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기사항 ------------------- ----------
• 돌루테그라비르에 대한 이전의 과민 반응. (4)
• 도페틸리드와 병용투여. (4)

- - - - - - - - - - - - - - - - - - - - - - 경고 및 주의사항 -----------------------
• 돌루테그라비르를 투여받은 환자에서 간독성이 보고되었다.

함유 요법. 간독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권장됩니다. (5.1)

• 발진, 체질적 소견, 때때로 간 손상을 포함한 기관 기능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과민 반응이 보고되었습니다. 과민 반응의 징후 또는 증상이 나타나면 돌루테
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 및 기타 의심 약물
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치료 중단이 지연되면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2)

• 면역 재구성 증후군은 항레트로바이러스 병용 요법으로 치료받은 환자에
서 보고되었습니다. (5.5)

• 새로운 발병 또는 악화되는 신장애: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
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 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환자의 크레아티닌 청소
율, 요당 및 요단백을 평가하고 요법 중 모니터링합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
는 환자의 혈청 인을 모니터링합니다. (5.6)

• 유산산증/지방증을 동반한 중증 간비대: 유산산증 또는 명백한 간독성
을 암시하는 증상 또는 실험실 소견이 나타난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십시
오. (5.7)

DOLUTEGRAVIR, EMTRICITABINE 및 TENOFOVIR 
ALAFENAMIDE 정제, 경구 사용

경고: 치료 후 급성 악화
B형 간염

완전한 상자 경고에 대한 전체 처방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의 한 성분인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는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HBV) 감염 치료에 승인
되었습니다. HIV-1 및 HBV에 동시 감염되어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르
산염(TDF) 함유 제품을 중단한 환자에서 B형 간염의 심각한 급성 악화가 보고
되었으며,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
를 중단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에서 간 기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적절한 경우 항 B형 간염 치료를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5.4)

- - - - - - - - - - - - - - - - - - - - - - - - - 표시 및 사용법 -------------------- ------- 돌루
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는 둘 다 HIV 뉴클레오시드 
유사체 역전사효소 억제제(NRTI)인 돌루테그라비르(통합효소 가닥 전달 억제제
[INSTI]), 엠트리시타빈(FTC)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TAF)의 3제 조합입니
다. 체중이 40kg 이상인 성인 및 소아 환자의 HIV-1 감염 치료를 위한 완전한 요법으
로 단독으로 사용합니다.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상 반응 ------------------ ---------- 
돌루테그라비르: 중등도에서 중증까지의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최소 2%의 발생률
(성인 시험에서 돌루테그라비르를 투여받은 환자에서), 불면증, 피로, 두통입니다. 
(6.1)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가장 흔한 이상반응(발생률 10% 이
상, 모든 등급)은 메스꺼움입니다. (6.1)

사용 제한:
•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 단독은 내

성 관련 통합효소 치환이 있거나 임상적으로 통합효소 가닥 전달 억제제 내성
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권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
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의 돌루테그라비르 용량이 이러한 하
위 집단에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루테그라비르 처방 정보를 참조하
십시오. (1)

•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는 고위험 
성인에서 성적으로 획득한 HIV-1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출 전 예방(PrEP)
으로 사용하도록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의심되는 이상 반응을 보고하려면 Mylan Pharmaceuticals Inc.
(1-877-446-3679(1-877-4-INFO-RX)) 또는 FDA(1-800-FDA-1088 또는 
www.fda.gov/medwatch)에 문의하십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약물 상호작용 ------------------ 
----------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와 다른 
약물의 병용 투여는 다른 약물의 농도를 변경할 수 있고 다른 약물은 돌루테그라비
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의 농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약물-약물 상호작용은 치료 전과 치료 중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4, 7, 
12.3)

- - - - - - - - - - - - - - - - - - - - - 용법 및 투여 -----------------------
• 시험: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를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검사하고 추정된 크
레아티닌 청소율, 요당 및 요단백을 얻어야 합니다. (2.1)

• 체중 40kg 이상의 성인 및 소아 환자: 1일 1정. 음식과 함께 또는 음식 없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2.2)

• 신장 장애: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는 예상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분당 30mL 미만인 환자에게 권장되
지 않습니다. (2.3)

- - - - - - - - - - - - - - - - - - - - 특정 집단에서 사용 -----------------------
• 임신: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는 잠

재적 이점이 잠재적 위험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만 임신 중에 사용해야 합니다. 
(8.1)

• 수유: HIV 전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유 수유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8.2)

• 소아과: 체중이 40kg 미만인 환자에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8.4)

환자 상담 정보 및 FDA 승인 환자 라벨은 17을 참조하십시오.

- - - - - - - - - - - - - - - - - - - - 투여 형태 및 함량 ---------- 정제: 돌루테그라비르 
50mg, FTC 200mg, TAF 25mg(3)

개정: 201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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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처방 정보

경고: B형 간염의 치료 후 급성 악화

•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의 한 성분인 테노포비르 알라
페나미드는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HBV) 감염 치료에 승인되었습니다. HIV-1 및 HBV에 동시 
감염되어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TDF) 함유 제품을 중단한 환자에서 B형 간염의 심
각한 급성 악화가 보고되었으며,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
제를 중단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HIV-1 및 HBV에 동시 감염되고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
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를 중단한 환자에서 최소 몇 개월 동안 임상 및 실험실 추
적 관찰을 통해 간 기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적절한 경우 항 B형 간염 치료 시작이 보
증될 수 있습니다.[경고 및 예방 조치(5.4) 참조].

1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는 체중이 40kg 이상인 성인 및 소
아 환자에서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1형(HIV-1) 감염 치료를 위한 완전한 요법으로 단독으로 사용
하도록 표시됩니다.

표시 및 사용법

사용 제한:
•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 단독은 내성 관련 통합효소 치

환이 있거나 임상적으로 통합효소 가닥 전달 억제제 내성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권장되지 않습니
다. 왜냐하면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의 돌루테그라비
르 용량이 이러한 하위 집단에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루테그라비르 처방 정보를 참조하
십시오.

•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는 고위험 성인에서 성적으로 획
득한 HIV-1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출 전 예방(PrEP)으로 사용하도록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2
2.1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 시작 전 검사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에게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해야 합니다.[경고 및 예방 조치(5.4) 참조].

용법 및 투여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예상 크
레아티닌 청소율, 소변 포도당 및 소변 단백질을 평가해야 하며 모든 환자에서 치료 기간 동안 모
니터링해야 합니다.[경고 및 예방 조치(5.6) 참조].

2.2 체중이 40kg(88파운드) 이상인 성인 및 소아 환자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는 돌루테그라비르 50mg, 엠트리시타빈(FTC) 200mg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
드(TAF) 25mg을 포함하는 3제 고정 용량 복합 제품입니다.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
포비르 알라페나미드의 권장 용량은 성인에서 1일 1회 음식과 함께 또는 음식 없이 경구 복용하는 1정
입니다.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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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이 40kg(88lbs) 이상이고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분당 30mL 이상인 소아 환자[특정 집단에서의 
사용(8.7) 및 임상 약리학(12.3) 참조].

2.3 중증의 신장애 환자에게는 권장하지 않음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는 예상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분
당 30mL 미만인 환자에게 권장되지 않습니다.[경고 및 예방 조치(5.6) 및 특정 집단에서의 사용
(8.7) 참조].

삼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는 52.6mg의 돌루테그라비르 나트
륨(DTG), 50mg의 돌루테그라비르, 200mg의 엠트리시타빈(FTC) 및 28.04mg의 테노포비르 알라
페나미드 푸마레이트(TAF), 알라페나미드.

투여 형태 및 강도

• 50 mg/200 mg/25 mg 정제는 백색 내지 회백색의 필름 코팅된 타원형의 무채색 정제로중태
블릿의 한쪽 면과TD1반대편에.

4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는 환자에게 금기입니다.

금기 사항

• 이전에 돌루테그라비르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경고 및 주의 사항(5.2) 참조].
• 증가된 도페틸리드 혈장 농도 및 심각하고/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의 위험으로 인해 도페틸

리드 투여[약물 상호 작용 (7) 참조].

5
5.1 간독성
돌루테그라비르 함유 요법을 받은 환자에서 간 이상반응이 보고되었습니다. 기저 B형 또는 C형 간염
이 있는 환자는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의 사용으로 아미노
전이효소 상승의 악화 또는 발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이상반응(6.1) 참조]. 어떤 경우에는 트
랜스아미나제의 상승이 면역 재구성 증후군 또는 B형 간염 재활성화와 일치했으며 특히 항간염 치료
를 중단한 환경에서 그러했습니다. 기존의 간 질환이나 기타 확인 가능한 위험 인자 없이 돌루테그라
비르 함유 요법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혈청 간 생화학 상승, 간염 및 급성 간부전을 포함한 간 독성 사례
가 보고되었습니다. 고정 용량 아바카비르, 돌루테그라비르 및 라미부딘에서 간 이식으로 이어지는 약
물 유발 간 손상이 보고되었습니다. 간독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권장됩니다.

경고 및 주의사항

5.2 과민반응
과민 반응이 보고되었으며 발진, 체질적 소견, 때때로 간 손상을 포함한 기관 기능 장애를 특징으로 
했습니다. 3상 임상 시험에서 돌루테그라비르를 투여받은 피험자의 1% 미만에서 이상반응이 보고
되었습니다. 과민 반응의 징후 또는 증상이 나타나면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 및 기타 의심 약물을 즉시 중단하십시오(발열, 전신 권태감, 피로, 근육 또는 관
절통, 수포 또는 벗겨짐을 동반하는 심한 발진 또는 발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피부, 구
강 수포 또는 병변, 결막염, 안면 부종, 간염, 호산구 증가증, 혈관부종, 호흡 곤란). 간 아미노전이효
소를 포함한 임상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지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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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민 반응이 시작된 후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 또는 기타 
의심 약물로 치료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는 이전에 돌루테그라비르에 과민 반응을 경험한 환자에게 금기입
니다.

5.3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 또는 바이러스학적 반응 상실의 위험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
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 및 기타 약물의 병용은 알려진 또는 잠재적으로 유의한 약
물 상호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다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금기 사항(4), 약물 상호 
작용(7.3) 참조]:
•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의 치료 효과 상실 및 내성 

발생 가능성.
• 병용 약물의 더 많은 노출로 인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부작용 가능성.

상호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병용 약물의 경우, 권장 용량을 포함하여 이러한 가능하고 알려진 중대한 
약물 상호작용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단계에 대해서는 표 3을 참조하십시오. 돌루테그라비르, 엠트
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로 치료 전 및 치료 중 약물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고려하
십시오.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로 치료하는 동안 병용 약
물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병용 약물과 관련된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합니다.

5.4 HIV-1 및 HBV에 동시 감염된 환자에서 B형 간염의 중증 급성 악화

HIV-1 환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HBV) 존재 여부를 
검사해야 합니다.[용량 및 투여(2.1) 참조].

HIV-1 및 HBV에 동시 감염되어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TDF) 함유 제품을 중단한 환자에
서 B형 간염의 심각한 급성 악화(예: 간 대상부전 및 간부전)가 보고되었으며,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
시타빈 중단 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
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를 중단한 HIV-1 및 HBV 동시 감염 환자는 치료 중단 후 최소 몇 
개월 동안 임상 및 실험실 추적 관찰을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적절한 경우, 특히 진행성 간 
질환이나 간경변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항 B형 간염 치료의 시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5 면역 재구성 증후군
면역 재구성 증후군은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의 두 가지 
성분인 돌루테그라비르와 FTC를 포함한 복합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으로 치료받은 환자에서 보고
되었습니다. 복합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의 초기 단계에서 면역 체계가 반응하는 환자는 나태하거
나 잔여 기회 감염(예:마이코박테리움 아비움 감염, 거대세포바이러스,기포포자충폐렴 [PCP] 또는 
결핵), 추가 평가 및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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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면역 장애(예: 그레이브스병, 다발근염, 길랭-바레 증후군)도 면역 재구성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발병 시간은 더 다양하며 치료 시작 후 수개월 후에 발생할 수 있습
니다.

5.6 새로운 발병 또는 악화되는 신장 손상
급성 신부전 및 판코니 증후군(심각한 저인산혈증을 동반한 신세뇨관 손상)의 경우를 포함한 신장 손
상이 동물 독성 연구 및 인간 시험 모두에서 테노포비르 전구약물 사용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코비시스
타트(COBI)와 엘비테그라비르(EVG)를 병용한 FTC + TAF의 임상 시험에서 판코니 증후군이나 근위 
신세뇨관병증(PRT) 사례는 없었습니다. FTC + TAF와 EVG + COBI의 임상 시험에서 치료 경험이 없
는 피험자와 바이러스 억제 피험자에서 분당 50mL 이상의 eGFR과 함께 FTC + TAF와 EVG + COBI
로 전환, 심각한 신장 이상 반응 또는 신장 이상 반응으로 인한 중단 EVG + COBI와 함께 FTC + TAF로 
치료한 참가자의 1% 미만에서 발생했습니다.[이상반응(6.1) 참조]. 추정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분당 
30mL 미만인 환자에게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신기능이 손상된 테노포비르 전구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포함한 
신독성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신장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합니다.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 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예상 크레아
티닌 청소율, 소변 포도당 및 소변 단백질을 평가해야 하며 모든 환자에서 요법 동안 모니터링해야 합
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는 테노포비르 전구약물에서 판코니 증후군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
기 때문에 혈청 인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신기능의 임상적으로 유의한 감소 또는 판코니 증후군의 
증거가 나타난 환자에서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를 중단하
십시오.

5.7 젖산증과 지방증을 동반한 중증 간비대
돌루테그라비르의 성분인 엠트리시타빈,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 테노포비
르의 또 다른 전구약물인 테노포비르 DF를 단독으로 또는 이 약과 병용하여 사용했을 때 치명적인 사
례를 포함한 유산산증 및 지방증을 동반한 중증 간비대가 보고되었습니다.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젖산증 또는 현저한 간독성(표시된 트랜스아미나제 상승이 없는 경우에도 간비대 및 지방증을 포함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임상 또는 실험실 소견이 나타난 모든 환자에서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의 치료를 중단해야 합니다.

6
다음과 같은 심각한 약물 이상 반응은 라벨링의 다른 섹션에서 논의됩니다.

이상 반응

• 간독성[경고 및 예방 조치(5.1) 참조].
• 과민 반응[경고 및 주의 사항(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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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형 간염의 중증 급성 악화[박스형 경고 및 경고 및 주의사항(5.4) 참조].

• 면역 재구성 증후군[경고 및 예방 조치(5.5) 참조].
• 새로운 발병 또는 악화되는 신장 장애[경고 및 예방 조치(5.6) 참조].
• 유산산증 및 지방증을 동반한 중증 간비대[경고 및 주의 사항 참조

(5.7)].

