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부딘 및 라미부딘 정제
아르 자형엑스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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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항트로바이러스제와 함께 스타부딘과 디다노신을 병용 투여한 임신한 여성에게서 치명적인 유산산증이 보고되었습니다. 스타부딘과 디다노
신의 조합은 임신 중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며 잠재적인 이익이 잠재적인 위험을 분명히 상회하는 경우에만 권장됩니다(경고 및 주의: 임신 참조).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와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치료-순진한 치료와 치료를 모두 경험한 환자의 1차 치료에 있어서, 하이드록시우레아의 
유무에 관계없이 스타부딘이 디다노신을 포함한 병용 요법의 일부였을 때 치료 중 치명적 및 비치명적 췌장염이 발생했습니다.

B형 간염의 중증 급성 악화는 B형 간염 바이러스(HBV) 및 HIV에 동시 감염되어 라미부딘을 중단한 환자에게서 보고되었습니다. 간 기능은 라미부
딘을 중단하고 HIV 및 HBV에 동시 감염된 환자에 대해 최소 수개월 동안 임상 및 실험실 추적 관찰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적절한 경우 B
형 간염 치료 시작이 보증될 수 있습니다(경고 참조).

설명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정제는 경구 투여용입니다. 나정은 유효성분 스타부딘 40mg, 라미부딘 150mg을 함유하고 있으며, 유효성분 미결정셀룰로오스, 콜로이드무수실리
카, 크로스카멜로스나트륨, 제2철빨강, 포비돈, 스테아르산마그네슘 및 정제수를 함유하고 있다.

스타부딘(d4T)은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대해 활성인 합성 티미딘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입니다.

라미부딘(3TC)은 HIV-1 및 HBV에 대한 활성을 갖는 합성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입니다.

스타부딘:스타부딘의 화학명은 2',3'-디데하이드로-3'-데옥시티미딘입니다. 스타부딘의 구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타부딘은 분자식 C를 갖는 흰색에서 회백색의 결정성 고체입니다.10시간12N2영형4및 224.22의 분자량. 23°C에서 스타부딘의 용해도는 물에서 대략 83mg/mL이고 
프로필렌 글리콜에서 30mg/mL입니다. 23°C에서 스타부딘의 n-옥탄올/물 분배 계수는 0.144입니다.

라미부딘:라미부딘의 화학명은 (2R,cis)-4-아미노-1-(2-히드록시메틸-1,3-옥사티올란-5-일)-(1H)-피리미딘-2-온입니다. 라미부딘은 시티딘의 디데옥시 유사체의 (-) 거
울상 이성질체입니다. 라미부딘은 (-) 2', 3'-디데옥시, 3'-티아시티딘으로도 불립니다. 분자식은 C8시간11N삼영형삼S 및 229.3의 분자량. 다음과 같은 구조식이 있습니다.

라미부딘은 20°C의 물에 약 70mg/mL의 용해도를 갖는 흰색에서 회백색의 결정성 고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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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학

행동의 메커니즘

스타부딘:티미딘의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인 스타부딘은 세포 키나제에 의해 활성 대사산물인 스타부딘 삼인산으로 인산화됩니다. Stavudine triphosphate는 천연 기
질인 thymidine triphosphate(K)와 경쟁하여 HIV-1 역전사효소(RT)의 활성을 억제합니다.나=0.0083 ~ 0.032 µM) 바이러스 DNA에 결합된 후 DNA 사슬 종결을 유발
합니다. 스타부딘 삼인산은 세포 DNA 중합효소 β와 γ를 억제하고 미토콘드리아 DNA 합성을 현저히 감소시킵니다.

라미부딘:라미부딘은 합성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입니다. 세포 내에서 라미부딘은 활성 5'-삼인산 대사산물인 라미부딘 삼인산(3TC-TP)으로 인산화됩니다. 3TC -TP의 
주요 작용 방식은 뉴클레오티드 유사체를 바이러스 DNA에 통합한 후 DNA 사슬 종결을 통해 HIV-1 역전사효소(RT)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3TC -TP는 포유류 DNA 중합
효소 α, β 및 미토콘드리아 DNA 중합효소 γ의 약한 억제제입니다.

시험관 내 HIV 감수성

스타부딘:그만큼시험관 내스타부딘의 항바이러스 활성은 말초혈액 단핵구, 단핵구 및 림프모구 세포주에서 측정되었다. HIV-1 복제를 50% 억제하는 데 필요한 약물 농도
(IC50) ranged from 0.0009 to 4µM against laboratory and clinical isolates of HIV-1. In vitro, stavudine exhibited additive to antagonistic activity in 
combination with zidovudine. Stavudine in combination with either abacavir, didanosine, tenofovir, or zalcitabine exhibited additive to synergistic 
anti-HIV-1 activity. Ribavirin, at the 9-45 µM concentrations tested, reduced the antiHIV-1 activity of stavudine by 2.5- to 5-fold. The relationship 
between in vitro susceptibility of HIV-1 to stavudine and the inhibition of HIV-1 replication in humans bas not been established

Lamivudine: The antiviral activity of lamivudine against HIV-1 was assessed in a number of cell lines (including monocytes and fresh human 
peripheral blood lymphocytes) using standard susceptibility assays. EC50 값(50% 유효 농도)은 0.003~15μM(1μM = 0.23mcg/mL) 범위에 있었습니다. 내성
과 관련된 돌연변이가 없는 치료 경험이 없는 피험자의 HIV는 EC 중앙값을 제공했습니다.50Virco의 0.426 μM(범위: 0.200 ~ 2.007 μM) 값(n = COLA40263의 기준 샘
플 93개) 및 Monogram Biosciences의 2.35 μM(1.44 ~ 4.08 μM)(ESS30009의 기준 샘플 135개). EC50다른 HIV-1 계통군(AG)에 대한 라미부딘의 값은 말초 혈액 단
핵 세포에서 0.001~0.120μM, HIV-2 분리주에 대한 0.003~0.120μM 범위였습니다. 리바비린(50μM)은 MT-4 세포에서 라미부딘의 항 HIV-1 활성을 3.5배 감소시켰습
니다. HIV-1에 감염된 MT-4 세포에서 다양한 비율의 지도부딘과 함께 라미부딘은 상승적인 항레트로바이러스 활성을 나타냈다.

저항

스타부딘:스타부딘에 대한 감수성이 감소된 HIV-1 분리주가 선택되었습니다.시험관 내(균주 특이적) 스타부딘으로 치료받은 환자에게서도 얻었습니다. 장기간(6-29개
월) 스타부딘 단독 요법을 받은 61명의 환자로부터 분리된 HIV-1의 표현형 분석은 4명의 환자에서 분리된 치료 후 IC가 IC를 나타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50기준선 분
리주의 평균 치료 전 감수성보다 4배 이상(범위 7~16배) 높은 값. 이 중 한 환자에서 분리된 HIV-1에는 지도부딘 내성 관련 돌연변이 T215Y 및 K219E가 포함되어 있고 다
른 환자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에는 다중 뉴클레오사이드 내성 관련 돌연변이 Q151M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2명의 환자로부터 분리된 HIV-1의 RT 유전자 돌연변이는 
검출되지 않았다. 스타부딘 감수성 변화에 대한 유전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라미부딘:HIV-1의 라미부딘 내성 변이체가 세포 배양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유전자형 분석은 내성이 코돈 184에서 HIV-1 역전사효소의 특정 아미노산 치환으로 인해 메티
오닌 잔기를 이소류신 또는 발린(M 184 V/I)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미부딘과 지도부딘 모두에 내성이 있는 HIV-1 균주가 환자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대조 임상 시험에서 라미부딘과 지도부딘에 대한 임상 분리물의 감수성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라미부딘 단독 요법 또는 라미부딘 + 지도부딘과의 병용 요법을 받은 환자에서 대부분의 환자로부터 분리된 HIV-1은 12주 이내에 표현형 및 유전형으로 라미부
딘에 내성이 되었습니다. 기준선에서 지도부딘 내성 바이러스가 있는 일부 환자에서 지도부딘에 대한 표현형 민감도는 라미부딘과 지도부딘으로 12주 치료에 의해 회복되
었습니다. 라미부딘과 지도부딘의 병용 요법은 지도부딘에 내성을 부여하는 돌연변이의 출현을 지연시켰습니다.

