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바카비르/라미부딘 루핀 600 mg/300 mg 필름코팅정
아바카비르/라미부딘

이 약에는
당신을 위한 중요한 정보.
- 이 전단지를 보관하십시오. 다시 읽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세요.
- 이 약은 당신에게만 처방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마십시오. 질병의 징후가 귀하와 동일하더

라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는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여기에는 이 전단지에 나열되지 않은 가능한 모든 부
작용이 포함됩니다. 섹션 4를 참조하십시오.

-

중요 — 과민 반응
아바카비르/라미부딘 루핀에는 아바카비르가 함유되어 있습니다.(와 같은 의약품의 활성 물질이기도 합니
다.트리지비르, 트리메크그리고지아겐). 아바카비르를 복용하는 일부 사람들은과민반응(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아바카비르 함유 제품을 계속 복용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섹션 4의 패널에서 '과민 반응' 아래의 모든 정보를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Abacavir/Lamivudine Lupine 팩에는경고 카드, 귀하와 의료진에게 아바카비르 과민증에 대해 상기시
키십시오.이 카드를 항상 휴대하십시오.

이 전단지에 있는 내용
1. Abacavir/Lamivudine Lupine이란 무엇이며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2. 아바카비르/라미부딘 루핀을 복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3. 아바카비르/라미부딘 루핀 복용법
4. 가능한 부작용
5. 아바카비르/라미부딘 루핀 보관방법
6. 팩의 내용물 및 기타 정보

1. Abacavir/Lamivudine Lupine이란 무엇이며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Abacavir/Lamivudine Lupine은 성인, 청소년 및 체중 25kg 이상의 어린이에서 HIV(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바카비르/라미부딘 루핀은 HIV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두 가지 활성 성분인 아바카비르와 라미부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항레트로바이러스제 그룹에 속합니다.뉴클레오시드 유사체 역전사효소 억제
제(NRTI).

Abacavir/Lamivudine Lupine은 HIV 감염을 완전히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에 있는 바이
러스의 양을 줄이고 낮은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또한 혈액의 CD4 세포 수를 증가시킵니다. CD4 세포는 
신체가 감염과 싸우도록 돕는 데 중요한 백혈구 유형입니다.

모든 사람이 치료에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아바카비르/라미부딘 루핀같은 방법으로. 의사는 치료의 효
과를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2. 아바카비르/라미부딘 루핀을 복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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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cavir/Lamivudine Lupin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 당신이있는 경우알레르기(과민)아바카비르(또는 아바카비르를 함유한 다른 의약품 - (예: 트리지비르, 
트리메크또는지아겐), 라미부딘 또는 이 약의 다른 성분(섹션 6에 나열됨)

섹션 4의 과민 반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의사와 상의하세요이것이 당신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면.Abacavir/Lamivudine Lupin을 복용하지 마십시
오.

아바카비르/라미부딘 루핀으로 각별히 주의하세요
HIV에 대해 아바카비르/라미부딘 또는 기타 조합 치료를 받는 일부 사람들은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 더 높
습니다. 다음과 같은 추가 위험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

당신이 적당한또는 심한 간 질환
당신이 가진 적이 있다면간 질환, B형 또는 C형 간염 포함(B형 간염 감염이 있는 경우, 간염이 재발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조언 없이 Abacavir/Lamivudine Lupine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심각하다면초과 중량(특히 여성인 경우)신장 문제-
-
Abacavir/Lamivudine Lupin을 사용하기 전에 이들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약을 복용하는 동안 혈액 검사를 포함한 추가 검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섹션 4를 참조하십
시오.

