 CYP450 효소 시스템의 기질인 약물의 혈장 농도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표 3(아래 참조)은 네비라핀과 함께 투여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약물로 수행된 약물 상호 작용 연구의 결과를 포함합니다. nevirapine이 병용투여되는 
약물의 AUC, Cmax, Cmin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였다. 유도 후 전체 잠재적 약동학적 상호
작용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표 3: 약물 상호작용: 네비라핀 존재 시 병용 투여된 약물에 대한 약동학적 매개변수의 변화(모든 상호작
용 연구는 HIV-1 양성 환자에서 수행되었습니다.)

공동 관리
의약품

정량
공동 관리
의약품

의정량
섭생
네비라핀

N 공동 투여된 약물 약동학적 매개변수의 % 
변화(90% CI)의

항레트로바이러스제 AUC 씨최대 씨분
디다노신 100-150 mg BID 200mg QD

× 14일;
200mg BID
× 14일

18 ↔ ↔ §

에파비렌즈ㅏ 600mg QD 200mg QD
× 14일;
400mg QD
× 14일

17 ↓28
(↓ 34 - ↓ 14)

↓12
(↓ 23 - ↑ 1)

↓32
(↓35 - ↓19)

인디나비르ㅏ 800 mg q8H 200mg QD
× 14일;
200mg BID
× 14일

19 ↓31
(↓ 39 - ↓ 22)

↓15
(↓ 24 - ↓ 4)

↓44
(↓53 - ↓33)

로피나비르에이, ㄴ 300/75 mg/m 2 7 mg/kg 또는 4 12, ↓14 ↓22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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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비 mg/kg QD ×
2
매기다
주

15씨 (↓ 36 - ↑16) (↓ 44 - ↑9) (↓75 - ↓ 9)
주;

× 1

로피나비르ㅏ 400/100 mg BID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200mg QD
× 14일;
200mg BID
> 1년

22,
19씨

↓27
(↓ 47 - ↓ 2)

↓19
(↓ 38 - ↑ 5)

↓51
(↓72 - ↓26)

넬피나비르ㅏ 750mg TID 200mg QD
× 14일;
200mg BID
× 14일

23 ↔ ↔ ↓32
(↓50 - ↑ 5)

넬피나비르-M8
대사산물

↓62
(↓ 70 - ↓ 53)

↓59
(↓ 68 - ↓ 48)

↓66
(↓74 - ↓55)

리토나비르 600mg BID 200mg QD
× 14일;
200mg BID
× 14일

18 ↔ ↔ ↔

사퀴나비르ㅏ 600mg TID 200mg QD
× 14일;
200mg BID
× 21일

23 ↓38
(↓ 47 - ↓ 11)

↓32
(↓ 44 - ↓ 6)

§

스타부딘 30-40 mg BID 200mg QD
× 14일;
200mg BID
× 14일

22 ↔ ↔ §

잘시타빈 0.125-0.25 mg TID 200mg QD
× 14일;
200mg BID
× 14일

6 ↔ ↔ §

지도부딘 100-200 mg TID 200mg QD
× 14일;
200mg BID
× 14일

11 ↓28
(↓ 40 - ↓ 4)

↓30
(↓ 51 - ↑ 14)

§

기타 약물 AUC 씨최대 씨분
클라리트로마이신ㅏ 500mg BID 200mg QD

× 14일;
200mg BID
× 14일

15 ↓31
(↓ 38 - ↓ 24)

↓23
(↓ 31 - ↓ 14)

↓57
(↓70 - ↓36)

대사산물
오-
클라리스로마이신

14- ↑42
(↑ 16 - ↑ 73)

↑47
(↑ 21 - ↑ 80)

↔

에티닐 에스트라디올ㅏ 0.035 mg(Ortho-
Novum으로®1/35)

200mg QD
× 14일;
200mg BID
× 14일

10 ↓20
(↓ 33 ~ ↓ 3)

↔ §

그리고
노르에틴드론ㅏ 1 mg(Ortho-

노붐®1/35)
↓19

(↓ 30~↓ 7)
↓16

(↓ 27~↓ 3)
§

플루코나졸 200mg QD 200mg QD 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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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200mg BID
× 14일

케토코나졸ㅏ 400mg QD 200mg QD
× 14일;
200mg BID
× 14일

21 ↓72
(↓ 80 - ↓ 60)

↓44
(↓ 58 - ↓ 27)

§

리파부틴ㅏ 150 또는 300mg QD 200mg QD
× 14일;
200mg BID
× 14일

19 ↑17
(↓ 2 - ↑ 40)

↑28
(↑ 9 - ↑ 51)

↔

대사 산물 25-O-
디아세틸-
리파부틴

↑24
(↓ 16 - ↑ 84)

↑29
(↓ 2 - ↑ 68)

↑22
(↓14 - ↑74)

리팜핀ㅏ 600mg QD 200mg QD
× 14일;
200mg BID
× 14일

14 ↑11
(↓ 4 - ↑ 28)

↔ §

§ = C분분석의 검출 가능한 수준 이하
↑ = 증가, ↓ = 감소, ↔ = 효과 없음
ㅏ임상 권장 사항에 대한 정보는 약물 상호 작용을 참조하십시오.
비6개월에서 12세 사이의 소아과 대상
씨병렬 그룹 설계; n 네비라핀 +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n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단독

표시 및 사용법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는 HIV-1 감염 치료에 사용됩니다.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로 치료를 시작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대조 및 비대조 연구에서 관찰된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간독성에 근거하여, nevirapine
은 CD4+ 세포 수가 250 cells/mm 이상인 성인 여성에서 시작되어서는 안 됩니다.삼또는 
CD4+ 세포 수가 400 cells/mm 이상인 성인 남성의 경우삼이익이 위험을 능가하지 않는 한
(경고 참조).

• nevirapine 200mg을 매일 투여하는 14일의 도입 기간은 발진의 빈도를 줄이는 것으로 입
증되었습니다(경고, 투여 및 투여 참조).

금기 사항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는 제제에 포함된 성분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과민증이 있
는 환자에게 금기입니다.

스트라이드 Arcolab Limited 2007 18/56페이지



경고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세 가지 약물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제제와 동시에 투
여해서는 안됩니다.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고려 중인 모
든 약제에 대한 완전한 처방 정보는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상담해야 합니다.

라미부딘과 스타부딘
유산산증/지방증을 동반한 중증 간비대:
라미부딘과 스타부딘을 포함한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 단독 또는 조합 사용 시 치명적인 사례
를 포함하여 유산산증 및 지방증을 동반한 중증 간비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의 대부
분은 여성에게서 발생했습니다. 비만과 장기간의 뉴클레오사이드 노출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
습니다. 간 질환에 대한 알려진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에게 라미부딘과 스타부딘을 투여할 때
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알려진 위험 요인이 없는 환자에서도 사례가 보고되었습니
다. 라미부딘 및/또는 스타부딘으로의 치료는 젖산증 또는 현저한 간독성을 시사하는 임상 또
는 실험실 소견이 나타난 모든 환자에서 중단되어야 합니다(이는 트랜스아미나제 상승이 없는 
경우에도 간비대 및 지방증을 포함할 수 있음).

전신 피로, 소화기 증상(메스꺼움, 구토, 복통 및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호흡기 증상(빈호
흡 및 호흡곤란); 또는 신경학적 증상(운동 쇠약 포함, 신경학적 증상 참조)은 증후성 고유산혈
증 또는 젖산증 증후군의 발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미부딘
항레트로바이러스성 뉴클레오사이드 노출의 과거력, 췌장염의 병력 또는 췌장염의 발병에 대
한 기타 중요한 위험 인자가 있는 소아 환자에서 라미부딘은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췌장
염을 암시하는 임상 징후, 증상 또는 실험실 이상이 발생하면 라미부딘 치료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이상 반응 참조).

라미부딘 함유 제품 간의 중요한 차이점: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는 EPIVIR-HBV 정제 및 경구 용액보다 동일한 활성 성분
(라미부딘)의 고용량을 함유합니다. EPIVIR-HBV는 만성 B형 간염 환자를 위해 개발되었습니
다.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는 라미부딘, EPIVIR-HBV, RETROVIR, TRIZIVIR® 
또는 EPZICOM과 병용 투여해서는 안됩니다.

간염의 치료 후 악화:
만성 B형 간염에 대한 라미부딘 치료를 받은 비 HIV 감염 환자의 임상 시험에서 간염 악화의 
임상 및 실험실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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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부딘 중단 후. 이러한 악화는 HBV DNA의 재출현 외에 혈청 ALT 상승에 의해 주로 감지되
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자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경우에는 사망자가 보고되었
습니다. HIV와 HBV에 모두 감염된 환자에서 라미부딘 함유 HIV 치료 요법에서 라미부딘 비함
유 요법으로 변경한 후 시판 후 경험에서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라미부딘 치료 중단
과의 인과관계는 알려져 있지 않다. 치료를 중단한 후 최소 몇 개월 동안 임상 및 실험실 추적 
관찰을 통해 환자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라미부딘의 재투여가 치료 후 간염의 악화 
과정을 변화시키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터페론 및 리바비린 기반 요법과 함께 사용:시험관 내 연구에 따르면 리바비린은 라미부딘
과 같은 피리미딘 뉴클레오시드 유사체의 인산화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HIV/HCV 동시 감
염 환자에서 리바비린과 라미부딘을 병용 투여했을 때 약동학적 또는 약력학적 상호작용(예: 
HIV/HCV 바이러스 억제의 상실)의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임상 약리학: 약물 상호작용 참
조),리바비린과 함께 또는 리바비린 없이 인터페론 알파와 HIV에 대한 항레트로바이러스 병
용 요법을 받고 있는 HIV/HCV 동시 감염 환자에서 간 대상부전(일부 치명적)이 발생했습니
다.리바비린 및 EPIVIR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인터페론 알파를 투여받는 환자는 치료 
관련 독성, 특히 간 대상부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EPIVIR의 중단은 의학적으
로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간 대상부전(예: Childs Pugh >6)을 포함하여 임상 독
성 악화가 관찰되는 경우 인터페론 알파, 리바비린 또는 둘 모두의 용량 감소 또는 중단도 고려
해야 합니다(인터페론 및 리바비린에 대한 전체 처방 정보 참조).

스타부딘

신경학적 증상:
스타부딘을 포함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병용 요법을 받는 환자에서 운동 쇠약이 드물게 보고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대부분은 젖산증의 설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운동 쇠약의 진화는 길
랭-바레 증후군(호흡부전 포함)의 임상 증상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치료 중단 후에도 증상이 
계속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스타부딘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손이나 발의 저림, 따끔거림 또는 통증을 나타내는 말초신경병
증이 보고되었습니다. 말초신경병증은 진행된 HIV병 환자, 신경병증 병력이 있는 환자, 또는 
디다노신을 포함하여 신경병증과 관련된 다른 약물을 투여받는 환자에서 더 자주 발생했습니
다(이상반응 참조).

