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방 정보의 하이라이트
이러한 주요 내용에는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mg/100mg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에 대한 전체 처방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아나필락시스, 독성 표피 괴사,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기관지 경련 및 혈관 부종이 
포함됩니다. 발진을 포함한 심각한 반응이 나타나면 치료를 중단하십시오(5.5).

고빌리루빈혈증:대부분의 환자는 간접 빌리루빈의 무증상 증가를 경험하며 중단 시 
가역적입니다. 복용량을 줄이지 마십시오. 아미노전이효소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
면 대체 병인을 평가하십시오(5.6).

총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상승:치료 전과 그 후에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십시
오. (5.7)
신결석과 담석은보고되었다. 일시적 중단 또는 중단 고려(5.8)

환자는 당뇨병, 고혈당증의 새로운 발병 또는 악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5.9)

환자는 면역 재구성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10) 환자는 체지방이 재분배/
축적될 수 있습니다. (5.11) 혈우병:자연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 인자 VIII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5.12).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경구용 300 mg/100 mg

- - - - - - - - - - - - - - - - - 표시 및 사용법---------------- 프로테아제 억제제와 CYP3A 억제
제의 조합인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mg/100mg은 HIV-1 감염 치료
를 위해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와 함께 사용하도록 표시됩니다(1)

- - - - - - - - - - - - 용량 및 투여------------ Atazanavir 및 Ritonavir 정
제 300 mg/100 mg을 음식과 함께 복용하십시오.

• 성인 및 소아 환자(6세 이상, 체중 35kg):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 mg/100 mg 1일 1회 음식과 함께. (2.1)

• 임신: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mg/100mg 1일 1회 음식과 함께, 
일부 병용 약물에 대한 용량 조절. (2.2)

- - - - - - - - - - - - - - - - - - - - 이상 반응-------------------- 아타자나비르: 가장 흔
한 이상반응(2% 이상)은 메스꺼움, 황달/공막 황달, 발진, 두통, 복통, 구토, 불면
증, 말초 신경 증상, 현기증, 근육통, 설사, 우울증, 발열이다. (6.1, 6.2)

리토나비르: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위장관계(설사, 메스꺼움, 구토, 복통(위 및 아
래) 포함), 신경계 장애(감각이상 및 구강 감각이상 포함), 발진, 피로/무력증(6.1)
이었다.- - - - - - - - - - 투여 형태 및 강도-----------

정제: 300mg 아타자나비르(341.7mg 아타자나비르 설페이트에 해당) 및 
100mg 리토나비르(3)

의심되는 이상 반응을 보고하려면 CIPLA(1-866-604-3268) 또는 FDA(1-800-
FDA-1088) 또는 www.fda.gov/medwatch에 문의하십시오.- - - - - - - - - - - - - - - - - - - - 금기----

아타자나비르 및 리토나비르 정제 300mg/100mg은 이 제품의 성분에 대해 알려
진 과민성(예: 다형 홍반, 독성 피부 발진 또는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있는 환자
에게 금기입니다. (4)

- - - - - - - - - - - - - - - - - - - - - - 약물 상호작용--- 아타자나비르와 리토나비르 정
제 300mg/100mg의 병용투여는 다른 약물의 농도를 변화시킬 수 있고 다른 약물
은 아타자나비르, 리토나비르의 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잠재적인 약물-약물 상
호작용은 치료 전과 치료 중에 고려되어야 합니다(4, 5.1, 7, 12.3)

알푸조신, 트리아졸람, 경구 투여된 미다졸람, 맥각 유도체, 리팜핀, 이리노테칸, 
루라시돈, 로바스타틴, 심바스타틴, 인디나비르, 시사프리드, 피모자이드, 세인트
존스워트, 실데나필과 함께 REVATIO®로 투여 시. (4)

- - - - - - - - - - - - - - 특정 집단에서 사용------------ 임신:이용 가능한 인간 및 동물 
데이터에 따르면 atazanavir는 배경 비율에 비해 전반적으로 주요 선천적 기형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8.1)

젖 분비:모유 수유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8.2) B형 또는 C형 
간염 동시 감염: 간 효소 모니터링(5.3)
신장 장애:치료 경험이 있는 혈액투석으로 관리되는 말기 신질환 환자에게는 사용
하지 말 것(2.3, 8.6)
간 장애:간 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는 권장하지 않음(2.4, 8.8)

- - - - - - - - - - - - - - - 경고 및 주의사항----------
심장 전도 이상:일부 환자에서는 PR 간격 연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도
계 질환이 있는 환자 또는 PR 간격을 연장시킬 수 있는 다른 약물과 함께 투여하는 
경우(5.2, 6.4, 7.3, 12.2, 17.3) 주의하여 사용

간독성: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B형 간염 및 C형 간염을 포함한 기저 간 질환
이 있는 환자 또는 현저한 트랜스아미나제 상승(5.3, 6.3, 6.4, 8.8)이 있는 환자에
서 치료 전 및 치료 중 간 기능을 모니터링합니다.

췌장염: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임상적으로 적절한 경우 치료 중단(5.4)

알레르기 반응/과민성: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되었습니다

환자 상담 정보 및 FDA 승인 환자 라벨은 17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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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처방 정보

1 표시 및 사용법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mg/100mg은 HIV-1 감염 치료를 위해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와 함께 
사용됩니다.

사용 제한:

•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서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의 사용은 기준선 1차 프로테아제 억제제 내성 대체 
횟수에 따라 안내되어야 합니다.미생물학(12.4)].

2 용법 및 투여 일반적인 투여 권장 사항:

•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 mg/100 mg은 음식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 H와 병용 시2-수용체 길항제 또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의 경우 용량 분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디다노신 완충제 또는 장용성 코팅 제제, 아타자나비르 및 리토나비르 정제와 병용 투여하는 경우, 디다
노신 2시간 전 또는 1시간 후에 300mg/100mg을 (음식과 함께) 투여해야 합니다.

2.1 권장 복용량

성인 및 소아 환자(6세 이상, 체중 35kg 이상): 권장 복용량은 1일 1정을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2.2 임신

임신 중 및 산후 기간 동안의 투여:

• 이 약은 아타자나비르와 리토나비르 정제의 한 성분인 아타자나비르에 감수성인 HIV-1 계통이 있는 임
산부에게만 투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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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2기 또는 3기 동안 치료 경험이 있는 임산부에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2- 더 높은 용량의 아타자나
비르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용체 길항제 또는 테노포비어. H와 H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atazanavir 용
량을 권장하기에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2- 치료 경험이 있는 임산부에서 수용체 길항제 및 테
노포비르.

• 산후 환자에 대한 용량 조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타자나비르와 리토나비르 정제의 한 성분
인 아타자나비르의 노출이 분만 후 첫 2개월 동안 더 높을 수 있으므로 환자의 이상반응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특정 집단에서의 사용(8.1) 및 임상 약리학(12.3)을 참조하십시오.]

2.3 신장 장애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혈액투석으로 관리되는 말기 신질환이 있는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를 포함하여 신장애 환자에 대한 용량 조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
혈액투석으로 관리되는 말기 신질환이 있는 HIV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게 아타자나비르와 리토나비르 정제를 
투여해서는 안 된다. [특정 집단에서의 사용 참조(8.7)]. 다른 치료 경험이 있는 신장애 환자에 대한 용량 조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4 간 장애

아타자나비르와 리토나비르 정제는 간 장애 환자에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타자나비
르와 리토나비르가 해당 인구 집단에서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다경고 및 예방 조치(5.3) 및 특정 집단
에서의 사용(8.8)].

3 제형 및 강도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에는 300mg의 atazanavir(341.7mg의 atazanavir 황산염에 해당)와 100mg
의 리토나비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제는 황색의 양면이 볼록한 캡슐형의 필름코팅정으로 한쪽 면에 
"SVN"이, 다른 면에 무색의 양각이 새겨진 정제입니다.

4 금기 사항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 mg/100 mg은 금기입니다.

• 이 제품의 구성성분에 대해 알려진 과민증(예: 다형 홍반, 독성 피부 발진 또는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있는 환자.

• 제거를 위해 CYP3A 또는 UGT1A1에 크게 의존하고 혈장 농도 상승이 심각한 및/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과 관련된 약물과 병용 투여하는 경우. 이들 및 기타 금기 약물은 표 1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 CYP3A를 강력하게 유도하고 아타자나비르의 노출을 낮추고 효능을 상실할 수 있는 약물과 병용 투여
하는 경우(표 1 참조).

삼

참조 ID: 4173147



표 1: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에 금기인 약물
금기인 클래스 내의 약물

아타자나비르약물 클래스 임상 논평
알파 1-아드레날린 수용체
길항근

알푸조신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증가된 알푸조신 농도의 
가능성.

항협심증 라놀라진 심각하고/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의 가능
성.

항부정맥제 아미오다론, 드로네다론, 플
레카이니드, 프로파페논, 퀴
니딘

심장 부정맥의 가능성

통풍 방지 콜히친ㅏ 신장 및/또는 간 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심각하
고/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의 가능성

항진균제 리팜핀 리팜핀은 아타자나비르의 혈장 농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며, 이는 치료 효과의 상실 및 내성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

항종양 이리노테칸 Atazanavir는 UGT1A1을 억제하고 이리노테칸
의 대사를 방해하여 이리노테칸 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항정신병약 루라시돈 아타자나비르 및 리토나비르와 함께 투여하면 심각
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
습니다.

피모자이드 심장 부정맥과 같은 심각하고/또는 생명을 위
협하는 반응의 가능성.

벤조디아제핀 트리아졸람, 경구 투여 미다졸람 트리아졸람과 경구 투여된 미다졸람은 CYP3A4에 
의해 광범위하게 대사됩니다.
트리아졸람 또는 경구 투여된 미다졸람과 아타자나비
르의 병용 투여는 이러한 벤조디아제핀의 농도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장기간 또는 증가된 진정 또는 
호흡 억제와 같은 심각하고/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
건의 가능성.

맥각 파생물 디히드로에르고타민,
에르고타민, 에르고노빈, 
메틸에르고노빈

사지 및 기타 조직의 말초 혈관 경련 및 허혈을 특징
으로 하는 급성 맥각 독성과 같은 심각하고/또는 생명
을 위협하는 사건의 가능성.

GI 운동성 에이전트 시사프라이드 심장 부정맥과 같은 심각하고/또는 생명을 위
협하는 반응의 가능성.

허브 제품 세인트 존스 워트(천공과) 바이러스 반응의 손실 및 아타자나비르 및 리토나비르에 대
한 내성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HMG-CoA 환원효소
억제제

로바스타틴, 심바스타틴 횡문근 융해증을 포함한 근육병증과 같은 심각한 
반응의 가능성.

PDE5 억제제 실데나필비폐질환 치료에 사용
하는 경우
동맥 고혈압

A실데나필 관련 부작용(시각 장애, 저혈압, 지속발기
증 및 실신 포함)의 가능성.

프로테아제 억제제 인디나비르 atazanavir와 indinavir는 모두 다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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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접합) 고빌리루빈혈증.
진정제/수면제 경구 미다졸람, 트리아졸람 진정 또는 호흡 억제를 연장하거나 증가시킵니다.

ㅏ보다약물 상호 작용, 표 8(7)간 및 신기능이 정상인 환자의 콜히친 투여용.

비보다약물 상호 작용, 표 8(7)발기부전 치료제로 실데나필을 병용투여하는 경우.

5 경고 및 주의사항

5.1 약물 상호작용
아타자나비르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 심각한 약물 상호 작용 또는 바이러스 활성 손실로 인해 atazanavir와 함
께 사용이 금기인 약물 목록은 표 1을 참조하십시오. 금기 사항 (4)]. 확립된 기타 잠재적으로 중요한 약물 상호
작용에 대해서는 표 8을 참조하십시오.약물 상호 작용 (7.3)].