6.1 임상 시험 경험
임상 시험은 매우 다양한 조건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약물(또는 다른 병용 요법과 다양한 조합으로 제
공된 약물)의 임상 시험에서 관찰된 이상반응 비율을 다른 약물(또는 동일하거나 다른 병용 요법으로 
투여된 약물) 및 실제 관찰되는 비율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돌루테그라비르:성인 대상의 임상 시험 경험:치료 경험이 없는 대상: HIV-1에 감염된 치료 경험이 
없는 대상에서 돌루테그라비르의 안전성 평가는 2건의 국제, 다기관, 이중 맹검 시험, 
SPRING-2(ING113086) 및 SINGLE(ING114467)의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SPRING-2에서 822명의 피험자들이 무작위로 배정되었고 고정 용량 이중 뉴클레오사이드 역전사
효소 억제제(NRTI) 치료(고정 용량)와 병용하여 돌루테그라비르 50mg 1일 1회 또는 랄테그라비르 
400mg 1일 2회 중 적어도 1회 용량을 투여받았습니다. 아바카비르 설페이트와 라미부딘
[EPZICOM®] 또는 고정 용량 엠트리시타빈/테노포비르 DF [TRUVADA®]). 유효성 및 안전성 분석
에 포함된 피험자는 808명이었다. 96주 동안 중단으로 이어진 이상반응의 비율은 두 치료군에서 모
두 2%였습니다.

SINGLE에서 833명의 피험자들이 무작위 배정되어 고정 용량 아바카비르 설페이트 및 라미부딘
(EPZICOM)과 함께 최소 1회 용량의 돌루테그라비르 50mg을 1일 1회 또는 고정 용량 에파비렌즈/
엠트리시타빈/테노포비르 DF(ATRIPLA)로 투여받았습니다.®) 1일 1회(연구 치료는 96주까지 눈가
림되었고 96주부터 144주까지 공개 라벨). 144주 동안, 중단으로 이어지는 이상반응의 비율은 돌루
테그라비르 50mg 1일 1회 + 고정 용량 아바카비르 및 라미부딘(EPZICOM)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4%, 고정 용량 에파비렌즈/엠트리시타빈/테노포비르 DF(ATRIPLA)를 투여받은 환자에서 14%였습
니다. ) 하루에 한 번.

SPRING-2 또는 SINGLE의 돌루테그라비르 치료군에서 피험자의 최소 2%에서 관찰된 중등도
에서 중증(2~4등급) 강도의 치료 후 발생한 이상반응(AR)은 불면증(3%), 두통(2%)이었습니
다. , 피로(2%).

또한 SPRING-2에서 돌루테그라비르와 랄테그라비르를 투여받은 피험자의 각각 1% 및 1% 미만에
서 1등급 불면증이 보고되었습니다. 반면 싱글에서는 비율이 돌루테그라비르와 고정 용량 에파비렌
즈/엠트리시타빈/테노포비르 DF(ATRIPLA)의 경우 각각 7%와 4%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치료
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치료 경험이 없는 시험과 치료 경험이 없는 시험에서 관찰된 덜 흔한 이상반응: 다음 AR은 치료 경험
이 없거나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의 2% 미만에서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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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의 시험에서 병용 요법으로 돌루테그라비르를 투여받는 피험자. 이러한 사건은 심각성과 잠
재적 인과 관계에 대한 평가 때문에 포함되었습니다.

위장 장애: 복통, 복부 불편감, 헛배부름, 상복부 통증, 구토.

간담도 장애: 간염.

근골격계 장애: 근염.

정신 장애: 자살 생각, 시도, 행동 또는 완료. 이러한 사건은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 질환의 과거력
이 있는 피험자에서 주로 관찰되었습니다.

신장 및 비뇨기 장애: 신장 장애.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 가려움증.

실험실 이상: 치료 경험이 없는 피험자: 기준선에서 등급이 악화되고 피험자의 최소 2%에서 최악의 
독성을 나타내는 선택된 실험실 이상(2~4등급)이 표 1에 나와 있습니다. 선택된 지질 값에 대해 관찰
된 기준선으로부터의 평균 변화 표 2에 나와 있습니다.

1 번 테이블. SPRING-2(96주 분석)의 치료 경험이 없는 대상에서 선택된 실험실 이상(2~4
등급)

봄-2
돌루테그라비르

50mg
하루에 한 번
+ 2 NRTI
(n = 403)

랄테그라비르
400 mg 매일 두 번

+ 2 NRTI
(n = 405)

실험실 매개변수
우선 기간

알트
2등급(> 2.5 ~ 5.0 x ULN) 4% 4%
3~4등급(> 5.0 x ULN) 2% 2%

AST
2등급(> 2.5 ~ 5.0 x ULN) 5% 삼%
3~4등급(> 5.0 x ULN) 삼% 2%

총 빌리루빈
2등급(1.6 ~ 2.5 x ULN) 삼% 2%
3~4등급(> 2.5 x ULN) < 1% < 1%

크레아틴 키나제
2등급(6.0 ~ 9.9 x ULN) 2% 5%
3~4등급(≥ 10.0 x ULN) 7% 4%

고혈당
2등급(126~250mg/dL) 6% 6%
3등급(> 250mg/dL)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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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파제
2등급(> 1.5 ~ 3.0 x ULN) 7% 7%
3~4등급(> 3.0 x ULN) 2% 5%

총 호중구
2등급(0.75 ~ 0.99 x 109) 4% 삼%
3~4등급(< 0.75 x 109) 2% 2%

표 2. SPRING-2(96주차 분석ㅏ)

봄-2
돌루테그라비르

50mg
하루에 한 번
+ 2 NRTI
(n = 403)

랄테그라비르
400mg

매일 두 번
+ 2 NRTI
(n = 405)

실험실 매개변수
우선 기간

콜레스테롤(mg/dL) 8.1 10.1
HDL 콜레스테롤
(mg/dL)

2.0 2.3

LDL 콜레스테롤
(mg/dL)

5.1 6.1

중성지방(mg/dL) 6.7 6.6
ㅏ 기준선에서 지질 강하제를 사용하는 대상은 이 분석에서 제외되었습니다(SPRING-2의 

각 부문에서 19명의 대상. 94명의 대상은 기준선 후 지질 강하제를 시작했습니다. 약제)
는 약제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하였다(SPRING-2: 돌루테그라비르 n = 9, 랄테그라
비르 n = 13).

B형 간염 및/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동시 감염: 3상 시험에서 B형 및/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동시 
감염이 있는 피험자는 기본 간 화학 검사가 정상 상한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 허용되었습
니다. 전반적으로, B형 간염 및/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동시 감염 대상자의 안전성 프로파일은 B형 
간염 또는 C형 간염 동시 감염이 없는 대상체에서 관찰된 것과 유사했지만, AST 및 ALT 비정상 비율
은 B형 간염 하위 그룹에서 더 높았습니다. 및/또는 모든 치료 그룹에 대한 C 바이러스 동시 감염. 돌루
테그라비르를 투여받은 HIV 단일 감염 환자와 비교하여 B형 및/또는 C형 간염 동시 감염에서 2~4등
급 ALT 이상이 1일 1회 50mg 투여군에서 18% 대 3%, 투여군에서 13% 대 8%로 관찰되었습니다. 
50mg을 1일 2회 투여한다. [경고 및 주의사항(5.1) 참조].

혈청 크레아티닌의 변화: 돌루테그라비르는 신 사구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세뇨관의 크
레아티닌 분비 억제로 인해 혈청 크레아티닌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임상 약리학
(12.2) 참조]. 혈청 크레아티닌의 증가는 치료 첫 4주 이내에 발생했으며 96주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
되었습니다. 치료 경험이 없는 피험자에서 기준선에서 0.15mg/dL(범위: -0.32mg/dL ~ 0.65mg/
dL)의 평균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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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주 치료. 크레아티닌 증가는 배경 NRTI와 비슷했으며 치료 경험이 있는 대상에서도 비슷했습니
다.

소아과 대상의 임상 시험 경험:IMPAACT P1093은 4주에서 18세 미만의 HIV-1 감염 소아 대상 약 
160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다기관, 공개 라벨, 비비교 시험이며, 이 중 치료 경험이 있고 6세 미만에
서 INSTI 경험이 없는 46명의 대상이 있습니다. 18년 등록되었습니다[특정 집단에서의 사용(8.4) 및 
임상 연구(14.2) 참조].

이상반응 프로필은 성인과 유사했다. 한 명 이상의 피험자가 보고한 2등급 AR은 호중구 수 감소(n = 
3) 및 설사(n = 2)였습니다. 3등급 또는 4등급 약물 관련 AR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중단으로 이어
진 AR이 없습니다.

한 명 이상의 피험자에서 보고된 3등급 또는 4등급 실험실 이상은 총 빌리루빈 증가(n = 3) 및 호중구 
수 감소(n = 2)였습니다. 평균 혈청 크레아티닌의 변화는 성인에서 관찰된 변화와 유사했습니다.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HIV-1 감염이 있는 치료 경험이 없는 성인에서 EVG + 
COBI를 사용한 FTC + TAF 임상 시험의 이상반응: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경험이 없는 HIV-1 감염 성
인 대상에 대한 통합 48주 시험에서, FTC + TAF와 EVG + COBI(N = 866)로 치료받은 대상에서 가장 
흔한 이상반응(발생률 10% 이상, 모든 등급)은 메스꺼움(10%)이었다. 이 치료군에서 피험자의 
0.9%가 48주 치료 기간 동안 부작용으로 인해 EVG + COBI와 함께 FTC + TAF를 중단했습니다.[임
상 연구(14) 참조]. 안전성 프로파일은 EVG + COBI와 함께 FTC + TAF로 전환한 HIV-1 감염이 있는 
바이러스학적으로 억제된 성인에서 유사했습니다(N = 799). FTC + TAF와 EVG + COBI로 치료받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경험이 없는 성인 대상자는 총 콜레스테롤 30mg/dL, LDL 콜레스테롤 
15mg/dL, HDL 콜레스테롤 7mg/dL, 중성지방 29mg/dL의 평균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48주 사용 
후.

신장 실험실 검사: FTC + TAF와 EVG + COBI(N = 866)로 치료받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경험이 
없는 HIV-1 감염 성인에 대한 2건의 48주 시험에서 기준선 중앙값 eGFR이 분당 115mL이고 평균 혈
청 크레아티닌이 0.1mg/분 증가했습니다. 기준선에서 48주까지의 dL. UPCR(요단백 대 크레아티닌 
비율) 중앙값은 기준선과 48주에서 그램당 44mg이었습니다. FTC로 전환한 바이러스 억제 TDF 치료 
성인을 대상으로 한 48주 시험에서
+ EVG를 포함한 TAF + COBI(N = 959)의 평균 기준선 eGFR은 분당 112mL, 평균 혈청 크레아티닌
은 기준선과 유사했으며 UPCR 중앙값은 기준선에서 61mg/g, 48주에 46mg/g이었습니다. EVG + 
COBI(N = 248)와 함께 FTC + TAF를 투여받은 신장애 성인(기준선 eGFR 30~69mL/분)을 대상으
로 한 24주 시험에서 평균 혈청 크레아티닌은 기준선과 24주차 모두에서 dL당 1.5mg이었습니다. 
중앙값 UPCR은 기준선에서 그램당 161mg이었고 24주차에 그램당 93mg이었습니다.

뼈 미네랄 밀도 효과: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경험이 없는 HIV-1 감염 성인 대상에 대한 2건의 48주 
시험에 대한 통합 분석에서 기준선부터 48주차까지의 골밀도(BMD)를 이중 에너지 X선 흡수 측정법
(DXA)으로 평가했습니다. 평균 BMD는 기준선에서 48주차까지 요추에서 EVG + COBI와 함께 FTC + 
TAF로 -1.30%, 전체 고관절에서 -0.66% 감소했습니다. 요추에서 5% 이상의 BMD 감소는 10%의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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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G + COBI 주제가 있는 FTC + TAF. 대퇴 경부에서 7% 이상의 BMD 감소는 EVG + COBI 대상
이 있는 FTC + TAF의 7%에서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BMD 변화의 장기적인 임상적 중요성은 알
려져 있지 않습니다. 골절(손가락과 발가락 제외)은 EVG + COBI가 있는 FTC + TAF 그룹의 7명
(0.8%) 피험자에서 보고되었습니다.

799명의 바이러스가 억제된 TDF 치료 성인 대상에서 EVG + COBI와 함께 FTC + TAF로 전환했으
며, 48주차에 평균 BMD가 증가했습니다(요추 1.86%, 전체 엉덩이 1.95%). 요추에서 5% 이상의 
BMD 감소는 EVG를 사용하는 FTC + TAF의 1%에서 경험했습니다.
+ COBI 과목. 대퇴 경부에서 7% 이상의 BMD 감소는 EVG + COBI 대상이 있는 FTC + TAF의 1%에
서 경험했습니다.

HIV-1 감염 소아 대상의 임상 시험에서의 이상 반응:12~18세 미만(체중 35kg 이상)의 항레트로바이
러스 치료 경험이 없는 HIV-1 감염 소아 대상 23명을 대상으로 한 24주간의 공개 시험에서 EVG + 
COBI와 함께 FTC + TAF를 투여받은 안전성, 이 조합의 비율은 성인의 경우와 유사했습니다. 이러한 
소아 대상자 중 평균 BMD는 기준선에서 24주차까지 증가했으며, 요추에서 +1.7%, 머리를 제외한 전
신에서 +0.8% 증가했습니다. 기준선 BMD Z-점수로부터의 평균 변화는 요추에 대해 -0.10이었고

- 24주차에 머리가 없는 전신의 경우 0.11. 2명의 대상체는 24주차에 상당한(4% 초과) 요추 BMD 손
실이 있었습니다.

6.2 시판 후 경험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외에도 시판 후 사용 중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
한 반응은 불확실한 규모의 모집단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빈도를 안정적으로 추정하거나 
약물 노출과의 인과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돌루테그라비르:간담도 장애:급성 간부전, 간독성.

근골격계:관절통, 근육통.

정신과:불안.

7
7.1 다른 약제의 약동학에 대한 돌루테그라비르의 영향
시험관 내, 돌루테그라비르는 신장의 유기 양이온 수송체인 OCT2(IC50= 1.93 마이크로M) 및 다중약
물 및 독소 압출 수송체(MATE) 1(IC50= 6.34 마이크로M).생체 내, 돌루테그라비르는 OCT2 및 잠재
적으로 MATE1을 억제하여 세뇨관 크레아티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돌루테그라비르는 OCT2 또는 
MATE1을 통해 제거된 약물의 혈장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도페틸리드 및 메트포르민, 표 3)[
금기 사항(4) 및 약물 상호 작용(7.3) 참조].