아바카비르 과민반응
HLA-B*5701 유전자가 없는 환자도 여전히 발병할 수 있습니다.과민 반응(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이 전단지의 섹션 4에 있는 과민 반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심장마비의 위험
아바카비르가 심장마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사에게 알리십시오심장 문제가 있는 경우, 흡연을 하는 경우 또는 고혈압 또는 당뇨병과 같은 심장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타 질병이 있는 경우. 의사가 지시하지 않는 한 Abacavir/
Lamivudine Lupine 복용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증상에 주의하세요
HIV 감염을 위해 약을 복용하는 일부 사람들은 심각할 수 있는 다른 상태로 발전합니다. 아바카비르/라미부
딘 루핀을 복용하는 동안 주의해야 할 중요한 징후와 증상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 전단지의 섹션 4에 있는 'HIV에 대한 병용 요법의 기타 가능한 부작용' 정보를 읽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보호
HIV 감염은 감염된 사람과의 성적 접촉 또는 감염된 혈액의 전달(예: 주사 바늘 공유)을 통해 퍼집니다. 효
과적인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으로 위험을 낮추지만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HIV를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기타 의약품 및 아바카비르/라미부딘 루핀
다른 약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 또는 약사에게 알리십시오, 또는 한약 또는 처방전 없이 구입한 기타 의약품
을 포함하여 최근에 복용한 경우.

삼



Abacavir/Lamivudine Lupin을 복용하는 동안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의사나 약사에게 알리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약은 Abacavir/Lamivudine Lupin과 함께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

엠트리시타빈, 치료HIV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라미부딘을 함유한 기타 의약품HIV 감염또는B형 간염 감염

고용량트리메토프림/설파메톡사졸, 치료에 사용되는 항생제 클
라드리빈모세포 백혈병

의사에게 알리십시오당신이 이들 중 하나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
-

일부 의약품은 Abacavir/Lamivudine Lupine과 상호 작용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이 포함됩니다.

-페니토인, 치료를 위해간질.
의사에게 알리십시오페니토인을 복용하는 경우. 귀하가 Abacavir/Lamivudine Lupin을 복용하는 동안 의사가 귀
하를 모니터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메타돈,로 사용헤로인 대체품.아바카비르는 메타돈이 체내에서 제거되는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메타
돈을 복용하는 경우 금단 증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메타돈 용량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에게 알리십시오메타돈을 복용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경우 소르비톨 및 기타 당 알코올(예: 자일리톨, 만니톨, 락티톨 또는 말티톨)을 함유
한 의약품(보통 액체).

의사나 약사에게 알리십시오.당신이 이들 중 하나를 복용하는 경우.

• 리오시구아트, 치료를 위해혈관의 고혈압(폐동맥) 심장에서 폐로 혈액을 운반합니다. 의사는 abacavir가 
riociguat 혈액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riociguat 복용량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신
Abacavir/Lamivudine Lupine은 임신 중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바카비르/라미부딘 및 유사 의
약품은 태아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아바카비르/라미부딘 루핀을 복용한 경우 의사는 자녀의 발달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기적인 혈
액 검사 및 기타 진단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임신 중에 NRTI를 복용한 어린이의 경우, HIV에 
대한 보호의 이점이 부작용의 위험보다 더 큽니다.

모유 수유
HIV 양성인 여성은 모유 수유를 해서는 안 됩니다., HIV 감염이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아바카비르/라미부딘 루핀 성분 중 소량이 모유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모유 수유 중이거나 모유 수유를 생각하고 있는 경우:
즉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운전 및 기계 사용
Abacavir/Lamivudine Lupine은 운전 능력이나 기계 사용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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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상의하세요Abacavir/Lamivudine Lupin을 복용하는 동안 운전하거나 기계를 작동하는 능
력에 대해.

Abacavir/Lamivudine Lupine의 다른 성분에 대한 중요 정보 아바카비르/라미부딘 루핀에는 선셋 옐
로우(E110)라는 색소가 함유되어 있어 일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아바카비르/라미부딘 루핀 복용법

의사가 지시한 대로 항상 이 약을 복용하십시오..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의사 또는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성인, 청소년 및 체중 25kg 이상의 소아에 대한 아바카비르/라미부딘 루핀의 권장 용량은 1일 1회 1정입
니다.