5.2 심전도 이상 / PR 간격 연장

아타자나비르
Atazanavir는 일부 환자에서 심전도의 PR 간격을 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한 지원자와 환자에서 
방실(AV) 전도의 이상은 무증상이었고 일반적으로 1도 AV 차단으로 제한되었습니다. 2도 방실 차단 및 기타 전
도 이상이 보고되었습니다.이상반응(6.4)그리고과다 복용 (10)]. 심전도를 포함한 임상 시험에서 무증상의 1도 
방실 차단은 아타자나비르 치료 환자의 5.9%(n=920),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치료 환자의 5.2%(n=252), 넬
피나비르 치료 환자의 10.4%( n=48), 에파비렌즈 치료 환자의 3.0%(n=329). 연구 AI424-045에서 무증상 1
도 방실 차단이 연구 중 심전도 측정을 한 atazanavir/ritonavir 치료 환자의 5%(6/118)와 lopinavir/
ritonavir 치료 환자의 5%(6/116)에서 관찰되었습니다. 기존의 전도계 질환(예: 뚜렷한 1도 방실 차단 또는 2
도 또는 3도 방실 차단)이 있는 환자의 임상 경험이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환자에게 아타자나비르를 주의해서 사
용해야 합니다. [보다임상약리학(12.2)].

리토나비르
Ritonavir는 일부 환자에서 PR 간격을 연장합니다. 환자에서 2도 또는 3도 방실 차단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기본 구조적 심장 질환, 기존의 전도 시스템 이상, 허혈성 심장 질환, 심근병증이 있는 환자는 심장 전도 이상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리토나비르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PR 간격을 연장하는 다른 약물(칼슘 채널 차단제, 베타-아드레날린성 차단제, 디곡신 및 아타자나비르 포함)과 
리토나비르의 병용 투여가 PR 간격에 미치는 영향은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약물과 리토나
비르의 병용 투여는 특히 CYP3A에 의해 대사되는 약물과 함께 주의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임상 모니터링이 권
장됩니다.

5.3 간독성/간 반응 Atazanavir

간장애 환자에게 아타자나비르를 투여할 때는 아타자나비르 농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B형 또
는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있거나 치료 전에 트랜스아미나제의 현저한 상승이 있는 환자는 추가 발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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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아미나제 상승 또는 간 대상부전. 이러한 환자에서는 아타자나비르 치료를 시작하기 전과 치료 중에 간 
실험실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이상반응(6.3) 그리고특정 집단에서의 사용(8.8)].

리토나비르
리토나비르 단독 투여 또는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와 병용 투여한 환자에서 정상, 임상적 간염 및 황달이 
상한치의 5배를 초과하는 간 트랜스아미나제 상승이 발생했다. 기저 B형 또는 C형 간염이 있는 환자에서 트
랜스아미나제 상승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간 질환, 간 효소 이상 또는 간염이 있는 환자에게 
리토나비르를 투여할 때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환자에서, 특히 리토나비르 치료의 첫 3개월 동안 증가된 
AST/ALT 모니터링을 고려해야 합니다.특정 집단에서의 사용(8.8)].

일부 사망을 포함하여 간 기능 장애에 대한 임상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
용하거나 진행성 AIDS 환자에서 발생했습니다.

5.4 췌장염
고중성지방혈증이 발생한 환자를 포함하여 리토나비르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췌장염이 관찰되었습니다. 어
떤 경우에는 사망자가 관찰되었습니다. 진행성 HIV 질환이 있는 환자는 트리글리세리드 상승 및 췌장염의 위
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경고 및 주의사항(5.7)]. 췌장염을 시사하는 임상 증상(메스꺼움, 구토, 복통)이나 
실험실 수치의 이상(혈청 리파아제 또는 아밀라아제 수치 증가 등)이 나타나면 췌장염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러한 징후 또는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는 평가되어야 하며 췌장염 진단이 내려지면 리토나비르 치료를 중단해
야 합니다.

5.5 알레르기 반응/과민성/발진

대조 임상 시험에서 발진(인과성에 관계없이 모든 등급)이 아타자나비르로 치료받은 환자의 약 20%에서 발
생했습니다. 임상 연구에서 발진이 시작되는 시간의 중앙값은 7.3주였고 발진의 지속 기간 중앙값은 1.4주였
습니다. 발진은 일반적으로 경증에서 중등도의 반구진 피부 발진이었습니다. 중등도 또는 중증 발진(2% 이
상의 비율로 발생)의 치료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은 개별 임상 연구에 대해 제시됩니다.이상반응(6.1)]. 발진
이 발생한 환자에서 아타자나비르의 투여는 종종 중단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임상 시험에서 발진에 대한 중
단 비율은 1% 미만이었습니다. 심한 발진이 나타나면 아타자나비르를 중단해야 한다. 스티븐스-존슨 증후
군, 다형 홍반 및 약물 발진, 호산구 증가증 및 전신 증상(DRESS) 증후군을 포함한 독성 피부 발진의 사례가 
아타자나비르를 투여받는 환자에서 보고되었습니다.금기 사항 (4)].

리토나비르
두드러기, 경미한 피부 발진, 기관지 경련 및 혈관 부종을 포함한 알레르기 반응이 리토나비르에서 보고되었습
니다. 아나필락시스, 독성 표피 괴사(TEN) 및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의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심한 반응이 나
타나면 치료를 중단하십시오.

5.6 고빌리루빈혈증
atazanavir를 복용하는 대부분의 환자는 UDP-글루쿠로노실 전이효소(UGT) 억제와 관련된 간접(비접합) 빌
리루빈의 무증상 상승을 경험합니다. 이 고빌리루빈혈증은 아타자나비르 중단 시 가역적이다. 고빌리루빈혈증
과 함께 발생하는 간 트랜스아미나제 상승은 대체 병인에 대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총 빌리루빈이 ULN의 5배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한 환자에 대한 장기 안전성 데이터는 없습니다. 빌리루빈 상승과 관련된 황달 또는 공막 
황달이 환자에게 미용상의 문제를 나타내는 경우 아타자나비르에 대한 대체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타자나비르의 용량 감량은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6

참조 ID: 4173147



감량된 용량의 효능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이상반응(6.1, 6.2)].

5.7 지질 장애
리토나비르 요법을 단독으로 또는 사퀴나비르와 병용하여 치료하면 총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농도가 상당히 
증가합니다.이상반응(6.1)]. 트리글리세리드 및 콜레스테롤 검사는 리토나비르 치료를 시작하기 전과 치료 중 
주기적 간격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지질 장애는 리토나비르와의 잠재적인 약물-약물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임상
적으로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및 HMG CoA 환원효소 억제제[참조금기 사항 (4)그리고약물 상호 작용 (7)].

5.8 신결석과 담석증
아타자나비르 치료를 받고 있는 HIV 감염 환자에서 신결석증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환자는 추가 관리를 
위해 입원이 필요했고 일부는 합병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임상 실습 중에 자발적으로 보고되었기 때
문에 빈도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신결석 및/또는 담석증의 징후 또는 증상이 나타나면 일시적인 치료 중단 또는 
중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이상반응(6.4)].

5.9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심각한 이상반응의 위험
CYP3A에 의해 대사되는 약물을 투여받는 환자에서 CYP3A 억제제인   리토나비르와 함께 아타자나비르를 시
작하거나 리토나비르와 함께 이미 아타자나비르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에서 CYP3A에 의해 대사되는 약물을 
시작하면 CYP3A에 의해 대사되는 약물의 혈장 농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CYP3A를 억제하거나 유도하는 
약물의 시작은 각각 리토나비르와 함께 아타자나비르의 농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작용은 다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병용 약물의 더 많은 노출로 인해 잠재적으로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명적인 사건을 초래할 수 
있는 임상적으로 유의한 이상반응.
• 리토나비르와 아타자나비르의 더 많은 노출로 인한 임상적으로 유의한 이상반응.
• 리토나비르와 아타자나비르의 치료 효과 상실 및 내성 발생 가능성.

용량 권장 사항을 포함하여 이러한 가능하고 알려진 중요한 약물 상호 작용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단계는 
표 8을 참조하십시오.[약물 상호 작용(7.3) 참조].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 치료 전과 치료 중 약물 상호
작용의 가능성을 고려하십시오. atazanavir/ritonavir 치료 중 병용 약물을 검토합니다. 병용 약물과 관
련된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합니다.[금기 사항(4) 및 약물 상호 작용(7) 참조].

5.10 당뇨병/고혈당증
아타자나비르와 리토나비르를 포함한 프로테아제 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HIV 감염 환자에서 새로 발병한 당
뇨병, 기존 당뇨병의 악화 및 고혈당이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환자는 이러한 사건의 치료를 위해 인슐린 또는 경
구 혈당강하제의 시작 또는 용량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발생했습니다. 프로
테아제 억제제 치료를 중단한 환자에서 일부 경우에 고혈당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상반응은 임상에서 자
발적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빈도를 추정할 수 없으며 프로테아제 억제제 치료와 이러한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
관계도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고혈당, 새로운 당뇨병 발병 또는 당뇨병 악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고려하십시오. 
이상반응(6.4)].

5.11 면역 재구성 증후군
면역 재구성 증후군은 아타자나비르와 리토나비르를 포함한 복합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으로 치료받은 HIV 
감염 환자에서 보고되었습니다. 복합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의 초기 단계에서 면역 체계가 반응하는 환자는 
염증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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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태하거나 잔여 기회 감염에 대한 반응(예:마이코박테리움 아비움감염, 거대세포바이러스,폐포자충폐렴 또
는 결핵), 추가 평가 및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가면역 장애(예: 그레이브스병, 다발근염 및 길랑-바레 증후군)도 면역 재구성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발병 시간은 더 다양하며 치료 시작 후 수개월 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5.12 지방 재분배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중심 비만, 경추 배쪽 지방 비대(버팔로 혹), 말초 소모, 안면 소모, 유
방 비대 및 "쿠싱양 모양"을 포함한 체지방의 재분배/축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메커니즘과 장기
적인 결과는 현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인과관계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5.13 혈우병
아타자나비르 및 리토나비르를 포함한 프로테아제 억제제로 치료받은 A형 및 B형 혈우병 환자에서 자발적 피
부 혈종 및 관절염을 포함한 출혈 증가가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추가 인자 VIII가 제공되었습니다. 
보고된 사례의 절반 이상이 프로테아제 억제제 치료를 계속하거나 재도입했습니다. 프로테아제 억제제 요법과 
이러한 사건 사이의 인과 관계는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5.14 저항/교차 저항
아타자나비르와 리토나비르를 포함한 프로테아제 억제제 간에 다양한 정도의 교차 내성이 관찰되었습니다. 
atazanavir에 대한 내성은 다른 프로테아제 억제제의 후속 사용을 배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상약리학
(12.4)].

5.15 실험실 테스트
리토나비르는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SGOT(AST), SGPT(ALT), GGT, CPK 및 요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리토나비르 치료를 시작하기 전과 주기적인 간격으로 또는 치료 중 임상 징후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적절한 실험실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6
다음의 이상반응은 라벨링의 다른 섹션에서 더 자세히 논의됩니다.
• 약물 상호 작용 [참조경고 및 주의 사항(5.1)]
• 심장 전도 이상/PR 간격 연장 [참조경고 및 주의 사항(5.2)]
• 알레르기 반응/과민 반응/발진 [참조경고 및 주의사항(5.5)]
• 간독성/간반응 [참조경고 및 주의사항(5.3)]
• 고빌리루빈혈증 [참조경고 및 주의사항(5.6)]
• 신결석 및 담석증 [참조경고 및 주의사항(5.8)]
• 췌장염 [참조경고 및 주의 사항(5.4)]

이상 반응

임상시험은 매우 다양한 조건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한 약물의 임상시험에서 관찰된 이상반응 비율은 다른 약
물의 임상시험에서 관찰된 비율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며 실제 관찰된 비율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6.1 성인의 임상시험 경험

치료 경험이 없는 성인 환자의 이상반응
치료 경험이 없는 성인에 대한 아타자나비르의 안전성 프로파일은 임상 시험에서 1625명의 HIV-1 감염 환자를 기반으로 합니다. 
536명의 환자에게 아타자나비르 300mg과 리토나비르 100mg을 투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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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메스꺼움, 황달/황달, 발진이다.

