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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이 안내서를 모두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 이 전단지를 보관하십시오. 다시 읽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의사, 의료 제공자 또는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이 약은 당신을 위해 처방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마십시오. 증상이 귀하와 동일하더라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 전단지에서: 
1.
2.
삼.
4.
5.
6.

DUOVIR N의 정의와 용도
DUOVIR N을 복용하기 전에
DUOVIR N 복용 방법
가능한 부작용
DUOVIR N 보관 방법
추가 정보

1. DUOVIR N의 정의와 용도

DUOVIR N에는 라미부딘, 지도부딘 및 네비라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약품은 항레트
로바이러스제로도 알려진 항바이러스제로서 다음 두 그룹에 속합니다: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NRTI, 라
미부딘 및 지도부딘) 및 비뉴클레오사이드 역전사효소 억제제(NNRTI, 네비라핀). 이들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DUOVIR N은 HIV 감염 치료를 위한 항레트로바이러스 병용 요법으로 사용됩니다. DUOVIR N에 
포함된 3가지 의약품은 HIV 감염의 복합 치료를 위해 다른 의약품과 별도로 사용하거나 함께 사용할 수 있
습니다. DUOVIR N의 각 유효성분의 복용량은 개별적으로 사용할 때의 의약품 권장량과 동일합니다. 
DUOVIR N을 사용한 치료는 세 가지 개별 화합물에 대해 안정적인 것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의사 또는 의료 
제공자가 시작합니다. DUOVIR N은 체내 HIV의 양을 줄이고 낮은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또한 CD4 세포 수
를 증가시킵니다. CD4 세포는 감염과 싸울 수 있도록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종의 백혈구입니다. DUOVIR N 치료에 대한 반응은 환자마다 다릅니다.

DUOVIR N은 상태를 개선할 수 있지만 HIV 감염에 대한 치료법은 아닙니다. HIV 감염은 혈액
과의 접촉 또는 감염된 개인과의 성적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입니다. DUOVIR N을 사용한 치료는 
성적 접촉이나 혈액 전달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HIV 감염을 전달할 위험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
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합니다.

2. DUOVIR N을 복용하기 전에

DUOVIR N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 라미부딘, 지도부딘, 네비라핀 또는 DUOVIR N의 다른 성분에 과민(알레르기)이 있는 경우(섹션 
6, DUOVIR N에 함유된 내용 참조),

- 적혈구 수가 매우 낮거나(중증 빈혈) 백혈구 수가 매우 낮은 경우(호중구감소증).

- 영구적인 간 질환이 있거나 간 기능에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

* 상호는 WHO에서 사전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역 DRA 책임하에 있습니다. 이 WHOPAR 전체에서 소
유권 이름은 예시로만 제공됩니다.

TITLE - LAMIVUDINE + ZIDOVUDINE + NEVIRAPINE /LAZID-N 
MEDICATION PATIENT INFORMATIONI IN KOREAN

Source : Stanford University

www.911globalmeds.com/buy-lamivudine-zidovudine-nevirapine-lazid-n-online
https://hivdb.stanford.edu/pages/linksPages/NVP_3TC_AZT_GenericCombina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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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네비라핀 함유 제품으로 치료 중 간 염증, 심한 피부 발진 또는 간 손상을 경험한 경우.

- DUOVIR N을 복용하는 환자는 리팜피신 또는 St. John's wort가 포함된 제품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
다. (Hypericum perforatum) DUOVIR N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UOVIR N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DUOVIR N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나 의료 제공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어야 합니다.
-
-

간 질환(간염 등)을 앓은 적이 있거나 여전히 앓고 있는 경우, 신장 질환
을 앓고 있거나 앓은 적이 있는 경우.

HIV 감염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의사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모든 증상에 대해 아는 것
이 중요합니다. 의사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DUOVIR N 대신 별도의 약으로 라미부딘, 지도부딘 및/또는 
네비라핀을 처방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간 질환
DUOVIR N으로 치료한 첫 10-12주 동안 의사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심각한 피부 반응과 심각한 간 
손상의 발생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As DUOVIR N may cause changes in liver function, your doctor will monitor the function of your liver by 
blood tests before and at regular intervals during treatment with DUOVIR N. Patients with chronic 
hepatitis B or C and treated with antiretroviral agents are at increased risk for severe and potentially 
fatal liver adverse events and may require additional blood tests for control of liver function.

You are at higher risk of severe and potentially fatal liver damage:
- if you already have raised liver function tests,
- if you have Hepatits B or C co-infection,
- if you are female.
If any of these risk factors applies to you, your doctor will monitor you more closely.