약간의 물과 함께 정제를 통째로 삼키십시오. Abacavir/Lamivudine Lupine은 음식과 함께 또는 음식 없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정기적으로 연락하십시오
Abacavir/Lamivudine Lupine은 상태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매일 
계속 복용해야 합니다. 여전히 HIV 감염과 관련된 다른 감염 및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계속 연락하고 Abacavir/Lamivudine Lupine 복용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의사의 조언 
없이.

아바카비르/라미부딘 루핀을 정상 복용량보다 더 많이 복용하는 경우
실수로 아바카비르/라미부딘 루핀을 너무 많이 복용한 경우 의사나 약사에게 알리거나 가까운 병원 응급실
에 연락하여 추가 조언을 받으십시오.

아바카비르/라미부딘 루핀 복용을 잊은 경우
복용을 잊은 경우 생각나는 즉시 복용하십시오. 그런 다음 이전과 같이 치료를 계속하십시오. 잊은 복용량
을 보충하기 위해 두 번 복용하지 마십시오.

아바카비르/라미부딘 루핀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간격으로 복용하면 과민 반
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바카비르/라미부딘 루핀 복용을 중단한 경우
어떤 이유로든 Abacavir/Lamivudine Lupine 복용을 중단한 경우 - 특히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다
른 질병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의사는 증상이 과민 반응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
다. 의사가 그들이 관련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다시는 Abacavir/Lamivudine Lupin 또는 
abacavir가 포함된 다른 약(예: Trizivir, Triumeq 또는 Ziagen)을 복용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조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가 아바카비르/라미부딘 루핀 복용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조언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 의료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 첫 번째 용량을 복용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능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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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치료 중 체중과 혈중 지질 및 포도당 수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회복된 건강 및 
생활 방식과 관련이 있으며, 혈액 지질의 경우 때때로 HIV 약 자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의사는 이러한 변
화를 검사할 것입니다.

모든 약과 마찬가지로 이 약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복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HIV 치료를 받을 때 증상이 아바카비르/라미부딘 루핀이나 복용 중인 다른 약물의 부작용인지, 아니면 HIV 
질병 자체의 영향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상의 변화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HLA-B*5701 유전자가 없는 환자도 여전히 발병할 수 있습니다.과민 반응(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과민 반응'이라는 제목의 패널에서 이 전단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심각한 반응에 대한 정보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바카비르/라미부딘 루핀에 대한 아래 나열된 부작용뿐만 아니라, HIV에 대한 병용 요법 중에 다른 상태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 뒷부분의 'HIV에 대한 병용 요법의 기타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
다.

과민 반응
아바카비르/라미부딘 루핀포함아바카비르(와 같은 의약품의 활성 물질이기도 합니다.트리지비르, 트리
메크그리고지아겐). Abacavir는 과민 반응으로 알려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러한 과민 반응은 아바카비르가 함유된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누가 이러한 반응을 얻습니까?
아바카비르/라미부딘 루핀을 복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바카비르에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계속해서 아바카비르/라미부딘 루핀을 복용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전자가 있는 경우 이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HLA-B*5701(그러나 이 유전
자가 없어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Abacavir/Lamivudine Lupine이 처방되기 전에 이 유전자에 대한 
검사를 받았어야 합니다.이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Abacavir/Lamivudine Lupin을 복용
하기 전에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HLA-B*5701 유전자가 없는 임상 시험에서 아바카비르로 치료받은 환자 100명 중 약 3~4명이 과민 반응
을 나타냈다.

증상은 무엇입니까? 가장 흔한 증
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고온) 및피부 발진.

다른 일반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메스꺼움(아픈 느낌), 구토(아픈 것), 설사, 복부(위) 통증, 심한 피로감.

다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절이나 근육의 통증, 목의 부기, 숨가쁨, 인후통, 기침, 간헐적인 두통, 눈의 염증(결막염), 구강 궤양, 저
혈압, 따끔거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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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나 발의 마비.

이러한 반응은 언제 발생합니까?

과민 반응은 아바카비르/라미부딘 루핀으로 치료하는 동안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지만 치료 첫 6주 동안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1

2
피부 발진이 발생하거나
다음 그룹 중 2개 이상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
⁻
⁻

열
숨가쁨, 인후통 또는 기침 메스꺼움 또는 구토, 설사 
또는 복통 심한 피로 또는 통증, 또는 일반적으로 아픈 
느낌.