아타자나비르 300mg과 리토나비르 100mg을 포함하는 병용 요법을 받은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의 2% 이상
에서 보고된 중등도 또는 중증도의 선별된 임상 부작용이 표 2에 나와 있습니다.

표 2: 선택된 치료-응급 이상반응ㅏ성인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의 2% 이상에서 보고된 중등도 또는 중증 
강도,비AI424-138 연구

96주씨 96주씨

Atazanavir 300mg과 ritonavir 
100mg(1일 1회) 및 테노포비르

엠트리시타빈으로디

리토나비르와 함께 로피나비르 400 mg
100mg(1일 2회) 및 테노포

비르와 엠트리시타빈디

(n=441) (n=437)

소화 시스템
메스꺼움 4% 8%
황달/공막 황달 5% *
설사 2% 12%

피부 및 부속기
발진 삼% 2%

* 이 치료 부문에서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ㅏ치료 요법과의 가능한, 가능성 있는, 확실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관계의 사건을 포함합니다.
비Based on the regimen containing atazanavir.
c Median time on therapy.
d As a fixed-dose combination: 300 mg tenofovir, 200 mg emtricitabine once daily.

Adverse Reactions in Treatment-Experienced Adult Patients
The safety profile of atazanavir in treatment-experienced adults is based on 119 HIV-1 infected patients in 
clinical trials.

The most common adverse reactions are jaundice/scleral icterus and myalgia.

Selected clinical adverse reactions of moderate or severe intensity reported in greater than or equal to 2% of 
treatment- experienced patients receiving Atazanavir/ritonavir are presented in Table 3.

Table 3: Selected Treatment-Emergent Adverse Reactionsa of Moderate or Severe Intensity
Reported in greater than or equal to 2% of Adult Treatment-Experienced Patients,b

Study AI424-045

48 weeksc

atazanavir/ritonavir 300/100 mg
once daily + tenofovir + NRTI

48 weeksc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400/100 mg
매일 두 번디+ 테노포비르 +

NRTI
(n=119) (n=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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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전체

열 2% *
소화 시스템

황달/공막 황달 9% *
설사 삼% 11%
메스꺼움 삼% 2%

신경계
우울증 2% <1%

근골격계
근육통 4% *

* 이 치료 부문에서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ㅏ치료 요법과의 가능한, 가능성 있는, 확실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관계의 사건을 포함합니다.
비atazanavir를 포함하는 요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씨평균 치료 시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의 검사실 이상
아타자나비르 300mg과 리토나비르 100mg을 포함한 병용 요법으로 치료받은 성인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의 
3~4등급 실험실 이상이 표 4에 나와 있습니다.

표 4: 성인의 2% 이상에서 보고된 3~4등급 실험실 이상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ㅏAI424-138 연구

96주비atazanavir 300mg과 
ritonavir 100mg(1회

매일) 및 테노포비르
엠트리시타빈디

(n=441)

96주비
로피나비르 400mg

리토나비르 100mg(1일 2
회) 및 테노포비르와 함께

엠트리시타빈으로디

(n=437)변하기 쉬운 한계씨

화학 높은

SGOT/AST ≥5.1 x ULN 삼% 1%
SGPT/ALT ≥5.1 x ULN 삼% 2%
총 빌리루빈 ≥2.6 x ULN 44% <1%
리파제 ≥2.1 x ULN 2% 2%
크레아틴 키나제 ≥5.1 x ULN 8% 7%
총 콜레스테롤 ≥240mg/dL 11% 25%

혈액학 낮은
호중구 <750셀/mm삼 5% 2%

ㅏatazanavir를 포함하는 요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비평균 치료 시간.
씨ULN = 정상의 상한.
디고정 용량 조합: 테노포비르 300mg, 엠트리시타빈 200mg 1일 1회.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검사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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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등급의 실험실 이상이 있는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를 포함한 병용 요법으로 치료받은 성인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비율이 표 5에 나와 있습니다.

표 5: 성인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2% 이상에서 보고된 3~4등급 실험실 이상, 연구 AI424-045ㅏ

48주비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
1일 1회 300/100 mg

+ 테노포비르 + NRTI

48주비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400/100 mg 2회

일일디+ 테노포비르 +
NRTI

변하기 쉬운 한계씨 (n=119) (n=118)

화학 높은
SGOT/AST ≥5.1 x ULN 삼% 삼%
SGPT/ALT ≥5.1 x ULN 4% 삼%
총 빌리루빈 ≥2.6 x ULN 49% <1%
리파제 ≥2.1 x ULN 5% 6%
크레아틴 키나제 ≥5.1 x ULN 8% 8%
총 콜레스테롤 ≥240mg/dL 25% 26%
트리글리세리드 ≥751mg/dL 8% 12%
포도당 ≥251mg/dL 5% <1%

혈액학 낮은
혈소판 <50,000셀/mm삼 2% 삼%
호중구 <750셀/mm삼 7% 8%

ㅏatazanavir를 포함하는 요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비평균 치료 시간.
씨ULN = 정상의 상한.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의 지질, 기준선에서의 변화

연구 AI424-138 및 연구 AI424-034의 경우, LDL-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및 트리글리세리드
의 기준선으로부터의 변화가 표 6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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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지질 값, 기준선으로부터의 평균 변화, 연구 AI424-138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에이, ㄴ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기원전

바젤리
네

바젤리
네48주차 96주차 48주차 96주차

mg/일
엘

mg/일
엘

찬
게디

mg/일
엘

찬
게디

mg/일
엘

mg/일
엘

찬
게디

mg/일
엘

찬
게디

(n=42
8이자형)

(n=37
2이자형)

(n=37
2이자형)

(n=34
2이자형)

(n=34
2이자형)

(n=42
4이자형)

(n=33
5이자형)

(n=33
5이자형)

(n=29
1이자형)

(n=29
1이자형)

LDL-
콜레스테롤에프 92 105 + 14% 105 + 14% 93 111 + 19% 110 + 17%

HDL-
콜레스테롤에프 37 46 + 29% 44 + 21% 36 48 + 37% 46 + 29%

총
콜레스테롤에프 149 169 + 13% 169 + 13% 150 187 + 25% 186 + 25%

트리글리세리드에프 126 145 + 15% 140 + 13% 129 194 + 52% 184 + 50%
ㅏ 고정 용량 조합과 함께 Atazanavir 300mg과 ritonavir 100mg을 1일 1회: 테노포비르 300mg, 엠트리시타빈 

200mg을 1일 1회.
비 혈청 지질 감소제 시작 후 얻은 값은 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선에서 혈청 지질 감소제는 로피나비르/리토

나비르 치료군에서 1%,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 치료군에서 1%로 사용되었습니다. 48주 동안 혈청 지질 감소제는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치료군에서 8%,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 치료군에서 2%로 사용되었습니다. 96주까지 혈청 
지질 감소제는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치료군에서 10%,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 치료군에서 3%로 사용되었습니다.

씨 로피나비르 400mg과 리토나비르 100mg을 1일 2회 고정 용량 조합으로 테노포비르 300mg, 엠트리시타빈 200mg을 1일 
1회 투여합니다.

디 기준선으로부터의 변화는 기준선과 48주 또는 96주 값이 모두 있는 환자에 대한 기준선으로부터 환자 내 변화의 평균이
며 각각 기준선과 48주 또는 96주 평균 값의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이자형

에프
측정된 LDL-콜레스테롤 환자의 수. 금식.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지질, 기준치로부터의 변화
연구 AI424-045의 경우 LDL-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및
트리글리세리드는 표 7에 나와 있습니다. 관찰된 이상지질혈증의 정도는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보다 아타자나
비르/리토나비르에서 더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발견의 임상적 영향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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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지질 값, 기준선으로부터의 평균 변화, 연구 AI424-045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에이, ㄴ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기원전

기준선
mg/dL

(n=111이자형)

48주차
mg/dL
(n=75이자형)

48주차
변화디

(n=74이자형)

기준선
mg/dL

(n=108이자형)

48주차
mg/dL
(n=76이자형)

48주차
변화디

(n=73이자형)

LDL-콜레스테롤에프 108 98 - 10% 104 103 + 1%

HDL-콜레스테롤 40 39 - 7% 39 41 + 2%

총 콜레스테롤 188 170 - 8% 181 187 + 6%

트리글리세리드에프
215 161 - 4% 196 224 + 30%

ㅏ

비
Atazanavir 300mg 1일 1회 + 리토나비르 + 테노포비르 + 1 NRTI.
혈청 지질 감소제 시작 후 얻은 값은 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선에서 혈청 지질 감소제는 로피나비르/리
토나비르 치료군에서 4%,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 치료군에서 4%로 사용되었습니다. 48주까지 혈청 지질 감소제
는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치료군에서 19%,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 치료군에서 8% 사용되었습니다.

씨

디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400/100 mg) BID + 테노포비르 + 1 NRTI.
기준선으로부터의 변화는 기준선과 48주차 값이 모두 있는 환자에 대한 기준선으로부터 환자 내 변화의 평균이며 
기준선과 48주 평균 값의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이자형

에프
측정된 LDL-콜레스테롤 환자의 수. 금식.

6.2 소아 환자의 임상시험 경험
리토나비르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아타자나비르 캡슐의 안전성과 내약성은 공개 라벨, 다기관 임상 시험
에서 최소 6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서 확립되었습니다. 6세 미만의 소아 환자에 대한 아타자나비르의 사용은 조
사 중입니다.

소아 환자(6~18세 미만)에 대한 아타자나비르의 안전성 프로파일은 일반적으로 성인에 대한 아타자나비르의 
임상 연구에서 관찰된 것과 유사했다. 소아 환자에서 보고된 가장 흔한 2~4등급 이상반응(인과관계에 관계없이 
5% 이상)은 기침(21%), 발열(18%), 황달/공막 황달(15%), 발진( 14%), 구토(12%), 설사(9%), 두통(8%), 
말초부종(7%), 사지통(6%), 코막힘(6%), 구강인두통(6%), 천명(6%), 콧물(6%). 무증상의 2도 방실 차단은 
환자의 2% 미만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소아 환자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3~4등급 실험실 이상은 총 빌리루빈 
상승(3.2mg/dL 이상, 58%), 호중구 감소증(9%) 및 저혈당증(4%)이었습니다.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의 한 성분인 Ritonavir는 1개월 이상 21세 미만의 소아 환자 265명을 대상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소아 임상 시험 동안 관찰된 이상 반응 프로파일은 성인 환자의 경우와 유사했습니다.

구토, 설사, 피부 발진/알레르기는 리토나비르 임상 시험에 등록한 소아 환자의 2% 이상에서 관찰된 중등도 내
지 중증 강도의 유일한 약물 관련 임상 부작용이었습니다.