HBV 중합효소 YMDD 모티프의 돌연변이는 라미부딘 세포 배양에 대한 HBV의 감소된 감수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HIV에 감염되지 않은 만성 B형 간염 환자에 대한 연구에
서, 6개월 이상 매일 라미부딘을 투여받은 일부 환자에서 YMDD 돌연변이가 있는 HBV 분리주가 검출되었으며, 이는 감소된 치료 반응의 증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동시 감염이 있는 상태에서 라미부딘 함유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을 받은 HIV 감염 환자에서 유사한 HBV 돌연변이가 보고되었습니다(주의사항 참조).

교차 저항

스타부딘:HIV-1 역전사효소 억제제 간의 교차 내성이 관찰되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장기간 스타부딘 치료가 지도부딘 내성과 관련된 돌연변이를 선택 및/또는 유지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하나 이상의 지도부딘 내성 관련 돌연변이(M41L, D67N, K70R, L210W, T215Y/F, K219Q/E)가 있는 HIV-1 분리주는 시험관 내에서 스타부
딘에 대한 감수성이 감소했습니다.

라미부딘:라미부딘 내성 HIV-1 돌연변이체는 디다노신(ddI) 및 잘시타빈(ddC)에 교차 내성이었습니다. 지도부딘과 디다노신 또는 잘시타빈을 병용 투여한 일부 환자에
서 라미부딘을 포함한 다중 역전사효소 억제제에 내성이 있는 분리주가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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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약동학:
스타부딘 및 라미부딘 정제:
복합 정제에서 스타부딘과 라미부딘의 흡수 속도 및 정도는 공복 상태의 건강한 지원자에게 투여했을 때 각각 Zerit® 캡슐 및 Epivir® 정제의 흡수율과 유사했습니다. 스
타부딘 및 라미부딘 정제에 대한 식품의 영향은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스타부딘:HIV에 감염된 성인 및 소아 환자에서 스타부딘의 약동학이 평가되었습니다(표 1-3). 최고 혈장 농도(Cmax) 및 혈장 농도-시간 곡선 아래 면적(AUC)은 0.03에서 
4mg/kg 범위의 단일 및 다중 용량 후 용량에 비례하여 증가했습니다. 6, 8 또는 12시간마다 반복 투여한 스타부딘의 유의한 축적은 없었다.

흡수 및 생체이용률
스타부딘:경구 투여 후 스타부딘은 빠르게 흡수되며 투여 후 1시간 이내에 최고 혈장 농도가 나타납니다. 스타부딘에 대한 전신 노출은 정제, 캡슐 또는 용액 투여 후 동일
합니다. HIV 감염 성인에서 스타부딘의 정상 상태 약동학 매개변수는 표 1에 나와 있습니다.

표 1: HIV 감염 성인에서 스타부딘의 정상 상태 약동학적 매개변수

매개변수 스타부딘 40 mg BID 평
균 ± SD(n=8)

AUC(ng•h/mL)ㅏ 2568 ± 454
씨최대(ng/mL) 536 ± 146
씨분(ng/mL) 8 ± 9

ㅏ0에서 24시간까지.
AUC = 24시간 동안 곡선 아래 면적. 씨최대= 최대 혈장 농
도. 씨분= 최저 또는 최소 혈장 농도.

라미부딘:라미부딘은 HIV 감염 환자에서 경구 투여 후 빠르게 흡수되었습니다. 12명의 성인 환자의 절대 생체이용률은 150mg 정제의 경우 86% ± 16%(평균 ± SD), 
경구 용액의 경우 87% ± 1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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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용 25mg 제형의 라미부딘은 12명의 
무증상 HIV 감염 환자에게 2차례 경구 투여되었는데, 한 번은 공복 상태에서, 한 번은 음식과 함께 투여되었습니다(1,099kcal, 지방 75g, 단백질 34g, 탄수화물 72g). 
lamivudine의 흡수는 급식 상태에서 더 느렸습니다(T최대: 3.2 ± 1.3시간) 공복상태(T최대: 0.9 ± 0.3시간); 씨최대섭식 상태에서 공복 상태에서보다 40% ± 23%(평균 
SD) 낮았습니다. 섭식 상태와 금식 상태에서 전신 노출(AUC∞)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라미부딘 정제 및 경구 용액은 음식과 함께 또는 음식 없이 투여될 
수 있다. 정상 신기능을 갖는 HIV 양성 무증상 성인에서 1일 2회 2 mg/kg 경구 투여 15일 후 라미부딘의 축적률은 1.50이었다.

분포

스타부딘:혈청 단백질에 대한 스타부딘의 결합은 0.01~11.4μg/mL의 농도 범위에서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부딘은 적혈구와 혈장 사이에 균등하게 분포합니다. 분포 
부피는 표 2에 나와 있습니다.

표 2: HIV 감염 성인에서 스타부딘의 약동학적 매개변수: 생체이용률, 분포 및 제거
N매개변수 평균 ± SD

경구 생체이용률(%) 분포 부피
(L)ㅏ
전체 신체 클리어런스(mL/min)ㅏ
겉보기 구강 청소율(mL/min)비
신장 청소율(mL/min)a 제거 반감기, 
IV 용량(h)ㅏ
제거 반감기, 경구 투여량(h)비
스타부딘의 요 회복(용량의 %)기원 후

86.4 ± 18.2
46 ± 21
594 ± 164
560 ± 182씨

237 ± 98
1.15 ± 0.35
1.6 ± 0.23
42 ± 14

25
44
44
113
39
44
8
39

ㅏ1시간 IV 주입 후.
비단일 경구 투여 후.
씨체중이 70kg이라고 가정했을 때.
디12-24시간 이상.

라미부딘:20명의 환자에게 lamivudine을 IV 투여한 후 겉보기 분포 용적은 1.3 ± 0.4 L/kg이었으며 이는 lamivudine이 혈관 외 공간으로 분포함을 시사한다. 분포 용
적은 용량과 무관했고 체중과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인간 혈장 단백질에 대한 라미부딘의 결합은 낮습니다(<36%). 시험관 내 연구에 따르면 0.1~100mcg/mL의 농도 
범위에서 적혈구와 관련된 라미부딘의 양은 53~57% 범위였으며 농도와 무관했습니다.

대사 / 제거

스타부딘:스타부딘의 대사 운명은 인간에서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신장 제거는 투여 경로에 관계없이 전체 청소율의 약 40%를 차지했습니다(표 2). 평균 신장 청소율은 
평균 내인성 크레아티닌 청소율의 약 2배였으며, 이는 사구체 여과 외에 세뇨관 분비가 활발함을 나타냅니다. 약물의 나머지 60%는 아마도 내인성 경로에 의해 제거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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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부딘:라미부딘의 대사는 사소한 제거 경로입니다. 사람의 경우 라미부딘의 유일한 알려진 대사 산물은 트랜스 설폭사이드 대사 산물입니다. HIV에 감염된 성인 6명에
게 라미부딘을 1회 경구 투여한 후 12시간 이내에 투여량의 5.2% ± 1.4%(평균 ± SD)가 트랜스 설폭사이드 대사 산물로 소변으로 배설되었습니다. 이 대사 산물의 혈청 
농도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라미부딘은 활성 유기 양이온 분비에 의해 소변으로 변하지 않고 제거됩니다. 9명의 건강한 피험자에게 단일 300mg 경구 용량의 라미부딘을 투여했을 때 신장 
청소율은 199.7 ± 56.9mL/min(평균 ± SD)이었습니다. 단일 IV 투여를 받은 20명의 HIV 감염 환자에서 신장 청소율은 280.4 ± 75.2mL/min(평균 ± SD)로 라미부
딘의 총 청소율의 71% ± 16%(평균 ± SD)를 나타냅니다. HIV 감염 환자, HBV 감염 환자 또는 투여 후 24시간 동안 혈청 샘플을 채취한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대
부분의 단일 용량 연구에서 관찰된 평균 제거 반감기(t½)는 5-7시간 범위였습니다. HIV 감염 환자에서 총 제거율은 398.5 ± 69.1 mL/min(평균 ± SD)이었습니다. 경구 
청소율 및 제거 반감기는 0.25 ~ 10 mg/kg의 경구 투여 범위에서 용량 및 체중과 무관했습니다.