췌장염: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와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 모두에게 하이드록시우레아를 포함하거나 포
함하지 않는 디다노신을 포함하는 병용 요법의 일부로 스타부딘을 투여했을 때 치료 중 치명적 
및 비치명적 췌장염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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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억제. 췌장염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스타부딘과 디다노신(하이드록시우레아 유무에 관
계없이)과 췌장에 독성이 있는 기타 약물의 병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췌장염 진단이 확인된 후 
스타부딘의 재투여는 특히 주의하고 환자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새로운 요법은 디다
노신이나 하이드록시우레아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비라핀
일반적인:
네비라핀과 관련된 가장 심각한 이상반응은 간염/간부전,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독성표피괴
사, 과민반응이다. 간염/간부전은 발열, 전신 권태감, 피로, 근육통 또는 관절통, 수포, 구강 병
변, 결막염, 안면 부종, 호산구 증가증, 과립구감소증, 림프절병증 또는 신장을 동반하는 심한 
발진 또는 발진을 포함할 수 있는 과민증의 징후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기능 장애.

네비라핀 요법의 첫 18주는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간 사건 및 피부 반응을 감지하기 위
해 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임상 및 실험실 모니터링이 필요한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의 최적의 모니터링 빈도는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임상 및 실
험실 모니터링을 권장하며, 특히 기준선, 용량 증량 전 및 용량 증량 후 2주에 간 기능 검사의 
모니터링을 포함합니다. 초기 18주 기간 후에는 네비라핀 치료 기간 동안 빈번한 임상 및 실험
실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합니다. 또한, nevirapine 200mg을 매일 투여하는 14일의 도입 기
간은 발진의 빈도를 줄이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피부 반응:
치명적인 경우를 포함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피부 반응이 보고되었
으며 치료 첫 6주 동안 가장 자주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는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독성 표피 괴
사, 발진, 체질적 소견, 간부전을 포함한 장기 기능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과민 반응의 사례가 
포함됩니다. 대조 임상 시험에서 3등급 및 4등급 발진이 처음 6주 동안 위약 대상자의 0.1%에 
비해 네비라핀 투여군의 1.5%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심한 피부 반응 또는 과민 반응(열, 전신 권태감, 피로, 근육 또는 관절통, 물집, 구강 병변, 결막
염, 안면 부종 및/ 또는 간염, 호산구 증가증, 과립구감소증, 림프절병증 및 신기능 장애)는 네
비라핀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즉시 의학적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주의사항 참조). 심각한 피
부 발진, 아미노전이효소 증가 또는 기타 증상과 결합된 피부 발진, 또는 과민 반응 후에 네비라
핀을 다시 시작하지 마십시오.

환자가 네비라핀 관련 발진이 의심되는 경우 간 기능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발진과 관련된 
AST 또는 ALT 상승이 있는 환자는 네비라핀을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합니다.

스트라이드 Arcolab Limited 2007 21/56페이지



네비라핀 치료는 14일 200mg/일(소아 환자의 경우 4mg/kg/일)의 도입 기간으로 시작해야 
하며, 이는 발진의 빈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도입 기간 동안 발진이 관찰되면 발
진이 해결될 때까지 용량 증량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용량 및 투여 참조). 어떤 중증도의 
단독 발진이 발생하면 환자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발진이 시작된 후 네비라핀 치료 
중단이 지연되면 더 심각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네비라핀 발진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임상 시험에서 프레드니손의 병용(네비라핀 투여 첫 14일 동안 40mg/일)은 네비라핀 요법의 
첫 6주 동안 발진의 발생률 및 중증도 증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네비라핀 관련 발진을 
예방하기 위해 프레드니손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간 사건:
네비라핀으로 치료받은 환자에서 전격성 및 담즙정체성 간염, 간 괴사 및 간부전을 포함한 중
증의 생명을 위협하며 경우에 따라 치명적인 간독성이 보고되었습니다. 대조 임상 시험에서 중
증도에 관계없이 증상이 있는 간 반응은 네비라핀을 투여받은 환자의 4%(범위 0~11%)와 대
조군 환자의 1.2%에서 발생했습니다.

중증도에 관계없이 증상이 있는 간 사건의 위험은 치료 첫 6주 동안 가장 컸습니다. 18주간의 
치료 기간 동안 위험은 대조군에 비해 네비라핀 군에서 계속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치료 중 언
제든지 간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초기에 비정상적인 혈청 트랜스아미
나제 수치가 있거나 없이 환자에게 비특이적 전구 증상 또는 피로, 권태감, 식욕 부진, 구역, 황
달, 간 압통 또는 간비대가 나타납니다. 증상이 있는 간 부작용이 있는 환자의 약 절반에서 발진
이 관찰되었습니다. 열과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이러한 간 증상 중 일부를 동반했습니다. 일부 
사건, 특히 발진 및 기타 증상이 있는 사건은 과빌리루빈혈증, 간성 뇌병증, 연장된 부분 트롬보
플라스틴 시간 또는 호산구 증가증. 간염의 징후나 증상이 있는 환자는 네비라핀을 중단하고 
즉시 간 기능 검사를 포함한 의학적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환자가 간염 및/또는 과민 반응을 암시하는 징후 또는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 간 기능 검사를 즉
시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치료 첫 18주 이내에 발진이 발생한 모든 환자에 대해 간 기능 검사
를 즉시 받아야 합니다. 의사와 환자는 피로, 권태감, 식욕부진, 메스꺼움, 황달, 빌리루빈뇨
증, 알코올성 변, 간 압통 또는 간비대와 같은 간염의 징후 또는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간독성 진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간 기능 검사가 초기에 정상이거나 대체 
진단이 가능한 경우에도(주의사항, 용량 및 투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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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진 또는 기타 전신 증상과 함께 임상적 간염 또는 트랜스아미나제 상승이 발생하면 네비라핀
을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합니다. 회복 후 네비라핀을 다시 시작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치료 중단에도 불구하고 간 손상이 진행됩니다.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사건을 포함하여 간 사건의 가장 큰 위험이 있는 환자는 높은 CD4+ 세포 
수를 가진 여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치료 첫 6주 동안 여성은 증상이 있고 종종 발진과 관련된 
간 사건에 대한 위험이 남성보다 3배 더 높았고(5.8% 대 2.2%) 네비라핀 치료 시작 시 CD4+ 
세포 수가 더 많은 환자 nevirapine과 함께 증상이 있는 간 사건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후향
적 검토에서 CD4+ 세포 수가 >250 cells/mm인 여성삼CD4+ 세포 수가 250 cells/mm 미만
인 여성에 비해 증상이 있는 간 부작용 위험이 12배 더 높았습니다.삼(11% 대 0.9%). CD4+ 세
포 수가 >400 cells/mm인 남성에서 위험 증가가 관찰되었습니다.삼(CD4+ 세포 수가 <400 
cells/mm인 남성의 경우 6.3% 대 1.2%삼). 그러나 성별, CD4+ 세포 수 또는 항레트로바이러
스 치료 이력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는 증상이 있는 간 이상 반응이 모든 CD4+ 세포 수에서 보
고되었기 때문에 간독성에 대해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B형 또는 C형 간염 및/또는 네비라핀 치
료 시작 시 증가된 간 기능 검사와의 동시 감염은 나중의 증상 사건(네비라핀 시작 후 6주 이상)
의 더 큰 위험 및 AST 또는 ALT의 무증상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승인되지 않은 사용인 노출 후 예방 환경에서 네비라핀을 여러 번 투여한 HIV 감염되지 
않은 개인에서 심각한 간독성(한 경우 이식이 필요한 간부전 포함)이 보고되었습니다.

심각한 간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증가된 네비라핀 수치와 네비라핀 축적이 관찰될 수 있으므로 
심각한 간장애 환자에게 네비라핀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CLINICAL PHARMACOLOGY, 
Pharmacokinetics in Special Populations: Hepatic Impairment를 참조하십시오. 
지침; 일반적인).

저항
네비라핀은 HIV-1을 치료하기 위한 단일 약제로 사용되거나 실패한 요법에 단독 약제로 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모든 비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와 마찬가지로 네비라핀을 
단독요법으로 투여하면 내성 바이러스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네비라핀과 병용하여 사용할 새
로운 항레트로바이러스제의 선택은 교차 내성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비라핀을 포함하
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을 중단할 때 네비라핀의 긴 반감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네비라핀보
다 반감기가 짧은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동시에 중단하면 네비라핀 단독의 낮은 혈장 농도가 
1주일 이상 지속될 수 있으며 이후에 바이러스 내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인트 존스 워트:
St. John's wort(hypericum perforatum) 또는 St. John's wort 함유 제품과 네비라핀의 
병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네비라핀을 포함한 비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NNRTI)와 
세인트존스워트의 병용투여는 NNRTI 농도를 상당히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차선의 결과
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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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irapine의 수준과 nevirapine 또는 NNRTI의 종류에 대한 가능한 내성 및 바이러스 반응
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지침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면역 재구성 증후군: 라미부딘, 스타부딘, 네비라핀을 포함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병용 요법
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면역 재구성 증후군이 보고되었습니다. 항레트로바이러스 복합제 치료
의 초기 단계에서 면역 체계가 반응하는 환자는 나태하거나 잔여 기회 감염(예:마이코박테리
움 아비움감염, 거대세포바이러스,폐포자충 폐렴[PCP] 또는 결핵), 추가 평가 및 치료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지방 재분배: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중심 비만, 경추 배쪽 지방 비대(버팔로 
혹), 말초 소모, 안면 소모, 유방 비대 및 "쿠싱양 모양"을 포함한 체지방의 재분배/축적이 관찰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메커니즘과 장기적인 결과는 현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인과관계
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신장 기능이 손상된 환자: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복합정은 CrCL ≤50mL/min인 환
자 또는 혈액투석 중인 환자에게 권장되지 않습니다.

용량 조절이 필요한 경우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복합정은 고정 용량의 라미부딘, 스
타부딘 및 네비라핀 복합제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투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미부딘
HIV와 B형 간염 바이러스 동시 감염 환자:HIV와 HBV에 이중 감염된 환자의 만성 B형 간염 치
료에 대한 라미부딘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만성 B형 간염에 대해 라미부딘으
로 치료를 받은 비 HIV 감염 환자에서 라미부딘 내성 HBV의 출현이 감지되었으며 치료 반응 
감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추가 정보는 EPIVIR-HBV 패키지 삽입 참조).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동시 감염이 있는 상태에서 라미부딘 함유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을 받
은 HIV 감염 환자에서 라미부딘 내성과 관련된 B형 간염 바이러스 변이형의 출현이 보고되었
습니다. 간염의 치료 후 악화도 보고되었습니다(경고 참조).

네비라핀
일반적인:
네비라핀과 관련된 가장 심각한 이상반응은 간염/간부전,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독성표피괴
사, 과민반응이다. 간염/간부전은 발열을 동반한 심한 발진이나 발진을 포함할 수 있는 과민증
의 징후와 분리되거나 연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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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감, 피로, 근육 또는 관절 통증, 수포, 구강 병변, 결막염, 안면 부종, 호산구 증가증, 과립구
감소증, 림프절병증 또는 신장 기능 장애(경고 참조).