실험실 환상체
리토나비르 단독 또는 역전사효소 억제제와 병용하여 치료를 받은 소아 환자의 3% 이상에서 다음과 같은 3~4
등급 실험실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빈혈(4%), AST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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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6.3 B형 간염 및/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동시 감염된 환자
B형 또는 C형 간염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는 간 기능 검사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AI424-138 연구에서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 300mg/100mg을 1일 1회 투여한 60명의 환자와 로피나비
르/리토나비르 400mg/100mg을 1일 2회 투여한 환자 51명이 각각 고정 용량 테노포비렘트리시타빈을 투여
받았으며 B형 간염 및/또는 또는 연구 항목에서 C.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 치료 환자의 10%(6/60)와 로피나
비르/리토나비르 치료 환자의 8%(4/50)에서 ULN의 5배를 초과하는 ALT 수치가 발생했습니다. 5배 이상의 
AST 수치는 atazanavir/ritonavir 치료 환자의 10%(6/60)에서 발생했고 lopinavir/ritonavir 치료 환자 중 
아무도 없었습니다(0/50).

AI424-045 연구에서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 300mg/100mg을 1일 1회 투여한 환자 20명과 로피나비르/
리토나비르 400mg/100mg을 1일 2회 투여한 환자 18명이 연구 진입 당시 B형 및/또는 C형 간염에 대해 혈청
양성이었다.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 치료 환자의 25%(5/20)와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치료 환자의 
6%(1/18)에서 ULN의 5배를 초과하는 ALT 수치가 발생했습니다.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 치료 환자의 
10%(2/20)와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치료 환자의 6%(1/18)에서 ULN의 5배를 초과하는 AST 수치가 발생했
습니다..

6.4 임상 경험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의 한 성분인 Atazanavir
아타자나비르의 시판 후 사용 중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규모를 알 수 없는 집
단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빈도를 안정적으로 추정하거나 약물 노출과의 인과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몸 전체:부종

심혈관계:2도 방실 차단, 3도 방실 차단, 좌속가지 차단, QTc 연장 [참조경고 및 주의 사항(5.2)].

위장 시스템:췌장염

간 시스템:간 기능 이상

간담도 장애:담석증, 담낭염, 담즙정체.

대사 체계 및 영양 장애:당뇨병, 고혈당 [참조경고 및 주의 사항(5.10)]

근골격계:관절통

신장 시스템:신결석 [참조경고 및 주의사항(5.8)], 간질성 신염

피부 및 부속기:탈모증, 반구진성 발진[참조금기 사항 (4)그리고경고 및 주의사항(5.5)],가려움증, 혈관부종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의 한 성분인 Ritonav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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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토나비르의 시판 후 사용 중에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이전에 라벨링에 언급되지 않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러한 반응은 규모를 알 수 없는 집단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빈도를 안정적으로 추정하거나 리토나
비르 노출과의 인과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몸 전체

탈수는 일반적으로 위장 증상과 관련되며 때때로 저혈압 또는 신부전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알려
진 탈수증 없이 실신, 기립성 저혈압 및 신부전도 보고되었습니다.

리토나비르와 에르고타민 또는 디하이드로에르고타민의 병용 투여는 중추신경계를 포함한 사지 및 기타 조직의 
혈관경련 및 허혈을 특징으로 하는 급성 맥각 독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혈관계

1도 방실 차단, 2도 방실 차단, 3도 방실 차단, 오른쪽 번들 가지 차단이 보고되었습니다.경고 및 주의 사항(5.2
)].

리토나비르를 디소피라미드, 멕실레틴, 네파조돈, 플루옥세틴   및 베타 차단제와 병용 투여했을 때 심장 및 신경
계 이상반응이 보고되었습니다. 약물 상호 작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내분비 계

리토나비르를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 또는 부데소니드와 병용 투여한 경우 쿠싱 증후군 및 부신 억제가 보
고되었습니다.

신경계
발작에 대한 시판 후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심혈관계를 참조하십시오.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

독성 표피 괴사(TEN)가 보고되었습니다.

7
또한보십시오금기 사항 (4)그리고임상약리학(12.3).

약물 상호 작용

7.1 다른 약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Atazanavir는 CYP3A 및 UGT1A1의 억제제입니다. 아타자나비르와 CYP3A 또는 UGT1A1에 의해 주로 대사
되는 약물의 병용 투여는 다른 약물의 혈장 농도를 증가시켜 치료 및 부작용을 증가 또는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아타자나비르와 리토나비르를 CYP2C8 기질과 병용투여할 때 임상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은 예상되지 않는
다. [보다임상 약리학, 표 12(12.3).]

아타자나비르와 리토나비르를 병용 투여하면 병용 약물에 대한 CYP3A 매개 약물 상호작용의 정도가 변할 수 
있습니다. ritonavir에 대한 전체 처방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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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토나비르와의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

리토나비르

리토나비르는 시토크롬 P450 3A(CYP3A)의 억제제로 밝혀졌으며 CYP3A에 의해 주로 대사되는 약제의 혈장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CYP3A에 의해 광범위하게 대사되고 1차 통과 대사가 높은 약제는 리토나비르
와 병용 투여할 때 AUC의 큰 증가(3배 이상)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청소율을 위해 CYP3A
에 크게 의존하고 혈장 농도 상승이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과 관련된 약물과 리토나비르의 병용 투
여는 금기입니다. 다른 CYP3A 기질과의 병용은 용량 조절 또는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itonavir는 또한 CYP2D6을 덜 억제합니다. CYP2D6 기질을 리토나비르와 병용 투여하면 다른 약제의 AUC
가 증가(최대 2배)될 수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용량 감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리토나비르는 또한 CYP3A, 
CYP1A2, CYP2C9, CYP2C19 및 CYP2B6과 글루쿠로노실 전이효소를 포함한 다른 효소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7.2 다른 약물이 아타자나비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Atazanavir는 CYP3A4 기질입니다. 따라서 CYP3A4를 유도하는 약물은 atazanavir 혈장 농도를 감소시키고 
atazanavir의 치료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Atazanavir 용해도는 pH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합니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 제산제, 완충 약물 또는 H2- 수용체 
길항제는 atazanavir와 함께 투여됩니다.

7.3 확립된 상호작용 및 기타 잠재적으로 중요한 약물 상호작용
표 8은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의 구성 요소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와 약물 상호 작용의 결과로 성인에 대
한 용량 및 임상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권장 사항은 약물 상호 작용 연구 또는 예상되는 상호 작용의 
규모와 심각한 사건 또는 효능 손실 가능성으로 인한 예상 상호 작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표 8: 확립된 약물 상호 작용 및 기타 잠재적으로 중요한 약물 상호 작용: 약물 상호 작용 연구를 기반으로 용량 
또는 요법의 변경이 권장될 수 있음ㅏ또는 예측된 상호작용(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표의 정보는 리토나비어가 
있거나 없는 아타자나비르에 적용됨)

영향을 끼치다

농도
아타자나비르 또는

병용약물
병용 약물 등급: 특정 약물

임상 논평
HIV 항바이러스제
뉴클레오사이드 역방향
전사효소 억제제(NRTI):

디다노신 완충 제형 장용 코팅(EC) 
캡슐

↓ 아타자나비르

↓ 디다노신
아타자나비르와 디다노신 완충 정제의 병용 
투여는 아타자나비르 노출을 현저하게 감소
시켰다. atazanavir를 (음식과 함께) 투여하
는 것이 좋습니다.

디다노신 완충 제제 2시간 전 또는 1시간 후. 
음식과 함께 디다노신 EC와 아타자나비르의 
동시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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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다노신 노출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atazanavir와 didanosine EC는 서로 다른 
시간에 투여되어야 합니다.

뉴클레오티드 역
전사효소 억제제: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

↓ 아타자나비르

↑ 테노포비르

Tenofovir는 AUC와 C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분

아타자나비르. 성인에게 테노포비르와 병용 
투여하는 경우 아타자나비르 300mg을 리토
나비르 100mg 및 테노포비르 300mg과 함께 
투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모두 음식과 함께 
1일 1회 투여). Atazanavir는 테노포비르 농
도를 증가시킵니다. 이 상호 작용의 메커니즘
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더 높은 테노포비르 
농도는 신장 장애를 포함한 테노포비르 관련 
부작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아타자나비르
와 테노포비르를 투여받는 환자는 테노포비르
와 관련된 이상반응에 대해 모니터링해야 한
다. 리토나비르와 함께 아타자나비르를 복용
하는 임산부의 경우그리고테노포비르, 참조 
용량 및 투여(2.2).

비뉴클레오사이드 역방향
전사효소 억제제
(NNRTI):에파비렌즈

↓ 아타자나비르 Efavirenz는 atazanavir 노출을 줄입니다.

감소된 아타자나비르 노출로 인해 아타자
나비르와 에파비렌즈를 병용 투여하지 마
십시오.

비뉴클레오사이드 역방향
전사효소 억제제: 네비라
핀

↓ 아타자나비르

↑ 네비라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타자나비르와 네비라핀을 병

용 투여하지 마십시오.

• 네비라핀은 아타자나비르 노출을 상
당히 감소시킵니다.

• 증가된 네비라핀 노출로 인한 네비라핀 
관련 독성의 잠재적 위험.

프로테아제 억제제:사퀴나비르
(연질 젤라틴 캡슐)

↑ 사퀴나비르 리토나비르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이 
조합에 대한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적절한 용
량 권장 사항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임상 연
구에서 사퀴나비르 1200mg을 아타자나비르 
400mg 및 테노포비르 300mg(모두 1일 1회 
투여)과 함께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 역전사
효소 억제제와 병용투여했을 때 적절한 효능
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임상 연구(14.2)].

프로테아제 억제제:리토나비르 ↑ 아타자나비르 아타자나비르와 리토나비르를 병용투여하는 경
우, 아타자나비르 300mg을 1일 1회 리토나비르
와 함께 투여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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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 함께 1일 1회 100mg. 리토나비
르와의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는 리
토나비르에 대한 전체 처방 정보를 참조
하십시오.

프로테아제 억제제:기타 ↑ 기타 프로테아제 억제제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연구되지는 않
았지만,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와 다른 
프로테아제 억제제의 병용 투여는 다른 프
로테아제 억제제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공동 투여는

추천.
HCV 항바이러스제
프로테아제 억제제:
보세프레비르

↓아타자나비르
↓리토나비르

보세프레비르와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의 
병용 투여는 아타자나비르와 리토나비르에 대
한 정상 상태 노출을 감소시켰다. 공동 투여

atazanavir/ritonavir 및 boceprevir는 권장
되지 않습니다.

프로테아제 억제제:텔라프레비르 ↓ 텔라프레비르

↑ 아타자나비르

텔라프레비르와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의 
병용 투여는 정상 상태의 텔라프레비르 노출
을 감소시킨 반면, 정상 상태의 아타자나비르 
노출은 증가시켰다.

기타 에이전트
제산제 및 완충제
약물

↓ 아타자나비르 완충 약물을 포함한 제산제가 아타자나비르
와 함께 투여되는 경우 아타자나비르의 혈장 
농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Atazanavir는 이러
한 약물 투여 2시간 전 또는 1시간 후에 투여
해야 합니다.

항부정맥제:아미오다론, 베프리
딜, 리도카인(전신), 퀴니딘

↑ 아미오다론, 베프리딜,
리도카인(전신),

퀴니딘

아타자나비르와의 병용은 심각하거나 생명
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
으며 연구된 바 없습니다. 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약물이 아타자나비르와 함께 사용
되는 경우 치료 농도 모니터링이 권장됩니
다.

항응고제:와파린 ↑ 와파린 아타자나비르와의 병용은 심각하거나 생명
을 위협하는 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
며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INR(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우울제:삼환 ↑ 삼환 아타자나비르와의 병용투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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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울제 항우울제 심각하고/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일
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약물을 아타자나비르와 함께 사용하
는 경우 농도 모니터링이 권장됩니다.

트라조돈 ↑ 트라조돈 리토나비르와 함께 또는 리토나비르 없이 트
라조돈과 아타자나비르의 병용은 트라조돈의 
혈장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트라조돈
과 리토나비르를 병용 투여한 후 구역, 현기
증, 저혈압 및 실신의 이상반응이 관찰되었습
니다. 트라조돈이 아타자나비르와 같은 
CYP3A4 억제제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병용
은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며 더 낮은 용량의 트
라조돈을 고려해야 합니다.