- if you have higher CD4 cell counts at the start of treatment with any nevirapine-containing 
product.
CD4 세포 수가 250cells/mm를 초과하는 여성에게 네비라핀 함유 제품을 사용한 치료를 시작해
서는 안 됩니다.삼또는 CD4 세포 수가 400 cells/mm 이상인 남성의 경우삼, 이익이 위험을 초과하
지 않는 한.

식욕 부진, 메스꺼움, 황달(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눈이 하얗게 됨), 짙은 소변, 변색된 변, 오른쪽 위 복부
의 통증 및 압통과 같은 간 손상을 시사하는 임상 증상이 나타나면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DUOVIR N
은 즉시 의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만성 B형 간염에 걸린 경우, 간염이 재발할 수 있으므로 의사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지시 없이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재발은 심각한 간 질환이 있는 경우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혈액 장애
듀오비르 N 치료로 인해 낮은 적혈구 수(빈혈)와 낮은 백혈구 수(호중구감소증/백혈구 감소증)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피부 반응
DUOVIR N may cause skin reactions and allergic reactions, which in the worst case can be serious and life-
threatening. Fatalities have been reported. Such reactions may appear in form of rash accompanied by 
other side effects such as fever, blistering, mouth sores, eye inflammation, facial swelling, general swelling, 
muscle or joint aches, a reduction in white blood cells (granulocytopenia), general feelings of illness or 
severe problems with liver or kidneys. If you experience a severe rash or any rash associated with other 
side effects of a hypersensitivity reaction, you should discontinue taking DUOVIR N right away and and 
must contact your doctor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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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OVIR N을 복용하는 동안 심각한 간, 피부 또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의사나 의료 제공자에게 묻지 
않고 DUOVIR N 또는 기타 네비라핀 함유 제품을 다시 복용하지 마십시오.
유산산증
여성, 특히 매우 과체중인 경우와 간 질환이 있는 환자는 체내에 젖산이 축적되는 젖산증이라는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젖산증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치료 몇 개월 후에 발생
합니다. 심하고 빠른 호흡, 졸음, 메스꺼움, 구토 및 복통과 같은 비특이적 증상은 이 상태의 발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섹션 3 참조). DUOVIR N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의사나 의료 제공자가 유산산증이 발병할 수 
있는 징후가 있는지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면역 재활성화 증후군
진행성 HIV 감염(AIDS)이 있고 기회 감염의 병력이 있는 일부 환자에서 항HIV 치료가 시작된 직후 이전 
감염으로 인한 염증의 징후 및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신체의 면역 반응이 개선되어 
신체가 뚜렷한 증상 없이 존재했을 수도 있는 감염과 싸울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믿어집니다. 감염 증상
이 보이면 즉시 의사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리십시오.

뼈 문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병용 요법을 받는 일부 환자는 골괴사증(뼈 조직의 죽음)이라는 뼈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질병에 걸릴 위험은 예를 들어 면역 체계가 심하게 손상되었거나 정기적으로 술을 마
시는 경우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관절 경직, 통증 및 통증(특히 고관절, 무릎 및 어깨) 및 움직임의 어려움을 느끼면 의사나 의료 서비스 제공
자에게 알리십시오.

매일 DUOVIR N을 복용해야 합니다. 이 약은 귀하의 상태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HIV 감염에 대한 
치료법은 아닙니다. 다른 감염 및 HIV 질병과 관련된 기타 질병(예: 기회 감염)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구체적이고 때로는 예방적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의사나 의료 제공자와 정기적으로 연락해야 
합니다. 의사나 의료 제공자와 먼저 상의하지 않고 약 복용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다른 약 복용
처방전 없이 구입한 약을 포함하여 다른 약을 복용 중이거나 최근에 복용한 경우 의사, 의료 제공자 또는 
약사에게 알리십시오. 이들은 DUOVIR N의 동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DUOVIR N은 그들의 동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DUOVIR N은 리팜피신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DUOVIR N은 St. John's Wort가 포함된 약초 제제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DUOVIR N은 다음 제제와 함께 복용해서는 안됩니다:
- 스타부딘, 엠트리시타빈, 에파비렌즈, 여러 프로테아제 억제제(예: 팁프라나비르/rtv, 아타자나비르/rtv, 포