네비라핀은 간에서 광범위하게 대사되고 네비라핀 대사산물은 신장에서 광범위하게 제거됩니
다. 만성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각 투석 치료 후 추가로 200mg을 투여해야 합니
다. 네비라핀 대사산물은 투석을 받는 환자에게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적의 임상적 
중요성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CLINICAL PHARMACOLOGY, Pharmacokinetics in 
Special Populations: Renal Impairment를 참조하십시오. 용량 및 투여, 용량 조정).

경증에서 중등도의 간장애 환자에 대한 용량 조절이 필요한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집단에 대한 다회 용량 약동학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등도의 간장애 및 복수가 
있는 환자는 전신 순환계에 네비라핀이 축적될 위험이 있습니다. 중등도의 간장애 환자에게 네
비라핀을 투여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네비라핀은 중증 간장애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 된다.(
경고를 참조하십시오. 임상 약리학, 특수 집단의 약동학: 간 장애).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의 임상적 혜택 기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네비라핀 또는 기타 항레트
로바이러스 요법을 받는 환자는 기회 감염 및 HIV-1 감염의 기타 합병증이 계속 발생할 수 있
으므로 관련 HIV-1 질병 환자의 치료에 경험이 있는 의사의 면밀한 임상 관찰을 유지해야 합니
다.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의 일부로 네비라핀을 투여하는 경우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각 치료 성
분에 대한 완전한 제품 정보를 참조해야 합니다.

환자를 위한 정보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
제: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는 경구 섭취 전용입니다.

환자는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를 정기적인 투여 일정에 따라 복용하는 것의 중
요성과 누락된 용량을 피하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는 HIV-1 감염의 치료제가 아니며 기회 감염을 
포함하여 HIV-1 감염과 관련된 질병에 계속 걸릴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들은 이 병용 요
법이 성적 접촉이나 혈액 오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HIV-1을 전염시킬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환자는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를 사용할 때 의사의 관리 하에 남아 있도록 조언
해야 합니다.

스트라이드 Arcolab Limited 2007 25/56페이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체지방의 재분배 또는 축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
한 상태의 원인과 장기적인 건강 영향은 현재로서는 알려져 있지 않음을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
다.

환자는 처방된 대로 매일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를 복용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환자는 의사와 상의 없이 용량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복용량을 놓친 경우 환자는 가능한 한 
빨리 다음 복용량을 복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용량을 건너 뛰면 환자는 다음 복용량을 두 배
로해서는 안됩니다. 환자는 의사에게 다른 약물의 사용을 보고하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라미부딘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는 EPIVIR-HBV 정제 및 경구 용액과 동일한 활성 성분
(라미부딘)의 고용량을 함유하고 있음을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HIV와 HBV에 이중 감염된 
환자의 HIV 치료 요법에 라미부딘을 포함하기로 결정한 경우,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복합정(EPIVIR-HBV 아님)의 라미부딘 용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HIV와 HBV에 동시 감염된 환자는 라미부딘 치료를 중단한 일부 사례에서 간 질환의 악화가 발
생했음을 알려야 합니다. 환자는 요법의 변경 사항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도록 조언해야 합니
다. 현재로서는 라미부딘의 장기적인 영향이 알려져 있지 않음을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부모나 보호자는 소아 환자에게 췌장염의 징후와 증상을 모니터링하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체지방의 재분배 또는 축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
한 상태의 원인과 장기적인 건강 영향은 현재로서는 알려져 있지 않음을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
다.

스타부딘: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복부 불편감, 메스꺼움, 구토, 피로, 호흡곤란, 운동 쇠약을 포함하는 
증후성 고젖산혈증 또는 유산산증 증후군의 증상을 조기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스타부딘 치료의 중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타부딘의 중요한 독성은 말초신경병증임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환자는 말초신경병증이 
손이나 발의 저림, 따끔거림 또는 통증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증상은 의사에게 보고해야 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말초 신경병증은 HIV 질환이 진행되었거나 말초 신경병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독성이 발생하면 스타부딘의 중단이 필요할 수 있음을 환자
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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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부딘 치료를 받는 소아의 보호자는 말초 신경병증의 발견 및 보고에 관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네비라핀:
환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네비라핀과 관련된 심각한 간 질환 또는 피부 반응의 가능성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간 질환 또는 심각한 피부 반응의 징후 또는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는 네비
라핀을 중단하고 실험실 모니터링 수행을 포함하여 즉시 의료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해야 합니
다. 간 질환의 증상으로는 피로, 권태감, 거식증, 메스꺼움, 황달, 알코올성 변, 간 압통 또는 간
비대가 있습니다. 심한 피부 또는 과민 반응의 증상으로는 발열, 전신 권태감, 피로, 근육통 또
는 관절통, 수포, 구강 병변, 결막염, 안면 부종 및/또는 간염을 수반하는 발진이 있습니다.

간 기능 검사를 포함한 집중적인 임상 및 실험실 모니터링은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간독
성 및 피부 반응을 감지하기 위해 네비라핀 치료의 첫 18주 동안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이후에 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네비라핀 치료 기간 동안 빈번한 간격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합니다. 간 질환 및 피부 반응의 위험이 가장 높은 기간인 치료 첫 6주 동안에는 각별
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염의 징후 및 증상이 있는 환자는 네비라핀을 중단하고 즉시 의학적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간독성으로 인해 네비라핀을 중단한 경우 다시 시작하지 마십시오. 네
비라핀 치료 시작 시 CD4+ 세포 수가 증가한 환자, 특히 여성(>250 cells/mm삼여성 및 >400 
cells/mm삼남성의 경우)는 종종 발진과 관련된 증상이 있는 간 사건의 발병 위험이 훨씬 더 높
습니다. 환자들에게 네비라핀 치료 시작 시 B형 또는 C형 간염 및/또는 간 기능 검사의 증가가 
있을 경우 나중에 증상이 나타날 위험(네비라핀 시작 후 6주 이상) 및 무증상 증가와 관련이 있
음을 알려야 합니다. AST 또는 ALT(경고, 간 이상반응 참조).

네비라핀과 관련된 발진의 대부분은 치료 시작 후 첫 6주 이내에 발생합니다. 환자에게 2주간
의 도입 기간 동안 발진이 발생하면 발진이 사라질 때까지 네비라핀 용량을 증량해서는 안 된
다고 지시해야 합니다. 발진을 경험한 환자는 즉시 간 기능을 평가해야 합니다. 심한 발진 또는 
과민 반응이 있는 환자는 즉시 네비라핀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네비라핀은 심각
한 피부 발진 또는 과민 반응 후에 다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은 네비라핀 관련 발진이 발
생할 위험이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경구 피임약 및 기타 호르몬 피임법은 네비라핀을 복용하는 여성의 유일한 피임 방법으로 사용
해서는 안 됩니다. 네비라핀은 이러한 약물의 혈장 수치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네비
라핀 치료 중 호르몬 조절을 위해 경구 피임약을 사용하는 경우 호르몬 요법의 치료 효과를 모
니터링해야 합니다(약물 상호작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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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메타돈 대사에 기초하여, 네비라핀은 간 대사를 증가시켜 메타돈의 혈장 농도를 감소시
킬 수 있습니다. 네비라핀과 메타돈을 병용 투여한 환자에서 마약 금단 증후군이 보고되었습니
다. 네비라핀 치료를 시작하는 메타돈 유지 환자는 금단의 증거가 있는지 모니터링해야 하며 
그에 따라 메타돈 용량을 조정해야 합니다.

네비라핀은 일부 약물과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는 다른 처방전, 비처방약 또는 
약초   제품, 특히 St. John's wort의 사용을 의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약물 상호 작용
라미부딘
라미부딘은 활성 유기 양이온 분비에 의해 주로 소변으로 제거됩니다. 특히 주요 제거 경로가 
유기 양이온 수송 시스템(예: 트리메토프림)을 통한 활성 신장 분비인 경우, 동시에 투여되는 
다른 약물과의 상호 작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TMP 160 mg/SMX 800 mg을 1일 1회 투여하면 라미부딘 노출(AUC)이 44%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습니다(임상 약리학 참조). 두 약물의 용량 변경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치료에 사용되
는 것과 같은 고용량 TMP/SMX의 라미부딘 약동학에 대한 영향에 관한 정보는 없습니다.
Pneumocystis carinii 폐렴.라미부딘과 유사한 신장 청소 기전을 갖는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
용에 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라미부딘과 잘시타빈은 서로의 세포내 인산화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미부딘과 잘시
타빈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스타부딘
(또한보십시오임상약리학). 지도부딘은 스타부딘의 세포내 인산화를 경쟁적으로 억제합니다. 
따라서 지도부딘과 스타부딘의 병용은 피해야 합니다.

시험관 내데이터는 스타부딘의 인산화가 독소루비신과 리바비린에 의해 관련 농도에서도 억
제됨을 나타냅니다. 이들의 임상적 의미시험관 내 상호 작용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물 중 하나와 스타부딘의 병용은 주의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네비라핀
네비라핀은 주로 시토크롬 P450 동종효소인 3A4 및 2B6을 통해 간에서 대사됩니다. 네비라
핀은 이러한 효소의 유도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효소 시스템에 의해 대사되
는 약물은 네비라핀과 함께 투여될 때 예상되는 혈장 수준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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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라핀과 다른 약물의 병용 투여로 발생하는 특정 약동학적 변화는 임상 약리학, 표 3에 나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약동학 변화에 기반한 가능한 용량 변경에 대한 임상 설명은 표 4에 나
열되어 있습니다. 표 3 및 4의 데이터는 다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HIV-1 
혈청 양성 환자에서 수행된 약물 상호 작용 연구의 결과.

확립된 약물 상호작용 외에도, 네비라핀과 시토크롬 P450 시스템에 의해 대사되는 다른 약물 
부류 사이에 잠재적인 약동학적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약물 상호 작
용은 표 5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HIV-1 혈청 양성 환자에 대한 특정 약물 상호 작용 연구는 표 
5에 나열된 약물 종류에 대해 수행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약물을 병용 투여하는 경우 추가 임상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시험관 내nevirapine과 항혈전제 warfarin 사이의 상호작용은 복잡합니다. 결과적으
로 이러한 약물을 동시에 투여하면 응고 시간이 증가할 가능성에 따라 혈장 와파린 수치가 변
할 수 있습니다. 와파린을 네비라핀과 병용투여하는 경우 항응고 수치를 자주 모니터링해야 합
니다.

표 4: 확립된 약물 상호 작용: 약물 상호 작용 연구를 기반으로 용량 또는 요법의 변경
이 권장될 수 있음(상호작용의 정도에 대해서는 표 1의 임상 약리학 참조)

약물 이름 영향을 끼치다

농도
네비라핀 또는

병용약물

임상 논평

클라리트로마이신 ↓ 클라리스로마이신 Clarithromycin 노출은 nevirapine에 
의해 유의하게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14-OH 대사 산물
농도를 높였습니다. clarithromycin 활성 
대사 산물은 Mycobacterium avium-
intracellulare complex에 대한 활성을 감
소시키기 때문에 이 병원체에 대한 전반적인 
활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지트로마이신
과 같은 클래리스로마이신의 대안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존경받는.