항간질제:
카바마제핀

↓아타자나비르
↑카바마제핀

리토나비르는 카르바마제핀의 혈장 농도
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타자나비르/
리토나비르로 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카바
마제핀의 안정적인 용량으로 적정된 경우 
카바마제핀의 용량 감소가 필요할 수 있습
니다.

페니토인, 페노바르비탈 ↓아타자나비르
↓페니토인

리토나비르
페니토인과 페노바르비탈의 혈장 농도를 감
소시킬 수 있습니다. 아타자나비르와 리토
나비르를 병용 투여하는 경우
페니토인 또는 페노바르비탈, 페니토인 또
는 페노바르비탈의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페노바르비탈

라모트리진 ↓라모트리진 라모트리진 및 아타자나비르와 리토나비
르의 병용 투여는 라모트리진 혈장 농도
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아타자나비르 
및 리토나비르와 병용 투여 시 라모트리
진의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항진균제:케토코나졸, 이트
라코나졸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
↑ 케토코나졸
↑ 이트라코나졸

케토코나졸의 병용 투여는 리토나비르 없이 
아타자나비르와만 연구되었습니다(아타자나
비르 AUC 및 C의 무시할 만한 증가최대). 케토
코나졸에 대한 리토나비르의 영향으로 인해 
고용량의 케토코나졸 및 이트라코나졸(>200 
mg/day)은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와 함
께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항진균제:보리코나졸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 에 보리코나졸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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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CYP2C19가 
있는 피험자에서

대립 유전자:

↓보리코나졸
↓아타자나비르

환자에 대한 이익/위험 평가가 보리코나졸 사
용을 정당화하지 않는 한, 아타자나비르/리토
나비르를 투여받는 환자. 보리코나졸과 아타
자나비르/리토나비르를 병용 투여하는 동안 
보리코나졸과 관련된 이상반응과 보리코나졸 
또는 아타자나비르의 효능 상실에 대해 환자
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

기능적 CYP2C19가 없
는 피험자에서

대립 유전자:

↑보리코나졸
↓아타자나비르

통풍:콜히친 ↑ 콜히친 아타자나비르는 신장애 또는 간장애 환자
에게 콜히친과 병용 투여해서는 안 된다.

atazanavir와 함께 투여할 때 콜히친의 권
장 용량:

통풍 발적 치료:
0.6mg(1정)을 1회 투여하고 1시간 후에 
0.3mg(1/2정)을 투여합니다. 3일 이전에는 
반복하지 마십시오.

통풍 발적의 예방:
원래 요법이 0.6 mg인 경우두 배하루에 요
법은 0.3 mg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하루에 
한 번.

원래 요법이 0.6 mg인 경우한 번하루에 요
법은 0.3 mg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격일에 
한 번.

가족성 지중해열(FMF) 치료:

1일 최대 용량은 0.6mg(0.3mg으로 1일 
2회 투여 가능).

항진균제:리파부틴 ↑ 리파부틴 최대 75%의 리파부틴 용량 감소(예: 격일 
150mg 또는 주 3회)가 권장됩니다. 증가

호중구감소증을 포함한 리파부틴 관련 이상반
응에 대한 모니터링은
보증.

베다퀼린 ↑ 베다퀼린 베다퀼린은 공동 투여의 이점이 있는 경우에만 
리토나비르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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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능가합니다.
↑ 케티아핀 퀘티아핀을 복용하는 환자에서 리토나비르와 

함께 아타자나비르 시작:
quetiapine 노출 증가를 피하기 위해 대체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을 고려하십시오. 병
용투여가 필요한 경우 quetiapine 용량을 현
재 용량의 1/6로 줄이고 quetiapine과 관련
된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한다. 참조

이상 반응 모니터링에 대한 권장 사항에 
대한 quetiapine 처방 정보.

리토나비르와 함께 아타자나비르를 복용하는 
환자에서 퀘티아핀 시작:
퀘티아핀의 초기 투여 및 적정에 대해서는 
퀘티아핀 처방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항정신병제:퀘티아핀과 루라시
돈

↑ 루라시돈 루라시돈의 사용은 금기입니다.
벤조디아제핀:미다졸람 비경구 
투여비

↑ 미다졸람 비경구 미다졸람과 아타자나비르의 병용은 
미다졸람의 혈장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
다.
호흡 억제 및/또는 장기간 진정제의 경우 긴밀
한 임상 모니터링과 적절한 의학적 관리가 보
장되는 환경에서 병용 투여를 수행해야 합니
다. 특히 1회 이상의 미다졸람을 투여하는 경
우에는 미다졸람의 용량 감소를 고려해야 합
니다. 경구 미다졸람과 아타자나비르의 병용
은 금기입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 딜티아젬 ↑ 딜티아젬과
데스아세틸-딜티아젬

주의가 필요합니다. 딜티아젬의 50% 감량
을 고려해야 한다. ECG 모니터링이 권장됩
니다. 딜티아젬과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
의 병용투여는 연구되지 않았다.

펠로디핀, 니페디핀, 니카르
디핀, 베라파밀

↑ 칼슘 채널
차단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의 용
량 적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ECG 모니터링
은
추천.

엔도텔린 수용체 길항제: 보센탄 ↓ 아타자나비르

↑ 보센탄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 환자에게 보센탄 
병용: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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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zanavir/ritonavir를 최소 10일 동안 투
여하는 경우 개별 내약성에 따라 bosentan 
62.5mg을 1일 1회 또는 격일 1회 시작합니
다.

보센탄을 투여받는 환자에서 아타자나비르/
리토나비르의 병용:
atazanavir/ritonavir를 시작하기 최소 36시
간 전에 bosentan을 중단하십시오. 아타자나
비르/리토나비르 투여 시작 후 최소 10일이 지
나면 개인의 내약성에 따라 보센탄 62.5mg을 
1일 1회 또는 격일로 재개한다.

HMG-CoA 환원효소 억제제: 아토르
바스타틴, 로수바스타틴

↑ 아토르바스타틴

↑ 로수바스타틴
아토르바스타틴 용량을 주의해서 적정하고 필요
한 최저 용량을 사용합니다. 로수바스타틴 용량
은 1일 10mg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다음을 포
함한 근병증의 위험
횡문근 융해증은 아타자나비르를 포함한 
HIV 프로테아제 억제제를 이러한 약물과 
함께 사용할 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시간2-수용체 길항제 ↓ 아타자나비르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atazanavir 300 
mg과 ritonavir 100 mg 1일 1회 음식과 
함께
H의 투여와 동시에 및/또는 투여 후 적어도 
10시간 후에2- 수용체 길항제. 안 에이치2- 치
료 경험이 없는 환자에서 famotidine 20mg 
1일 1회에 상응하는 수용체 길항제 용량부터 
1일 2회 famotidine 40mg에 상응하는 용량
까지 atazanavir 300mg과 ritonavir 
100mg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 H 때마다2- 리토나비르와 
함께 아타자나비르를 투여받는 환자에게 수용체 
길항제를 투여한다.2-receptor antagonist dose 
should not exceed a dose comparable to 
famotidine 20 mg twice daily, and the 
atazanavir and ritonavir doses should be 
administered simultaneously with, and/or 
at least 10 hours after, the dose of the H2- 
receptor antagonist.

• Atazanavir 300 mg with ritonavir 100 
mg once daily (all as a single dos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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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if taken with an H2-receptor 
antagonist. For pregnant women taking 
atazanavir with ritonavir and an H2- 
receptor antagonist.

• Atazanavir and ritonavir tablets should 
not be taken with both tenofovir and an H
2-receptor antagonist because higher 
doses of atazanavir are required.

• Atazanavir 400 mg with ritonavir 100 
mg once daily (all as a single dose with 
food) if taken with both tenofovir and 
an H2-receptor antagonist. For 
pregnant women taking atazanavir with 
ritonavir and both tenofovir and an H2

-receptor antagonist, see 특정 집단에서의 
사용(8.1).

호르몬 피임약: 에티닐 에스
트라디올 및
노르게스티메이트 또는 노르에틴드론

↓ 에티닐 에스트라디올

↑ 동감하다씨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와 경구 투여 시 
주의해서 사용하십시오.
피임약이 고려됩니다. 경구 피임약을 
atazanavir + ritonavir와 함께 투여하
는 경우
경구 피임약은 최소 35mcg의 ethinyl 
estradiol을 함유할 것을 권장합니다.

잠재적인 안전 위험에는 프로게스테론 노
출의 상당한 증가가 포함됩니다. 프로게스테
론제 농도 증가의 장기적인 영향은 알려져 있
지 않으며 인슐린 저항성, 이상지질혈증 및 여
드름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와 다른 호르몬 
피임제(예: 피임 패치, 피임 질 링 또는 주사 가
능한 피임약) 또는 노르에틴드론 또는 노르게
스티메이트 이외의 프로게스토겐을 함유하는 
경구 피임약 또는 25mcg 미만의 에티닐 에스
트라디올과의 병용 투여는 연구되지 않았습니
다. 따라서 대체 피임법은

추천.

↑ 에티닐 에스트라디올

면역억제제:
사이클로스포린, 시롤리무스, 타

크로리무스

↑ 면역억제제 아타자나비르와 병용 투여하는 경우 면역
억제제에 대한 치료 농도 모니터링이 권장
된다.

흡입 베타 작용제:살메테롤 ↑ 살메테롤 살메테롤과 아타자나비르의 병용은 권
장되지 않는다.

23

참조 ID: 4173147



살메테롤과 아타자나비르의 병용은 QT를 
포함한 살메테롤과 관련된 심혈관계 이상반
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연장, 심계항진 및 동성 빈맥.

흡입/비강 스테로이드:
플루티카손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
↑ 플루티카손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와 아타자나비
르/리토나비르의 병용은 플루티카손 프로피
오네이트의 혈장 농도를 증가시켜 혈청 코르
티솔 농도를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쿠싱 증후군 및 부신을 포함한 전신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효과

리토나비르와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를 
흡입 또는 비강 투여한 환자에서 임상 사용 중 
억제가 보고되었습니다. 플루티카손 프로피오
네이트와 병용투여

atazanavir/ritonavir는 환자에 대한 잠
재적 이점이 전신적 위험을 능가하지 않는 
한 권장되지 않습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부작용[참조경고 및 
주의 사항(5.2)].

마크로라이드 항생제:
클라리스로마이신

↑ 클라리스로마이신

↓ 14-OH
클라리스로마이신

↑ 아타자나비르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와 클래리스로마이
신의 병용 투여는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아편유사제:부프레노르핀 ↑ 부프레노르핀
↑ 노르부프레노르핀

리토나비르와 함께 또는 없이 부프레노르핀
과 아타자나비르를 병용 투여하면 부프레노
르핀과 노르부프레노르핀의 혈장 농도가 증
가합니다. 아타자나비르와 리토나비르를 부
프레노르핀과 병용 투여하는 경우 진정 및 인
지 효과에 대한 임상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부프레노르핀의 용량 감소가 고려될 수 있다. 
부프레노르핀 및 아타자나비르와 리토나비르
의 병용 투여는 아타자나비르 혈장 농도를 감
소시킬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리토나비
르 없이 부프레노르핀과 아타자나비르의 병
용투여는 아타자나비르 혈장 농도를 감소시
킬 수 있다.

리토나비르가 없는 아타자나비르는 부프레노
르핀과 함께 투여되어서는 안 된다.