음식이 Lamivudine과 Stavudine의 흡수에 미치는 영향.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복합정의 흡수 속도와 정도에 대한 음식의 영향은 임상 연구에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복합정은 공복 상태에서 복용해
야 합니다.

특수 집단의 약동학

신장 장애:

이 고정 용량 조합에서는 스타부딘 또는 라미부딘의 용량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스타부딘 및 라미부딘 정제는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있는 환자
에게 권장되지 않습니다.< 50mL.min.

간 장애
스타부딘:HIV에 감염되지 않은 간경변증(Child-Pugh 분류 B 또는 C)으로 인한 간장애가 있는 5명의 비감염 환자에서 40mg의 단일 용량 투여 후 스타부딘의 약동학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라미부딘:라미부딘의 약동학적 특성은 간 기능이 손상된 성인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약동학적 매개변수는 간 기능 감소에 의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간 기능 장애
가 있는 환자에 대한 라미부딘의 용량 조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대상성 간 질환이 있는 경우 라미부딘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임신:주의 사항 참조: 임신
임신 중 스타부딘과 라미부딘의 약동학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수유부:주의 사항 참조: 수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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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미부딘:라미부딘 단독요법(300mg 1일 2회) 또는 병용요법(150mg 라미부딘 1일 2회 및 300mg 지도부딘 1일 2회)을 받은 20명의 산모로부터 얻은 모유 샘플에서 측
정 가능한 라미부딘 농도가 나타났습니다.

소아 환자:
이 약과 라미부딘 정제의 약동학은 소아 환자에서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군에 대해 조정할 수 없는 고정 용량 복합제이므로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정제는 체중 60kg 
미만 또는 12세 미만의 소아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됩니다.

노인 환자: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정제의 약동학은 65세 이상의 환자에서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성별
스타부딘 및 라미부딘: 라미부딘 또는 스타부딘의 약동학에서 유의한 성별 차이는 없습니다.

경주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라미부딘이나 스타부딘의 약동학에는 인종적 차이가 없습니다.

약물 상호 작용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복합정에 대한 약물 상호작용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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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관 내데이터는 스타부딘의 인산화가 독소루비신과 리바비린에 의해 관련 농도에서 억제됨을 나타냅니다.

스타부딘은 주요 시토크롬 P450 동형 CYP1A2, CYP2C9, CYP2C19, CYP2D6 및 CYP3A4를 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로를 통해 대사되는 약물과 임상적으로 
유의한 약물 상호 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스타부딘은 단백질과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 결합 약물의 약동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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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및 4는 AUC 및 C에 대한 효과를 요약합니다.최대, 스타부딘과 디다노신, 라미부딘 및 넬피나비르를 병용 투여한 후 가능한 경우 95% 신뢰 구간(CI). 임상적으로 유의
한 약동학적 상호작용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표 3: 스타부딘과의 약물 상호 작용 연구 결과: 병용 약물이 에 미치는 영향
스타부딘 혈장AUC 및 C최대가치

의약품 스타부딘 복용량 Nㅏ 스타부딘의 AUC(95%
씨)

씨최대스타부딘
(95% 신뢰구간)

디다노신, 100mg
4일 동안 q12h

40mg 4인용 q12h
날

10 ↔ ↑17%

라미부딘, 150mg
단일 복용량

40mg 단일 복용량 18 ↔
(92.7-00.6%)

↑12% (100.3-126.1%)

넬피나비르, 750mg q8h
56일 동안

30-40mg 에 대한 q12h
56일

8 ↔ ↔

↑는 증가를 나타냅니다.

↔는 변화가 없음을 나타냅니다.평균 <10%의 증가 또는 감소.

ㅏHIV에 감염된 환자.

표 4: 스타부딘과의 약물 상호작용 연구 결과: 공동에 대한 스타부딘의 효과
투여된 약물 혈장AUC 및 C최대가치

의약품 스타부딘 복용량 Nㅏ 공동의 AUC
관리

약물(95% CI)

씨최대공동의
투여된 약물

(95% 신뢰구간)

디다노신, 100mg 에 대한 q12h
4 일

40mg 4일 동안 q12h 10 ↔ ↔

라미부딘, 150mg 하나의
정량

40mg 단일 복용량 18 ↔
(90.5-107.6%)

↔
(87.1-110.6%)

넬피나비르, 750mg 56에 대한 q8h
날

30-40mg 56일 동안 q12h 8 ↔ ↔

↔는 변화가 없음을 나타냅니다.평균 <10%의 증가 또는 감소.

ㅏHIV에 감염된 환자.

라미부딘:지도부딘 1회 용량(200mg)과 라미부딘 다중 용량(300mg q 12시간)을 병용 투여한 12명의 무증상 HIV 감염 성인 환자에서 라미부딘 또는 지도부딘 약동학의 
임상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단일 센터, 공개, 무작위, 교차 연구에서 라미부딘과 트리메토프림/설파메톡사졸(TMP/SMX)은 14명의 HIV 양성 환자에게 공동 투여되었습니다. 각 환자는 300mg 단일 
용량의 라미부딘과 TMP 160mg/SMX 800mg을 5일 동안 1일 1회 lamivudine 300mg과 5차 용량의 교차 투여를 동시에 투여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TMP/SMX와 라
미부딘의 병용 투여는 라미부딘 AUC에서 43% ± 23%(평균 ± SD) 증가, 라미부딘 경구 청소율에서 29% ± 13% 감소, 30% ± 36% 감소를 초래했습니다. 라미부딘 
신장 청소율에서. TMP 및 SMX의 약동학적 특성은 라미부딘과의 병용 투여에 의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라미부딘과 잘시타빈은 서로의 세포내 인산화를 억제할 수 있습
니다. 그러므로, 잘시타빈과 함께 라미부딘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19명의 건강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라미부딘과 인터페론 알파 사이에 유의한 약
동학적 상호작용은 없었습니다.

표시 및 사용법
스타부딘과 라미부딘정은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와 병용하여 체중이 60kg 이상이고 12세 이상인 환자의 HIV-1 감염 치료에 사용됩니다.

금기 사항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고정용량 복합정은 정제에 포함된 성분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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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스타부딘 및 라미부딘 정제이 약은 두 가지 약물 중 하나를 포함하는 제제와 동시에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스타부딘 및 라미부딘 정제와의 병용 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스타
부딘 및 라미부딘 정제의 사용을 고려 중인 모든 제제에 대한 완전한 처방 정보를 참조해야 합니다.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유산산증/지방증을 동반한 중증 간비대:
스타부딘과 기타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포함한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 단독 또는 조합 사용 시 치명적인 사례를 포함하여 유산산증 및 지방증을 동반한 중증 간비대가 보
고되었습니다. 유산산증의 상대적 비율은 잘 통제된 전향적 연구에서 평가되지 않았지만 종단 코호트 및 후향적 연구에 따르면 이 드문 사건은 스타부딘을 함유한 항레트
로바이러스 조합과 더 자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성의 성별, 비만 및 장기간의 뉴클레오사이드 노출은 위험 요소일 수 있습니다. 스타부딘과 디다노신을 다른 항
레트로바이러스제와 병용투여한 임산부에서 치명적인 젖산산증이 보고되었습니다.