↑14-오
클라리스로마이신

에파비렌즈 ↓ 에파비렌즈 이 조합에 대한 적절한 용량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에티닐 에스트라디올 ↓ 에티닐 에스트라디올 경구 피임약 및 기타 호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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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노르에틴드론 ↓ 노르에틴드론 피임 방법이 유일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서는 안 됩니다.
nevirapine이 이러한 약물의 혈장 수치
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nevirapine을 복
용하는 여성의 피임. 대체 또는 추가 피임
법이 권장됩니다.

플루코나졸 ↑ 네비라핀 네비라핀에 대한 노출 증가의 위험 때문
에 병용 투여 시 주의해야 하며 환자에게 
네비라핀과 관련된 이상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인디나비르 ↓ 인디나비르 이 조합에 대한 적절한 용량은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indinavir의 용량을 증량할 
수 있습니다.
필수의.

케토코나졸 ↓ 케토코나졸 네비라핀과 케토코나졸은 케토코나졸 
혈장 농도의 감소가 약물의 효능을 감소
시킬 수 있으므로 병용 투여해서는 안됩
니다.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 로피나비르 네비라핀과 함께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를 1일 2회 533/133mg으로 증량하는 것
이 권장됩니다.

메타돈 ↓ 메타돈ㅏ 메타돈 수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아
편류의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증량된 용
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철수. 네비라핀 치료를 시작하는 메타돈 
유지 환자는 금단의 증거가 있는지 모니
터링해야 하며 그에 따라 메타돈 용량을 
조정해야 합니다.

넬피나비르 ↓ 넬피나비르 M8
대사산물

안전성 및 유효성과 관련하여 넬피나비
르와 네비라핀 병용요법의 적절한 용량
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넬피나비르 Cmin

스트라이드 Arcolab Limited 2007 30/56페이지



리파부틴 ↑ 리파부틴 리파부틴과 그 대사체 농도는 적당히 증가
했습니다. 그러나 피험자 간 변동성이 높
기 때문에 일부 환자는 리파부틴 노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리파부틴 독성 위
험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용투
여시 주의가 필요하다.

관리.
리팜핀 ↓ 네비라핀 네비라핀과 리팜핀의 병용투여는 네비라

핀 혈장 농도의 감소가 약물의 효능을 감
소시킬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해서는 안된
다. 결핵 동시 감염 환자를 치료해야 하고 
네비라핀 함유 요법을 사용해야 하는 의
사는 대신 리파부틴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사퀴나비르 ↓ 사퀴나비르 이 조합에 대한 적절한 용량은 설정되지 
않았지만 사퀴나비르의 용량을 증량해야 
할 수 있습니다.

ㅏ네비라핀과 메타돈을 동시에 투여한 환자의 마약 금단 증후군에 대한 보고와 메타돈의 혈장 농
도 감소 증거에 근거함

표 5: 잠재적인 약물 상호 작용: 주의하여 사용, 임상 효과의 감소 가능성으로 인해 병
용 투여 약물의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네비라핀과의 병용 투여에 의해 혈장 농도가 감소할 수 있는 약물의 예

약물 클래스 약물의 예
항부정맥제 아미오다론, 디소피라미드, 리도카인
항경련제 카르바마제핀, 클로나제팜, 에토숙시미드
항진균제 이트라코나졸

칼슘 채널 차단제 딜티아젬, 니페디핀, 베라파밀
암 화학 요법 시클로포스파미드
맥각 알칼로이드 에르고타민
면역억제제 사이클로스포린, 타크로리무스, 시롤리무스

운동제 시사프라이드

아편제 작용제 펜타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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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라핀과의 병용 투여로 혈장 농도가 증가할 수 있는 약물의 예

항혈전제 와파린
항응고 작용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 항응고 수준의 모
니터링이 권장됩니다.

발암, 돌연변이, 생식 능력 손상 라미부딘:쥐와 쥐를 대상으로 한 라미부딘에 대한 장기간의 발
암성 연구는 HIV 감염에 대한 권장 치료 용량에서 인간에서 관찰된 것의 최대 10배(쥐) 및 58
배(쥐) 노출에서 발암 가능성의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Lamivudine은 미생물 변이원
성 검사 또는시험관 내 세포 형질 전환 분석, 그러나 약한시험관 내배양된 인간 림프구를 사용
한 세포유전학적 분석 및 마우스 림프종 분석에서의 돌연변이 유발 활성. 그러나 라미부딘은생
체 내최대 2,000mg/kg의 경구 투여량에서 쥐에서 유전독성 활성이 나타나 HIV 감염에 권장
되는 투여량에서 인간보다 35~45배 높은 혈장 수준을 생성합니다. 생식 능력에 대한 연구에서 
4,000mg/kg/day의 용량으로 쥐에게 투여한 라미부딘은 인간보다 47~70배 높은 혈장 수준
을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손의 젖을 뗀다.

스타부딘: 마우스와 랫드에 대한 2년간의 발암성 연구에서 스타부딘은 권장 임상 용량에서 인
간 노출의 각각 39배 및 168배의 노출(AUC)을 생성한 용량에서 비발암성이었습니다. 생쥐와 
쥐의 양성 및 악성 간 종양과 수컷 쥐의 악성 방광 종양은 권장 임상 용량에서 인간 노출의 250
배 및 732배(쥐) 노출 수준에서 발생했습니다.

스타부딘은 대사 활성화 유무에 관계없이 Ames, E. coli 역 돌연변이 또는 CHO/HGPRT 포유
류 세포 정방향 유전자 돌연변이 분석에서 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았습니다. Stavudine은 다
음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시험관 내인간 림프구 clastogenesis 및 마우스 섬유 아
세포 분석 및생체 내마우스 소핵 검사. 에서시험관 내 분석 결과, 스타부딘은 인간 림프구에서 
염색체 이상 빈도를 증가시켰고(25~250mcg/mL 농도, 대사 활성화 없이) 마우스 섬유아세포
에서 형질전환된 병소의 빈도를 증가시켰습니다(농도 25~2500mcg/mL, 포함 및 포함하지 
않음). 대사 활성화). 에서생체 내소핵 분석에서 스타부딘은 3일 동안 600 ~ 2000 mg/kg/일
의 용량으로 마우스에 경구 스타부딘을 투여한 후 골수 세포에서 분열을 유발했습니다. 1 mg/
kg/day의 임상 용량 후 관찰된 최대 216배의 노출(Cmax 기준)을 가진 쥐에서 생식 능력 장애
의 증거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네비라핀:긴-nevirapine을 사용하여 쥐와 쥐에 대한 용어 발암성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마우
스에 2년 동안 0, 50, 375 또는 750 mg/kg/day를 투여했습니다. 간세포 샘종과 암종은 남성
에서는 모든 용량에서, 여성에서는 두 가지 고용량에서 증가했습니다. 쥐에게 0, 3.5, 17.5 또
는 35mg/kg/day의 용량으로 2년 동안 네비라핀을 투여한 연구에서 모든 용량에서 수컷에
서, 고용량에서 암컷에서 간세포 샘종의 증가가 관찰되었습니다. 전신 노출(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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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에 대한) 두 동물 연구의 모든 용량에서 200mg bid 용량에서 인간에서 측정된 것보다 낮
았습니다. 발암 가능성의 메커니즘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전 독성학 분석에서 네
비라핀은시험관 내그리고생체 내연구. 여기에는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미생물 분석이 포함
되었습니다(Ames: Salmonella strains 및대장균), 포유동물 세포 유전자 돌연변이 분석
(CHO/HGPRT), 차이니즈 햄스터 난소 세포주를 사용한 세포유전학적 분석 및 경구 투여 후 
마우스 골수 소핵 분석. 네비라핀의 유전독성 활성이 없기 때문에 네비라핀을 투여한 생쥐와 
랫트에서 간세포성 신생물이 인간과의 관련성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생식 독성 연구에서 
AUC를 기반으로 한 전신 노출을 제공하는 용량에서 암컷 랫드에서 수태능 장애의 증거가 나타
났으며 이는 임상 권장 용량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임신:임신 카테고리 C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은 모두 카테고리 C로 분류됩니다. 임산부에 대한 적절하고 잘 
통제된 연구는 없습니다.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는 잠재적인 이점이 잠재적인 
위험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임신 중에 사용해야 합니다.

라미부딘:생식 연구는 각각 최대 4,000mg/kg/day 및 1,000mg/kg/day의 경구 투여 용량으
로 쥐와 토끼에서 수행되었으며, 성인 HIV 용량의 최대 약 35배에 달하는 혈장 수준을 생성했
습니다. 라미부딘으로 인한 최기형성의 증거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토끼에서 인간과 유사한 
노출 수준에서 초기 배아 치사율의 증거가 나타났지만 인간보다 최대 35배 높은 노출 수준에
서 래트에서 이러한 영향에 대한 징후는 없었습니다. 임신한 쥐와 토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라미부딘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수행된 2건의 임상 연구에서, 임신 38주차부터 라미부딘을 투여받은 임산부
의 검체에 대해 약동학적 측정을 수행했습니다(지도부딘과 병용하여 150mg을 1일 2회 투여
받은 10명 및 무정형으로 라미부딘 300mg을 1일 2회 투여받은 10명). 다른 항레트로바이러
스제) 또는 임신 36주차에 시작(라미부딘 150mg을 지도부딘과 함께 1일 2회 투여받은 16명
의 여성). 이러한 연구는 효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거나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임산부
에서 라미부딘의 약동학은 출생 후 및 비임신 성인에서 얻은 것과 유사했습니다. Lamivudine 
농도는 일반적으로 산모, 신생아 및 제대혈 혈청 샘플에서 유사했습니다. 양막이 자연적으로 
파열된 후 양수 표본을 얻은 일부 대상에서 라미부딘의 양수 농도는 1.2~2.5mcg/mL(150mg 
1일 2회) 및 2.1~5.2mcg/mL(300mg 1일 2회) 범위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산모 혈청 
수준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제한된 임신 후기 안전성 정보는 유
해 반응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Lamivudine은 잠재적인 이점이 위험을 능가하는 경우에만 임
신 중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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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부딘:생식 연구는 노출된 쥐와 토끼에서 수행되었습니다(C최대) 1 mg/kg/day의 임상 용
량에서 각각 최대 399배 및 183배까지 나타났으며 최기형성의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골격 변이, 흉골의 미골화 또는 불완전 골화의 발생률은 인간 노출의 399배에서 랫드
에서 증가했지만 인간 노출의 216배에서는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인체 노출의 216배
에서 이식 후 약간의 손실이 나타났으며 인체 노출의 약 135배에서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습
니다. 초기 쥐의 신생아 사망률(출생부터 4일까지)의 증가는 인간 노출의 399배에서 발생했지
만 신생아의 생존은 인간 노출의 약 135배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스타부딘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아 조직의 농도는 
모체 혈장 농도의 약 1/2이었습니다. 동물 생식 연구는 항상 인간의 반응을 예측하는 것은 아
닙니다.