PDE5 억제제:실데나필, ↑ 실데나필 아타자나비르와의 병용투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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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라필, 바르데나필 ↑ 타다라필
↑ 바데나필

연구되었지만 저혈압, 실신, 시각 장애 및 지
속발기를 포함한 PDE5 억제제 관련 부작용
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폐동맥 고혈압(PAH)에 대한 PDE5 억제
제의 사용:

폐고혈압(PAH) 치료에 실데나필을 사
용하는 것은 아타자나비르와 함께 금
기입니다. 금기 사항 (4)].

아타자나비르와 함께 타다라필을 사용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용량 조절이 권
장됩니다.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의 유무에 관계
없이) 환자에서 타다라필의 병용:

• 적어도 1주일 동안 아타자나비르(리토나
비르와 함께 또는 없이)를 투여받는 환자
의 경우, 1일 1회 20mg으로 타다라필을 
시작하십시오. 다음 기준에 따라 1일 1회 
40mg으로 증량
개인적인 내약성. 아타자나비르

의 병용투여(
또는 리토나비르 없이) 타다라필 환
자:

• atazanavir를 시작할 때 tadalafil
의 사용을 피하십시오(또는
리토나비르 없이). atazanavir를 시작하기 최
소 24시간 전에 tadalafil을 중단하십시오(포
함 여부에 관계없이
리토나비르). atazanavir(ritonavir 
유무에 관계없이)를 시작한 지 최소 1
주일 후, tadalafil을 1일 1회 20mg으
로 재개합니다. 개인의 내약성에 따라 
1일 1회 40mg으로 증량한다.

발기 부전에 대한 PDE5 억제제의 사
용:

실데나필을 48시간마다 25mg의 감량 
용량으로 주의해서 사용하고 이상 반응에 대
한 모니터링을 높입니다.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증가시키면서 
72시간마다 10mg의 감량된 용량으로 타다라
필을 주의해서 사용하십시오.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72시간마다 
2.5mg 이하의 감량 용량으로 바데나필을 주
의해서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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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아타자나비르:바데나필은 24시간마

다 2.5mg 이하의 감량 용량으로 주의해서 
사용하고 이상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을 높
입니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 오메
프라졸

↓ 아타자나비르 아타자나비르 400mg 또는 아타자나비르 
300mg/리토나비르 100mg을 1일 1회 오메
프라졸 40mg과 함께 투여했을 때 아타자나
비르의 혈장 농도가 상당히 감소했으며, 이는 
치료 효과의 상실 및 내성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양성자 펌프 억제제 용량은 오메프라졸 
20mg에 필적하는 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되
며 아타자나비르 300mg과 리토나비르 
100mg 용량을 투여하기 약 12시간 전에 복
용해야 합니다.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 아타자나비르를 투여
받은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게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ㅏ상호 작용의 규모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임상 약리학, 표 11 및 12(12.3).
비보다금기 사항 (4), 표 1경구 투여된 미다졸람의 경우.
씨atazanavir 300mg 및 ritonavir 100mg과 함께 1일 1회.

7.4 아타자나비르와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지 않은 약물
아타자나비르를 메타돈, 플루코나졸, 아세트아미노펜, 아테놀롤 또는 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 라미부
딘 또는 지도부딘과 병용 투여했을 때 임상적으로 유의한 약물 상호작용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임상 약리학, 
(12.3) 참조].

8 특정 집단에서의 사용

8.1 임신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 mg/100 mg:

아타자나비르:

위험 요약

Atazanavir는 임신 중 제한된 수의 여성에서 평가되었습니다. 이용 가능한 인간 및 동물 데이터에 따르면 
atazanavir는 배경 비율에 비해 전반적으로 주요 선천적 기형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데이터 참조].미
국 일반 인구에서 임상적으로 인정된 임신에서 주요 선천적 기형 및 유산의 추정 배경 위험은 각각 2-4% 및 
15-20%입니다. atazanavir에 노출된 쥐와 토끼에서 치료와 관련된 기형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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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임상 용량(300mg/day atazanavir와 100mg/day ritonavir 추가)의 0.7-1.2배였습니다. 아타자나비르
를 임신 중 및 수유 기간 동안 랫트에 투여했을 때 가역적인 신생아 성장 지연이 관찰되었습니다.[데이터 참조].

임상 고려 사항

임신 중 및 산후 기간 동안의 용량 조절
•
•
예외:

임산부는 아타자나비르를 리토나비르와 함께 투여해야 합니다.
임산부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아타자나비르의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임신 2기 또는 3기에 치료 경험이 있는 임산부의 경우, 아타자나비르와 H2 수용체 길항제 중 하나를 병용 
투여하는 경우또는테노포비르 DF, 아타자나비르 400mg과 리토나비르 100mg을 1일 1회 투여하는 
것이 권장된다. 있다
H2 수용체 길항제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atazanavir 용량을 권장하기에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그
리고 치료 경험이 있는 임산부에서 테노포비르 DF.

• 산후 환자의 경우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타자나비르 노출은 분만 후 첫 2개월 동안 더 높을 
수 있으므로 환자는 이상반응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용량 및 투여(2.2) 및 임상 약리학(12.3) 
참조].

산모의 이상반응

아타자나비르와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를 함께 사용하는 임산부에서 때때로 치명적이고 증상이 있는 유산산증 
증후군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는 유산산증 증후군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빌리루빈혈증은 아타자나비르를 복용하는 환자에서 자주 발생합니다.[경고 및 예방 조치(5.6) 참조], 임산부 
포함[데이터 참조].

임산부에게 젖산증 증후군 및 고빌리루빈혈증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조언하십시오.

태아/신생아 이상반응
아타자나비르에 노출된 신생아를 포함한 모든 영유아자궁 내, 생후 처음 며칠 동안 중증 고빌리루빈혈증이 발
생하는지 모니터링해야 합니다.[데이터 참조].

데이터

인적 데이터

임상 시험 AI424-182에서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300/100mg 또는 400/100mg)를 지도부딘/라미부딘과 
병용하여 41명의 HIV 감염 임산부에게 임신 2기 또는 3기 동안 투여했습니다. 연구를 완료한 39명의 여성 중 
38명의 여성이 분만 시 50카피/mL 미만의 HIV RNA를 달성했습니다. atazanavir/ritonavir 300/100 mg을 
복용한 여성 20명 중 6명(30%)과 atazanavir/ritonavir 400/100mg을 복용한 여성 21명 중 13명(62%)이 
고빌리루빈혈증(총 빌리루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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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N의 2.6배 이상). 임상 시험 AI424-182에서 관찰된 젖산증의 사례는 없었다.

태아 제대혈에서 Atazanavir 약물 농도는 산모 농도의 약 12~19%였습니다. 40명의 HIV에 감염된 임산부에게
서 태어난 40명의 영아 중, 모두 출산 당시 및/또는 산후 첫 6개월 동안 HIV-1 DNA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습니
다. 40명의 영아 모두 지도부딘이 함유된 항레트로바이러스 예방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연구에서 신생아에서 
심각한 고빌리루빈혈증(총 빌리루빈 수치가 20mg/dL 이상) 또는 급성 또는 만성 빌리루빈 뇌병증의 증거가 관
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36(28%)의 영아(임신 38주 이상 6명, 38주 미만 4명)는 생후 첫 날 빌리루빈 수
치가 4mg/dL 이상이었습니다.

인종적 다양성의 부족은 연구의 한계였습니다. 연구 모집단에서 33/40(83%)의 유아가 백인 및 아시아인보다 
신생아 고빌리루빈혈증 발병률이 낮은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습니다. 또한 Rh 부적합 여성과 이전에 용
혈성 질환이 발병한 영아 및/또는 신생아 병리학적 황달(광선 요법 필요)이 있었던 여성은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생후 첫 날에 포도당 검체를 수집한 38명의 영아 중 3명은 산모의 포도당 불내성, 분만 곤란 또는 패혈증에 
기인할 수 없는 40mg/dL 미만의 값으로 혈청 포도당 검체를 적절하게 수집했습니다.

아타자나비르 함유 요법에 노출된 후 약 1,600명의 신생아에 대한 APR의 전향적 보고서(1분기에 노출된 영아
의 1037명 및 임신 2/3분기에 노출된 569명 포함)에 대한 전향적 보고서에 따르면, 아타자나비르와 전체 출생 
간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배경 선천적 결함 비율과 비교한 결함. 미국 일반 인구에서 임상적으로 인정된 임신에
서 주요 선천적 기형의 추정 배경 위험은 2-4%입니다.

동물 데이터

동물 생식 연구에서 전신 약물 노출 수준(AUC)이 인간 임상 용량(300mg/일)에서 관찰된 것의 0.7(토끼)에서 
1.2(쥐)인 동물에게서 태어난 새끼에서 사망률이나 최기형성의 증거가 없었습니다. atazanavir는 100mg/day 
ritonavir로 부스팅됨). 쥐를 대상으로 한 출생 전 및 산후 발달 연구에서 atazanavir는 수유 중 신생아 성장 지
연을 일으켰으나 이유 후에는 역전되었습니다. 이 용량에서 모체의 약물 노출은 권장 임상 노출에서 인간 노출의 
1.3배였습니다. 이 노출 수준에서 최소한의 모체 독성이 발생했습니다.

리토나비르:
위험 요약

항레트로바이러스 임신 등록부(APR)의 예상 임신 데이터는 선천적 기형이나 유산의 위험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APR의 사용 가능한 데이터는 메트로폴리탄 애틀랜타 선천적 결함 프로그램(MACDP)의 
미국 참조 인구에서 주요 선천적 결함에 대한 배경 비율 2.7%와 비교하여 리토나비르의 전체 선천적 결함 비율
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줍니다.[데이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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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생식 연구에서 임신한 랫드와 토끼에게 리토나비르를 경구 투여했을 때 부정적인 발달 결과의 증거는 관
찰되지 않았습니다. 쥐와 토끼의 기관 형성 동안 전신 노출(AUC)은 권장 일일 복용량에서 사람 노출보다 약 
1/3 낮았습니다. 쥐의 출생 전후 발달 연구에서 리토나비르에 대한 모체의 전신 노출은 체표면적 변환 계수를 
기준으로 1일 권장 용량에서 인간 노출의 약 1/2이었습니다.[데이터 참조].

표시된 인구에 대한 주요 선천적 기형 및 유산의 배경 위험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임신에는 선천적 
결함, 상실 또는 기타 불리한 결과의 배경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 일반 인구에서 임상적으로 인정된 임신에
서 주요 선천적 기형 및 유산의 추정 배경 위험은 각각 2-4% 및 15-20%입니다.

데이터

인적 데이터

리토나비르 함유 요법에 노출된 후 약 6,100명의 신생아에 대한 APR의 전향적 보고서(첫 번째 삼 분기에 노출
된 2,800명 이상의 정상 출생 및 두 번째 및 세 번째 삼 분기에 노출된 3,200명 이상의 정상 출생 포함)에 대한 전
향적 보고서에 따르면, MACDP의 미국 참조 모집단에서 2.7%의 배경 선천적 기형 비율과 비교한 리토나비르의 
전체 선천적 기형 비율. 산아에서 선천적 기형의 유병률은 임신 1기에 리토나비르 함유 요법에 노출된 후 
2.3%(95% CI: 1.7%-2.9%), 2기 및 3기에 노출된 후 2.9%(95% CI: 2.3%-3.5%)였습니다. ritonavir 함유 요
법에 대한 삼 분기 노출.

리토나비르의 태반 전달과 태아의 리토나비르 농도는 일반적으로 낮지만 제대혈 검체와 신생
아 모발에서 검출 가능한 수준이 관찰되었습니다.