의사는 Abacavir/Lamivudine Lupine 복용을 중단하도록 조언할 수 있습니다..

Abacavir/Lamivudine Lupin 복용을 중단한 경우.
과민반응으로 인해 아바카비르/라미부딘루핀 복용을 중단한 경우,절대 다시는 Abacavir/Lamivudine 
Lupin 또는 abacavir를 포함하는 다른 약(예: Trizivir, Triumeq 또는 Ziagen)을 복용해서는 안 됩
니다.. 그렇게 하면 몇 시간 내에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낮아져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Abacavir/Lamivudine Lupine 복용을 중단한 경우 - 특히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질병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의사는 증상이 과민 반응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의
사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그러면 다시는 Abacavir/Lamivudine Lupin 또는 abacavir를 포함
하는 다른 약(예: Trizivir, Triumeq 또는 Ziagen)을 복용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 조언
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아바카비르 함유 제품을 다시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복용을 중단하기 전에 경고 카드에 한 가지 증
상만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과민 반응이 발생했습니다.

과거에 과민증의 증상 없이 아바카비르가 함유된 약을 복용한 적이 있는 환자가 이 약을 다시 복용하기 시
작하면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의사가 아바카비르/라미부딘 루핀 복용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조언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 의료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 첫 번째 용량을 복용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바카비르/라미부딘에 과민증이 있는 경우 안전한 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은 모든 아바카비르/라미부
딘 루핀 정제를 반환하십시오.의사나 약사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Abacavir/Lamivudine Lupine 팩에는경고 카드, 과민 반응에 대해 귀하와 의료진에게 상기시킵니다.
이 카드에는 중요한 안전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항상 휴대하십시오..

일반적인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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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10분의 1까지사람들:

-
-
-
-
-
-
-
-
-
-
-
-
-
-
-
-
-

과민 반응 두통

아프다(구토) 아픈 느
낌 (메스꺼움) 설사

복통
식욕 상실
피로, 기력 부족 발열(고열) 전반
적인 몸이 좋지 않은 느낌 수면 장
애(불명증) 근육통 및 불편함 관절
통

기침
자극되거나 콧물 피부 
발진
탈모.

흔하지 않은 부작용
이들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100분의 1까지혈액 검사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
-
-

낮은 적혈구 수(빈혈증) 또는 낮은 백혈구 수(호중구 감소증) 간 효소 수치의 증가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세포 수 감소(혈소판 감소증).

드문 부작용
이들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1000분의 1까지사람들:

-
-
-

황달, 간 비대 또는 지방간과 같은 간 장애, 염증(간염) 췌장의 염증(췌장염) 근육 조직의 
분해.

혈액 검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드문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라는 효소의 증가아밀라아제.

매우 드문 부작용
이들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10,000분의 1까지사람들:

-
-
-

무감각, 피부의 따끔거림 느낌(핀과 바늘) 팔다리의 쇠약
감
물집을 형성하고 작은 표적처럼 보일 수 있는 피부 발진(가장자리 주위에 어두운 고리가 있는 옅은 
부분으로 둘러싸인 중앙의 어두운 반점)(다형홍반)
특히 입, 코, 눈 및 생식기 주변에 물집과 벗겨지는 피부가 있는 광범위한 발진(스티븐스-존슨 증후
군), 그리고 신체 표면의 30% 이상에서 피부 박리를 일으키는 더 심한 형태(독성 표피 괴사). 젖산증
(혈액 내 과도한 젖산)

-

-

이러한 증상 중 하나라도 발견되면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혈액 검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매우 드문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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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수가 새로운 적혈구를 생성하지 못함(순수한 적혈구 무형성증).

부작용이 생긴다면
의사나 약사에게 알리십시오.부작용 중 하나가 심각하거나 골칫거리가 되거나 이 전단지에 나열되
지 않은 부작용을 발견한 경우.