약물 상호 작용

시험관 내, 돌루테그라비르는 기저외측 신장 수송체, 유기 음이온 수송체(OAT) 1(IC50= 2.12 마이크
로M) 및 OAT3(IC50= 1.97 마이크로M). 하지만,생체 내, 돌루테그라비르는 OAT1 및 OAT3의 기질인 
테노포비르 또는 파라아미노 히푸레이트의 혈장 농도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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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 내, 돌루테그라비르는 억제하지 않았다(IC5050 microM 초과) 다음: 시토크롬 
P450(CYP)1A2, CYP2A6, CYP2B6, CYP2C8, CYP2C9, CYP2C19, CYP2D6, CYP3A, 우리딘 이인
산(UDP)-글루쿠로노실 트랜스퍼라제(UGT11A1) gp), 유방암 저항성 단백질(BCRP), 담즙염 수출 
펌프(BSEP), 유기 음이온 수송체 폴리펩타이드(OATP)1B1, OATP1B3, OCT1, 다제 내성 단백질
(MRP)2 또는 MRP4.시험관 내, 돌루테그라비르는 CYP1A2, CYP2B6 또는 CYP3A4를 유도하지 않았
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와 약물 상호 작용 시험 결과에 따르면 돌루테그라비르는 이러한 효소 또는 수
송체의 기질인 약물의 약동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물 상호 작용 시험에서 돌루테그라비르는 다클라타스비르, 테노포비르, 메타돈, 미다졸람, 릴피비
린 및 노르게스티메이트 및 에티닐 에스트라디올을 함유하는 경구 피임약의 약동학에 임상적으로 관
련이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각 상호 작용 약물에 대한 과거 약동학 데이터에 대한 교차 연
구 비교를 사용하여 돌루테그라비르는 다음 약물의 약동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
다.

7.2 돌루테그라비르 또는 엠트리시타빈과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의 약동학에 대한 다른 약제의 
효과
돌루테그라비르: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의 한 성분인 
돌루테그라비르는 CYP3A의 일부 기여와 함께 UGT1A1에 의해 대사됩니다. 돌루테그라비르는 
UGT1A3, UGT1A9, BCRP 및 P-gp의 기질이기도 합니다.시험관 내. 이러한 효소 및 수송체를 
유도하는 약물은 돌루테그라비르 혈장 농도를 감소시키고 돌루테그라비르의 치료 효과를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돌루테그라비르와 이들 효소를 억제하는 다른 약물의 병용은 돌루테그라비르 혈장 농도를 증
가시킬 수 있습니다.

에트라비린은 돌루테그라비르의 혈장 농도를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나, 에트라비린의 효과는 로피나비
르/리토나비르 또는 다루나비르/리토나비르의 병용 투여에 의해 완화되었으며 아타자나비르/리토나
비르에 의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3)[약물 상호 작용(7.3) 및 임상 약리학(12.3) 참조].

시험관 내, 돌루테그라비르는 OATP1B1 또는 OATP1B3의 기질이 아닙니다.

약물 상호작용 시험 결과에 따르면 다음 약물은 용량 조절 없이 돌루테그라비르와 병용 투여할 
수 있습니다.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다루나비르/리토나비르, 다
클라타스비르, 보세프레비르, 엘바스비르/그라조프레비르, 메타돈, 미다졸람, 오메프라졸, 노
르게르겐을 함유한 경구용 피임약 및 에티닐 에스트라디올, 프레드니손, 리파부틴, 릴피비린 
및 소포스부비르/벨파타스비르[임상 약리학(12.3) 참조].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
미드 정제의 한 성분인 TAF는 P-gp, BCRP, OATP1B1 및 OATP1B3의 기질입니다. P-gp 및 BCRP 
활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약물은 TAF 흡수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표 3 참조). P-gp 활성을 
유도하는 약물은 TAF의 흡수를 감소시켜 TAF의 혈장 농도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돌루테
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의 치료 효과 손실 및 내성 발생으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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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p 및 BCRP를 억제하는 다른 약물과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의 병용 투여는 TAF의 흡수 및 혈장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TAF는 CYP1A2, CYP2B6, 
CYP2C8, CYP2C9, CYP2C19, CYP2D6 또는 UGT1A1의 억제제가 아닙니다. TAF는 CYP3A의 약한 
억제제입니다.시험관 내. TAF는 CYP3A의 억제제 또는 유도제가 아닙니다.생체 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성분으로 수행된 약물 상호 작용 연구에 따르면 엠트리시
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를 다음 항레트로바이러스제와 병용할 때 임상적으로 유의한 약물 
상호 작용이 관찰되거나 예상되지 않습니다: 아타자나비르와 리토나비르 또는 코비시스타트, 다루나
비르와 리토나비르 또는 코비시스타트, 돌루테그라비르, 에파비렌즈, 레디파스비르, 로피나비르/리토
나비르, 마라비록, 네비라핀, 랄테그라비르, 릴피비린 및 소포스부비르. 엠트리시타빈과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를 부프레노르핀, 이트라코나졸, 케토코나졸, 로라제팜, 메타돈, 미다졸람, 날록손, 노르
부프레노르핀, 노르게스티메이트/에티닐 에스트라디올, 및

7.3 확립된 상호작용 및 기타 잠재적으로 중요한 약물 상호작용
돌루테그라비르와 고정 용량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레페나미드 또는 3가지 성분 모두의 
고정 용량 조합으로 수행된 약물 상호 작용 시험은 없었습니다.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와의 잠재적인 약물 상호작용에 관한 정
보는 아래에 제공됩니다(표 3).

이러한 권장 사항은 약물 상호 작용 시험 또는 예상되는 상호 작용의 규모와 심각한 부작용 또는 효
능 손실 가능성으로 인한 예상 상호 작용을 기반으로 합니다.[금기 사항(4) 및 임상 약리학(12.3) 참
조].

표 3.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에 대해 확립된 약물 상호
작용 및 기타 잠재적으로 중요한 약물 상호작용: 약물 상호작용 시험 또는 예상 상호작
용을 기반으로 용량 변경이 권장될 수 있음

영향을 끼치다

농도
돌루테그라비르, TAF

및/또는
병용약물

병용약물
수업:

약물 이름 임상 논평

항부정맥제:
도페틸리드

↑ 도페틸리드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
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와의 병용은 금기
입니다.[금기 사항 (4) 참조].

항진균제:
리파부틴
리팜핀
리파펜틴

↓ 타프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
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와 리파부틴, 리팜
핀 또는 리파펜틴의 병용 투여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비뉴클레오사이드 역 ↓ 돌루테그라비르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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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효소 억제제:
에트라비린ㅏ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 다루나비르/리토나비
르 또는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의 동시 투여 없이 
에트라비린과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는 그
렇지 않습니다.
추천.

비뉴클레오사이드 역
전사효소 억제제:

에파비렌즈ㅏ

↓돌루테그라비르 돌루테그라비르의 용량을 1일 2회 50mg
으로 조정한다.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
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와 
12시간 간격으로 돌루테그라비르 50mg
을 추가로 복용해야 합니다.

비뉴클레오사이드 역
전사효소 억제제:

네비라핀

↓ 돌루테그라비르 투여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
에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
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와의 병용을 피
하십시오.
추천.

프로테아제 억제제:
포삼프레나비르/리토나비르ㅏ

↓ 돌루테그라비르 돌루테그라비르 용량을 1일 2회 50mg으
로 조정한다. 돌루테그라비르와 12시간 간
격으로 50mg의 돌루테그라비르를 추가
로 투여한다.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

기타 에이전트
카르바마제핀ㅏ ↓ 돌루테그라비르 돌루테그라비르와 12시간 간격으로 

50mg의 돌루테그라비르를 추가로 투여
한다.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 그러나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
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TAF 성분 때문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카르바마제핀
옥스카르바제핀
페니토인
페노바르비탈

↓ 돌루테그라비르
↓ 타프

대체 항경련제를 고려하십시오.

세인트 존스 워트(천공과) ↓ 돌루테그라비르
↓ 타프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를 세인트존스 맥아즙과 병
용 투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음을 포함하는 약물
다가 양이온(예: Mg 또는 
Al):
양이온 함유 제산제ㅏ

또는 완하제
수크랄페이트
완충 약물

↓ 돌루테그라비르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
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는 다가 양이온을 
함유하는 약물을 복용하기 2시간 전 또는 
복용 후 6시간 후에 투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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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포함한 경구 칼슘 
또는 철분 보충제
칼슘 또는 철을 함유한 종합 
비타민ㅏ

↓ 돌루테그라비르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
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는 칼슘 또는 철을 
함유한 보충제 복용 2시간 전 또는 6시간 
후에 투여합니다. 또는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
드 정제 및 칼슘 또는 철을 함유한 보충제
는 음식과 함께 복용할 수 있습니다.

메트포르민ㅏ ↑ 메트포르민 병용투여시, 메트포르민 또는 돌루테그라
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
나미드 정제를 시작할 때 메트포르민의 총 
일일 용량을 1000mg으로 제한하십시오.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
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를 중단할 때 메트
포르민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작 시 혈당 모니터링

돌루테그라비르 투여 중단 후 엠트리시타
빈과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를 병
용 투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ㅏ 상호작용의 규모는 임상 약리학(12.3) 표 8 또는 표 9를 참조하십시오.

7.4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FTC와 테노포비어는 주로 사구체 여과와 활성 세뇨관 분비의 조합에 의해 신장에 의해 배설되기 때
문에,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와 신기능을 감소시키거나 활
성 세뇨관 분비에 대해 경쟁하는 약물의 병용 투여는 FTC, 테노포비르, 및 기타 신장에서 제거된 약물 
및 이는 부작용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활성 세뇨관 분비에 의해 제거되는 약물의 일부 예에
는 아시클로비르, 시도포비르, 간시클로비르, 발라시클로비르, 발간시클로비르, 아미노글리코시드
(예: 겐타마이신), 고용량 또는 다중 NSAID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경고 및 예방 조
치(5.6) 참조].

8
8.1 임신
위험 요약:임신 중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를 사용하여 선천
적 결함 및 유산의 약물 관련 위험을 알리기 위한 인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임신 중 여성의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TAF) 사용은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 엠트리시타빈(FTC) 사
용은 항레트로바이러스 임신 등록부(APR)에 보고된 바와 같이 제한된 수의 여성에서 평가되었습니
다. APR에 보고된 돌루테그라비르 기반 요법에 노출된 임신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임신 중 돌루
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의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APR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주요 선천적 결함에 대한 배경 비율 
메트로폴리탄 애틀랜타 선천적 결함 프로그램(MACDP)의 기준 인구는 2.7%입니다. 미국 일반 인구
에서 임상적으로 인정된 임신에서 유산의 추정 배경 비율은 15%에서 20%입니다.

특정 집단에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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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루테그라비르: 동물 생식 연구에서 돌루테그라비르 투여 시 부정적인 발달 결과의 증거가 관찰되
지 않았습니다.[데이터 참조]. 쥐와 토끼에서 기관 형성 동안 돌루테그라비르에 대한 전신 노출(AUC)
은 최대 인간 권장 용량(MRHD)에서 인간의 노출보다 적었고(토끼) 약 27배(쥐)였습니다. 쥐의 출생 
전/후 발달 연구에서 돌루테그라비르에 대한 모체의 전신 노출(AUC)은 MRHD에서 인간의 노출의 
약 27배였습니다.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동물 연구에서 엠트리시타빈과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성분을 FTC 노출의 60배 및 108배(각각 마우스 및 토끼) 노출 및 53배 이상의 노출에서 기관 형성 기
간 동안 별도로 투여했을 때 유해한 발달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쥐와 토끼 각각)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의 권장 일일 복용량에서 TAF 노출[데이터(8.1) 참조]. 마찬가지로, FTC
가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의 일일 권장 용량에서 최대 약 60배까지 노출될 때 수유
를 통해 마우스에 투여되었을 때 불리한 발달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엠트리시타빈과 테노포비
르 알라페나미드의 권장 일일 복용량으로 노출된 약 14배의 테노포비르 노출 시 TDF를 수유를 통해 
투여했을 때 자손에서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인적 데이터:엠트리시타빈: 2015년 7월까지 APR에 대한 전향 보고서에 따르면 임신 중 FTC 
함유 요법에 대한 노출(1984년 임신 1분기에 노출 949명, 2/3분기에 노출)에 대해 FTC와 전체 선천
적 결함 간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MACDP의 미국 기준 인구에서 2.7%의 배경 선천적 결함 비율. 출생 
시 기형아의 유병률은 임신 1분기에 FTC 함유 요법에 노출된 경우 2.4%(95% CI: 1.7%~3.1%), 2/3
분기에 2.1%(95% CI: 1.3%~3.2%)였습니다. FTC 함유 요법에 대한 삼 분기 노출.

동물 데이터:돌루테그라비르: 돌루테그라비르는 임신 6~17일과 6~18일에 임신한 쥐와 토끼에게 kg
당 최대 1,000mg을 경구 투여했으며, 또한 임신 6일부터 수유/산후 20일까지 쥐에게 경구 투여했습
니다. 부작용 없음 배태자(쥐 및 토끼) 또는 출생 전/후(쥐) 발달이 시험된 최고 용량까지 관찰되었습
니다. 기관형성 동안에 토끼에서 돌루테그라비르에 대한 전신 노출(AUC)은 MRHD에서 인간의 노출
보다 적었고 쥐의 경우 MRHD에서 인간의 노출보다 약 27배 더 낮았습니다. 쥐의 출생 전/후 발달 연
구에서 수유 중에 모체 독성 용량(MRHD에서 인간 노출의 약 27배)에서 발달 중인 새끼의 체중 감소
가 관찰되었습니다.