동물 데이터

Ritonavir는 기관 형성(임신 6~17일) 동안 임신한 쥐(0, 15, 35, 75 mg/kg/day)와 토끼(0, 25, 50, 110 mg/kg/day)에 경구 투여했습
니다. 및 각각 6-19). 1일 권장 용량에서 인간 노출보다 약 1/3 낮은 전신 노출(AUC)을 생성하는 용량에서 랫트와 토끼에서 리토나비르로 
인한 최기형성의 증거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랫트에서 관찰된 발달 독성(조기 흡수, 태아 체중 감소, 골화 지연 및 발달 변동)은 권장 일
일 복용량에서 인간 노출보다 약 1/3 낮은 노출에서 모체 독성 복용량에서 발생했습니다. 랫트(모체 독성 용량)에서도 권장 일일 용량의 인
간 노출보다 약 1/5 낮은 노출에서 잠복고환증의 발생률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표면적 환산계수를 기준으로 1일 권장 용
량보다 약 1.8배 많은 모체 독성 용량에서 토끼에서 발달 독성(흡수, 새끼 크기 감소 및 태아 체중 감소)이 관찰되었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출생 전 및 산후 발달 연구에서 리토나비르는 임신 6일부터 출생 후 20일까지 0, 15, 35 및 60 mg/kg/day의 용량으로 투여되었습니
다. 체표면적 환산 계수를 기준으로 1일 권장 용량의 1/2에 해당하는 리토나비르 용량에서 독성이 나타났습니다. 체표면적 환산계수를 기
준으로 1일 권장 용량보다 약 1.8배 많은 모체 독성 용량에서 토끼에서 발달 독성(흡수, 새끼 크기 감소 및 태아 체중 감소)이 관찰되었습니
다. 쥐를 대상으로 한 출생 전 및 산후 발달 연구에서 리토나비르는 임신 6일부터 출생 후 20일까지 0, 15, 35 및 60 mg/kg/day의 용량으
로 투여되었습니다. 체표면적 환산 계수를 기준으로 1일 권장 용량의 1/2에 해당하는 리토나비르 용량에서 독성이 나타났습니다. 체표면
적 환산계수를 기준으로 1일 권장 용량보다 약 1.8배 많은 모체 독성 용량에서 토끼에서 발달 독성(흡수, 새끼 크기 감소 및 태아 체중 감
소)이 관찰되었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출생 전 및 산후 발달 연구에서 리토나비르는 임신 6일부터 출생 후 20일까지 0, 15, 35 및 60 
mg/kg/day의 용량으로 투여되었습니다. 체표면적 환산 계수를 기준으로 1일 권장 용량의 1/2에 해당하는 리토나비르 용량에서 독성이 
나타났습니다.

8.2 수유

아타자나비르 및 리토나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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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요약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HIV-1에 감염된 산모가 출생 후 HIV-1 
전염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Atazanavir는 모유에서 검출되
었으며 제한된 출판 데이터에서는 리토나비르가 모유에 존재한다고 보고합니다. 아타자나비르와 리토나비르가 
우유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Atazanavir는 수유 중인 쥐의 우유에 존재했으며 이유 후 
역전되는 신생아 성장 지연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HIV-1 전염 가능성과 모유수유아에서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모유수유를 하지 말라
고 조언합니다.

8.3 생식 잠재력의 암컷과 수컷 리토나비르:

피임
리토나비르의 사용은 복합 호르몬 피임제의 효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복합 호르몬 피임제를 사용하는 환자
에게 효과적인 대체 피임법 또는 추가적인 차단 피임법을 사용하도록 조언합니다.[약물 상호작용(7.3) 참조].

8.4 소아용

아타자나비르 및 리토나비르 정제 300mg/100mg은 6세 이상, 체중 35kg의 소아 환자에게만 투여해야 합니
다.

리토나비르:1개월 이상에서 21세 사이의 HIV 감염 환자에서 임상 시험 및 임상 경험을 통해 나타난 항바이러스 
활성 및 이상 반응 프로파일은 성인 환자의 경우와 유사했습니다.

8.5 노인용
아타자나비르와 리토나비르에 대한 임상 연구에는 65세 이상 환자가 젊은 환자와 다르게 반응하는지 여부를 결
정하기에 충분한 수의 환자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C에 대한 평균 단일 용량 약동학적 값의 비교를 기반으로 함최대AUC, 연령에 따른 용량 조절은 권장되지 않습니
다. 일반적으로 이 약과 리토나비르 정제 300mg/100mg을 고령자에게 투여하고 모니터링할 때는 간, 신장 또
는 심장 기능 저하의 빈도가 더 높거나 동반 질환 또는 기타 약물 요법의 빈도가 더 높으므로 적절한 주의를 기울
여야 합니다.

8.6 연령/성별
아타자나비르와 리토나비르 정제의 한 성분인 아타자나비르의 약동학 연구는 건강한 피험자(n=29, 18~40세)
와 노인(n=30,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연령이나 성별로 인한 임상적으로 중요한 약동학적 차
이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8.7 손상된 신장 기능

혈액투석으로 관리되는 말기 신질환이 있는 HIV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게 아타자나비르 및 리토나비르 정제 
300mg/100mg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보다용량 및 투여 (2.1)].

8.8 손상된 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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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타자나비르와 리토나비르가 간 손상 환자에 대해 연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는 어느 
정도의 간 손상이 있는 환자에게 권장되지 않습니다. [보다용량 및 투여(2.4) 및 경고 및 주의사항(5.3).]

10 과다 복용

아타자나비르
아타자나비르의 급성 과량투여에 대한 인간의 경험은 제한적입니다. 건강한 지원자는 1200mg까지 단일 용량
을 부작용 없이 복용했습니다. HIV에 감염된 환자에게 29.2g의 아타자나비르를 단독으로 과량투여한 경우
(400mg 권장 용량의 73배) 무증상 이중섬유 차단 및 PR 간격 연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자발
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높은 약물 노출을 초래하는 고용량에서 간접(비접합) 고빌리루빈혈증(관련 간 기능 검
사 변화 없음) 또는 PR 간격 연장으로 인한 황달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아타자나비르 과량투여의 치료는 활력징후 및 ECG 모니터링, 환자의 임상 상태 관찰을 포함한 일반적인 보조 
조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지시된 경우, 구토 또는 위 세척을 통해 흡수되지 않은 아타자나비르를 제거해야 합
니다. 활성탄의 투여는 흡수되지 않은 약물의 제거를 돕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아타자나비르 과량투여
에 대한 특정한 해독제는 없다. atazanavir는 간에서 광범위하게 대사되고 단백질 결합도가 높기 때문에 투석
은 이 약의 상당한 제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리토나비르
급성 과다 복용 - 인간 과다 복용 경험
아타자나비르 및 리토나비르 정제의 구성성분인 리토나비르의 급성 과량투여에 대한 인간의 경험은 제한적입니
다. 임상 시험의 한 환자는 ritonavir 1500 mg/day를 이틀 동안 복용했습니다. 환자는 용량을 줄인 후 해소된 
감각이상을 보고했습니다. 리토나비르 과량 투여 시 호산구 증가증을 동반한 신부전의 시판 후 사례가 보고되었
습니다.

리토나비르의 대략적인 치사량은 쥐의 경우 관련 인간 투여량의 20배, 마우스의 경우 관련 인간 투여량의 10배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량투여 관리
아타자나비르 및 리토나비르 정제의 한 성분인 리토나비르 과량투여의 치료는 활력 징후 및 ECG 모니터링, 환
자의 임상 상태 관찰을 포함한 일반적인 보조 조치로 구성됩니다. 아타자나비르와 리토나비르의 과량투여에 대
한 특별한 해독제는 없다. 지시된 경우, 구토 또는 위 세척을 통해 흡수되지 않은 약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기도
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예방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활성탄의 투여는 흡수되지 않은 약물의 제거를 돕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atazanavir와 ritonavir는 간에서 광범위하게 대사되고 단백질 결합도가 높기 때
문에 투석은 약물의 상당한 제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약의 과다 복용 관리에 대한 최신 정보는 공인 
독극물 관리 센터와 상의해야 합니다.

11 설명
아타자나비르와 리토나비르 정제의 유효성분은 HIV-1 프로테아제 억제제인   아타자나비르와 리토나비르이다.

아타자나비르
아타자나비르 황산염 약물 물질의 화학명은 (3에스,8에스,9에스,12에스)-3,12-비스(1,1-디메틸에틸)-8-히드
록시-4,11-디옥소-9-(페닐메틸)-6-[[4-(2-피리디닐)페닐]메틸]-2,5 ,6,10,13-펜타아자테트라데칸디오익산 디
메틸 에스테르, 설페이트(1:1). 분자식은 C38시간52N6영형7•시간2그래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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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802.9(황산염)의 분자량에 해당합니다. 유리 염기 분자량은 704.9입니다. 아타자나비르 설페이트의 구조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타자나비르 설페이트는 백색 내지 담황색의 결정성 분말이다. 물에 약간 용해되며(4‒5 mg/mL, 유리 염기 등
가물) 물에 용해된 포화 용액의 pH는 24 ± 3°C에서 약 1.9입니다.

리토나비르
리토나비르는 화학적으로 10-히드록시-2-메틸-5-(1-메틸에틸)-1-[2-(1-메틸에틸)-4-티아졸릴]-3,6-디옥
소-8,11-비스( 페닐메틸)-2,4,7,12-테트라아자트리데칸-13-오산, 5-티아졸릴메틸 에스테르, [5S-
(5R*,8R*,10R*,11R*)]. 분자식은 C37시간48N6영형5에스2, 분자량은 720.95이다. 리토나비르의 구조식은 다음
과 같습니다.

Ritonavir는 흰색에서 밝은 황갈색 분말입니다. Ritonavir는 쓴 금속 맛이 있습니다. 메탄올과 에탄올에 잘 녹
고 이소프로판올에 녹고 물에는 거의 녹지 않습니다.

아타자나비르 및 리토나비르 정제는 300mg 아타자나비르(341.7mg 아타자나비르 황산염에 해당) 및 100mg 
리토나비르로 구성된 경구 투여용으로 제공됩니다. 이 정제에는 무수 이염기성 인산칼슘, 콜로이드성 이산화규
소, 코포비돈, 크로스포비돈, 하이프로멜로스, 유당 일수화물, 스테아르산마그네슘, 스테아릴푸마르산나트륨, 
소르비탄모노라우레이트, 활석 및 황색산화철과 같은 비활성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제는 레시틴, 마크로
골(폴리에틸렌 글리콜), 가수분해된 폴리비닐 알코올 부분, 활석, 이산화티타늄, 황색 산화철로 만들어진 필름
(오파드라이 II 85G520033 노란색)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12 임상약리학

12.1 작용 메커니즘
Atazanavir와 ritonavir는 항바이러스제[참조임상약리학(12.4)].

12.2 약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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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에 미치는 영향 아타자나
비르
atazanavir를 투여받은 건강한 지원자에서 심전도에서 농도 및 용량 의존적 연장이 관찰되었습니다. 위약 대조 
연구(AI424-076)에서 400mg의 아타자나비르(n=65)를 경구 투여한 후 투여 전 값에서 PR 간격의 평균(±SD) 
최대 변화는 13과 비교하여 24(±15) msec였습니다. 위약 투여 후 (±11) msec(n=67). 이 연구에서 PR 간격 
연장은 무증상이었습니다. 인간에서 atazanavir와 심전도의 PR 간격을 연장하는 다른 약물 사이의 약력학적 
상호작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보다경고 및 주의 사항(5.2)].

아타자나비르의 심전도 효과는 72명의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약리학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400mg 및 800mg의 경구 용량을 위약과 비교했습니다. QTc 간격에 대한 atazanavir의 농도 의존적   영향은 
없었습니다(Fridericia의 보정 사용). 1793년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을 받은 HIV 감염 환자에서 QTc 연장은 
아타자나비르 요법과 대조약 요법에서 비슷했습니다. 임상 시험에서 아타자나비르 치료를 받은 건강한 피험자
나 HIV 감염 환자는 QTc 간격이 500msec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경고 및 주의 사항(5.2)].