삼프레나비르, 인디나비르), 리바비린(항바이러스제),
- 케토코나졸, 이트라코나졸(항진균제),
- 프로베네시드(요산 저하제).
DUOVIR N은 또한 다음 약물과 상호 작용할 수 있으며 부작용을 악화시키거나 두 약제의 효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경구 피임약("알약"). 따라서 DUOVIR N을 복용하는 경우 차단 피임법(예: 콘돔)과 같은 대체 피임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 플루코나졸(항진균제),
- 클라리스로마이신, 리파부틴(항생제),
- 아르테미시닌, 아모디아퀸/아르테수네이트, 퀴닌, 루메판트린, 할로판트린, 아토바쿠온(항말

라리아제),
- 페니토인, 발프로산(항경련제),
- 와파린(혈병 예방을 위한 약),
- 독소루비신(항암제).

4/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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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 음료와 함께 DUOVIR N 복용 DUOVIR N은 음
식과 함께 또는 음식 없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과 모유 수유
임신했거나 임신할 계획이라면 의사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여 귀하와 귀하의 자녀에 대한 항
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의 잠재적 이점과 위험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임신 중에 DUOVIR N을 복용했다면 의사나 의료 제공자가 자녀의 발달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기적인 방
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문에는 혈액 검사 및 기타 진단 검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임신 중에 뉴클레오사이드 및 뉴클레오타이드 유사체를 복용한 어린이의 경우 HIV 감염 위험 감
소의 이점이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위험보다 큽니다.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싶다면 의사나 의료 제공자에게 위험과 이점에 대한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약
으로 산모 및/또는 아이를 치료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HIV에 감염된 여성은 아기가 모유를 통해 
HIV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 및 기계 사용
DUOVIR N은 졸음이나 두통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켜 운전 능력과 기계 사용 능력을 손상시
킬 수 있습니다.

3. DUOVIR N 복용 방법

항상 의사나 의료 제공자가 말한 대로 정확하게 DUOVIR N을 복용하십시오.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의사, 
의료 제공자 또는 약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체중이 25kg 이상인 성인과 소아에서 DUOVIR N의 권장 용량은 1일 2회 1정입니다.

어린이들:
DUOVIR N은 적절한 용량 감소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체중이 25kg 미만인 어린이에게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용량 조정:
예를 들어 신장 문제가 있거나 DUOVIR N의 활성 물질 중 하나에 대한 치료 중단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DUOVIR N의 용량을 줄여야 하는 경우, 귀하의 약은 라미부딘, 지도부딘 및 네비라핀의 별도 제제로 변
경될 수 있습니다. 경구 사용을 위한 정제/캡슐 및 액체 제제로 제공됩니다.

정제는 음식과 함께 또는 음식 없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DUOVIR N을 복용하는 경우
너무 많은 정제를 복용했거나 누군가 실수로 일부를 삼킨 경우 즉각적인 위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가 
조언을 얻으려면 의사, 의료 제공자 또는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문의해야 합니다.

DUOVIR N 복용을 잊은 경우
실수로 복용량을 놓치고 6시간 이내에 알게 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놓친 복용량을 복용하십시오. 예정대
로 다음 정기 복용량을 복용하십시오. 나중에 알게 되면 다음 복용 기한이 되었을 때 정상 복용량을 복용
하십시오. 잊어버린 개별 용량을 보충하기 위해 이중 용량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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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OVIR N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
귀하의 약은 귀하의 상태를 통제하고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의사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지시하지 않는 한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제품의 사용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의사, 의료 제공자 또는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4. 가능한 부작용

모든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DUOVIR N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겪는 것은 아닙니다. HIV 
감염을 치료할 때 DUOVIR N으로 인한 원치 않는 효과와 동시에 복용하고 있는 다른 약물 및 HIV 질병으
로 인한 효과를 구별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귀하의 건강에 변화가 있으면 의
사나 의료 제공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DUOVIR N의 주요 부작용은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피부 반응과 심각한 간 손상입니다. 이러한 현상
은 주로 DUOVIR N으로 치료한 첫 10-12주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은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중요
한 기간입니다("DUOVIR N 사용에 특별한 주의" 참조).