엠트리시타빈: FTC는 임신한 마우스(250mg/kg/일, 500mg/kg/일 또는 1000mg/kg/일) 및 토끼
(100mg/kg/일, 300mg/kg/일 또는 1000mg)에 경구 투여되었습니다. /kg/day) 기관 형성을 통해
(각각 임신 6~15일 및 7~19일). FTC로 수행한 배태자 독성 연구에서는 일일 권장 용량의 인간 노출
보다 약 60배 더 높은 노출(곡선 아래 면적[AUC])과 토끼의 경우 약 108배 더 높은 노출에서 수행된 
배태자 독성 연구에서 유의한 독성학적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FTC의 출생 전/후 발달 연구에
서 마우스에 최대 1000mg/kg/day의 용량을 투여했습니다. 약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대한 부작
용은 자손에서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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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전부터 매일 노출(자궁 내) 권장 일일 노출량에서 인간 노출보다 약 60배 더 높은 일일 노출
(AUC)에서의 성적 성숙을 통해.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TAF는 임신한 쥐(25mg/kg/일, 100mg/kg/일 또는 250mg/kg/일) 및 토
끼(10mg/kg/일, 30mg/kg/일 또는 100mg/일)에 경구 투여되었습니다. kg/일) 기관 형성을 통해
(각각 임신 6일에서 17일 및 7일에서 20일).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의 일일 권장 
용량에서 인간에 대한 노출과 대략 유사(쥐) 및 53(토끼) 더 높은 TAF 노출에서 랫드 및 토끼에서 유해
한 배태자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TAF는 테노포비르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쥐와 토끼에서 관찰
된 테노포비르 노출은 일일 권장 용량에서 인간 테노포비르 노출보다 59배(쥐)와 93배(토끼) 더 높았
다. TAF는 테노포비어로 빠르게 전환되고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TDF, 테노포비르의 또 
다른 전구약물) 투여에 비해 TAF 투여 후 쥐와 마우스에서 더 낮은 테노포비르 노출이 관찰되었으므
로 쥐에서 출생 전/후 발달 연구는 TDF. 수유를 통해 최대 600 mg/kg/day의 용량을 투여했습니다. 
임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의 일일 권장 용량에서 인간의 노출보다 약 14 [21]배 더 높
은 테노포비르 노출에서 임신 7일[및 수유 20일]에 새끼에서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8.2 수유
위험 요약: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HIV-1에 감염된 
산모가 출생 후 HIV-1 감염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가 모유 생산에 영향을 미치거나 모유 수
유 중인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 HIV-1 전염(HIV 음성 영아에서), 
(2) 바이러스 내성 발병(HIV 양성 영아에서) 및 (3)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모유 수유 영아 이상 
반응의 가능성 때문에, 어머니에게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를 투
여 중인 경우 모유 수유를 하지 않도록 지시하십시오.

돌루테그라비르: 돌루테그라비르가 사람의 모유에 존재하는지, 모유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모유 수유 중
인 아기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수유 중인 쥐에게 투여했을 때, 돌루테그라비르는 우
유에 존재했습니다.[데이터 참조].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FTC는 사람의 모유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AF가 인간의 모유에 존재하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데이터(8.2) 참조]. Tenofovir는 
TDF 투여 후 수유 중인 쥐와 붉은털 원숭이의 우유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데이터(8.2) 참
조]. TAF가 동물의 우유에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TAF가 인간의 모유에 존
재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FTC는 인간의 모유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데이터
(8.2) 참조].

데이터:인적 데이터:엠트리시타빈 : HIV-1에 감염된 5명의 엄마로부터 얻은 모유 샘플은 엠트리시
타빈이 모유에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엠트리시타빈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엄마의 모유수유아는 엠
트리시타빈에 대한 바이러스 내성이 발병할 위험이 있습니다. 엠트리시타빈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산모가 모유를 수유하는 영아에서 다른 엠트리시타빈 관련 위험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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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데이터:돌루테그라비르: 돌루테그라비르는 수유 10일째에 kg당 50mg을 단회 경구 투여한 후 
수유 중인 랫드의 우유로 분비되는 주요 약물 관련 성분이었고, 투여 후 8시간에 관찰된 모유 농도는 
모체 혈장 농도의 최대 약 1.3배였습니다.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쥐와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테노포비르가 우유에서 분비되는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Tenofovir는 TDF(최대 600mg/kg/day)를 경구 투여한 후 수유 11일째에 최
고 용량의 동물에서 평균 혈장 농도의 최대 약 24%로 수유 중인 랫드의 우유로 배설되었습니다.[데
이터(8.1) 참조]. 테노포비르는 혈장 농도의 최대 약 4% 농도에서 테노포비어를 1회 피하(30mg/
kg) 투여한 후 수유 중인 원숭이의 우유로 배설되어 혈장 노출의 약 20%에 대한 노출(AUC)이 발생
했습니다.

8.4 소아용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는 조절할 수 없는 고정 용량 조합이
므로 체중이 40kg 이상인 소아 환자에게만 투여해야 합니다. 이 체중 그룹의 개별 구성 요소에 대해 
안전성과 효능이 설정되었습니다.

8.5 노인용
돌루테그라비르:돌루테그라비르의 임상 시험에는 65세 이상의 피험자가 젊은 피험자와 다르게 반응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수의 피험자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 환자에게 돌
루테그라비르를 투여할 때는 간, 신장 또는 심장 기능 저하의 빈도가 더 높고 동반 질환 또는 기타 약물 
요법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임상 약리학(12.3) 참조].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임상 시험에서 65세 이상 등록된 97명의 피험자 중 80명
이 FTC + TAF 및 EVG + COBI를 받았습니다. 18세에서 65세 미만의 고령자와 성인 사이에 안전성이
나 효능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8.6 간 장애
경증(Child-Pugh Class A) 또는 중등도(Child-Pugh Class B) 간장애 환자에게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의 용량 조절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의 약동학에 대한 중증 간 장애(Child-Pugh Class C)의 
영향은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페나미드 정제
는 중증 간장애 환자에게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임상 약리학(12.3) 참조].

8.7 신장 장애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는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가 고정 용량 조합이고 개별 성분의 용량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중증 신장애 환자(추정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분당 30mL 미만)에게 권장되지 않습니다. . 다음 환자
에게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의 용량 조절은 권장되지 않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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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또는 중등도의 신장애(예상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분당 30mL 이상)[용량 및 투여(2.3) 및 임
상 약리학(12.3) 참조].

10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의 과량투여에 대한 특정 치료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과량투여가 발생하면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표준 지지 요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과다 복용

돌루테그라비르:돌루테그라비르는 혈장 단백질과 강하게 결합하기 때문에 투석에 의해 유의하게 
제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엠트리시타빈(FTC):FTC의 권장 용량보다 높은 용량에서는 제한된 임상 경험이 있습니다. 한 임상 약
리학 연구에서 FTC 1200mg의 단일 용량(FTC 권장 용량의 6배)이 11명의 피험자에게 투여되었습니
다.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량의 영향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혈액투석 치료는 FTC 투여 후 1.5시간 이내에 시작하여 3시간 투석 기간에 걸쳐 FTC 투여량의 
약 30%를 제거합니다(혈액 유속 400mL/분 및 투석액 유속 600mL/분). 복막 투석으로 FTC를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TAF):TAF의 권장 용량보다 높은 용량에서는 제한된 임상 경험이 있습니
다. 125mg TAF의 단일 용량(200mg/25mg 고정 용량 조합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
미드에서 TAF 용량의 5배)이 48명의 건강한 대상에게 투여되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량의 영향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Tenofovir는 약 54%의 추출 계수로 혈액 투석
에 의해 효율적으로 제거됩니다.

11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는 경구 투여용 돌루테그라비르
(DTG), 엠트리시타빈(FTC)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TAF)를 포함하는 고정 용량 복합 제품입
니다.

설명

• DTG, HIV INST.

• 시티딘의 합성 뉴클레오시드 유사체인 FTC는 HIV 뉴클레오시드 유사체 역전사효소 억
제제(HIV NRTI)입니다.

• HIV NRTI인 TAF가 변환됩니다.생체 내아데노신 5'-모노포스페이트의 비고리형 뉴클레오사이드 포
스포네이트(뉴클레오티드) 유사체인 테노포비르로.

각 필름코팅정에는 돌루테그라비르 나트륨 52.6mg(돌루테그라비르 유리산 50mg에 해당), FTC 
200mg 및 TAF 28.04mg(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25mg에 해당) 및 다음 불활성 성분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크로스카멜로스 나트륨, 유당 일수화물,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만니톨, 미세결정질 
셀룰로오스,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비닐 알코올, 포비돈, 나트륨 전분 글리콜레이트(감자), 활석 
및 이산화티타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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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루테그라비르:돌루테그라비르 나트륨의 화학명은 나트륨(4R,12aS)-N-[(2,4-디플루오로벤질)카
르바모일]-4-메틸-6,8-디옥소-3,4,6,8,12,12a-입니다. 헥사하이드로-2H-피리도[1',2':4,5]피라지노
[2,1-b][1,3]옥사진-7-올레이트. 분자식은 C20시간18에프2N삼나오5분자량은 441.37g/mol(염)입니
다. 다음과 같은 구조식이 있습니다.

돌루테그라비르 나트륨은 백색 내지 담황색 분말이며 물에 약간 용해됩니다.

엠트리시타빈:FTC의 화학명은 4-아미노-5-플루오로-1-[(2R,5S)-2-(히드록시메틸)-1,3-옥사티올
란-5-일]-2(1H)-피리미디논입니다. FTC는 5번 위치에 불소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시티딘 유사체와 
다른 시티딘의 티오 유사체의 (-)거울상 이성질체입니다.

FTC의 분자식은 C8시간10에프엔삼영형삼S 및 247.25의 분자량을 가지며 하기 구조식을 갖는다:

FTC는 25°C의 물에서 mL당 약 112mg의 용해도를 갖는 백색 내지 회백색 분말입니다.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푸마르산염 약물 물질의 화학명은 9-{(R)-2-
[[(S)-{[(S)-1-(이소프로폭시카르보닐)에틸]아미노}페녹시-포스피닐]메톡시] 프로필}아데닌 헤미입
니다. 푸마르산염.

Tenofovir alafenamide fumarate의 분자식은 C21시간29영형5N6피•1/2(C4시간4영형4) 및 534.5
의 분자량을 가지며 하기 구조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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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ofovir alafenamide fumarate는 20°C의 물에 용해도가 4.7 mg/mL인 흰색에서 회백
색 분말 또는 밝은 황갈색 분말입니다.

12
12.1 작용 메커니즘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는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돌루테그라비
르(DTG), 엠트리시타빈(FTC)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TAF)의 고정 용량 조합입니다. [미생물학
(12.4) 참조].

임상약리학

12.2 약력학
돌루테그라비르:심전도에 미치는 영향:무작위, 위약 대조, 교차 시험에서 42명의 건강한 피험자에
게 위약, 돌루테그라비르 250mg 현탁액(정상 상태에서 50mg 1일 1회 용량의 약 3배 노출)의 단회 
용량 경구 투여를 받았습니다. 무작위 순서로 목시플록사신 400mg(활성 대조군). 기준선 및 위약 
조정 후, 돌루테그라비르에 대한 Fridericia 수정 방법(QTcF)을 기반으로 한 최대 평균 QTc 변화는 
2.4msec(단측 95% 상위 CI: 4.9msec)였습니다. 돌루테그라비르는 투여 후 24시간 동안 QTc 간
격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신장 기능에 대한 영향:신장 기능에 대한 돌루테그라비르의 효과는 돌루테그라비르 50mg을 1일 1회
(n = 12), 돌루테그라비르 50을 투여받은 건강한 피험자(n = 37)를 대상으로 한 공개, 무작위, 3군, 병
행, 위약 대조 시험에서 평가되었습니다. mg을 1일 2회(n = 13) 또는 위약을 1일 1회(n = 12) 14일 
동안 투여합니다. 50mg 1일 1회(9% 감소) 및 50mg 1일 2회(13% 감소)를 투여받은 피험자에서 24
시간 소변 수집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크레아티닌 청소율의 감소가 치료 14일 후 두 용량 모두에서 
관찰되었습니다. . 돌루테그라비르의 두 용량 모두 위약과 비교하여 실제 사구체 여과율(프로브 약물, 
iohexol의 제거로 결정) 또는 유효 신장 혈장 흐름(프로브 약물, 파라-아미노 히푸레이트의 제거로 결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심장 전기 생리학:48명의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철저한 QT/QTc 연구에서 권장 용량 또는 권장 용량의 약 5배 용량의 TAF는 QT/QTc 간격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았고 PR 간격을 연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엠트리시타빈과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FTC 또는 FTC와 TAF 조합의 다른 성분이 QT 간격에 미치는 영향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2.3 약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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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복합정(50mg/200mg/25mg)의 돌
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는 TIVICAY의 것과 유사했습니다.®ViiV 
USA(돌루테그라비르 50mg 함유) 및 DESCOVY 정제®

Gilead Sciences, Inc. USA의 정제(엠트리시타빈 200mg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25mg 함
유), 단회 용량이 금식 및 섭식 상태에서 건강한 대상에게 투여되었을 때.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돌루테그라비르:돌루테그라비르의 경구 투여 후, 최고 혈장 농도는 투여 후 
2~3시간에 관찰되었습니다. 1일 1회 투여 시 AUC, C에 대한 평균 축적 비율로 약 5일 이내에 약동학
적 정상 상태가 달성됩니다.최대, 및 C24시간1.2에서 1.5 사이입니다. 돌루테그라비르는 P-gp 기질이다
시험관 내. 돌루테그라비르의 절대 생체이용률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돌루테그라비르는 음식과 함
께 또는 음식 없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흡수 범위를 증가시키고 돌루테그라비르의 흡수 속도
를 늦췄습니다. 저지방, 중등도 및 고지방 식사는 돌루테그라비르 AUC를 증가시켰습니다.(0-∞)33%, 
41% 및 66%; C 증가최대46%, 52% 및 67%; 그리고 연장된 T최대공복 상태에서 각각 2시간에서 3, 4, 
5시간으로. 돌루테그라비르는 다음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 혈장 단백질에 고도로 결합됩니다(98.9% 
이상). 생체 내데이터 및 결합은 돌루테그라비르의 혈장 농도와 무관합니다. 50mg 1일 1회 투여 후 
겉보기 분포 용적(Vd/F)은 집단 약동학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17.4L로 추정됩니다.

돌루테그라비르는 집단 약동학 분석에 기초하여 약 14시간의 최종 반감기와 시간당 1.0L의 겉보기 청
소율(CL/F)을 갖는다.

돌루테그라비르는 CYP3A의 일부 기여와 함께 UGT1A1을 통해 주로 대사됩니다. [14C] 돌루테그라
비르의 경우 총 경구 투여량의 53%가 변화 없이 대변으로 배설되었습니다. 총 경구 투여량의 31%
가 소변으로 배설되었으며, 이는 돌루테그라비르의 에테르 글루쿠로나이드(총 투여량의 18.9%), 벤
질 탄소에서 산화에 의해 형성된 대사체(총 투여량의 3.0%) 및 이의 가수분해성 질소로 대표됩니다. 
-탈알킬화 생성물(총 용량의 3.6%). 변경되지 않은 약물의 신장 제거는 낮았습니다(용량의 1% 미
만).