간 질환에 대한 알려진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에게 스타부딘을 투여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알려진 위험 인자가 없는 환자에서도 젖산증의 사례가 보고되었
습니다. 전신 피로, 소화기 증상(메스꺼움, 구토, 복통 및 설명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호흡기 증상(빈호흡 및 호흡곤란); 또는 신경학적 증상은 젖산증 증후군 발
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고젖산혈증, 젖산산증 또는 현저한 간독성을 시사하는 임상 또는 검사실 소견이 나타난 모든 환자에서는 스타부딘 투여를 중단해야 합니다(이는 트랜스아미나
제 상승이 없는 경우에도 간비대 및 지방증을 포함할 수 있음).

인터페론 및 리바비린 기반 요법과 함께 사용
시험관 내 연구에 따르면 리바비린은 스타부딘과 같은 피리미딘 뉴클레오시드 유사체의 인산화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HIV/HCV 동시 감염 환자에서 리바비린과 스타부
딘을 병용 투여했을 때 약동학적 또는 약력학적(예: HIV/HCV 바이러스 억제의 상실) 상호작용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HIV/HCV에서 간 대상부전(일부 치명적)이 발
생했습니다. HIV 및 인터페론 및 리바비린에 대한 복합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을 받는 동시 감염 환자. 리바비린과 스타부딘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고 인터페론을 투여
받는 환자는 치료 관련 독성, 특히 간 대상부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스타부딘의 중단은 의학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인터페론, 리바비
린,

스타부딘
신경학적 증상:
스타부딘을 포함한 항레트로바이러스 병용 요법을 받는 환자에서 운동 쇠약이 드물게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대부분은 젖산증의 설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운동 쇠
약의 진화는 길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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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초신경병증이 보고되었습니다. 말초 신경병증은 진행된 HIV 질환, 신경병증의 병력 
또는 디다노신을 포함한 신경독성 약물 치료를 동시에 받은 환자에서 더 자주 발생했습니다(이상반응 참조).

간 장애 및 독성:심각한 기저 간 질환이 있는 HIV 감염 환자에 대한 스타부딘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항레트로바이러스 병용 요법 동안, 만성 활동성 
간염을 포함한 기존의 간 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는 심각하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간 이상 반응을 포함하여 간 기능 이상의 빈도가 증가하므로 표준 관행에 따라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이러한 환자에서 간질환 악화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의 중단 또는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스타부딘 단독 사용에 비해 스타부딘과 디다노신 및 하이드록시우레아를 병용 투여한 환자에서 간독성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간독성으
로 인한 사망이 발생했습니다. 이 조합으로 치료받는 환자는 간 독성 징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췌장염:

면역억제 정도에 관계없이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와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 모두에서 스타부딘이 수산화요소 유무에 관계없이 디다노신을 포함하는 병용 요법의 일부일 때 
치료 중 치명적 및 비치명적 췌장염이 발생했습니다. 췌장염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스타부딘과 디다노신(하이드록시우레아 유무에 관계없이)과 췌장에 독성이 있는 기타 
약물의 병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췌장염 진단이 확인된 후 스타부딘의 재투여는 특히 주의하고 환자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새로운 요법은 디다노신이나 하이드록
시우레아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미부딘
치료 후 간염 악화:만성 B형 간염에 대해 라미부딘으로 치료받은 비 HIV 감염 환자에 대한 임상 시험에서, 라미부딘 중단 후 간염 악화의 임상 및 실험실 증거가 발생했습니
다. 이러한 악화는 B형 간염 바이러스(HBV) DNA의 재출현 외에 혈청 알라닌 트랜스아미나제(ALT) 상승에 의해 주로 감지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자가 제한적인 것
으로 보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망자가 보고되었습니다. HIV와 HBV 모두에 감염된 환자에서 라미부딘 함유 HIV 치료 요법에서 라미부딘 비함유 요법으로 변경한 후 시판 
후 경험에서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라미부딘 치료 중단과의 인과관계는 알려져 있지 않다. 치료를 중단한 후 최소 몇 개월 동안 임상 및 실험실 추적 관찰을 통해 
환자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라미부딘의 재개가 치료 후 간염의 악화 과정을 변화시키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췌장염
이전에 항레트로바이러스에 노출된 병력이 있는 소아 환자, 췌장염의 병력 또는 췌장염 발병의 기타 중요한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라미부딘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췌장염을 시사하는 임상 징후, 증상 또는 실험실 이상이 발생하면 라미부딘 치료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상 반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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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부딘 함유 제품 간의 중요한 차이점:
라미부딘 및 스타부딘 정제는 EPIVIR-HBV 정제 및 경구용 용액에 함유된 것보다 동일한 활성 성분(라미부딘)의 고용량을 함유합니다. EPIVIR-HBV는 만성 B형 간염 환자
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라미부딘 및 스타부딘 정제는 EPIVIR, EPIVIR-HBV, EPZICOM 또는 TRIZIVIR®과 동시에 투여해서는 안됩니다.

지침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면역 재구성 증후군:면역 재구성 증후군은 스타부딘을 포함한 항레트로바이러스 병용 요법으로 치료받은 환자에서 보고되었습니다. 복합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의 초기 
단계에서 면역 체계가 반응하는 환자는 무통성 또는 잔류 기회 감염(예: 마이코박테리움 아비움 감염, 거대 세포 바이러스, 폐렴포자충(PCP) 또는 결핵)에 대한 염증 반응
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추가 평가 및 치료.

지방 재분배: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지방 비대(버팔로 혹), 말초 소모, 안면 소모, 유방 비대 및 "쿠싱양 모양"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메커니즘
과 장기적인 결과는 현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인과관계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신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스타부딘 및 라미부딘 정제는 CrCL ≤ 50mL/min인 환자 또는 혈액투석 중인 환자에게 권장되지 않습니다.

용량 조절이 필요한 경우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정제는 고정 용량의 라미부딘과 스타부딘의 조합을 포함하므로 투여해서는 안됩니다.

라미부딘:

HIV와 B형 간염 바이러스 동시 감염 환자:
HIV와 HBV에 이중 감염된 환자의 만성 B형 간염 치료에 대한 라미부딘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만성 B형 간염에 대해 라미부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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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HIV 감염 환자에서 라미부딘 내성과 관련된 B형 간염 바이러스 변이형의 
출현이 보고되었습니다. 간염의 치료 후 악화도 보고되었습니다(경고 참조).

환자를 위한 정보

스타부딘 및 라미부딘 정제: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정제는 경구 섭취 전용입니다.
환자는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정제를 정기적인 투여 일정에 따라 복용하는 것의 중요성과 누락된 용량을 피하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정제를 공복 상태에서 복용하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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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정제를 사용할 때 환자는 의사의 관리 하에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체지방의 재분배 또는 축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의 원인과 장기적인 건강 영향은 현재로서는 알려져 있지 않음
을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Patients should be informed to take Stavudine and Lamivudine Tablets every day as prescribed. Patients should not alter the dose without 
consulting their doctor. If a dose is missed, patients should take the next dose as soon as possible. However, if a dose is skipped, the patient should 
not double the next dose. Patients should be advised to report to their doctor the use of any other medications.

Stavudine: Patients should be informed of the importance of early recognition of symptoms of symptomatic hyperlactatemia or lactic acidosis syndrome, 
which include unexplained weight loss, abdominal discomfort, nausea, vomiting, fatigue, dyspnea, and motor weakness. Patients in whom these symptoms 
develop should seek medical attention immediately. Discontinuation of therapy may be required.