임산부에 대한 스타부딘에 대한 적절하고 잘 통제된 연구는 없습니다. Stavudine은 잠재적인 
이점이 잠재적인 위험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만 임신 중에 사용해야 합니다.

스타부딘과 디다노신을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와 병용투여한 임산부에서 치명적인 유산산
증이 보고되었습니다. 임신이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를 투여받는 비임신 개인에서 보고된 젖
산증/간 지방증 증후군의 위험을 증가시키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스타부딘을 투여받는 
HIV 감염 임산부를 돌보는 의료인은 유산산증/간지방증 증후군의 조기 진단에 주의해야 합니
다.

네비라핀:임신한 쥐와 토끼를 대상으로 한 생식 연구에서 관찰 가능한 최기형성은 발견되지 않
았습니다. 랫드에서 태아 체중의 유의한 감소는 인체에   권장되는 임상 용량보다 AUC를 기준
으로 약 50% 더 높은 전신 노출을 제공하는 용량에서 발생했습니다.

랫트와 토끼의 모체 및 발달 무영향 수준 투여량은 AUC를 기반으로 한 권장 일일 인간 투여량
에서 관찰된 것보다 각각 대략 동일하거나 대략 50% 더 높은 전신 노출을 생성했습니다. 
HIV-1 감염의 병용 치료의 일환으로 만성 네비라핀 요법을 받고 있는 임산부에서 사망을 포함
한 심각한 간 이상반응이 보고되었습니다. 임신이 임신하지 않은 여성에서 관찰되는 이미 증

가된 위험을 증가시키는지는 불분명합니다(경고 참조).

간호 어머니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HIV에 감염된 산
모가 출생 후 HIV 감염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
다.. 또한, 수유 중인 영아에서 심각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머니가 라미부
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를 투여받는 경우 모유 수유를 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라미부딘: 45 mg/kg의 라미부딘을 투여한 수유 중인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유의 라미
부딘 농도가 혈장 농도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미부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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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모유로도 배출됩니다. 라미부딘 단독요법(300mg 1일 2회) 또는 병용요법(150mg 라
미부딘 1일 2회 및 300mg 지도부딘 1일 2회)을 받은 20명의 산모로부터 얻은 모유 샘플에서 
측정 가능한 라미부딘 농도가 나타났습니다.

스타부딘: 수유 중인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타부딘이 우유로 배설되는 것으로 나타났습
니다. 스타부딘이 모유로 배설되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수유 중인 유아에서 스타부딘
의 부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비라핀: 네비라핀은 모유로 분비됩니다.

소아과용: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는 소아 환자에게 권장됩니다.
12세 이상, 체중 50kg 이상.

노인성 사용:
라미부딘, 스타부딘, 네비라핀에 대한 임상 연구에는 65세 이상 환자가 젊은 환자와 다르게 반
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수의 환자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용량 선택은 간, 신장 또는 심장 기능 감소의 빈도가 더 높고 동반 질환 또는 기타 약물 요
법을 반영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라미부딘, 스타부딘, 네비라핀정은 고정용량 복합제이므로 
용량 감량이 필요하거나 CrCL이 50mL/min 미만인 신장애 환자에게 처방해서는 안 된다.

스타부딘
고령 환자는 신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신기능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성 HIV 감염 환자를 위한 단일 요법 확장 접근 프로그램에서 말초 신경병증 또는 말초 신
경병증 증상은 40mg을 1일 2회 투여하는 노인 환자 15/40(38%) 및 20mg을 2회 투여한 노
인 환자 8/51(16%)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일일. 확장 접근 프로그램에 등록된 약 12,000명의 
환자 중 말초 신경병증 또는 말초 신경병증 증상은 40mg을 1일 2회 투여받은 환자의 30%, 
20mg을 1일 2회 투여받은 환자의 25%에서 발생했습니다. 고령 환자는 말초 신경병증의 징
후와 증상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상 반응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의 사용 시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의 이상반응
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라미부딘, 스타부딘, 네비라핀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은 아래와 같다.

라미부딘(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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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에 대한 임상 시험:지도부딘과 비교하여 라미부딘 150mg 1일 2회 + RETROVIR 200mg 
1일 3회 요법 동안 빈도가 5% 이상인 선별된 임상 부작용은 표 6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6: 선택된 임상 유해 사례(> 4건의 통제된 임상 시험에서 5% 빈도)

라미부딘 150mg
매일 두 번

플러스 레트로비어
(n = 251)

레트로비르 *
(n = 230)부작용

몸 전체
두통
권태감 및 피로
발열 또는 오한

35%
27%
10%

27%
23%
12%

소화기
메스꺼움
설사
메스꺼움 및 구토
거식증 및/또는 식욕 감소 복통

복부 경련
소화불량

33%
18%
13%
10%
9%
6%
5%

29%
22%
12%
7%

11%
삼%
5%

신경계
신경 장해
불면증 및 기타 수면 장애 현기증

우울 장애

12%
11%
10%
9%

10%
7%
4%
4%

호흡기
비강 징후 및 증상 기침 20%

18%
11%
13%

피부
피부 발진 9% 6%

근골격계
근골격계 통증
근육통
관절통

12%
8%
5%

10%
6%
5%

* 지도부딘 단독요법 또는 지도부딘과 잘시타빈 병용.

라미부딘 300mg 1일 1회 또는 라미부딘 150mg 1일 2회(EPV20001 및 EPV40001의 3제 
병용 요법)를 투여받은 환자에서 보고된 임상 부작용의 유형 및 빈도는 유사했습니다. 두 치료
군에서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메스꺼움, 현기증, 피로 및/또는 권태감, 두통, 꿈, 불면증 및 기
타 수면 장애, 피부 발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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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임상 시험 EPV20001, NUCA3001, NUCB3001, NUCA3002, NUCB3002, B3007에서 
라미부딘을 투여받은 2,613명의 성인 환자 중 9명(0.3%)에서 췌장염이 관찰되었습니다.

치료 중 관찰된 선별된 실험실 이상은 표 7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표 7: 4개의 24주 대리 종점 연구 및 임상 종점 연구에서 성인의 선별된 검사실 이상 빈도

24주 대리 종료점
연구 *

임상 종점
공부하다 *

라미부딘
...을 더한

현재의
요법

라미부딘
...을 더한

레트로비르

플라시보 플러스
현재의

요법**/**

테스트
(임계값)

레트로비르
* * /*

절대 호중구 수(<750/mm삼
) 7.2% 5.4% 15% 13%

헤모글로빈(<8g/dL) 2.9% 1.8% 2.2% 3.4%
혈소판(<50,000/mm삼) 0.4% 1.3% 2.8% 3.8%
ALT(>5 × ULN) 3.7% 3.6% 3.8% 1.9%
AST(>5 × ULN) 1.7% 1.8% 4% 2.1%
빌리루빈(>2.5 × ULN) 0.8% 0.4% ND ND
아밀라아제(>2 × ULN) 4.2% 1.5% 2.2% 1.1%
* 연구 기간의 중앙값은 12개월이었습니다.
* * /*지도부딘 단독 요법 또는 지도부딘과 잘시타빈 병용.
* * /**현재 요법은 지도부딘, 지도부딘 + 디다노신 또는 지도부딘 + 잘시타빈이었습니다. ULN = 정상의 상한.

ND =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임신 마지막 몇 주에 시작하여 임산부에게 라미부딘 단독 또는 지도부딘과 함께 투여한 소규모
의 통제되지 않은 연구에서(주의: 임신 참조), 보고된 이상 반응에는 빈혈, 요로 감염, 분만 및 
분만의 합병증이 포함되었습니다. 시판 후 경험에서 임신 중에 라미부딘을 다른 항레트로바이
러스제와 병용 투여한 여성에서 간 기능 이상과 췌장염이 보고되었습니다. 라미부딘과 관련된 
이상반응의 위험이 다른 HIV 감염 환자와 비교하여 임산부에서 변경되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
지 않습니다.

라미부딘 300mg 1일 1회 또는 라미부딘 150mg 1일 2회(3제 병용 요법)를 투여받은 환자에
서 보고된 선별된 검사실 이상의 빈도는 유사했습니다.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라미부딘:만성 B형 간염에 대한 임상 시험에서는 HIV 치료에 사용된 용
량보다 더 낮은 용량의 라미부딘(매일 100mg)을 사용했습니다. 위약에 비해 라미부딘에서 가
장 빈번한 이상반응은 귀, 코 및 인후 감염(25% 대 21%)이었습니다. 권태감 및 피로(24% 대 
28%); 두통(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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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21%), 각각. 라미부딘에서 보고된 가장 빈번한 실험실 이상은 ALT 상승, 혈청 리파아제 상
승, CPK 상승, 치료 후 간 기능 검사 상승이었습니다. 약물 감수성 감소 및 치료 반응 감소와 관
련된 라미부딘 치료 중 HBV 바이러스 돌연변이의 출현도 보고되었습니다(경고 및 주의 사항 
참조). 자세한 내용은 EPIVIR-HBV 정제 및 경구 용액에 대한 전체 처방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임상 실습 중 관찰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외에도 라미부딘의 승인 후 사용 중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이 확
인되었습니다. 크기를 알 수 없는 모집단에서 자발적으로 보고한 것이므로 빈도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심각성, 보고 빈도 또는 라미부딘과의 잠재적 인과 관계의 조합으로 
인해 포함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몸 전체: 체지방의 재분배/축적(주의사항: 지방 재분배 참조).

소화기: 구내염.
내분비 및 대사: 고혈당. 일반적인: 약점.

hemic 및 림프: 빈혈(순수 적혈구 무형성증 및 치료 중 진행 중인 중증 빈혈 포함), 림프절병
증, 비장종대.
간 및 췌장: 유산산증 및 간 지방증, 췌장염, B형 간염 치료 후 악화(경고 및 주의사항 참조).

과민증: 아나필락시스, 두드러기.
근골격계: 근력 약화, CPK 상승, 횡문근 융해증. 불안한: 감각이상, 말초
신경병증. 호흡기: 비정상적인 호흡음/쌕쌕거림. 피부: 탈모, 발진, 가려
움증.

스타부딘(성인)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와 스타부딘을 병용 투여한 환자에서 치명적인 젖산증이 발생했습니
다. 유산산증이 의심되는 환자는 즉시 스타부딘 투여를 중단해야 합니다. 유산산증이 확인된 
환자의 경우 스타부딘의 영구 중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스타부딘 요법은 운동 쇠약과 거의 연관되지 않았으며, 주로 유산산증의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운동 쇠약이 발생하면 스타부딘을 중단해야 합니다.