건강한 피험자 시험에 대한 메타 분석에서 돌루테그라비르 대사가 불량한 UGT1A1(n = 7) 유전자형
을 가진 피험자는 UGT1A1을 통한 정상적인 대사와 관련된 유전자형을 가진 피험자에 비해 돌루테
그라비르 제거율이 32% 낮고 AUC가 46% 더 높았습니다. 41).

돌루테그라비르의 약동학적 특성은 건강한 성인 대상과 HIV-1에 감염된 성인 대상에서 평가되었습니
다. 돌루테그라비르에 대한 노출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피험자와 HIV-1에 감염된 피험자 간에 유사했
습니다. HIV-1에 감염된 피험자에서 50mg 1일 1회와 비교하여 50mg 1일 2회 돌루테그라비르의 비
선형 노출(표 4)은 돌루테그라비르 50mg 1일 2회를 투여받은 피험자의 백그라운드 항레트로바이러
스 요법에서 대사 유도제의 사용에 기인합니다. 임상 시험에서. 이 시험에서 돌루테그라비르는 음식과 
관계없이 투여되었습니다.

표 4. HIV-1 감염 성인에서 돌루테그라비르 정상 상태 약동학 매개변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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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mg 1일 1회 기하 평
균ㅏ(%이력서)

50 mg 1일 2회 기하 평
균비(%이력서)매개변수

AUC(0-24)(mcg•h/mL) 53.6 (27) 75.1 (35)
씨최대(mcg/mL) 3.67 (20) 4.15 (29)
씨분(mcg/mL) 1.11 (46) 2.12 (47)
ㅏ
비

SPRING-1 및 SPRING-2의 데이터를 사용한 집단 약동학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VIKING(ING112961) 및 VIKING-3의 데이터를 사용한 집단 약동학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뇌척수액(CSF): 매일 돌루테그라비르 50mg과 아바카비르/라미부딘을 병용한 치료 경험이 없는 12
명의 환자에서 CSF의 돌루테그라비르 농도 중앙값은 치료 16주 후 투여 후 2~6시간에 mL당 
13.2ng(범위: mL당 3.74ng에서 mL당 18.3ng)이었다. . 이 발견의 임상적 관련성은 확립되지 않
았습니다.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성분의 약
동학(PK) 특성은 표 5에 제공됩니다. FTC 및 TAF 및 이의 대사물 테노포비르의 다중 용량 PK 매
개변수는 표 6에 제공됩니다.

표 5.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성분의 약동학적 특성

엠트리시타빈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흡수
티최대(시간) 삼 1
고지방 식사의 효과(단
식 대비)ㅏ

AUC 비율 = 0.91(0.89, 0.93) C
최대비율 = 0.74(0.69, 0.78)

AUC 비율 = 1.75(1.64, 1.88) C
최대비율= 0.85 (0.75, 0.95)

분포
인간 혈장 단백질에 결합된 
% < 4 ~ 80
단백질 결합 데이터의 출처 시험관 내 생체 외
혈액 대 혈장 비율 0.6 1.0
대사
대사 카텝신 A비(PBMC)

CES1(간세포)
CYP3A(최소)

크게 대사되지 않음

제거
주요 제거 경로 사구체 여과 및 활성 세뇨

관 분비
대사(경구의 80% 이상

정량)
티1/2(시간)씨 10 0.51
소변으로 배설된 복용량의 %디 70 < 1.0
대변으로 배설된 용량의 %디 13.7 31.7
PBMCs = 말초 혈액 단핵 세포; CES1 = 카르복실에스테라제 1
ㅏ 값은 PK 매개변수의 기하 평균 비율[고지방 식사/공복] 및 (90% 신뢰 구간)을 나타냅니다. 

고칼로리/고지방 식사 = ~ 800kcal, 50% 지방.
생체 내, TAF는 세포 내에서 가수분해되어 테노포비르(주요 대사 산물)를 형성하고 활성 대사 
산물인 테노포비르 이인산으로 인산화됩니다.시험관 내연구는 보여주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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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F는 PBMC 및 대식세포에서 카텝신 A에 의해 테노포비르로 대사됨; 그리고 간세포에서 
CES1에 의해. 중등도의 CYP3A 유도제 프로브 에파비렌즈와 병용 투여 시 TAF 노출은 영향
을 받지 않았습니다.
티1/2값은 중간 말단 혈장 반감기를 나타냅니다. 약리학적 활성 대사산물인 테노포비르 디포스페
이트(tenofovir diphosphate)는 PBMC 내에서 150~180시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량 균형 연구에서 투여: FTC([14C] 10일 동안 엠트리시타빈의 다중 투여 후 엠트리시타빈; 
TAF([14C]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씨

디

표 6. HIV 감염 성인에서 음식과 함께 경구 투여한 후 엠트리시타빈,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및 그 대사물질 테노포비르의 다중 용량 PK 매개변수

매개변수 평균(CV%) 엠트리시타빈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비 테노포비르씨

씨최대 2.1 (20.2) 0.16 (51.1) 0.02 (26.1)(mL당 마이크로그램)
AUC타우

(mL당 마이크로그램•시간) 11.7 (16.6) 0.21 (71.8) 0.29 (27.4)

씨구유 0.10 (46.7) 없음 0.01 (28.5)(mL당 마이크로그램)
CV = 변동 계수;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ㅏ FTC + TAF 및 EVG + COBI로 치료받은 HIV 감염 성인을 대상으로 한 2상 시험의 집중 PK 

분석에서.
FTC + TAF와 EVG + COBI(N = 539)로 치료받은 HIV-1 감염이 있는 치료 경험이 없는 성인
의 2건의 시험에서 모집단 PK 분석.
FTC + TAF와 EVG + COBI로 치료한 HIV-1 감염 치료 경험이 없는 성인의 2건의 시험에서 모
집단 PK 분석(N = 841).

비

씨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의 경구 흡수에 대한 음식의 영향: 돌루
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의 약동학은 음식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돌루테그라비
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는 음식과 함께 또는 음식 없이 투여할 수 있습니
다.

특정 인구:간 장애 환자:돌루테그라비르: 중등도의 간장애가 있는 8명의 피험자(Child-Pugh 
Class B)와 8명의 건강한 대조군을 비교한 시험에서 단일 50mg 용량의 돌루테그라비르 노출은 두 
그룹 간에 유사했습니다. 돌루테그라비르의 약동학에 대한 중증 간장애(Child-Pugh Class C)의 
영향은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엠트리시타빈: FTC의 약동학은 간 장애가 있는 대상에서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FTC는 간 
효소에 의해 크게 대사되지 않으므로 간 손상의 영향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경증에서 중등도(Child-Pugh Class A 및 B) 간장애가 있는 시험대상자
에서는 간장애가 있는 시험대상자의 테노포비르 약동학의 임상적으로 관련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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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장애가 있는 환자: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는 돌루테그
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가 고정 용량 조합이고 개별 성분의 용량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중증 신장애 환자(추정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분당 30mL 미만)에게 권장되지 
않습니다.[용량 및 투여(2.3) 참조].

B형 간염(HBV) 및/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HCV) 동시 감염: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
미드: FTC 및 TAF의 약동학은 B형 및/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동시 감염된 피험자에서 완전히 평
가되지 않았습니다.

돌루테그라비르: 성인 시험의 통합된 약동학 데이터를 사용한 인구 분석에서 돌루테그라비르의 약동
학에 대한 HCV 동시 감염의 임상적으로 관련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HBV 동시 감염에 대한 데
이터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성별 및 인종:돌루테그라비르: 성인 시험의 통합된 약동학 데이터를 사용한 인구 분석은 성별 또는 인종
이 돌루테그라비르 노출에 임상적으로 관련이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집단 약동학 분석에 따르면 성별이나 인종에 따른 용
량 조절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노인 환자:돌루테그라비르: 성인 시험의 통합된 약동학 데이터를 사용한 인구 분석은 나이가 돌루
테그라비르의 약동학에 임상적으로 관련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FTC 및 TAF의 약동학은 노인(65세 이상)에서 완전히 평
가되지 않았습니다. FTC + TAF 및 EVG + COBI의 2상 및 3상 시험에서 HIV에 감염된 피험자의 인구 
약동학 분석은 연령이 최대 75세까지의 TAF 노출에 임상적으로 적절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정 집단에서의 사용(8.5) 참조].

소아 환자: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는 체중이 40kg(88파
운드) 미만인 소아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돌루테그라비르: 체중 40kg 이상인 HIV-1 감염 소아(n = 14)에서 돌루테그라비르의 약동학은 돌
루테그라비르 50mg을 1일 1회 투여받은 HIV-1 감염 성인에서 관찰된 것과 유사했습니다(표 7).[
임상 연구(14.2) 참조].

표 7. 소아 대상에서 돌루테그라비르 정상 상태 약동학 매개변수
돌루테그라비르 약동학적 매개변수 추정치

기하 평균(%CV)
복용량

돌루테그라비르
씨최대 AUC(0-24) 씨24

무게(n) (mcg/mL) (mcg•h/mL) (mcg/mL)
≥ 40kg
(n = 14)

50mg
하루에 한 번

3.89 (43) 50.1 (53) 0.99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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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FTC + TAF 및 EVG + COBI를 투여받은 12세에서 18세 
미만의 24명의 소아 대상체에서 FTC 및 TAF의 노출은 이 용량 요법 투여 후 치료 경험이 없는 성인에
서 달성된 노출과 비교하여 감소했습니다(AUC의 경우 23%).[특정 집단에서의 사용 참조(8.4)]. 이
러한 노출 차이는 노출-반응 관계에 기초하여 임상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약물 상호 작용 시험:설명된 약물 상호 작용 시험은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또는 테노포비
르 알라페나미드를 단일 물질로 사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
비르 알라페나미드의 고정 용량 조합을 사용한 약물 상호 작용 시험은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돌루테그라비르:약물 상호 작용 시험은 돌루테그라비르와 함께 투여되거나 약동학적 상호 작용에 대
한 프로브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타 약물에 대해 수행되었습니다. 병용 약물의 노출에 대한 돌루
테그라비르의 영향은 표 8에 요약되어 있고, 돌루테그라비르의 노출에 대한 병용 약물의 영향은 표 9
에 요약되어 있다.

돌루테그라비르와의 확립된 기타 잠재적으로 유의한 약물-약물 상호작용의 결과로 인한 용량 또는 
요법 권장 사항이 표 3에 나와 있습니다.[약물 상호 작용(7.3) 참조].

표 8. 병용 약물의 약동학에 대한 돌루테그라비르의 효과 요약

기하 평균 비율(90% CI)
병용/미사용 약물의 약동학적 매개변
수

돌루테그라비르
효과 없음 = 1.00병용 약물

및 복용량(들)
복용량

돌루테그라비르 N 씨최대 AUC 씨τ또는 C24

다클라타스비르
1일 1회 60mg

50mg
하루에 한 번

12 1.03
(0.84 ~ 1.25)

0.98
(0.83 ~ 1.15)

1.06
(0.88 ~ 1.29)

에티닐 에스트라디올
0.035mg

50mg
매일 두 번

15 0.99
(0.91 ~ 1.08)

1.03
(0.96 ~ 1.11)

1.02
(0.93 ~ 1.11)

메트포르민
1일 2회 500mg

50mg
하루에 한 번

15ㅏ 1.66
(1.53 ~ 1.81)

1.79
(1.65 ~ 1.93)

_

메트포르민
1일 2회 500mg

50mg
매일 두 번

15ㅏ 2.11
(1.91 ~ 2.33)

2.45
(2.25 ~ 2.66)

_

메타돈
16~150mg

50mg
매일 두 번

11 1.00
(0.94 ~ 1.06)

0.98
(0.91 ~ 1.06)

0.99
(0.91 ~ 1.07)

미다졸람
3mg

25mg
하루에 한 번

10 _ 0.95
(0.79 ~ 1.15)

_

노렐게스트로민
0.25mg

50mg
매일 두 번

15 0.89
(0.82 ~ 0.97)

0.98
(0.91 ~ 1.04)

0.93
(0.85 ~ 1.03)

릴피비린
1일 1회 25mg

50mg
하루에 한 번

16 1.10
(0.99 ~ 1.22)

1.06
(0.98 ~ 1.16)

1.21
(1.07 ~ 1.38)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

1일 1회 300mg

50mg
하루에 한 번

15 1.09
(0.97 ~ 1.23)

1.12
(1.01 ~ 1.24)

1.19
(1.04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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ㅏ과목 수는 평가된 과목의 최대 수를 나타냅니다. 표 9.
돌루테그라비르의 약동학에 대한 병용 약물의 효과 요약

돌루테그라비르 약동학적 매개변수의 기하 
평균 비율(90% CI)

병용 약물의 유무
효과 없음 = 1.00병용 약물

및 복용량(들)
복용량

돌루테그라비르 N 씨최대 AUC 씨τ또는 C24

아타자나비르
1일 1회 400mg

30mg
하루에 한 번

12 1.50
(1.40 ~ 1.59)

1.91
(1.80 ~ 2.03)

2.80
(2.52 ~ 3.11)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
300 mg/100 mg 1일 1회

30mg
하루에 한 번

12 1.34
(1.25 ~ 1.42)

1.62
(1.50 ~ 1.74)

2.21
(1.97 ~ 2.47)

다루나비르/리토나비르
600 mg/100 mg 1일 
2회

30mg
하루에 한 번

15 0.89
(0.83 ~ 0.97)

0.78
(0.72 ~ 0.85)

0.62
(0.56 ~ 0.69)

에파비렌즈
1일 1회 600mg

50mg
하루에 한 번

12 0.61
(0.51 ~ 0.73)

0.43
(0.35 ~ 0.54)

0.25
(0.18 ~ 0.34)

에트라비린
1일 2회 200mg

50mg
하루에 한 번

16 0.48
(0.43 ~ 0.54)

0.29
(0.26 ~ 0.34)

0.12
(0.09 ~ 0.16)

에트라비린 +
다루나비르/리토나비르

200 mg + 600 mg/100 
mg 1일 2회

50mg
하루에 한 번

9 0.88
(0.78 ~ 1.00)

0.75
(0.69 ~ 0.81)

0.63
(0.52 ~ 0.76)

에트라비린 +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200 mg + 400 mg/100 
mg 1일 2회

50mg
하루에 한 번

8 1.07
(1.02 ~ 1.13)

1.11
(1.02 ~ 1.20)

1.28
(1.13 ~ 1.45)

포삼프레나비르/리토나비르
700 mg/100 mg 1일 
2회

50mg
하루에 한 번

12 0.76
(0.63 ~ 0.92)

0.65
(0.54 ~ 0.78)

0.51
(0.41 ~ 0.63)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400 mg/100 mg 1일 
2회

30mg
하루에 한 번

15 1.00
(0.94 ~ 1.07)

0.97
(0.91 ~ 1.04)

0.94
(0.85 ~ 1.05)