스타부딘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 소아의 보호자는 말초 신경병증의 발견 및 보고에 관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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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부딘
의 중단이 필요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스타부딘을 독성이 유사한 다른 약제와 병용할 경우 스타부딘 단독 사용보다 부작용 발생률이 더 높을 수 있음을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치명적일 수 있는 췌장염의 위험 
증가는 하이드록시우레아의 유무에 관계없이 스타부딘과 디다노신의 조합으로 치료받은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으로 치료받는 환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면
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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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염의 증상. 치명적일 수 있는 간독성 위험 증가는 스타부딘과 디다노신 및 하이드록시우레아를 병용 투여한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피해야 합니다.

환자는 스타부딘이 HIV 감염의 치료제가 아니며 기회 감염을 포함하여 HIV 감염과 관련된 질병에 계속 걸릴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스타부딘을 사용할 때 환자는 의사
의 치료를 받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그들은 스타부딘 요법이 성적 접촉이나 혈액 오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HIV가 전염될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스타부딘의 장기적인 영향이 알려져 있지 않음을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환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체지방의 재분배 또는 축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의 원인과 장기적인 건강 영향은 현재로서는 알려져 있지 않음
을 알려야 합니다.
스타부딘을 포함하는 모든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라미부딘: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정제는 EPIVIR-HBV 정제 및 경구 용액과 동일한 활성 성분(라미부딘)의 고용량을 함유하고 있음을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HIV와 HBV에 이중 감
염된 환자의 HIV 치료 요법에 라미부딘을 포함하기로 결정한 경우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정제(EPIVIR-HBV 아님)의 라미부딘 제형 및 용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HIV와 HBV에 동시 감염된 환자는 라미부딘 치료를 중단했을 때 일부 사례에서 간 질환의 악화가 발생했음을 알려야 합니다. 환자는 요법의 변경 사항에 대해 의사와 상의
하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라미부딘의 장기적인 영향이 알려져 있지 않음을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부모나 보호자는 소아 환자에게 췌장염의 징후와 증상을 모니터링하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약물 상호 작용
스타부딘
스타부딘의 인산화 따라서 지도부딘과 스타부딘의 병용은 피해야 합니다.
시험관 내 데이터는 스타부딘의 인산화가 독소루비신과 리바비린에 의해 관련 농도에서도 억제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시험관내 상호작용의 임상적 중요성은 알려져 있
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물 중 하나와 스타부딘의 병용은 주의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경고 참조.)

임상 약리학: 약물 상호 작용 참조)Zidovudine은 세포 내에서 경쟁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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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 160mg/SMX 800mg 1일 1회는 라미부딘 노출(AUC)을 43%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임상 약리학 참조). 두 약물의 용량 변경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Pneumocystis carinii 폐렴 치료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고용량 TMP/SMX의 라미부딘 약동학에 대한 영향에 관한 정보는 없습니다. 라미부딘과 유사한 신장 청소 기전을 
갖는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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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암, 돌연변이, 생식 능력 손상
스타부딘:쥐와 쥐를 대상으로 한 2년간의 발암성 연구에서 스타부딘은 권장 임상 용량에서 인간 노출의 각각 39배와 168배의 노출(AUC)을 생성한 용량에서 비발암성이
었습니다. 생쥐와 쥐의 양성 및 악성 간 종양과 수컷 쥐의 악성 방광 종양은 권장 임상 용량에서 인간 노출의 250배 및 732배(쥐) 노출 수준에서 발생했습니다.

스타부딘은 대사 활성화 유무에 관계없이 Ames, E. coli 역 돌연변이 또는 CHO/HGPRT 포유류 세포 정방향 유전자 돌연변이 분석에서 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았습니다. 
스타부딘은 시험관 내 인간 림프구 clastogenesis 및 마우스 섬유아세포 분석 및 생체 내 마우스 소핵 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생성했습니다. 시험관 내 분석에서 스타
부딘은 인간 림프구의 염색체 이상 빈도(25~250μg/mL 농도, 대사 활성화 없음)를 증가시키고 마우스 섬유아세포에서 형질전환된 병소의 빈도를 증가시켰습니다
(25~2500μg/mL 농도). , 대사 활성화 유무). 생체 내 소핵 분석에서 스타부딘은 3일 동안 600~2000mg/kg/일의 용량으로 마우스에 경구 스타부딘을 투여한 후 골수 세
포에서 세포 분열을 유발했습니다.

노출된 쥐에서 생식능력 손상의 증거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C 기반최대) 1 mg/kg/day의 임상 용량 후에 관찰된 것의 최대 216배.

라미부딘:쥐와 쥐를 대상으로 한 라미부딘에 대한 장기간의 발암성 연구는 HIV 감염에 대한 권장 치료 용량에서 인간에서 관찰된 것의 최대 10배(쥐) 및 58배(쥐) 노출에서 
발암 가능성의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라미부딘은 미생물 변이원성 검사나 in vitro 세포 형질전환 분석에서는 활성이 없었으나 배양된 인간 림프구를 이용한 세포
유전학적 분석과 마우스 림프종 분석에서는 약한 in vitro 돌연변이 활성을 보였다. 그러나 라미부딘은 최대 2,000mg/kg의 경구 투여량에서 랫드에서 생체 내 유전독성 
활성의 증거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이는 HIV 감염에 대한 권장 투여량에서 인간보다 35~45배 높은 혈장 수준을 생성했습니다. 생식 능력에 대한 연구에서 라미부딘은 최
대 4,000mg/kg/day의 용량으로 쥐에게 투여되어 인간보다 47~70배 높은 혈장 수준을 생성합니다.

임신
임신 카테고리 C

스타부딘과 라미부딘은 모두 카테고리 C로 분류됩니다. 임산부에 대한 적절하고 잘 통제된 연구는 없습니다.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정제는 잠재적인 이점이 잠재적인 위험
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임신 중에 사용해야 합니다.

스타부딘:생식 연구는 노출된 쥐와 토끼에서 수행되었습니다(C최대) 1 mg/kg/day의 임상 용량에서 각각 최대 399배 및 183배까지 나타났으며 최기형성의 증거는 밝혀지
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골격 변이, 흉골의 미골화 또는 불완전 골화의 발생률은 인간 노출의 399배에서 랫드에서 증가했지만 인간 노출의 216배에서는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인체 노출의 216배에서 이식 후 약간의 손실이 나타났으며 인체 노출의 약 135배에서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초기 쥐의 신생아 사망률(출생부터 4일
까지)의 증가는 인간 노출의 399배에서 발생했지만 신생아의 생존은 인간 노출의 약 135배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타부딘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아 조직의 농도는 모체 혈장 농도의 약 1/2이었습니다. 동물 생식 연구는 항상 인간의 반응을 예측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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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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산산증이 보고되었습니다. 임신이 뉴클레오시드 유사체를 투여받는 임신하지 않
은 개인에서 보고된 젖산증/간 지방증 증후군의 위험을 증가시키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경고: 젖산증/지방증을 동반한 중증 간비대 참조). 스타부딘과 디다노신의 조합
은 임신 중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며 잠재적인 이점이 잠재적인 위험을 분명히 상회하는 경우에만 권장됩니다. 스타부딘을 투여받는 HIV 감염 임산부를 돌보는 의료인은 
유산산증/간 지방증 증후군의 조기 진단에 주의해야 합니다.