스타부딘 요법은 또한 말초 감각 신경병증과 관련이 있으며, 중증일 수 있고 용량과 관련이 있
으며, 진행성 HIV 감염 환자에서 신경병증(디다노신 포함)과 관련된 다른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이전에 말초 신경병증을 경험한 환자에서.

일반적으로 발이나 손의 마비, 따끔거림 또는 통증으로 나타나는 신경병증의 발병에 대해 환자
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스타부딘 관련 말초 신경병증은 치료를 즉시 중단하면 해결될 수 있
습니다. 일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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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중단 후 일시적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완전히 해결되면 환자는 용량의 
1/2에서 치료 재개를 견딜 수 있습니다(용량 및 투여 참조). 재개 후 신경병증이 재발하면 스타
부딘의 영구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스타부딘을 독성이 유사한 다른 약제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스타부딘 단독 사용보다 부작용 발
생률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췌장염, 말초신경병증, 간기능 이상은 하이드록시우레아의 유무
에 관계없이 스타부딘과 디다노신 병용요법을 받은 환자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치명적인 췌
장염과 간독성은 스타부딘과 디다노신 및 하이드록시우레아를 병용 투여한 환자에서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경고 및 주의사항 참조).

대조 단일 요법 연구에서 스타부딘을 투여받은 성인 환자에서 발생한 선택된 임상 부작용은 표 
8에 제공됩니다.

표 8: 단독 요법 연구에서 선택된 임상 유해 사례ㅏ

백분율(%)
부작용 스타부딘비(40mg

하루에 두 번)
(n=412)

지도부딘 (200
mg 1일 3회)

(n=402)
두통 54 49
설사 50 44
말초신경과
증상/신경병증

52 39

발진 40 35
메스꺼움과 구토 39 44

ㅏ연구 약물과의 관계에 관계없이 모든 중증도.
비스타부딘 치료 기간 중앙값 = 79주; 지도부딘 치료 기간의 중앙값 = 53주.

대조군 단독요법 연구에서 스타부딘을 투여받은 412명의 성인 환자 중 3명에서 췌장염이 관
찰되었습니다.

2건의 대조 조합 연구에서 스타부딘을 투여받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경험이 없는 성인 환
자에서 발생한 선별된 임상 유해 사례가 표 9에 나와 있습니다.

표 9: 선택된 임상 유해 사례ㅏ병용 요법 연구에서

백분율(%)
공부하다 연구 2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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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부딘 +
라미부딘+

인디나비르
(n=100씨)

지도부딘+
라미부딘+

인디나비르
(n=102)

스타부딘 +
디다노신+

인디나비르
(n=102씨)

지도부딘+
라미부딘+

인디나비르
(n=103)부작용

메스꺼움 43 63 53 67
설사 34 16 45 39
두통 25 26 46 37
발진 18 13 30 18
구토 18 33 30 35
말초신경과
증상/신경병증

8 7 21 10

ㅏ연구 요법과의 관계에 관계없이 모든 중증도
비연구 2는 치료 경험이 없는 20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두 가지 삼중 병용 요법을 비교했습니다. 환자는 스타부딘(40mg 1일 2회) + 
디다노신 + 인디나비르 또는 지도부딘 + 라미부딘 + 인디나비르를 투여받았습니다.
씨스타부딘 치료 기간 = 48주.

사망을 초래하는 췌장염은 대조 임상 연구 및 시판 후 보고서에서 스타부딘과 디다노신을 병용
하거나 하이드록시우레아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환자에서 관찰되었습니다.

통제된 단일 요법 연구에서 보고된 선별된 실험실 이상은 표 10에 제공됩니다.

표 10: 단독 요법 연구에서 선택된 성인 실험실 이상에이, ㄴ

백분율(%)
스타부딘 (40

mg 1일 2회)
(n=412)

지도부딘 (200
mg 1일 3회)

(n=402)매개변수
AST(SGOT)(>5 x ULN) 11 10
ALT(SGPT)(>5 x ULN) 13 11
아밀라아제(≥1.4 x ULN) 14 13

ㅏ실험실 평가가 수행된 환자에 대해 제공된 데이터
비스타부딘 치료 기간 중앙값 = 79주; 지도부딘 치료 기간의 중앙값 = 53주. ULN = 정상 상한선.

2개 대조 조합 연구에서 보고된 선별된 실험실 이상은 표 11 및 12에 제공됩니다.

표 11: 두 가지 병용 요법 연구(3-4등급)에서 선별된 검사
실 이상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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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 연구 2
스타부딘 +
라미부딘+

인디나비르
(n=100)

지도부딘+
라미부딘+

인디나비르
(n=102)

스타부딘 +
디다노신+

인디나비르
(n=102)

지도부딘+
라미부딘+

인디나비르
(n=103)매개변수

빌리루빈
(>2.6 x ULN)

7 6 16 8

AST(SGOT)
(>5 x ULN)

5 2 7 7

알트(SGPT)
(>5 x ULN)

6 2 8 5

GGT
(>5 x ULN)

2 2 5 2

리파제
(>2 x ULN)

6 삼 5 5

아밀라아제
(>2 x ULN)

4 <1 8 2

ULN = 정상 상한선.

표 12: 2가지 조합 요법 연구(모든 등급)에서 선택된 검사실 이상

백분율(%)
연구 1 연구 2

스타부딘 +
라미부딘+

인디나비르
(n=100)

지도부딘+
라미부딘+

인디나비르
(n=102)

스타부딘 +
디다노신+

인디나비르
(n=102)

지도부딘+
라미부딘+

인디나비르
(n=103)매개변수

총
빌리루빈

65 60 68 55

AST
(SGOT)

42 20 53 20

알트
(SGPT)

40 20 50 18

GGT 15 8 28 12
리파제 27 12 26 19
아밀라아제 21 19 3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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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실습 중 관찰
스타부딘의 승인 후 사용 중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크기를 알 수 없는 모집
단에서 자발적으로 보고한 것이므로 빈도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심각성, 보고 
빈도, 스타부딘과의 인과 관계 또는 이러한 요인의 조합으로 인해 포함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몸 전체- 복통, 알레르기 반응, 오한/발열, 체지방 재분배/축적(주의사항: 지방 재분배 참조). 
소화 장애- 거식증.

외분비선 장애- 췌장염[치명적인 사례 포함(경고 참조)].

혈액 장애- 빈혈, 백혈구 감소증 및 혈소판 감소증. 간-증상이 있는 고유산혈증/
유산산증 및 간 지방증(경고 참조), 간염 및 간부전.

근골격계- 근육통.
신경계- 불면증, 심한 운동 약화(가장 자주 유산산증의 상황에서 보고됨, 경고 참조).

네비라핀:
네비라핀과 관련된 가장 심각한 이상반응은 간염/간부전,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독성표피괴
사, 과민반응이다. 간염/간부전은 발열, 전신 권태감, 피로, 근육 또는 관절통, 수포, 구강 병변, 
결막염, 안면 부종, 호산구 증가증, 과립구감소증, 림프절병증, 또는 신장 기능 장애(경고 참
조).

성인:
네비라핀의 가장 흔한 임상 독성은 발진이며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경고 참
조). 발진은 치료 첫 6주 이내에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발진은 일반적으로 몸통, 얼굴 및 사지
에 위치한 경증에서 중등도의 반점구진성 홍반성 피부 발진이며 가려움증이 있거나 동반되지 
않습니다. 대조 임상 시험에서 1등급 및 2등급 발진이 치료 첫 6주 동안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
의 5.8%에 비해 네비라핀을 투여받은 환자의 13.3%에서 보고되었습니다. 3등급 및 4등급 발
진이 위약을 투여받은 대상의 0.1%에 비해 네비라핀 투여군의 1.5%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여
성은 네비라핀 관련 발진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대조 임상 시험에서 중증도에 관계없이 증상이 있는 간 반응은 네비라핀을 투여받은 환자의 
4%(범위 0~11%)와 대조군 환자의 1.2%에서 발생했습니다. 여성 및 더 높은 CD4+ 세포 수
(>250 cells/mm삼여성 및 >400 cells/mm삼남성의 경우) 이러한 사건의 위험이 높은 환자를 
배치합니다(경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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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트랜스아미나제 상승(AST 또는 ALT > 5X ULN)은 네비라핀을 투여받은 환자의 5.8%
(범위 0~9.2%)와 대조군 환자의 5.5%에서 관찰되었습니다. B형 또는 C형 간염과의 동시 감
염 및/또는 네비라핀 치료 시작 시 간 기능 검사의 증가는 나중에 증상이 나타날 위험(네비라핀 
시작 후 6주 이상)과 AST 또는 ALT의 무증상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위약 대조 시험에서 네비라핀을 투여받은 환자의 2% 이상에서 관찰된 중등도 또는 중증 강도
의 치료 관련 부작용이 표 13에 나와 있습니다.

표 13: 성인 위약 대조 시험에서 중등도 또는 중증 약물 관련 사건이 있는 환자의 비율

시험 10901 시험 1037, 1038, 10462

네비라핀
(n=1121)

위약
(n=1128)

네비라핀
(n=253)

위약
(n=203)

노출 중앙값(주) 58 52 28 28
모든 부작용 14.5% 11.1% 31.6% 13.3%
발진 5.1 1.8 6.7 1.5
메스꺼움 0.5 1.1 8.7 3.9
과립구감소증 1.8 2.8 0.4 0
두통 0.7 0.4 3.6 0.5
피로 0.2 0.3 4.7 3.9
설사 0.2 0.8 2 0.5
복통 0.1 0.4 2 0
근육통 0.2 0 1.2 2

1배경 요법에는 모든 환자에 대한 라미부딘과 NRTI와 PI의 조합이 포함되었습니다. 환자의 CD4+ 세포 수가 <200 cells/mm삼.

2배경 요법에는 지도부딘과 지도부딘과 디다노신이 포함됩니다. 일부 환자에서 nevirapine 단독 요법이 투여되었습니다. 환자는 
CD4+ 세포 수가 > 200 cells/mm였습니다.삼

실험실 이상:간 기능 검사 이상(AST, ALT)은 대조군보다 네비라핀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더 자
주 관찰되었습니다(표 14). GGT의 무증상 상승은 자주 발생하지만 다른 간 기능 검사에서 상
승이 없는 상태에서 네비라핀 치료를 계속하는 것에 대한 금기는 아닙니다. 다른 실험실 이상
(빌리루빈, 빈혈, 호중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은 네비라핀과 대조군을 비교한 임상 시험에서 
유사한 빈도로 관찰되었습니다(표 14 참조).