릴피비린
1일 1회 25mg

50mg
하루에 한 번

16 1.13
(1.06 ~ 1.21)

1.12
(1.05 ~ 1.19)

1.22
(1.15 ~ 1.30)

테노포비르
1일 1회 300mg

50mg
하루에 한 번

15 0.97
(0.87 ~ 1.08)

1.01
(0.91 ~ 1.11)

0.92
(0.82 ~ 1.04)

티프라나비르/리토나비르
500 mg/200 mg 1일 
2회

50mg
하루에 한 번

14 0.54
(0.50 ~ 0.57)

0.41
(0.38 ~ 0.44)

0.24
(0.21 ~ 0.27)

제산제(말록스®)
동시
관리

50mg
단일 복용량

16 0.28
(0.23 ~ 0.33)

0.26
(0.22 ~ 0.32)

0.26
(0.21 ~ 0.31)

제산제(MAALOX)
돌루테그라비르 투여 2시간 후

50mg
단일 복용량

16 0.82
(0.69 ~ 0.98)

0.74
(0.62 ~ 0.90)

0.70
(0.58 ~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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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프레비르
8시간마다 800mg

50mg
하루에 한 번

13 1.05
(0.96 ~ 1.15)

1.07
(0.95 ~ 1.20)

1.08
(0.91 ~ 1.28)

탄산칼슘 1200mg
동시
투여(금식)

50mg
단일 복용량

12 0.63
(0.50 ~ 0.81)

0.61
(0.47 ~ 0.80)

0.61
(0.47 ~ 0.80)

탄산칼슘 1200mg
동시
투여(급식)

50mg
단일 복용량

11 1.07
(0.83 ~ 1.38)

1.09
(0.84 ~ 1.43)

1.08
(0.81 ~ 1.42)

탄산칼슘 1200mg
돌루테그라비르 투여 2시간 후

50mg
단일 복용량

11 1.00
(0.78 ~ 1.29)

0.94
(0.72 ~ 1.23)

0.90
(0.68 ~ 1.19)

카르바마제핀
1일 2회 300mg

50mg
하루에 한 번

16씨 0.67
(0.61 ~ 0.73)

0.51
(0.48 ~ 0.55)

0.27
(0.24 ~ 0.31)

다클라타스비르
1일 1회 60mg

50mg
하루에 한 번

12 1.29
(1.07 ~ 1.57)

1.33
(1.11 ~ 1.59)

1.45
(1.25 ~ 1.68)

푸마르산 제1철 324 mg
동시
투여(금식)

50mg
단일 복용량

11 0.43
(0.35 ~ 0.52)

0.46
(0.38 ~ 0.56)

0.44
(0.36 ~ 0.54)

푸마르산 제1철 324 mg
동시
투여(급식)

50mg
단일 복용량

11 1.03
(0.84 ~ 1.26)

0.98
(0.81 ~ 1.20)

1.00
(0.81 ~ 1.23)

푸마르산 제1철 324 mg
돌루테그라비르 투여 2시간 후

50mg
단일 복용량

10 0.99
(0.81 ~ 1.21)

0.95
(0.77 ~ 1.15)

0.92
(0.74 ~ 1.13)

종합비타민(원어데이®)
동시
관리

50mg
단일 복용량

16 0.65
(0.54 ~ 0.77)

0.67
(0.55 ~ 0.81)

0.68
(0.56 ~ 0.82)

오메프라졸
1일 1회 40mg

50mg
단일 복용량

12 0.92
(0.75 ~ 1.11)

0.97
(0.78 ~ 1.20)

0.95
(0.75 ~ 1.21)

프레드니손
테이퍼와 함께 1일 1회 
60mg

50mg
하루에 한 번

12 1.06
(0.99 ~ 1.14)

1.11
(1.03 ~ 1.20)

1.17
(1.06 ~ 1.28)

리팜핀ㅏ
1일 1회 600mg

50mg
매일 두 번

11 0.57
(0.49 ~ 0.65)

0.46
(0.38 ~ 0.55)

0.28
(0.23 ~ 0.34)

리팜핀비
1일 1회 600mg

50mg
매일 두 번

11 1.18
(1.03 ~ 1.37)

1.33
(1.15 ~ 1.53)

1.22
(1.01 ~ 1.48)

리파부틴
1일 1회 300mg

50mg
하루에 한 번

9 1.16
(0.98 ~ 1.37)

0.95
(0.82 ~ 1.10)

0.70
(0.57 ~ 0.87)

ㅏ 비교는 돌루테그라비르 50mg 1일 2회 리팜핀과 돌루테그라비르 50mg 1일 2회입니다.

비교는 돌루테그라비르 50mg 1일 2회 리팜핀과 돌루테그라비르 50mg 1일 1회입니다.

과목 수는 평가된 과목의 최대 수를 나타냅니다.

비

씨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TAF 노출에 대한 병용 약물의 효과는 표 10에 표시되어 
있고, 병용 약물의 노출에 대한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또는 그 성분의 효과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습니다[이 연구는 고정 용량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로 수행되
었습니다. 또는 고정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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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FTC 또는 TAF) 단독 투여]. 임상 권장 사항에 
대한 정보는약물 상호 작용(7)을 참조하십시오.

표 10. 약물 상호작용: TAF 존재 시 TAF 약동학적 매개변수의 변화
병용 약물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복용량
(하루에 한 번)

(mg)

TAF PK 매개변수의 평균 
비율(90% CI);

효과 없음 = 1.00
병용 약물

복용량(1일 1회)
(mg)

공동 투여
의약품 N

씨최대 AUC 씨분

1.77
(1.28, 2.44)

1.91
(1.55, 2.35)아타자나비르 300(+ 100 리토나비르) 10 10 체크 안함

2.83
(2.20, 3.65)

2.65
(2.29, 3.07)코비시스타트 150 8 12 체크 안함

0.93
(0.72, 1.21)

0. 98
(0.80, 1.19)다루나비르 800(+ 150 코비시스타트) 25비 11 체크 안함

1.42
(0.96, 2.09)

1.06
(0.84, 1.35)다루나비르 800(+ 100 리토나비르) 10 10 체크 안함

0.78
(0.58,1.05)

0.86
(0.72, 1.02)에파비렌즈 600 40비 11 체크 안함

2.19
(1.72, 2.79)

1.47
(1.17, 1.85)로피나비르 800(+ 200 리토나비르) 10 10 체크 안함

1.01
(0.84, 1.22)

1.01
(0.94, 1.09)릴피비린 25 25 17 체크 안함

1.00
(0.86, 1.16)

0.96 (0.89,
1.03)설트랄린 50(단일 용량으로 투여) 10씨 19 체크 안함

NC = 계산되지 않음
ㅏ

비

씨

모든 상호작용 연구는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FTC/TAF)로 수행된 연구. EVG + 
COBI와 함께 FTC + TAF로 수행된 연구.

표 11. 약물 상호 작용: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또는 개별 성분의 존재 시 병
용 투여 약물에 대한 약동학 매개변수의 변화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복용량
(하루에 한 번)

(mg)

병용 약물의 평균 비율
PK 매개변수(90% CI);

효과 없음 = 1.00
공동 투여
약물 복용량

(1일 1회) (mg)
공동 투여

의약품 N

씨최대 AUC 씨분

300 + 100
리토나비르

0.98
(0.89, 1.07)

0.99
(0.96, 1.01)

1.00
(0.96, 1.04)아타자나비르 10 10

800 + 150
코비시스타트

1.02
(0.96, 1.09)

0.99
(0.92, 1.07)

0.97
(0.82, 1.15)다루나비르 25비 11

다루나비르 800 + 100 10 10 0.99 1.01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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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토나비르 (0.91, 1.08) (0.96, 1.06) (0.95, 1.34)
1.15

(1.04, 1.27)
1.02

(0.97, 1.08)
1.05

(0.97, 1.13)돌루테그라비르 50mg 10 10
800 + 200
리토나비르

1.00
(0.95, 1.06)

1.00
(0.92, 1.09)

0.98
(0.85, 1.12)로피나비르 10 10

2.5(단일 용량,
구두로)

1.02
(0.92, 1.13)

1.13
(1.04, 1.23) 체크 안함

미다졸람씨 25 18
1(단일 용량,
정맥)

0.99
(0.89, 1.11)

1.08
(1.04, 1.14) 체크 안함

0.93
(0.87, 0.99)

1.01
(0.96, 1.06)

1.13
(1.04, 1.23)릴피비린 25 25 16

50(
단일 복용량)

1.14
(0.94, 1.38)

0.93
(0.77, 1.13)설트랄린 10디 19 체크 안함

NC = 계산되지 않음
ㅏ
비
씨
디

모든 상호작용 연구는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FTC/TAF)로 수행된 연구. 민감한 
CYP3A4 기질.
EVG + COBI와 함께 FTC + TAF로 수행된 연구.

12.4 미생물학
행동의 메커니즘:돌루테그라비르:돌루테그라비르는 인테그라제 활성 부위에 결합하고 HIV 복제 주
기에 필수적인 레트로바이러스 디옥시리보핵산(DNA) 통합의 가닥 전달 단계를 차단하여 HIV 인테
그라제를 억제합니다. 정제된 HIV-1 인테그라제 및 사전 처리된 기질 DNA를 사용한 가닥 전달 생화
학적 분석 결과 IC502.7 nM 및 12.6 nM의 값.

엠트리시타빈:시티딘의 합성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인 FTC는 세포 효소에 의해 인산화되어 엠트리
시타빈 5'-트리포스페이트를 형성합니다. 엠트리시타빈 5'-트리포스페이트는 천연 기질인 데옥시시
티딘 5'-트리포스페이트와 경쟁하고 사슬 종결을 초래하는 초기 바이러스 DNA에 통합되어 HIV-1 역
전사효소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엠트리시타빈 5'-삼인산은 포유류 DNA 중합효소 α, β, Ɛ 및 미토콘
드리아 DNA 중합효소 γ의 약한 억제제입니다.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TAF는 테노포비르(2'-deoxyadenosine monophosphate analog)의 
phosphonoamidate prodrug이다. TAF에 대한 혈장 노출은 세포로의 침투를 허용한 다음 TAF는 
카텝신 A에 의한 가수분해를 통해 세포내에서 테노포비르로 전환됩니다. 테노포비르는 후속적으로 
세포 키나제에 의해 활성 대사물 테노포비르 이인산으로 인산화됩니다. Tenofovir diphosphate는 
HIV 역전사효소에 의해 바이러스 DNA에 결합되어 HIV-1 복제를 억제하여 DNA 사슬 종결을 초래합
니다.

Tenofovir는 HIV-1에 대한 활성이 있습니다. 세포 배양 연구에 따르면 테노포비르와 FTC는 모두 
세포에서 결합될 때 완전히 인산화될 수 있습니다. Tenofovir diphosphate는 미토콘드리아 
DNA 중합효소 γ를 포함하는 포유류 DNA 중합효소의 약한 억제제이며 세포 배양에서 미토콘드리
아에 대한 독성의 증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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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배양에서의 항바이러스 활성:돌루테그라비르:돌루테그라비르는 평균 EC와 함께 실험실에서 야
생형 HIV-1 균주에 대해 항바이러스 활성을 나타냈습니다.50말초 혈액 단핵 세포(PBMC) 및 MT-4 세
포에서 0.5nM(mL당 0.21ng)~2.1nM(mL당 0.85ng)의 값. Dolutegravir는 평균 EC와 함께 임상
적으로 다양한 clade B 분리주 13개에 대해 항바이러스 활성을 나타냈습니다.50임상 분리주의 인테
그라제 코딩 영역을 사용한 바이러스 인테그라제 감수성 분석에서 0.52 nM의 값. 돌루테그라비르는 
HIV-1 임상 분리주 패널(M 계통군 A, B, C, D, E, F 및 G의 각 그룹에서 3개, 그룹 O에서 3개)에 대해 
세포 배양에서 항바이러스 활성을 입증했습니다.50HIV-1의 경우 0.02 nM에서 2.14 nM 범위의 값. 
돌루테그라비르 EC50

PBMC 분석에서 3개의 HIV-2 임상 분리주에 대한 값은 0.09nM에서 0.61nM 범위였습니다.

엠트리시타빈:HIV-1의 실험실 및 임상 분리물에 대한 FTC의 항바이러스 활성은 T 림프모구양 세포
주, MAGI-CCR5 세포주 및 1차 말초 혈액 단핵 세포에서 평가되었습니다. EC50FTC에 대한 값은 
0.0013에서 0.64 마이크로몰 범위였습니다. FTC는 HIV-1 계통 A, B, C, D, E, F 및 G에 대한 세포 배
양에서 항바이러스 활성을 표시했습니다(EC50값의 범위는 0.007~0.075 마이크로몰)이며 HIV-2에 
대한 균주 특이적 활성을 나타냈습니다(EC50값 범위는 0.007에서 1.5 마이크로몰).

승인된 항HIV 제제(NRTI, 비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NNRTI], 인테그라제 가닥 전달 억제
제[INSTI] 및 PI)의 주요 부류에서 대표자로 구성된 광범위한 패널과 함께 FTC에 대한 연구에서 길
항작용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합.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HIV-1 서브타입 B의 실험실 및 임상 분리물에 대한 TAF의 항바이러스 활
성은 림프모구 세포주, PBMC, 1차 단핵구/대식세포 및 CD4-T 림프구에서 평가되었습니다. EC50

TAF에 대한 값은 2.0에서 14.7 nM 범위였습니다.

TAF는 하위 유형 A, B, C, D, E, F 및 G(EC50값 범위는 0.10 ~ 12.0nM) 및 HIV-2에 대한 균주 비활성
(EC50값의 범위는 0.91 ~ 2.63nM)입니다.

주요 부류의 승인된 항HIV 제제(NRTI, NNRTI, INSTI 및 PI)의 광범위한 대표자를 대상으로 한 TAF 
연구에서 이러한 조합에 대한 길항작용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항바이러스제와 병용 시 항바이러스 활성:돌루테그라비르:돌루테그라비르의 항바이러스 활
성은 INSTI인 랄테그라비르와 병용할 때 길항적이지 않았다. 비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
(NNRTI), 에파비렌즈 또는 네비라핀; 뉴클레오사이드 역전사효소 억제제(NRTI), 아바카비르 또는 
스타부딘; 프로테아제 억제제(PI), 암프레나비르 또는 로피나비르; CCR5 공동 수용체 길항제, 마
라비록(maraviroc); 또는 융합 억제제인   엔푸비르티드. 돌루테그라비르 항바이러스 활성은 
HBV 역전사효소 억제제인   아데포비르와 병용하거나 항바이러스제 리바비린에 의해 억제될 때 
길항적이지 않았다.