제일천하게보고된(치료된 환자 100명 중 1명 이상) 부작용은 피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발
열, 발진(빨간색,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 특정 간 효소 증가, 관절통, 근육통 및 기타 근육 장애, 현기증, 기
침, 코 증상, 피로, 수면 장애, 탈모, 빈혈(적혈구 수 감소) 및 호중구 감소증(백혈구 수 감소). 적혈구 수가 
감소하면 피로감이나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백혈구 수가 감소하면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 있
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작용은드문(1000명 중 1명에서 100명 중 1명 사이): 고창, 호흡곤란, 전반적인 통증 및 혈소
판 감소(혈소판 응고에 중요한 혈액 세포). 혈소판 수가 적으면 더 쉽게 멍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있다희귀한보고(치료된 환자 10,000명 중 1명에서 1,000명 중 1명 사이)는 입 안의 고르지 못한 색 변화, 
손톱 및 피부 색 변화, 순수 적혈구 무형성이라고 하는 혈액 장애, 속쓰림, 흉통(심근병증이라고 하는 심장 
근육 질환을 나타낼 수 있음을 나타냄) ), 근육조직의 파괴, 간비대 등의 간질환, 지방간, 간의 염증(간염), 
췌장의 염증, 발한, 독감 유사감, 졸음, 잦은 배뇨, 남성 환자의 유방 비대, 흉통, 오한, 식욕 부진, 미각 변화, 
사지의 따끔거림, 경련, 집중 불능, 우울 및 불안, 젖산증으로 알려진 체내 축적 축적(섹션 2, 복용 전 듀오비
르 N).

매우 드물게(치료받는 환자 10,000명 중 1명 미만에서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혈액 장애가 보고되었습니
다.

빈도불명:
복합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은 또한 혈당 상승, 인슐린 저항성 및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섹션 2, 
DUOVIR N을 복용하기 전 참조).
복합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은 지방 분포의 변화로 인해 체형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
리, 팔 및 얼굴의 지방 손실, 복부(배) 및 기타 내부 장기의 지방 증가, 유방 확대 및 목 뒤쪽의 지방 덩어리
('버팔로 혹')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원인과 장기적인 건강 영향은 현재로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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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성 HIV 감염(AIDS)이 있고 기회 감염의 병력이 있는 일부 환자의 경우 항HIV 치료를 시작한 직후 이
전 감염의 염증 징후 및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DUOVIR N에 특별한 주의" 참조).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병용 요법을 받는 일부 환자는 골괴사증(뼈로의 혈액 공급 상실로 인한 뼈 조
직의 죽음)이라는 뼈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괴사증의 징후는 관절 경직, 통증 및 통증(특히 
고관절, 무릎 및 어깨) 및 움직임의 어려움입니다("DUOVIR N 사용 시 특히 주의" 참조).

부작용이 심각해지거나 이 전단지에 나열되지 않은 부작용이 발견되면 가능한 한 빨리 의사, 의료 제공
자 또는 약사에게 알리십시오.

5. 듀오비르 N 보관 방법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30 °C 이상에서 보관하지 마십시오.

라벨에 명시된 만료일 이후에는 DUOVIR N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만료 날
짜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나타냅니다.

의약품은 폐수나 가정 쓰레기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약을 폐기하는 방법은 약사
에게 문의하십시오. 이러한 조치는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추가 정보

DUOVIR N에 포함된 것
활성 성분은 라미부딘, 지도부딘 및 네비라핀입니다.

다른 성분은 미정질 셀룰로오스, 전분글리콜산나트륨, 옥수수 전분, 포비돈, 스테아르산마그네슘, 
Opadry 04F58804 흰색(하이프로멜로스, 이산화티타늄 및 PEG 6000)입니다.

DUOVIR N의 모습과 팩 내용물

양면이 볼록한 백색의 캡슐형 필름코팅정으로 한쪽 면에 "LZN"이, 다른 면에 무색의 양각이 새겨진 정제
입니다.
정제를 나누어서는 안됩니다.

정제는 30 및 60 정제의 HDPE 병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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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 그리고 제조사

시플라 리미티드
뭄바이 센트럴
뭄바이 400 008,
인도
전화: +91 22 23082891,

23095521
팩스: 9122-23070013, 23070939 
이메일: export@cipla.com

시플라(주) 고아
Unit III, IV & VII Verna 
Industrial Estate, Verna, 
Salcete ‒ Goa 403 722 
Goa
인도
전화 +91 832 2782581 /+91 832 2782582 팩스 
번호: +91 832 2782805
이메일:ciplagoa@cipla.com

Quality Chemical Industries Ltd. 플
롯 1-7, Luzira Industrial Park,
PO Box No. 34871, 캄팔라, 우간다

이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공급업체에 문의하십시오.

이 전단지는 에 마지막으로 승인되었습니다. 2009년 9월. 섹션 
6은 2011년 5월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 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세계보건기구(WHO)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
www.who.int/prequal/ .

8/8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