라미부딘:임신 범주 C. 생식 연구는 각각 최대 4,000 mg/kg/day 및 1,000 mg/kg/day의 경구 투여 용량으로 랫트와 토끼에서 수행되었으며 성인 HIV 용량의 최대 약 
35배에 달하는 혈장 수준을 생성했습니다. 라미부딘으로 인한 최기형성의 증거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토끼에서 인간과 유사한 노출 수준에서 초기 배아 치사율의 증거
가 나타났지만 인간보다 최대 35배 높은 노출 수준에서 래트에서 이러한 영향에 대한 징후는 없었습니다. 임신한 쥐와 토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라미부딘이 태반을 통
해 태아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수행된 2건의 임상 연구에서, 임신 38주차부터 라미부딘을 투여받은 임산부의 검체에 대해 약동학적 측정을 수행했습니다(지도부딘과 병용하여 150mg
을 1일 2회 투여받은 10명 및 무정형으로 라미부딘 300mg을 1일 2회 투여받은 10명).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또는 임신 36주차에 시작(라미부딘 150mg을 지도부딘
과 함께 1일 2회 투여받은 16명의 여성). 이러한 연구는 효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거나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임산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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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배 이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제한된 임신 후기 안전성 정보는 유해 반응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Lamivudine은 잠재적인 이점이 위험을 능가하는 경
우에만 임신 중에 사용해야 합니다.

간호 어머니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HIV에 감염된 산모가 출생 후 HIV 감염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HIV 전파 가능성과 수유 중인 영아에서 심각한 이상 반응의 가능성 모두 때문에,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정제를 투여받는 어머니는 모유 수유를 하지 않도
록 지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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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미부딘:45mg/kg의 라미부딘을 투여한 수유 중인 쥐에 대한 연구에서 우유의 라미부딘 농도가 혈장 농도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미부딘은 또한 모유
로 배설됩니다. 라미부딘 단독요법(300mg 1일 2회) 또는 병용요법(150mg 라미부딘 1일 2회 및 300mg 지도부딘 1일 2회)을 받은 20명의 산모로부터 얻은 모유 샘플에
서 측정 가능한 라미부딘 농도가 나타났습니다.

소아과용
이 약과 라미부딘 정제의 약동학은 소아 환자에서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군에 대해 조정할 수 없는 고정 용량 복합제이므로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정제는 체중 60kg 
미만 또는 12세 미만의 소아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됩니다.

노인성 사용:
스타부딘과 라미부딘의 임상 연구에는 65세 이상 환자가 젊은 환자와 다르게 반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수의 환자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령
자에 대한 용량 선택은 간, 신장 또는 심장 기능 감소의 빈도가 더 높고 동반 질환 또는 기타 약물 요법을 반영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스타부딘과 라미부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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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병증 증상은 40mg을 1일 2회 투여하는 노인 환자 15/40(38%) 및 20mg을 
2회 투여한 노인 환자 8/51(16%)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일일. 확장 접근 프로그램에 등록된 약 12,000명의 환자 중 말초 신경병증 또는 말초 신경병증 증상은 40mg을 1
일 2회 투여받은 환자의 30%, 20mg을 1일 2회 투여받은 환자의 25%에서 발생했습니다. 고령 환자는 말초 신경병증의 징후와 증상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상 반응
스타부딘과 라미부딘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은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정제의 사용에서 예상될 수 있습니다. 스타부딘과 라미부딘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은 아래와 같습
니다.

스타부딘: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와 스타부딘을 병용 투여한 환자에서 치명적인 젖산증이 발생했습니다. 유산산증이 의심되는 환자는 즉시 스타부딘 투여를 중단해야 합니다. 유
산산증이 확인된 환자의 경우 스타부디엔의 영구 중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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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부딘 요법은 또한 말초 감각 신경병증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중증일 수 있고 용량과 관련이 있으며 디다노신을 포함한 신경독성 약물 요법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진행된 HIV 감염 환자 또는 이전에 경험한 적이 있는 환자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말초 신경증.

일반적으로 발이나 손의 마비, 따끔거림 또는 통증으로 나타나는 신경병증의 발병에 대해 환자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스타부딘 관련 말초 신경병증은 치료를 즉시 중단
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치료 중단 후 일시적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완전히 해결되면 환자는 용량의 1/2에서 치료 재개를 견딜 수 있습니
다(용량 및 투여 참조). 재개 후 신경병증이 재발하면 스타부딘의 영구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스타부딘을 독성이 유사한 다른 약제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스타부딘 단독 사용보다 부작용 발생률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췌장염, 말초신경병증, 간기능 이상은 하이드록
시우레아의 유무에 관계없이 스타부딘과 디다노신 병용요법을 받은 환자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치명적인 췌장염과 간독성은 스타부딘과 디다노신 및 하이드록시우레
아를 병용 투여한 환자에서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경고 및 주의사항 참조).

통제된 단일 요법 연구에서 스타부딘(스타부딘)을 투여받는 성인 환자에서 발생한 선택된 임상 부작용은 표 5에 제공됩니다.

표 5: 단독 요법 연구에서 선택된 임상 유해 사례
백분율(%)
스타부딘비
(40 mg 1일 2회) 
(n=412)

지도부딘
(200 mg 1일 3회) 
(n=402)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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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사
54
50

49
44

말초신경과
증상/신경병증 52 39

발진
메스꺼움과 구토

40
39

35
44

대조군 단독요법 연구에서 스타부딘을 투여받은 412명의 성인 환자 중 3명에서 췌장염이 관찰되었습니다.
2개의 대조 조합 연구에서 스타부딘을 투여받은 항레트로바이러스 나이브 성인 환자에서 발생한 선택된 임상 부작용이 표 6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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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START 1 및 START 2에서 선택된 임상 유해 사례비연구(조합 요법)
백분율(%)
시작 1 시작 2b
스타부딘 +
라미부딘 +
인디나비르
(n=100씨)

지도부딘 +
라미부딘 +

스타부딘 +
디다노신 +

지도부딘 +
라미부딘 +부작용 인디나비르

(n=102)
인디나비르
(n= 102씨)

인디나비르
(n=103)

ㅏ연구 요법과의 관계에 관계없이 모든 중증도.
비START 2는 치료 경험이 없는 20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두 가지 삼중 병용 요법을 비교했습니다. 환자들은 스타부딘(40mg 1일 2회)과 디다노신+인디나비르 또는 지도
부딘+라미부딘+인디나비르를 투여받았다.
씨스타부딘 치료 기간 = 48주. 메스꺼움

설사
두통
발진
구토

43
34
25
18
18

63
16
26
13
33

53
45
46
30
30

67
39
37
18
35

말초신경과
증상/신경병증 8 7 21 10

사망을 초래하는 췌장염은 대조 임상 연구 및 시판 후 보고서에서 스타부딘과 디다노신을 병용하거나 하이드록시우레아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환자에서 관찰되었
습니다.
대조 단일요법 연구(연구 AI455-019)에서 보고된 선별된 실험실 이상은 표 10에 제공됩니다.

표 7: 단독 요법 연구에서 선별된 성인 검사실 이상에이, ㄴ

백분율(%)
스타부딘
(40 mg 1일 2회) 
(n=412)

지도부딘
(200 mg 1일 3회) 
(n=402)

매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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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SGOT)(>5.0 x ULN) 
ALT(SGPT)(>5.0 x ULN) 아밀
라아제(≥1.4 x ULN)

11
13
14

10
11
13

임상 실습 중 관찰
스타부딘의 승인 후 사용 중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크기를 알 수 없는 모집단에서 자발적으로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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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지방 재분배 참조).

소화 장애-신경성 식욕 부진증.
외분비선 장애‒치명적인 경우를 포함한 췌장염(경고 참조)]. 혈액 장애-빈혈,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및 거대 세포증.
간-유산산증 및 간 지방증 및 간 지방증(경고 참조), 간염 및 간부전. 근골격계-근육통.

신경계-불면증, 심한 운동 쇠약(젖산증이 있을 때 가장 흔히 보고됨, 경고 참조).

라미부딘: HIV에 대한 임상 시험:

성인:지도부딘과 비교하여 라미부딘 150mg 1일 2회 + 지도부딘 200mg 1일 3회 요법 동안 빈도가 5% 이상인 선별된 임상 유해 사례는 표 8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8: Se선정된 임상 유해 사례(≥4건의 대조 임상 시험(A3001, A3002, B3001, B3002)에서 5% 빈도)
라미부딘 150mg
매일 두 번
플러스 지도부딘
(n = 251)

지도부딘 *
(n = 230)부작용

몸 전체
두통
권태감 및 피로
발열 또는 오한

35%
27%
10%

27%
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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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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요법 또는 지도부딘과 잘시타빈 병용.