저항:세포 배양:돌루테그라비르: 돌루테그라비르-내성 바이러스는 상이한 야생형 HIV-1 균주 및 계
통으로부터 시작하는 세포 배양에서 선택되었다. 아미노산 치환 E92Q, G118R, S153F 또는 Y, 
G193E 또는 R263K는 다른 계대에서 나타나며 돌루테그라비르에 대한 감수성을 최대 4배까지 감소
시켰습니다. 포함하는 돌연변이 바이러스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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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8R 또는 Q148H 치환은 돌루테그라비르에 대한 감수성을 감소시키는 인테그라제의 추가 치
환을 위해 선택되었습니다(배수 변화가 13에서 46으로 증가). 추가 인테그라제 치환에는 T97A, 
E138K, G140S 및 M154I가 포함되었습니다. L74M, E92Q 및 N155H에 대해 선택된 G140S 및 
Q148H를 모두 포함하는 돌연변이 바이러스의 계대.
엠트리시타빈: FTC에 대한 감수성이 감소된 HIV-1 분리주가 세포 배양 및 FTC로 치료된 피험자에서 
선택되었습니다. FTC에 대한 감소된 감수성은 HIV-1 RT에서 M184V 또는 I 치환과 연관되었습니다.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TAF에 대한 감수성이 감소된 HIV-1 분리주가 세포 배양에서 선택되었습
니다. TAF에 의해 선별된 HIV-1 분리주는 HIV-1 RT에서 K65R 치환을 발현했으며, 때때로 S68N 또
는 L429I 치환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HIV-1 RT에서 K70E 치환이 관찰되었습니다.

임상 시험: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HIV-1 감염 치료를 위한 다른 항레트로바이
러스제와 조합된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의 내성 프로파일은 HIV-1 감염 치료에
서 FTC + TAF와 EVG + COBI의 연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항레트로바이러스 경험이 없는 피험자에 
대한 통합 분석에서, 확인된 바이러스학적 실패, 48주차 또는 초기 연구 약물 중단 시점에 mL당 
400개 이상의 HIV-1 RNA를 가진 모든 피험자의 혈장 HIV-1 분리주에 대해 유전형 분석을 수행했
습니다. . 14명의 평가 가능한 대상 중 7명에서 유전형 내성이 발생했습니다. 등장한 저항 관련 대체
품은 M184V/I(N = 7) 및 K65R(N = 1)이었습니다. 3명의 피험자는 역전사효소의 다형성 Q207 잔
기에 R, H 또는 E가 출현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FTC + TDF를 포함하는 요법에서 EVG + COBI를 포함하는 FTC + TAF(N = 799).

교차 저항:돌루테그라비르:단일 통합효소 가닥 전달 억제제-내성 치환 T66K, I151L 및 S153Y는 돌루
테그라비르 감수성을 2배 이상 감소시켰습니다(범위: 참조 대비 2.3~3.6배). 다중 치환 T66K/L74M, 
E92Q/N155H, G140C/Q148R, G140S/Q148H, R 또는 K, Q148R/N155H, T97A/G140S/Q148 
및 E138/G14에서 a배 이상의 치환 감소 돌루테그라비르 감수성(범위: 참조 대비 2.5배 ~ 21배). 
HIV-2 돌연변이체에서, 치환 A153G/N155H/S163G 및 E92Q/T97A/N155H/S163D의 조합은 돌
루테그라비르 감수성을 4배 감소시켰고, E92Q/N155H 및 G140S/Q148R에서는 8.5배 감소를 나타
냈습니다. 감수성, 각각.

엠트리시타빈:M184V 또는 I로 치환된 FTC 내성 바이러스는 lamivudine에 교차 내성이 있었지만 
didanosine, stavudine, tenofovir 및 zidovudine에 대한 감수성은 유지되었습니다.

스타부딘 및 지도부딘티미딘 유사체 치환(M41L, D67N, K70R, L210W, T215Y/F, K219Q/E) 또는 
디다노신(L74V)에 대한 감소된 감수성을 부여하는 치환을 보유하는 바이러스는 FTC에 민감하게 유
지되었습니다. K103N 치환 또는 NNRTI에 대한 내성과 관련된 다른 치환을 포함하는 HIV-1은 FTC에 
취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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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테노포비르 내성 치환 K65R 및 K70E는 아바카비르, 디다노신, 엠트리
시타빈, 라미부딘 및 테노포비르에 대한 감수성을 감소시킵니다.

다중 티미딘 유사체 치환(M41L, D67N, K70R, L210W, T215F/Y, K219Q/E/N/R)이 있는 HIV-1 
또는 T69S 이중 삽입 돌연변이가 있거나 K65R을 포함하는 Q151M 치환 복합체가 있는 다중 뉴클
레오시드 내성 HIV-1 , 세포 배양에서 TAF에 대한 감소된 감수성을 보였다.

13
13.1 발암, 돌연변이, 생식 능력 손상
돌루테그라비르:쥐와 쥐에 대한 2년 간의 발암성 연구는 돌루테그라비르로 수행되었습니다. 마우스
에는 kg당 최대 500mg의 용량이 투여되었고, 쥐에게는 kg당 최대 50mg의 용량이 투여되었습니
다. 생쥐에서 시험한 최고 용량에서 약물 관련 신생물 발생률의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돌루테그라비르 AUC 노출이 1일 2회 50mg의 권장 용량에서 사람보다 약 14배 더 높게 나타났
습니다. 랫드에서 시험된 최고 용량에서 약물 관련 신생물 발생률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그 결
과 돌루테그라비르 AUC 노출은 권장 용량 50mg을 투여한 사람보다 수컷과 암컷에서 각각 10배 및 
15배 더 높았습니다. 매일 두 번.

비임상 독성학

엠트리시타빈:FTC의 장기 발암성 연구에서 1일 kg당 최대 750mg의 용량에서 마우스에서 약물 관
련 종양 발생 증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엠트리시타빈 및 1일 권장 용량 200mg에서 인체 전신 
노출의 23배).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또는 랫트에서 1일 kg당 최대 600mg의 용량(엠트리시타
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권장 용량에서 인체 전신 노출의 28배).

FTC는 역돌연변이 박테리아 테스트(Ames 테스트), 마우스 림프종 또는 마우스 소핵 분석에서 유
전독성이 없었습니다.

FTC는 엠트리시타빈과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의 일일 권장 용량 200mg을 투여했을 때 인간보다 
약 140배 또는 수컷 및 암컷 마우스에서 약 60배 더 높은 노출(AUC)에서 수태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았습니다. 출생 전부터 매일 노출된 쥐의 자손에서 생식능력은 정상이었습니다(자궁 내) 엠트리시타
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의 권장 일일 복용량 200mg에서 인간 노출보다 약 60배 높은 일일 노
출(AUC)에서의 성적 성숙을 통해.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TAF는 TDF 투여에 비해 빠르게 테노포비르로 전환되고 TDF 투여 후 랫드 
및 마우스에서 더 낮은 테노포비르 노출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발암성 연구는 TDF에 대해서만 수행되
었다. HIV-1 감염에 대한 TDF의 권장 용량(300mg)에서 인간에서 관찰된 것의 최대 약 10배(마우스) 
및 4배(쥐)의 노출에서 마우스 및 래트에 대한 TDF의 장기 경구 발암성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 이 연
구에서 테노포비르 노출은 엠트리시타빈과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의 일일 권장량 투여 후 인간에
서 관찰된 것의 약 167배(마우스) 및 55배(쥐)였습니다. 고용량 암컷 마우스에서 테노포비르 노출 시 
간 선종이 약 10배(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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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TDF) 및 167배(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노출이 인간에서 관찰되었습니
다. 쥐에 대한 연구는 발암성 소견에 대해 음성이었습니다.

TAF는 역돌연변이 세균 시험(Ames 시험), 마우스 림프종 또는 쥐 소핵 시험에서 유전독성이 없었
습니다.

짝짓기 전 28일 동안의 체표면적 비교를 기반으로 한 인간 용량의 62배(TAF 25mg)와 암컷 랫드에 
TAF를 수컷 쥐에게 투여했을 때 수태능, 짝짓기 성능 또는 초기 배아 발달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짝짓
기 전 14일 동안 쥐에게 임신 7일째까지.

13.2 동물 독성학 및/또는 약리학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TAF의 3개월 및 9개월 투여 후 유사한 중증도를 갖는 개에서 후방 포도막
에서 단핵 세포의 최소에서 약간의 침윤이 관찰되었습니다. 가역성은 3개월의 회복 기간 후에 나타났
습니다.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의 권장 일일 TAF 용량을 사용하여 인간에서 볼 수 
있는 노출의 5배(TAF) 및 15배(테노포비르)의 전신 노출에서 개의 눈 독성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14
14.1 성인 피험자
돌루테그라비르:치료 경험이 없는 대상:SPRING-2에서 822명의 피험자들이 무작위로 배정되었고 고
정 용량 이중 NRTI 치료(아바카비르 설페이트 및 라미부딘[EPZICOM] 또는 엠트리시타빈)와 함께 둘 
다 최소 1회 용량의 돌루테그라비르 50mg 1일 1회 또는 랄테그라비르 400mg 1일 2회를 받았습니
다. /테노포비르 DF[TRUVADA]). 유효성 및 안전성 분석에 포함된 피험자는 808명이었다. 기준선에
서 피험자의 중간 연령은 36세, 13% 여성, 15% 비백인, 11%가 B형 및/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동시 
감염, 2%가 CDC 클래스 C(AIDS), 28%가 HIV였습니다. -1 RNA가 mL당 100,000개 이상 복사, 
48%가 mm당 350개 미만의 CD4+ 세포 수를 가짐삼, 그리고 39%는 고정 용량 아바카비르 설페이트 
및 라미부딘(EPZICOM)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처리 그룹 간에 유사했습니다.

임상 연구

SPRING-2에 대한 결과(96주차 분석)는 표 12에 나와 있습니다.

표 12. 96주차에 SPRING-2에서 무작위 치료의 바이러스학적 결과
봄-2

96주차
랄테그라비르

400mg 2회
매일 + 2

NRTI
(n = 405)

돌루테그라비르
50 mg 1일 1회 + 2

NRTI
(n = 403)

HIV-1 RNA < 50카피/mL 82% 78%
치료 차이ㅏ 4.9%(95% 신뢰구간: -0.6%, 10.3%)디

바이러스학적 무반응 5% 10%
창의 데이터가 < 50 사본/mL가 아님 1% 삼%
효능 부족으로 중단 2%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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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
유로 중단됨 < 1% 삼%
ART 요법의 변화 < 1% < 1%

바이러스 데이터 없음
원인

12% 12%

이상반응 또는 사망으로 인해 중단된 
연구/연구 약물비

2% 2%

기타 이유로 중단된 연구/연구 약물
씨

8% 9%

기간 중 데이터가 누락되었지만 연구 
중

2% < 1%

기준 범주별 HIV-1 RNA가 50카피/mL 미만인 피험자의 비율(%)
혈장 바이러스 부하(복사본/mL)

≤ 100,000 84% 83%
> 100,000 79% 63%

성별
남성 84% 79%
여성 70% 68%

경주
하얀색 83% 78%
아프리카계 미국인/아프리
카 유산/기타

77% 75%

ㅏ
비

미리 지정된 계층화 요소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분석 기간 동안 치료에 대한 바이러스학적 데이터가 없는 경우 부작용 또는 사망으로 인해 중단
된 피험자를 포함합니다.
기타에는 동의 철회, 추적 관찰 실패, 이동 및 프로토콜 위반과 같은 이유가 포함됩니다.

1차 평가변수는 48주차에 평가되었으며 바이러스학적 성공률은 돌루테그라비르 투여군에서 
88%, 랄테그라비르 투여군에서 86%였으며 치료 차이는 2.6% 및 95% CI(-1.9%, 7.2%)였
습니다.

씨

디

봄-2: 바이러스학적 결과는 또한 CD4+ 세포 수, 연령, NRTI 배경 요법으로 EPZICOM 또는 
TRUVADA 사용을 포함한 기준선 특성에 걸쳐 비슷했습니다. 기준선에서 CD4+ 세포 수의 중앙값 변
화는 mm당 276개 세포였습니다.삼돌루테그라비르와 mm 당 264 세포를 투여받는 그룹에서삼96주
에 raltegravir 그룹의 경우.

돌루테그라비르 또는 NRTI 배경에 대한 치료-응급 내성은 없었다.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이력이 없는 사람(N = 866)의 초
기 요법으로 HIV-1 감염 성인에서 EVG + COBI와 함께 FTC + TAF를 시도하고 최소 6년 동안 바이러
스 억제를 받은 사람들에서 안정적인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을 대체하기 위해 알려진 내성 치환이 없
는 달(N = 799), 두 집단의 환자의 각각 92% 및 96%는 48주에 mL당 50 카피 미만의 HIV-1 RNA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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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분당 30mL 초과 분당 70mL 미만인 HIV-1 감염 성인 환자 248명을 대상
으로 한 시험에서 치료 경험이 없는 피험자(N = 6 ) EVG + COBI로 FTC + TAF로 시작했고 다른 요법
에서 이전에 바이러스학적으로 억제된 요법(N = 242)과 EVG + COBI로 FTC + TAF로 전환한 경우 
24주차에 HIV-1 RNA가 mL당 50개 미만이었습니다.

14.2 소아과 주제
돌루테그라비르:돌루테그라비르와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의 병용은 48주간의 공개 라벨, 다기
관, 용량 결정 임상 시험, IMPAACT P1093에서 6세에서 18세 미만의 치료 경험이 있고 INSTI 경험이 
없는 HIV-1 감염 대상에서 평가되었습니다. . 12세에서 18세 미만의 피험자는 코호트 I에 등록되었고 
6세에서 12세 미만의 피험자는 코호트 IIA에 등록되었습니다. 48주에 돌루테그라비르와 최적화된 배
경 요법으로 1일 1회 치료를 받은 12~18세 미만 피험자의 61%(14/23)가 mL당 50카피 미만의 
HIV-1 RNA로 정의된 바이러스학적 반응을 달성했습니다. 두 코호트 모두에서 48주차에 최소 40kg 
체중의 피험자의 67%(16/24)에서 바이러스학적 억제가 달성되었습니다.

16
50 mg/200 mg/25 mg 정제는 백색 내지 회백색의 필름 코팅된 타원형의 무채색 정제로중태
블릿의 한쪽 면과TD1반대편에.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보관 및 취급 방법

NDC 65015-293-14
건조제, 인덕션 씰 및 어린이 방지 캡이 있는 30정의 병

NDC 65015-293-18
건조제, 인덕션 씰 및 어린이 방지 캡이 있는 90정의 병

30°C(86°F) 이하에서 보관하십시오.