표 14: 검사실 이상이 있는 성인 환자의 비율
시험 10901 시험 103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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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2

네비라핀 위약 네비라핀 위약
실험실 환상체 n=1121 n=1128 n=253 n=203
혈액 화학
SGPT(대체) >250U/L 5.3% 4.4% 14% 4%
SGOT(AST) >250 U/L 3.7 2.5 7.6 1.5
빌리루빈 >2.5mg/dL 1.7 2.2 1.7 1.5
혈액학
헤모글로빈 <8g/dL 3.2 4.1 0 0
혈소판 <50,000/mm삼 1.3 1 0.4 1.5
호중구 <750/mm삼 13.3 13.5 3.6 1

1배경 요법에는 모든 환자에 대한 라미부딘과 NRTI와 PI의 조합이 포함되었습니다. 환자의 CD4+ 세포 수가 <200 cells/mm
삼.
2배경 요법에는 지도부딘과 지도부딘과 디다노신이 포함됩니다. 일부 환자에서 nevirapine 단독 요법이 투여되었습니다. 환자는 
CD4+ 세포 수가 > 200 cells/mm였습니다.삼.

임상 실습 중 관찰
임상 시험 중에 확인된 이상 반응 외에도 임상 실습에서 네비라핀을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사
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몸 전체:발열, 졸음, 약물 금단 현상(주의 사항 참조:약물 상호 작용), 체지방의 재분배/축적(주
의 사항 참조,지방 재분배)

위장:구토
간 및 담도:황달, 전격성 및 담즙정체성 간염, 간괴사, 간부전

혈액학:빈혈, 호산구감소증, 호중구감소증 근골격
계: 관절통 신경과:감각이상

피부 및 부속기:아나필락시스, 혈관부종, 수포성 발진, 궤양성 구내염 및 두드러기를 포함한 알
레르기 반응이 모두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발열, 수포, 구강 병변, 결막염, 안면 부종, 근육 또는 
관절통, 전신 권태감, 피로 또는 심각한 간 이상(경고 참조)과 같은 체질적 소견과 관련된 발진
과 과민 증후군 및 과민 반응과 다음 중 하나 이상 다음: 네비라핀 사용 시 간염, 호산구 증가증, 
과립구감소증, 림프절병증 및/또는 신기능 장애가 보고되었습니다.

과다 복용
라미부딘:라미부딘에 대한 알려진 해독제는 없습니다. 성인이 6g의 라미부딘을 섭취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임상 징후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혈액학적 검사는 정상으로 유지되었
습니다. ACTG300에서 2건의 소아 과량투여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한 사례는 7 mg/kg의 
라미부딘의 단일 용량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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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g/kg의 라미부딘을 30일 동안 매일 2회 사용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임상 징후나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4시간) 혈액투석, 연속 보행 복막 투석, 자동 복막 투석을 통해 무시할 
수 있는 양의 라미부딘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혈액 투석이 라미부딘 과량 투여 사건에
서 임상적 이점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과량투여가 발생하면 환자를 모니
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표준 지지 요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스타부딘:1일 권장량의 12~24배를 성인에게 투여한 경험에서 급성 독성은 나타나지 않았습
니다. 만성 과량투여의 합병증에는 말초신경병증과 간독성이 있습니다. 스타부딘은 혈액투석
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스타부딘의 평균 ± SD 혈액투석 청소율은 120 ± 18mL/분입니
다. 스타부딘이 복막 투석으로 제거되는지 여부는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네비라핀:네비라핀 과량투여에 대한 알려진 해독제는 없습니다. 최대 15일 동안 하루에 
800~1800mg 범위의 용량으로 네비라핀을 과량 투여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환자는 부
종, 결절 홍반, 피로, 발열, 두통, 불면증, 메스꺼움, 폐 침윤, 발진, 현기증, 구토 및 체중 감소를 
포함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네비라핀 투여 중단 후 모든 이상반응이 가라앉았다.

용법 및 투여 성인

도입 기간(투여 초기 14일):
1일 1회 nevirapine을 투여하는 14일의 도입 기간은 발진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
다. 따라서, 투여 초기 14일 동안 다음 요법이 권장됩니다.

60kg 이상의 성인 환자의 경우: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 1일 1회 150 mg/40 
mg/200 mg을 복용하고 12시간 후 이들 약물의 대체 제형을 사용하여 라미부딘 150 mg 및 
스타부딘 40 mg을 1일 경구 투여합니다.

60kg 미만 환자의 경우: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 1회 150 mg/30 mg/200 mg
을 1일 1회 복용하고 12시간 후에 라미부딘 150 mg 및 스타부딘 30 mg을 1일 경구 투여합니
다.

유지:
네비라핀의 초기 14일 동안 과민 반응(예: 발진, 간 기능 검사 이상, 경고 및 주의 사항 참조) 없
이 내약성이 있는 경우 권장 유지 경구 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60kg 이상 환자의 경우:1일 2회(12시간 간격)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 150mg/
40mg/200mg을 복용합니다.

60kg 미만 환자의 경우:1일 2회(12시간 간격)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 150mg/
30mg/200mg을 복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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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는 공복 상태에서 12시간 간격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라미부딘, 스타부딘, 네비라핀정은 고정용량 복합정이므로 용량 조절이 필요한 환자나 용량 제
한 부작용이 있는 환자에게 처방해서는 안 된다.

소아과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 150mg/30mg/200mg은 12세 이상이고 체중이 50kg 
이상인 소아 환자에게 권장됩니다.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 150 mg/40 mg/
200 mg은 12세 이상이고 체중이 60kg 이상인 소아 환자에게 권장됩니다.

노인병
특별한 용량 변경은 권장되지 않지만,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를 고령 환자(65세 
이상)에게 투여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일반적으로 발이나 손의 마비, 따끔거림 또는 통증을 특징으로 하는 말초 신경병증의 발병에 
대해 환자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의 치료를 중단해야 합니다. 치료를 즉시 중단하면 증상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
는 치료 중단 후 일시적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간 기능 검사를 포함한 집중적인 임상 및 실험실 모니터링은 베이스라인과 치료 첫 18주 동안 
필수적입니다. 이 기간 동안 최적의 모니터링 빈도는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임상 및 실험실 모니터링을 권장하며, 특히 기준선, 용량 증량 전, 용량 증량 
후 2주에 간 기능 검사의 모니터링을 포함합니다. 초기 18주 기간 후에는 치료 기간 동안 빈번
한 임상 및 실험실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치료 중단에도 불구하고 간 손
상이 진행되었습니다.

환자가 심각한 발진 또는 체질적 소견을 동반한 발진이 나타나면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
라핀 정제를 중단해야 합니다. 14일 동안 200mg/일 투여 기간 동안 발진을 경험한 환자는 발
진이 해결될 때까지 네비라핀 용량을 증가해서는 안 됩니다(경고 참조).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복합정은 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임상적 간염이 발생한 경우 라미부딘, 스타부
딘 및 네비라핀 정제의 투여를 중단해야 합니다. 회복 후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
를 다시 시작하지 마십시오(경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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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의 투여를 7일 이상 중단한 환자는 권장되는 14일 동안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의 초기 투여를 시작하고 12시간 후에 라미부딘과 스타
부딘의 1일 용량을 투여해야 합니다. 14일 후, 매일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의 유
지 투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간 장애:중등도의 간장애 환자에게 라미부딘, 스타부딘, 네비라핀정을 투여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라미부딘, 스타부딘, 네비라핀정은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 된다.

신장 장애: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는 크레아티닌 청소율 ≤ 50 ml/min인 환자
에게 권장되지 않습니다.

참고: 지도부딘과 라미부딘, 네비라핀 및 스타부딘 정제의 병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지침: 약
물 상호 작용). 디다노신은 라미부딘, 네비라핀 및 스타부딘 복합정과 병용투여하는 것은 권장
되지 않습니다.경고 및 주의사항).

공급 방법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 150 mg/30 mg/200 mg은 밝은 분홍색이고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 150 mg/40 mg/200 mg은 밝은 노란색입니다. 두 가지 강도 정제
는 한 면에 SLN이 새겨진 원형 및 평평한 경사진 정제입니다. 정제는 HDPE 컨테이너 60에 제
공됩니다.

저장: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는 25ºC(77ºF) 이상에서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빛으로
부터 보호하십시오. 잘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십시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하십시오.

제조 업체:
STRIDES ARCOLAB LIMITED, 방
갈로르,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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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약사: "Medication Guide"를 분리하고 제품과 함께 분배하십시오.

투약 가이드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
(라미부딘 150mg, 스타부딘 30mg 및 네비라핀 200mg) (라미부
딘 150mg, 스타부딘 40mg 및 네비라핀 200mg)

일반적인 이름:라미부딘/스타부딘/네비라핀(lah MIH vue deen/STA vue deen/na VAIR a 
peen) 정제.

복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 Medication Guide를 읽으십시오.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새로운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필을 받을 때마다. 이 정보는 의사와 이야기하는 것
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의사는 의논해야 합니다.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
핀 정제약을 복용하기 시작할 때와 정기 검진 시. 사용하는 동안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복합 정제. 발진이나 간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에 설명된 특별
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약을 변경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에 대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의사가 얼마나 많은라미부딘, 네비라핀 및 스타부딘 정제 복용 및 복용 빈도.의사는 체중, 신장 
및 간 기능에 따라 복용량을 결정할 것입니다.

가져가다라미부딘, 네비라핀 및 스타부딘 정제지시한 대로 정확히. 의사가 지시한 것보다 더 
많이 복용하지 마십시오. 복용량과 복용 빈도는 라벨을 주의 깊게 확인하십시오.

의사가 복용을 권장할 것입니다.라미부딘, 네비라핀 및 스타부딘 정제하루에 한 번 네비라핀 
200mg을 포함하는 알약을 받은 2주간의 "유도" 기간을 견딜 수 있는 경우에만 하루에 두 번
(라미부딘 및 스타부딘이 포함된 알약을 하루에 두 번 복용) .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간 질
환 또는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이러한 반응의 위험은 치료 첫 18주 동안 가장 크지만 
이러한 반응은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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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반응
모든 환자는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를 복용하는 동안 간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 치료를 시작할 때 CD4 수치가 더 높은 여
성과 환자는 간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CD4 수치가 250 cells/mm 이상인 여
성삼이러한 사건의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당신이 CD4>250 cells/mm를 가진 여성
의 경우삼또는 CD4>400   cells/mm를 가진 남성삼귀하와 귀하의 의사가 위험보다 이점이 더 
크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의 복용을 시작해서는 안됩니
다. 간 문제는 종종 발진을 동반합니다.

시작하는 환자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간 기능 검사가 비정상이고 B형 또는 C형 
간염 환자는 치료 시작 후 간 기능 검사가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라미부딘, 스타
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그리고 치료 전반에 걸쳐.

드물게 간 문제가 간부전을 일으키고 간 이식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과 같은 간 문제 증상이 나타나면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 복용을 중단하고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 일반적인 아픈 느낌 또는 "독감 유사" 증상,
• 피로,
• 메스꺼움(배가 아픈 느낌),
• 식욕 부족
• 피부 또는 눈 흰자위의 황변,
• 어두운 소변(차색),
• 창백한 변(배변),
• 갈비뼈 아래 오른쪽의 통증, 통증 또는 만지는 감도.