HIV에 대한 병용 요법의 기타 가능한 부작용
아바카비르/라미부딘과 같은 병용 요법은 HIV 치료 중에 다른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염 및 염증의 증상

오래된 감염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진행성 HIV 감염(AIDS) 환자는 면역 체계가 약하고 심각한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기회 감염
). 이러한 감염은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침묵"이었고 약한 면역 체계에 의해 감지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후 면역 체계가 강해지고 감염을 공격하여 감염이나 염증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증상
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열, 다음 중 일부:

-
-
-

드문 경우지만 면역 체계가 강해지면 건강한 신체 조직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자가면역질환). 자가면역 장애의 증상은 HIV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 수개월 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

두통
복통
호흡 곤란

심계항진(빠르거나 불규칙한 심장 박동) 또는 떨림 과
다 활동(과도한 안절부절 및 움직임)
손과 발에서 시작하여 몸의 몸통쪽으로 이동하는 약점.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염증이 있거나 위의 증상 중 하나라도 발견되는 경우:
즉시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의사의 조언 없이 감염에 대해 다른 약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HIV에 대한 병용 요법을 받는 일부 사람들은골괴사증. 이 상태에서는 뼈에 혈액 공급이 감소되어 뼈 조직의 
일부가 죽습니다. 사람들은 이 상태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
-
-
-

장기간 병용 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알코올을 마시는 경우 코르티코스테로이드라는 항염증제를 함께 복용하는 
경우
과체중인 경우 면역 체계가 매우 약한 경
우.

골괴사증의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관절의 뻣뻣함
통증 및 통증(특히 엉덩이, 무릎 또는 어깨에서) 움직임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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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보고
부작용이 있는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여기에는 이 전단지에 나열되지 않은 가능한 모든 부
작용이 포함됩니다. Yellow Card Scheme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부작용을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www.mhra.gov.uk/yellowcard 또는 Google Play 또는 Apple App Store에서 MHRA Yellow Card
를 검색하십시오..부작용을 보고함으로써 이 약의 안전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How to store Abacavir/Lamivudine Lupin

Keep this medicine out of the sight and reach of children.

Do not take this medicine after the expiry date shown on the carton. The expiry date refers to the last day of 
that month.

Store below 25oC.

Do not throw away any medicines via wastewater or household waste. Ask your pharmacist how to throw 
away medicines you no longer use. These measures will help protect the environment.

6. Contents of the pack and other information

What Abacavir/Lamivudine Lupin contains
The active substances in each Abacavir/Lamivudine Lupin film-coated tablet are abacavir 
hydrochloride equivalent to 600 mg abacavir and 300 mg of lamivudine.

다른 성분은 미정질 셀룰로오스, 크로스포비돈(Type A), 포비돈(K-30), 산화철 황색(E172) 및 정제의 코
어에 있는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입니다. 정제 코팅에는 하이프로멜로스 HPMC 2910-3mPas, 하이프로
멜로스 HPMC 2910-6mPas, 이산화티타늄(E171), 마크로골 400, 폴리소르베이트 80 및 선셋 옐로우 알
루미늄 레이크(E1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바카비르/라미부딘 루팡의 외형과 팩 내용물
아바카비르/라미부딘 루핀은 주황색, 캡슐형, 양면이 볼록한 20.6 mm x 9.1 필름코팅정으로 한 면에 
'300', 다른 면에 '600'이 새겨져 있습니다.

Abacavir/Lamivudine Lupine은 30, 60 또는 90개의 필름 코팅 정제를 포함하는 블리스터 팩 또는 60 또는 90개의 
필름 코팅 정제를 포함하는 멀티 블리스터 팩으로 공급됩니다.
병에 30 필름 코팅 정제활성탄 주머니 또는활성탄 주머니와 산소 흡수제가 병의 수분을 조절합니다.

모든 팩 크기가 판매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케팅 허가 보유자 및 제조업체

Lupine Healthcare (UK) Limited
Urban Building, 2nd floor 3-9 
Albert Street, Slough, Berkshire 
SL1 2BE, 영국

이 전단지는 2021년 3월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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