습기로부터 보호하십시오.

원래 용기에만 분배하십시오.

17
환자에게 FDA 승인 환자 라벨(환자 정보)을 읽도록 조언합니다.

환자 상담 정보

HBV 동시 감염 환자에서 치료 후 B형 간염의 급성 악화: HBV 및 HIV-1에 동시 감염되어 TDF 함유 
제품을 중단한 환자에서 B형 간염의 심각한 급성 악화가 보고되었으며,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
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 중단 시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경고 및 예방 조치
(5.4) 참조]. 환자에게 먼저 의료 제공자에게 알리지 않고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
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를 중단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약물 상호 작용: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는 다른 약물과 상호작
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용을 보고하도록 조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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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John's wort를 포함한 기타 처방 또는 비처방 약품 또는 허브 제품 [금기 사항(4), 약물 상호 
작용(7) 참조].

과민 반응:발진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하도록 환자에게 조언하십시오. 환자에게 돌
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 및 기타 의심되는 약물의 복용을 즉시 
중단하고 다음 증상 중 하나와 관련된 발진이 발생하면 심각한 과민증과 같은 더 심각한 반응의 징후
일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지시합니다. : 열; 일반적으로 아픈 느낌; 극심한 피로감; 근육 
또는 관절 통증; 물집 또는   피부 벗겨짐; 구강 물집 또는   병변; 눈 염증; 얼굴 붓기; 눈, 입술, 혀 또는 
입의 붓기; 호흡 곤란; 및/또는 간 문제의 징후 및 증상(예: 피부 또는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색, 어둡거
나 짙은 색 소변, 창백한 변 또는 배변, 메스꺼움, 구토, 식욕 상실 또는 통증, 통증,[경고 및 주의 사항
(5.2) 참조].

간독성: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의 한 성분인 돌루테그라
비르에서 간독성이 보고되었음을 환자에게 알립니다.[경고 및 예방 조치(5.1) 참조]. 특히 B형 또는 
C형 간염과 같은 간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
미드 정제로 치료하는 동안 간독성에 대한 실험실 모니터링이 권장된다는 것을 환자에게 조언합니
다.

면역 재구성 증후군:일부 진행성 HIV 감염(AIDS) 환자에서처럼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를 포함하여 항레트로바이러스 병용 요법 직후에 이전 감염의 염증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 징후 또는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료 제공자에게 알리도록 환자에게 
조언합니다. 시작된다[경고 및 예방 조치(5.5) 참조].

새로운 발병 또는 악화되는 신장 장애:환자에게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
나미드 정제를 신독성 약물과 동시 또는 최근에 사용하는 것을 피하도록 조언합니다. 테노포비르 전
구약물 사용과 관련하여 급성 신부전을 포함한 신장애가 보고되었습니다.[경고 및 예방 조치(5.6) 참
조].

유산산증 및 중증 간비대: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를 포
함한 일부 HIV 약물이 간 비대(간비대)를 동반한 젖산산증이라는 드물지만 심각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알리십시오.[경고 및 예방 조치(5.7) 참조].

젖 분비:HIV-1이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염될 수 있으므로 HIV-1 감염 여성에게 모유 수유를 하지 
않도록 지시하십시오.[특정 집단에서의 사용(8.2) 참조].

놓친 복용량:환자에게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의 용량을 놓
친 경우 기억하는 즉시 복용하도록 지시하십시오. 환자에게 다음 용량을 두 배로 늘리거나 처방된 용
량 이상을 복용하지 않도록 조언합니다.

환자에게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를 음식의 유무에 관계없
이 규칙적인 투여 일정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누락된 용량을 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립니다.[용량 및 투여(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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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환자에게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를 원래 포장에 보관
하고 습기로부터 보호하고 병을 단단히 닫도록 지시하십시오. 건조제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환자 정보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

(doe″ loo teg' ra vir eḿ trye syéta는 oh viral'afenamide의 10분의 1이었다)
중요: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
는 약에 대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십시
오."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를 복용하기 전에 의료 제공
자에게 무엇을 알려야 합니까?”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에 대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정
보는 무엇입니까?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는 다음을 포함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
니다.:
•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의 악화.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

제는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HBV) 감염 치료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HBV) 
감염이 있고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를 복용하는 경우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 복용을 중단하면 HBV가 악화
될 수 있습니다(발적). "재발"은 HBV 감염이 갑자기 이전보다 더 나쁜 방식으로 되돌아오는 경
우입니다.
•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가 HIV-1 및 HBV 감염이 모

두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돌루

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가 모두 없어지기 전에 처방전을 
다시 채우거나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십시오.

• 먼저 의료 제공자와 상의하지 않고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
미드 정제 복용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 의료 
제공자는 귀하의 건강을 자주 확인하고 HBV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 몇 달 동안 정기적으로 혈
액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 
복용을 중단한 후 나타날 수 있는 새롭거나 비정상적인 증상에 대해 의료 제공자에게 알리십시
오.

• 알레르기 반응.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로 발진이 발생
하면 즉시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
나미드 정제 복용을 중단하고 다음 징후나 증상과 함께 발진이 나타나면 즉시 의학적 도움을 받
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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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형열
영형일반적으로 아픈 느
낌 영형피로
영형근육 또는 관절 통증 영형
입안의 물집 또는   염증

영형물집 또는   피부 벗겨짐 영형눈의 
발적 또는 붓기 영형입, 얼굴, 입술의 붓
기 또는

혀
영형호흡 문제

• 간 문제.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의 병력이 있는 사람은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
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로 치료하는 동안 특정 간 검사에서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거나 변화
가 악화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간부전을 포함한 간 문제는 간 질환 또는 기타 위험 요인의 
병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발생했습니다. 의료 제공자는 간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할 수 있
습니다. 또한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를 복용하는 사람
들에게서 심각한 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심각한 간 문제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이 커질 수 있고(간비대) 간에 지방이 생길 수 있습니다(지방증).간 문제의 
다음 징후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영형당신의 피부 또는 당신의 눈의 흰 부분
노랗게 변하다(황달) 영형어

둡거나 "차색"의 소변
영형밝은 색의 변(배변)

부작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레페나미드 정제의 
가능한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영형메스꺼움 또는 구
토 영형식욕 상실
영형오른쪽의 통증, 통증 또는 압통

당신의 배 부분의 측면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는 무엇입니까?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는 체중이 40kg(88파운드) 이상인 
성인 및 어린이의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염을 치료하기 위한 완전한 요법으로 단독으로 
사용되는 처방약입니다.

HIV-1은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AIDS)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는~ 아니다고위험 성인의 성적 접
촉으로 HIV-1 감염 위험을 줄이는 데 사용합니다.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에는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
라페나미드의 3가지 처방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가 체중이 40kg(88파운드) 미만
인 어린이 또는 HIV-1 감염에 대해 특정 유형의 약을 받은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여부
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누가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를 복용해서는 안 됩니까? 다음과 같
은 경우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를 복용하지 마십시오.
•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 또는 돌루테그라비르, 엠트

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의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의 전체 성분 목록은 이 환자 정보의 끝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 도페틸리드(TIKOSYN®).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 및 도페틸리드
(TIKOSYN)를 복용하면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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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악한.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를 복용하기 전에 의료 제공자에
게 무엇을 알려야 합니까?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를 복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를 포함하여 귀하의 모든 의학적 상태에 대해 의료 제공자에게 알리십시오.
•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적이 있습

니다.
•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을 포함하여 간 문제가 있거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 신장 문제가 있다
• 임신 중이거나 임신할 계획입니다.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

드 정제가 태아에게 해를 끼치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
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로 치료하는 동안 임신한 경우 의료 제공자에게 알리십시
오.

• 모유 수유 중이거나 모유 수유 계획입니다.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
드 정제를 복용하는 경우 모유 수유를 하지 마십시오.
• HIV-1이 아기에게 전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HIV-1이 있는 경우 모유 수유를 해서는 안 됩

니다.
•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의 약 중 하나 이상이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
드 정제의 다른 약물이 모유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로 치료하는 동안 아기에게 
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십시오.

귀하가 복용하는 약에 대해 의료 제공자에게 알리고,처방 및 비처방 의약품, 비타민, 허브 보조제를 
포함합니다.

일부 의약품은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와 상호 작용합니다. 
약 목록을 보관하고 새 약을 받을 때 의료 제공자와 약사에게 보여주십시오.

•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와 상호 작용하는 의약품 목록
을 의료 제공자나 약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 제공자에게 알리지 않고 새 약을 복용하지 마십시오.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돌루테그라비
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를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안전한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를 어떻게 복용해야 합니까?
•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를 의료 제공자가 복용하

도록 지시한 대로 정확히 복용하십시오.
•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의 복용량을 놓치지 마십시오.
•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의 복용량을 놓친 경우 기억하

는 즉시 복용하십시오. 2회분을 동시에 복용하거나 정해진 용량 이상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 먼저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복용량을 변경하거나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 복용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
라페나미드 정제로 치료하는 동안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를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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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를 음식과 함께 또는 음식 없이 매일 1회 복
용하십시오.

• 제산제, 완하제 또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또는 완충제를 포함하는 기타 약을 복용하는 경우 돌루
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는 이러한 약을 복용하기 최소 2시
간 전 또는 6시간 후에 복용해야 합니다.

•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로 치료하는 동안 철분 또는 칼
슘 보충제를 경구로 복용해야 하는 경우:
영형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를 음식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돌루테

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를 복용하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보충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를 음식과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경우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를 이러한 보충제를 복용하기 최소 2
시간 전 또는 6시간 후에 복용하십시오.

•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혈액 내 바
이러스가 증가할 수 있으며 바이러스를 치료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급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약국에서 더 많이 받으십시오.

•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를 너무 많이 복용하는 경우 의
료 제공자에게 연락하거나 즉시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가십시오.

영형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의 가능한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
습니다.
•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에 대해 알아야 할 가

장 중요한 정보는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십시오.
• 면역 체계의 변화(면역 재구성 증후군)HIV-1 약을 복용하기 시작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강해지고 오랫동안 몸에 숨겨져 있던 감염과 싸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돌루테그라비
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
나기 시작하면 즉시 의료 제공자에게 알리십시오.

• 신부전을 포함한 새로운 또는 더 심각한 신장 문제.의료 제공자는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로 치료를 시작하기 전과 치료 중에 신장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 및 소변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귀하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귀하에게 새로운 또는 악화된 신장 문제가 발생
하는 경우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 복용을 중단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혈액에 너무 많은 젖산이 있습니다(젖산증).너무 많은 젖산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하지
만 드문 의학적 응급 상황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
리십시오: 쇠약 또는 평소보다 더 피곤함, 비정상적인 근육통, 숨가쁨 또는 빠른 호흡, 메스꺼움
과 구토를 동반한 복통, 손발이 차갑거나 파랗거나 어지럽거나 어지러움 , 또는 빠르거나 비정상
적인 심장 박동.

•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형
영형

이것이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의 모든 가능한 부
작용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 제공자 또는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수면 장애
메스꺼움

영형피로 • 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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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에 대한 의학적 조언은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1-800-FDA-1088로 FDA에 부작용을 보고
할 수 있습니다.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를 어떻게 보관해야 합니까?
•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를 30°C(86°F) 미만에서 보관하십시오.
•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를 원래 용기에 보관하십시오.
• 용기를 단단히 닫아 두십시오.
•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 한 병에는 약을 건조하게 유

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조제 패킷이 들어 있습니다(습기로부터 보호). 병에서 건조제 패킷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 및 모든 의약품을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에 보관하십시오.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일반 정보.
환자 정보 전단지에 나열된 것과 다른 목적으로 약이 처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방되지 않은 상태
에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돌루테그
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증상을 갖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해칠 수 있습니다. 더 자
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십시오. 건강 전문가를 위해 작성된 돌루테그라비르, 엠
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에 대한 정보는 의료 제공자나 약사에게 문의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Mylan Pharmaceuticals Inc.에 1-877-446-3679(1-877-4-INFO-RX)로 전
화하십시오.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의 성분은 무엇입니까? 활성 성분: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비활성 성분:크로스카멜로스 나트륨, 락토스 모노하이드레이트,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만니톨, 
미세결정질 셀룰로오스,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비닐 알코올, 포비돈, 나트륨 전분 글리콜레이트
(감자), 활석 및 이산화티타늄.
제조 업체:Mylan Laboratories Limited, 하이데라바드 ‒ 500 096, 인도
나열된 브랜드는 해당 소유자의 상표입니다.
이 환자 정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조 업체:
밀란 연구소 제한

하이데라바드—500 096, 인도

42

참조 ID: 4219844



개정: 201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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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필름코팅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돌루테그라
비르 나트륨 52.6mg(돌루테그라비르와 동일)

엠트리시타빈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푸마레이트 28.04 
mg(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와 동일) 25 mg

NDC 65015-293-14

50mg
200mg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
원래 용기에만 분배하십시오. 용기
를 단단히 닫아 보관하십시오.
코드 번호: MP/DRUGS/25/1/2014

평소 복용량:첨부된 처방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50mg/200mg/25mg
이 약과 모든 약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약사 참고 사항: 경고 상자를 약국 레이블로 덮지 마십시오.

경고: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
미드 정제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바니시 없는 지역

30°C(86°F) 이하에서 보관하십시오.

30정 수신만제조 업체:
마일라아르 자형엔라이자형악에프아르 자형이자형아토아르 자형리스N리씨티

하이데라바드 — 500 096, 인도

프롬프트 "LOT" & 
"EXP"는 가변 데이터 코딩

과 함께 인쇄됩니다.
미이자형에드아이디: 4219844

Myl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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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필름코팅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돌루테그라
비르 나트륨 52.6mg(돌루테그라비르와 동일)

엠트리시타빈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푸마레이트 28.04 
mg(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와 동일) 25 mg

NDC 65015-293-18

50mg
200mg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정제
원래 용기에만 분배하십시오. 용기
를 단단히 닫아 보관하십시오.
코드 번호: MP/DRUGS/25/1/2014

평소 복용량:첨부된 처방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50mg/200mg/25mg
이 약과 모든 약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약사 참고 사항: 경고 상자를 약국 레이블로 덮지 마십시오.

경고: 돌루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및 테노포비르 알라페나
미드 정제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바니시 없는 지역

30°C(86°F) 이하에서 보관하십시오.

90정 수신만
마누아르 자형에 의해 제조:

ㅏ
프롬프트 "LOT" & 
"EXP"는 가변 데이터 코딩

과 함께 인쇄됩니다.
밀란 라이자형악에프아르 자형이자형에게아르 
자형리스N리씨티 하이데라바드 — 500 096, 인도

미이자형에드아이디: 4219844
Myl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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