의사는 치료 첫 18주 동안 간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귀하를 확인하고 자주 혈액 검사를 실시해
야 합니다. 간 문제에 대한 검사는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계속해야 합니다.라미부
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의 악화.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정을 복용하는 HBV 감염 환
자중단하고 간염의 "발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플레어-업(Flare-up)은 질병이 갑자기 이전
보다 더 나쁜 방식으로 재발하는 경우입니다. HBV 감염이 있는 경우 의사는 중단 후 몇 개월 동
안 간 기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항 HBV 약을 
복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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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론 및 리바비린 기반 요법과 함께 사용합니다.간 질환의 악화(때때로 사망에 이르게 함)
는 항HIV 약을 복용하고 리바비린의 유무에 관계없이 인터페론과 함께 C형 간염 치료를 받고 
있는 HIV와 C형 간염에 감염된 환자에서 발생했습니다. 복용하는 경우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리바비린이 있거나 없는 인터페론과 부작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에게 알리
십시오.

피부 반응
피부 발진은 가장 흔한 부작용입니다.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 대부분의 발진은 
치료 첫 6주 동안 발생합니다. 소수의 환자에서,발진은 심각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그
러므로,다음 증상 중 하나와 함께 발진이 발생하면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 사용
을 중단하고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 일반적인 아픈 느낌 또는 "독감 유사" 증상,
• 열,
• 근육이나 관절 통증,
• 결막염("분홍색 눈"과 같은 충혈되거나 충혈된 눈,
• 물집,
• 구강 염증,
• 얼굴의 붓기,
• 피로,
• 위에서 논의한 간 문제의 모든 증상

위에서 설명한 심각한 간 또는 피부 반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의사가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
비라핀 정제 치료를 중단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를 다시는 
복용하지 마십시오.

유산산증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간 비대와 함께 젖산증이라는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
다. 젖산증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우 약하고 피곤한 느낌:
• 메스꺼움, 구토 또는 비정상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위장 불편감;
• 호흡 곤란;
• 팔과 다리의 약점.

이러한 증상을 보이거나 건강 상태가 갑자기 바뀌면 복용을 중단하십시오. 라미부딘, 스타부
딘 및 네비라핀 정제를 사용하고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유산산증은 병원에서 치료해야 
하는 의학적 응급 상황입니다.

이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은 여성(임산부 포함), 과체중 환자 및 장기간 동안 뉴클레오사이드 
약을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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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랜 시간. 간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 의사는 젖산증이 발병할 수 있는 징후
가 있는지 면밀히 관찰할 것입니다.

췌장염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는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췌장의 위험한 염증. 사망
에 이를 수 있다. 복통, 메스꺼움 또는 구토가 발생하면 즉시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이것은 췌
장염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췌장염을 앓은 적이 있거나 정기적으로 알코올 음료를 마시거나 
담석이 있는 경우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췌장염은 이러한 상태의 환자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
다. 또한 진행된 HIV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지만 모든 질병 단계에서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 (섹션 참조 "가능한 부
작용은 무엇입니까? 라미부딘, 스타부딘, 네비라핀 정제?”자세한 내용은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는 무엇이며 무엇에 사용됩니까?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라미부딘, 스타부딘, 네비라핀의 3가지 약물의 조합으로, 
개별 약물로도 제공되며 일반적으로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치료에 사용됩니다.

각 정제의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150 mg/30 mg/200 mg라미부딘 150mg, 스타
부딘 30mg, 네비라핀 200mg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각 정제의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150 mg/40 mg/200 mg라미부딘 150mg, 스타
부딘 40mg, 네비라핀 200mg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성인의 HIV 감염 치료에 사용됩니다.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체내 HIV 바이러스의 양을 줄이고 CD4 세포 수를 증가시킵
니다. CD4 세포는 백혈구의 일종으로, 감염과 싸우기 위해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유지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료에 대한 반응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환자마다 다릅니다. 의사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
는 이 약으로 치료하는 동안 효과와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혈액 검사 또는 기타 
의학적 평가를 받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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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는 HIV 감염이나 AIDS를 치료하지 않습니다.라
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가 HIV나 AIDS에 걸린 사람들이 받는 의학적 문제
를 덜 일으키거나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라미부
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를 복용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는 성적 접촉, 바늘 공유 또는 혈액 노출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HIV를 전달할 위험을 낮추지 않습니다.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 라텍
스, 폴리우레탄 콘돔 또는 기타 차단 방법을 사용하여 정액, 질 분비물 또는 혈액과의 
성적 접촉 가능성을 낮추는 등 안전한 성관계를 항상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러
운 바늘을 사용하거나 공유하지 마십시오.

누가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를 복용해서는 안 됩니까?

다음 경우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를 복용하지 마십시오.:
• 당신은 성분 중 하나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 의

사나 약사가 비활성 성분에 대해 알려줄 수 있습니다.

• 다시 시작하지 마십시오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 복용 시 발생한 심각한 
간 또는 피부 반응, 혈액 문제 또는 젖산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회복한 경
우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 또는 개별 활성 성분 중 하나.

• 복용하지 마십시오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특정 약을 복용하는 경우.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해도 되나요?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 의약품 목
록을 참조하십시오.)

• HIV에 감염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약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 150mg/30mg/200mg 및 150mg/40mg/200mg은 
12세 미만 및 체중 50kg 미만의 소아에게 권장되지 않습니다.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를 복용하기 전에 의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복용을 시작하기 전에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모
든 의학적 상태에 대해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 간 질환이 있거나 간염이 있는 경우
• 신장 질환이 있거나 투석을 받고 있는 경우
• 발진과 같은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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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입니다.

• 이 조합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위에 나열된 조건 중 하나라도 있는 경우 치료 중 특별한 모니터
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모른다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 태아를 해칠 것입니다. 귀하와 귀하의 
의사는 다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당신에게 맞습니
다.

• 모유 수유 중이라면,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모유로 아기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
다. 아기에게 해를 줄 수 있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라미부딘, 스타부딘, 네비라핀 정제는 어떻게 복용해야 하나요?
의사가 복용을 권장할 것입니다.라미부딘, 네비라핀 및 스타부딘을 포함하는 알약을 1일 1회
(라미부딘 및 스타부딘을 포함하는 알약과 함께 1일 2회 복용) 14일 동안 치료를 견딜 수 있는 
경우에만 1일 2회 네비라핀 및 스타부딘 정제. 14일 동안 1일 1회 네비라핀을 투여하면 심각
한 발진이 발생할 위험이 줄어듭니다.

성인
가져가다라미부딘, 스타부딘, 네비라핀 정제를 1일 2회 공복에 복용합니다.

소아과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는 12세 이상 및 체중 50kg 이상 어린이에게 권장됩니
다. 정제는 하루에 두 번 공복에 복용해야 합니다.

의 모든 용량을 복용하십시오.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 복용량이 부족하면 바이
러스를 치료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복용을 잊은 경우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
핀 정제, 기억하는 즉시 놓친 복용량을 복용하십시오. 다음 복용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면 놓친 
복용량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대신, 규칙적인 시간에 다음 복용량을 복용하여 규칙적인 복용 
일정을 따르십시오. 당신의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 다 떨어졌다.

복용을 중단하면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7일 이상 의사에게 문의하지 않고 라미
부딘, 스타부딘, 네비라핀 정제 복용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섭취했다고 의심되는 경
우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 즉시 지역 독극물 관리 센터 또는 응급실에 연락하십
시오.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와 함께 다른 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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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라미부딘, 스타부딘, 네비라핀의 조합으로 이미 이 
세 가지 약물이 들어 있는 약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다른 약의 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고, 다른 약은 약
의 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 의사와 약사에
게 다음 사실을 알리십시오.모두비처방약, 비타민 및 허브 보조제를 포함하여 귀하가 
복용하는 약.

• 하다~ 아니다케토코나졸 또는 리팜핀을 함께 복용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
제

• clarithromycin, fluconazole, methadone 또는 rifabutin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
에게 알리십시오.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귀하에게 적합하지 않거나 세
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이 약의 활성 물질 중 하나인 라미부딘으로서 잘
시타빈, 고용량의 co-trimoxazole 또는 간시클로비르 또는 foscarnet 주사와 함께 
복용해서는 안됩니다.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이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
습니다.

•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또한 zidovudine 및 doxorubicin을 
stavudine으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 이러한 
의약품의 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세인트존스워트가 함유된 제품은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당신의 몸에.

• 피임약을 복용하는 경우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피임약에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복용하
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피임법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를 복용하는 동안 피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이 HIV 감염을 퍼뜨릴 수 있는 일을 피하십시오.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
제다른 사람에게 HIV 감염을 옮기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바늘, 기타 주사 장비 또는 칫솔, 면도
날과 같이 혈액이나 체액이 묻을 수 있는 개인 물품을 공유하지 마십시오. 정액, 질 분비물 또는 
혈액과의 성적 접촉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라텍스 또는 폴리우레탄 콘돔을 사용하여 항상 안전
한 성관계를 연습하십시오.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HIV에 감염된 산모가 모유를 통해 아기
에게 HIV를 옮기지 않도록 모유 수유를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아기에게 먹이를 주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의
사에게 문의하십시오.

가능한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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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심각한 간 손상, 피부 반응, 췌장염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젖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자가 이러한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지만 일부 환자
는 다른 환자보다 더 위험합니다. ("내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정보는 무엇입니까?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 이 Medication Guide의 시작 부분에 있습니다.)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는 말초 신경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손과 발의 신경 장
애. 즉시 인식하지 않으면 이 장애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즉시 의사에게 알리십시오.발 및/또
는 손에 지속적인 마비,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통증이 있는 경우.

기타 일반적인 부작용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메스꺼움, 피로, 발열, 두통, 구토, 
설사, 복통, 근육통 및 혈액 장애를 포함합니다.

라미부딘 및 스타부딘과의 병용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은 혈액 내 젖산 및 당 증가, 고지혈증
(혈중 지방 증가) 및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일부 환자에게서 체지방의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러
한 변화에는 등 상부와 목("버팔로 혹"), 유방 및 몸통 주변의 지방 증가량이 포함될 수 있습니
다. 다리, 팔, 얼굴의 지방 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원인과 장기적인 건강 영
향은 현재로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부작용 목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라미부딘, 스타부딘, 네비라핀 정제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15°C-25°C(59°F-77°F) 사이의 실온에서 보관하십시오. 포장에 표시된 유효 기간이 지난 약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에 대한 일반 정보

약은 때때로 Medication Guide에 나열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처방됩니다. 사용하지 마세요
라미부딘, 스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 그것이 처방되지 않은 조건을 위해. 주지 마라미부딘, 스
타부딘 및 네비라핀 정제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 Medication Guide에는 다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가 요약되어 있습니다.라미부딘, 스
타부딘 및 네비라핀

스트라이드 Arcolab Limited 2007 55/56 페이지



정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의료 전문가를 위해 작성된 정보는 약
사 또는 의사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Strides Arcolab Ltd에 
문의하십시오.
Bilekahalli, Op. IIMB
배너가타 로드,
방갈로르 560 076, 인도

스트라이드 Arcolab Limited 2007 56/56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