라미부딘 300mg 1일 1회 또는 라미부딘 150mg 1일 2회(EPV 20001 및 EPV 40001의 3제 병용 요법)를 투여받은 환자에서 보고된 임상 부작용의 유형 및 빈도는 유사
했습니다. 두 치료군에서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메스꺼움, 현기증, 피로 및/또는 권태감, 두통, 꿈, 불면증 및 기타 수면 장애, 피부 발진이었다.

대조군 임상시험 EPV20001, NUCA3001, NUCA3002, NUC3002, B3007에서 라미부딘을 투여받은 2,613명의 성인 환자 중 9명(0.3%)에서 췌장염이 관찰되었습니다.

치료 중 관찰된 선별된 실험실 이상은 표 9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표 9: 4개의 24주 대리 종점 연구(A3001, A3002, B3001, B3002) 및 임상 종점 연구(B3007)에서 성인의 선별된 검사실 이상 빈도

24주 대리 종점 연구* 임상 종점
공부하다*

라미부딘
지도부딘

...을 더한 라미부딘
플러스 전류
요법

위약
현재 요법‡

...을 더한

테스트
(임계값) 지도부딘†

절대 호중구 수(<750/mm삼)

헤모글로빈(<8.0g/dL)
혈소판(>5.0 x ULN) 
ALT(>5.0 x ULN) 
AST(>5.0 x ULN)
빌리루빈(2.5 x ULN) 아
밀라제(<2.0 x ULN)

7.2% 5.4% 15% 13%

2.9%
0.4%
3.7%
1.7%
0.8%
4.2%

1.8%
1.3%
3.6%
1.8%
0.4%
1.5%

2.2%
2.8%
3.8%
4.0%
ND
2.2%

3.4%
3.8%
1.9%
2.1%
ND
1.1%

* 연구 기간의 중앙값은 12개월이었습니다.
†지도부딘 단독 요법 또는 지도부딘과 잘시타빈 병용.
‡현재 요법은 지도부딘, 지도부딘 + 디다노신 또는 지도부딘 +

잘시타빈.
ULN = 정상 상한선 ND = 완료되
지 않음

임신 마지막 몇 주에 시작하여 임산부에게 라미부딘 단독 또는 지도부딘과 함께 투여한 소규모의 통제되지 않은 연구에서 보고된 이상 반응에는 빈혈, 요로 감염, 분만 및 
분만의 합병증이 포함되었습니다. 시판 후 경험에서 임신 중에 라미부딘을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와 병용 투여한 여성에서 간 기능 이상 및 췌장염이 보고되었습니다. 
라미부딘과 관련된 이상반응의 위험이 다른 HIV 감염 환자와 비교하여 임산부에서 변경되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부 사례에서 치명적이었던 췌장염이 항레트로바이러스성 뉴클레오사이드 투여 경험이 있는 소아 환자에서 라미부딘 단독 또는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와 병용 투여시 
관찰되었습니다. 공개 용량 증량 연구(A2002)에서 14명의 환자(14%)가 라미부딘 단독 요법을 받는 동안 췌장염이 발병했습니다. 이 환자 중 3명은 췌장염의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두 번째 공개 연구(A2005)에서 12명의 환자(18%)에서 췌장염이 발생했습니다. 연구 ACTG300에서 라미부딘 + 지도부딘으로 무작위 배정된 236명의 환
자에서 췌장염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에서 디다노신 단독 요법을 중단한 후 공개 라벨 라미부딘과 지도부딘 및 리토나비르를 병용 투여한 환자 1명에서 췌장염이 
관찰되었습니다.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라미부딘:만성 B형 간염에 대한 임상 시험에서는 HIV 치료에 사용된 용량보다 더 낮은 용량의 라미부딘(매일 100mg)을 사용했습니다. 위약에 비해 
라미부딘에서 가장 빈번한 이상반응은 귀, 코 및 인후 감염(25% 대 21%)이었습니다. 권태감 및 피로(24% 대 28%); 및 두통(21% 대 21%), 각각. 라미부딘에서 보고된 
가장 빈번한 실험실 이상은 ALT 상승, 혈청 리파아제 상승, CPK 상승, 치료 후 간 기능 검사 상승이었습니다. 약물 감수성 감소 및 치료 반응 감소와 관련된 라미부딘 치료 
중 HBV 바이러스 돌연변이의 출현도 보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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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실습 중 관찰: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외에도 라미부딘의 승인 후 사용 중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크기를 알 수 없는 모집단에서 자발적으로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빈도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심각성, 보고 빈도 또는 라미부딘과의 잠재적 인과 관계의 조합으로 인해 포함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몸 전체:체지방의 재분배/축적. 소화기:구염.

내분비 및 대사:고혈당. 일반적인:약점.

혈액 및 림프계:빈혈(순수 적혈구 무형성 및 치료 진행 중인 중증 빈혈 포함), 림프절병증, 비장 비대. 간 및 췌장:유산산증 및 간 지방증, 췌장염, 치료 후 B형 간염 악화 과
민증:아나필락시스, 두드러기.

근골격계:근육 약화, CPK 상승, 횡문근 융해증. 불안한:감각 이상, 말초 신경 병증. 
호흡기:비정상적인 호흡음/쌕쌕거림. 피부:탈모, 발진, 가려움증.

과다 복용
스타부딘:1일 권장량의 12~24배를 성인에게 투여한 경험에서 급성 독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성 과량투여의 합병증에는 말초신경병증과 간독성이 있습니다. 스타
부딘은 혈액투석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스타부딘의 평균 ± SD 혈액투석 청소율은 120 ± 18mL/분입니다. 스타부딘이 복막 투석으로 제거되는지 여부는 연구되지 않
았습니다.

라미부딘:라미부딘에 대한 알려진 해독제는 없습니다. 성인이 6g의 라미부딘을 섭취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임상 징후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혈액학적 검사는 
정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ACTG300에서 2건의 소아 과량투여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한 사례는 7 mg/kg의 라미부딘의 단일 용량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5 mg/
kg의 라미부딘을 30일 동안 매일 2회 사용하는 것과 관련되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임상 징후나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4시간) 혈액투석, 연속적 보행복막투석, 자
동복막투석을 통해 무시할 수 있는 양의 라미부딘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라미부딘 과량투여 시 지속적인 혈액투석이 임상적 이점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과량투여가 발생하면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표준 지지 요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용법 및 투여
성인:60kg 이상의 성인에 대한 권장 경구 투여량은 공복 상태에서 스타부딘 40mg 1정과 라미부딘 150mg 복합정 1일 2회이다.

소아과: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정제 1개 (40 mg/150 mg)체중이 60kg 이상이고 12세 이상인 환자의 경우 공복 상태에서 1일 2회 정제.

복용량 조정:

신기능 저하(크레아티닌 청소율 ≤50ml/min), 용량 제한 이상반응 등 용량 조절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스타부딘과 라미부딘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스타부딘 및 라
미부딘 정제는 mg/kg 투여 요법이 필요한 환자에게 처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급 방법
스타부딘 40mg과 라미부딘 150mg의 고정용량 복합정은 연분홍~분홍색의 원형평면사각정으로 한쪽 면에는 LS40이, 다른 면에는 무지가 새겨진 정제이다. 60정은 개
봉 방지 스트립이 있는 스냅 캡으로 밀봉된 50ml HDPE 용기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저장: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30 이하 매장°C. 빛으로부터 보호하십시오. 모든 약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STRIDES ARCOLAB LIMITED, 방갈로르-인도.

스트라이드 Arcolab Limited 2007



환자 정보 전단지 스타부딘 및 라미부
딘 정제

일반적인 이름:스타부딘 및 라미부딘(STA vue deen 및 lah MIH vue deen). 각 정제에는 
150mg의 라미부딘과 40mg의 스타부딘이 들어 있습니다.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정제는 무엇입니까?
스타부딘 및 라미부딘 정제는 AIDS(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인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를 치료하기 위해 다른 약물과 함께 사용됩니다.

스타부딘 및 라미부딘 정제는 NRTI(Nuceloside Reverse Transcriptase Inhibitors)라고 하는 항 HIV 약물의 
일종입니다. 그들은 신체에서 HIV의 성장을 줄임으로써 작용합니다. 스타부딘과 라미부딘의 이 조합은 HIV나 
AIDS에 대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현재 HIV 감염에 대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정제를 복용하
는 동안에도 다른 질병 생성 유기체에 의한 감염을 포함하여 HIV 관련 질병을 계속 가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
기적으로 의사를 만나십시오.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정제는 HIV에 감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면 다른 사람이 귀하의 혈액 및 기타 체액과 접촉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합니다.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정제를 복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체중이 60kg(132파운드) 미만인 사람은 스타부딘 및 라미부딘 복합 정제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제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올바른 약의 강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활성 성분, 스타부딘 및 라미부딘을 포함한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스타부딘 및 라미부딘 정제를 복용하지 
마십시오. 의사나 약사가 비활성 성분에 대해 알려줄 수 있습니다.

• Do not restart the medication after you recover from side effects of this medication such as 
serious blood problems, lactic acidosis, serious liver reactions, until your
doctor advises.

• Do not take these medications if you take certain other medicines. (See “other 
medications to be avoided” for a list of medicines.)

Tell you doctor if you think you have had an allergic reaction.

How should I take Stavudine and Lamivudine Tablets? How should I store it?
이 약은 체중, 신장, 간 기능 및 다른 약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따라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확히 복용해야 
합니다. 이 지시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면 약사, 간호사 또는 의사에게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정제는 음식 없이 물 한 컵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복용량을 놓친 경우 가능한 빨리 복용하십시오. 다음 복용 시
간이 되면 놓친 복용량을 건너뛰고 정기적으로 예정된 복용량을 계속하십시오.하지 마라두 배 복용하다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정제는 일반적으로 1일 2회(12시간마다) 1회 복용합니다.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정제는 열
을 피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실온에서 단단히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십시오. 이 약을 습기가 있는 곳에 보관
하지 말고 빛으로부터 약을 보호하십시오.

이 약은 정기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정제를 과다 복용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하 또는 다른 사람이 스타부딘 및 라
미부딘 정제를 과다 복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의료 도움을 받으십시오. 의사나 독극물 관리 센터에 연락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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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부딘과 라미부딘 정제를 복용하는 동안 다른 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까?

다른 약물은 이 약물과 상호 작용하여 효과 및/또는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치료하는 동안 비타민, 미네
랄, 허브 제품을 포함한 다른 처방전이나 비처방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임신과 수유는 어떻습니까(모유 수유) 응)?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정제는 임신 중에 의사와 상담한 후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정제를 복용
하는 동안 임신했거나 임신할 계획이 있는 경우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는 HIV 감염이 아기에게 전염될 위험과 수유 중인 유아의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을 줄이
기 위해 HIV에 감염된 산모가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따라서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정제를 복용
하는 동안 아기에게 수유를 해서는 안됩니다.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정제의 가능한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스타부딘 및 라미부딘 정제의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젖산증, 혈액 내 젖산의 심각한 증가, 심한 간 비대, 때때로 간 염증(통증 및 부종) 및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간부
전을 포함합니다. 젖산증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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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건강 상태가 갑자기 변경된 경우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정제의 복용을 중단하고 즉시 의
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여성(임산부 포함), 과체중 환자, 뉴클레오사이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한 사람은 유산산증
이 발병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정제, 디다노신 및 하이드록시우레아의 조합은 사망을 유
발할 수 있는 간 손상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정제를 함께 복용하고 있고 과음 또는 간 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 의사는 간 기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말초 신경병증은 손과 발의 신경 장애입니다. 발 및/또는 손에 마비,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통증이 느껴지면 즉
시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 췌장염은 췌장의 위험한 염증입니다. 사망의 원인이 됩니다. 복통, 메스꺼움, 구토 및/또는 열이 발생하면 즉시 의
사에게 알리십시오.

•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스타부딘과 라미부딘의 조합 복용을 중단하고 응급 치료를 받거나 즉시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알레르기 반응(호흡 곤란, 인후 폐쇄, 입술, 혀 또는 얼굴의 부기, 두드러기),

근육통 또는 약점; 또는
무감각, 따끔 거림 또는 통증을 유발할 수있는 말초 신경 병증 (신경 손상).

기타 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을 계속 복용하고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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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형
영형
영형
영형
영형

가벼운 메스꺼움, 구토, 설사 또는 식욕 감소; 두통;

현기증;
불명증;
체지방의 재분배(팔, 다리, 얼굴의 지방 손실 및 목, 유방 및 몸통 주위의 지방 증가).

발진
열 또는 오한

영형
영형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일부 환자에게서 체지방의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등 상부
와 목("버팔로 혹"), 유방 및 몸통 주변의 지방 증가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리, 팔, 얼굴의 지방 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원인과 장기적인 건강 영향은 현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의사가 부작용으로 인해 스타부딘 및 라미부딘 정제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부작용에서 회복
된 후 의사의 조언 없이 스타부딘 및 라미부딘을 다시 시작하지 마십시오.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스타부딘과 라미부딘의 조합을 복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
·
·

신장 질환이 있습니다.
간 질환이 있다;
간염이 있거나 앓은 적이 있습니다.

·
·
·

132파운드(60kg) 미만입니다. 췌장염

말초 신경병증의 병력(무감각 및 따끔거림)

• 만약에와이당신은 임신했습니다. 스타부딘과 라미부딘의 복합정은 FDA 임신 카테고리 C이다. 이는 라미부
딘과 스타부딘의 병용이 태아에게 유해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기를 감염시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신 중에 HIV/AIDS를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 옵션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 모유 수유 중인 경우.. 스타부딘과 라미부딘이 모유로 이행되는지 여부와 수유 중인 아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
칠 수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감염되지 않은 아기에게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HIV 양
성인 산모는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복용량을 놓치지 마십시오. 복용량을 잊은 경우 기억하는 즉시 놓친 복용량을 복용하십시오. 단, 다음 복용 시간
이 임박한 경우에는 놓친 복용량을 건너뛰고 다음 정기 복용량만 복용하십시오.

• 하지 마라의사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이 약을 두 번 복용하십시오.
• 너무 많은 복용량을 놓친 경우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이 약을 너무 많이 복용했다고 의심되면 즉시 지역 독극물 관리 센터나 응급실에 연락하십시오.

다음 예방 조치를 취하십시오
보호되지 않은 성관계 및 바늘 공유와 같은 고위험 활동과 관련하여 의사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이 약은 HIV나 
AIDS를 치료하지 않으며 이 약으로 치료하는 동안 여전히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알코올을 피하십시오. 알코올은 췌장 및/또는 간 손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HIV에 감염된 산모가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HIV를 옮기지 않도록 모유 수유를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아기에게 먹이를 주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의사에게 문의
하십시오.

일반 정보
환자 정보 전단지에 나열된 것과 다른 목적으로 약이 처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방되지 않은 상태에는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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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이 귀하와 동일한 상태에 있더라도 이러한 약물을 투여합니다.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 환자 정보 리플렛에는 스타부딘과 라미부딘 복합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이러한 약물에 대한 정보는 약사 또는 의사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Strides Arcolab Ltd에 
문의하십시오.
Bilekahalli, Op. IIMB
배너가타 로드,
방갈로르 ‒ 560076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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