리토나비르:QTcF 간격은 45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위약 및 활성(목시플록사신 400mg 1
일 1회) 대조 교차 연구에서 평가되었으며, 3일차에 12시간 동안 10회 측정되었습니다. 최대 평균(95% 신뢰 
상한) 시간 일치 기준선 보정 후 위약과의 QTcF 차이는 400mg 1일 2회 리토나비르에 대해 5.5(7.6)밀리초
(msec)였습니다. 리토나비르 400mg 1일 2회 투여 시 3일째의 리토나비르 노출이 정상 상태에서 리토나비
르 600mg 1일 2회 투여로 관찰된 것보다 약 1.5배 더 높았습니다.

PR 간격 연장은 3일째 동일한 연구에서 리토나비르를 투여받은 피험자에서도 관찰되었습니다. 기준선 보정 
후 PR 간격에서 위약과의 최대 평균(95% 신뢰 구간) 차이는 400mg 1일 2회 리토나비르의 경우 22(25) 
msec였습니다.[경고 및 주의 사항(5.2) 참조].

12.3 약동학

성인의 약동학
아타자나비르 및 리토나비르 정제:아타자나비르 및 리토나비르 복합정(300mg/100mg) 투여 후 아타자나비르 
노출은 금식 및 섭식 상태에서 건강한 지원자에게 투여했을 때 Reyataz(atazanavir) 캡슐 및 Norvir(리토나비
르) 정제 투여 후 노출과 유사했습니다.

아타자나비르
atazanavir의 약동학은 건강한 성인 지원자와 HIV 감염 환자에서 atazanavir 300mg과 ritonavir 100mg을 
1일 1회 투여한 후 평가되었습니다(표 9 참조).

표 9: 건강한 피험자 또는 HIV 감염 환자에서 아타자나비르의 정상 상태 약동학
연준 상태에서

atazanavir 300mg 및 ritonavir 100mg 1일 1회
건강한

피험자(n=28)
HIV 감염 환자

(n=10)매개변수
씨최대(ng/mL)

기하 평균(CV%) 6129 (31) 4422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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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SD) 6450 (2031) 5233 (3033)

티최대(시간)

중앙값 2.7 3.0
AUC(ng•h/mL)

기하 평균(CV%) 57039 (37) 46073 (66)

평균(SD) 61435 (22911) 53761 (35294)

T-하프(h)
평균(SD) 18.1 (6.2)ㅏ 8.6 (2.3)

씨분(ng/mL)
기하 평균(CV %) 1227 (53) 636 (97)
평균(SD) 1441 (757) 862 (838)

ㅏn=26.

그림 1은 가벼운 식사와 함께 atazanavir 400mg 1일 1회(200mg 캡슐 2개) 및 ritonavir 100mg 1일 1회 
atazanavir 300mg(150mg 캡슐 2개) 후 정상 상태에서 atazanavir의 평균 혈장 농도를 보여줍니다. HIV에 
감염된 성인 환자의 가벼운 식사.

그림 1:
HIV 감염 성인 환자의 경우 Ritonavir(n=10)와 300mg

평균(SD) Atazanavir 400mg의 정상 상태 혈장 농도(n=13)

흡수
Atazanavir는 T와 함께 빠르게 흡수됩니다.최대약 2.5시간. Atazanavir는 AUC 및 C에서 용량 비례 증가보다 
더 큰 비선형 약동학을 보여줍니다.최대1일 1회 200-800 mg의 용량 범위에 대한 값. 약 2.3배의 축적으로 4일과 
8일 사이에 정상 상태가 달성됩니다.

식품 효과
아타자나비르: 음식과 함께 아타자나비르를 투여하면 생체이용률이 증가하고 약동학적 변동성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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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
Atazanavir는 인간 혈청 단백질에 86% 결합하고 단백질 결합은 농도와 무관합니다. Atazanavir는 알파-1-산 
당단백질(AAG)과 알부민 모두에 유사한 정도로 결합합니다(각각 89% 및 86%).

대사
Atazanavir는 인간에서 광범위하게 대사됩니다. 인간에서 atazanavir의 주요 생체변환 경로는 단일산소화와 
이산소화로 구성됩니다. atazanavir 또는 그 대사 산물에 대한 기타 사소한 생체 변형 경로는 글루쿠론화, N-
탈알킬화, 가수분해 및 탈수소화를 통한 산소화로 구성됩니다. 혈장 내 아타자나비르의 두 가지 사소한 대사산
물이 특성화되었습니다. 어떤 대사 산물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시험관 내항 바이러스 활동.시험관 내인간 간 
마이크로솜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아타자나비르가 CYP3A에 의해 대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거
400mg 1회 투여 후14C-atazanavir는 총 방사능의 79%와 13%를 대변과 소변에서 각각 회수했습니다. 변경
되지 않은 약물은 투여 용량의 약 20% 및 7%를 대변 및 소변에서 각각 차지했습니다. 건강한 지원자(n=214)
와 HIV 감염 성인 환자(n=13)에서 아타자나비르의 평균 제거 반감기는 가벼운 식사와 함께 매일 400mg을 투
여한 후 정상 상태에서 약 7시간이었습니다.

600mg 용량을 투여받은 5명의 피험자에 대한 연구에서14C-리토나비르 경구 용액은 용량의 11.3 ± 2.8%가 
소변으로 배설되었고, 용량의 3.5 ± 1.8%는 변경되지 않은 모약물로 배설되었습니다. 그 연구에서, 투여량
의 86.4 ± 2.9%가 변으로 배설되었고, 투여량의 33.8 ± 10.8%가 변경되지 않은 모약물로 배설되었습니다. 
다중 투여 시 리토나비르 축적은 시간 및 투여량 관련 청소율 증가로 인해 단일 투여량에서 예측된 것보다 적습
니다.

심전도에 미치는 영향
리토나비르:QTcF 간격은 45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위약 및 활성(목시플록사신 400mg 1
일 1회) 대조 교차 연구에서 평가되었으며, 3일차에 12시간 동안 10회 측정되었습니다. 최대 평균(95% 신뢰 
상한) 시간 일치 기준선 보정 후 위약과의 QTcF 차이는 400mg 1일 2회 리토나비르에 대해 5.5(7.6)밀리초
(msec)였습니다. 리토나비르 400mg 1일 2회 투여 시 3일째의 리토나비르 노출이 정상 상태에서 리토나비
르 600mg 1일 2회 투여로 관찰된 것보다 약 1.5배 더 높았습니다.

PR 간격 연장은 3일째 동일한 연구에서 리토나비르를 투여받은 피험자에서도 관찰되었습니다. 기준선 보정 
후 PR 간격에서 위약과의 최대 평균(95% 신뢰 구간) 차이는 400mg 1일 2회 리토나비르의 경우 22(25) 
msec였습니다.[경고 및 주의 사항(5.2) 참조].

특수 인구

소아과
아타자나비르 및 리토나비르 정제는 6세 미만, 체중 35kg 미만의 HIV-1 감염 소아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 
된다.

임신
아타자나비르 및 리토나비르: 리토나비르와 함께 아타자나비르 캡슐을 투여받은 HIV 감염 임산부의 약
동학 데이터가 표 10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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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HIV에 감염된 임신에서 아타자나비르와 리토나비르의 정상 상태 약동학
연준의 여성

아타자나비르 300mg과 리토나비르 100mg
약동학적 매개변수 2학기

(n=5ㅏ)
3학기

(n=20)
산후비

(n=34)

씨최대ng/mL 3078.85 3291.46 5721.21

기하 평균(CV%) (50) (48) (31)
AUC ng∙h/mL 27657.1 34251.5 61990.4

기하 평균(CV%) (43) (43) (32)
씨분ng/mL씨 538.70 668.48 1462.59

기하 평균(CV%) (46) (50) (45)
ㅏ임신 2기에 사용 가능한 데이터는 제한적입니다.
비Atazanavir 피크 농도와 AUC는 치료 기간 동안 약 28~43%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후 기간(4-12주)은 HIV에 감염된 비임신 환자에서 역사적으로 관찰된 기간보다 짧습니다. 아타자나비르 혈장 최저 
농도는 HIV에 감염된 비임신 환자에서 역사적으로 관찰된 농도와 비교할 때 산후 기간 동안 약 2.2배 더 높았다.

씨씨분투여 후 24시간 동안의 농도이다.

신장 장애

건강한 피험자에서 변하지 않은 아타자나비르의 신장 제거는 투여 용량의 약 7%였습니다. 아타자나비르는 혈
액투석을 받는 환자를 포함하여 중증의 신장애가 있는 성인(n=20)을 대상으로 1일 1회 400mg을 여러 번 투여
하여 연구되었습니다. 평균 아타자나비르 C최대9% 더 낮았고, AUC는 19% 더 높았고, C분혈액투석을 받지 않은 
중증 신장애 환자(n=10)에서 신장 기능이 정상인 연령, 체중, 성별이 일치하는 환자보다 96% 더 높았다. 4시간
의 투석 세션에서 투여된 용량의 2.1%가 제거되었습니다. atazanavir가 혈액 투석 전이나 후에 투여되었을 때
(n=10), C에 대한 기하 평균최대, AUC 및 C분정상 신장 기능을 가진 대상에 비해 약 25%에서 43% 낮았습니다. 
이 감소의 메커니즘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타자나비르는 HIV 치료 경험이 있는 혈액투석으로 관리되는 말
기 신질환 환자에게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용량 및 투여(2.3) 참조].

간 장애

리토나비르와 병용한 아타자나비르의 약동학은 간 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간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아타자나비르와 리토나비르를 병용 투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용
량 및 투여(2.4) 참조].

약물 상호 작용 데이터

아타자나비르
Atazanavir는 대사 의존성 CYP3A 억제제이며,움직이지 않는0.05~0.06분의 값-1그리고 케이나

0.84~1.0μM의 값. Atazanavir는 또한 UGT1A1에 대한 직접 억제제입니다(K나=1.9 μM) 및 CYP2C8(K나=2.1 
μM).

Atazanavir가 표시되었습니다생체 내자체 대사를 유도하거나 CYP3A에 의해 대사되는 일부 약물의 생체 변형
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다회 투여 연구에서 atazanavir는 감소했습니다.

36

참조 ID: 4173147



내인성 6의 오줌 비율β-OH 코티솔 대 코티솔 대 기준선, 이는 CYP3A 생성이 유도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아타자나비르와 CYP2C19, CYP2C9, CYP2D6, CYP2B6, CYP2A6, CYP1A2 또는 CYP2E1의 기질 간에 임상
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리토나비르와 CYP2C8 기질을 병용 투여할 때 아타자나비르 간
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리토나비르와 다른 잠재적인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
는 리토나비르에 대한 전체 처방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알려진 대사 프로필에 따르면 아타자나비르와 답손, 트리메토프림/설파메톡사졸, 아지트로마이신 또는 에리트
로마이신 간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약물 상호 작용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Atazanavir는 CYP2D6의 기질(예: 노
르트립틸린, 데시프라민, 메토프롤롤)과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약물 상호 작용 연구는 아타자나비르와 함께 투여될 가능성이 있는 기타 약물 및 약동학적 상호 작용에 대한 프
로브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부 약물에 대해 수행되었습니다. AUC, C에 대한 아타자나비르의 병용 투여 효과
최대, 및 C분표 11 및 12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디다노신 EC와 딜티아젬 모두 아타자나비르 노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디다노신 EC 또는 딜티아젬 노출에 대한 아타자나비르의 효과는 표 12 참조). 아타자나비르
는 디다노신(완충정으로 투여된 경우), 스타부딘 또는 플루코나졸의 노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임상 권장 사항에 대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약물 상호 작용 (7).

표 11: 약물 상호작용: 이 약의 존재에서 아타자나비르에 대한 약동학적 매개변수
병용 약물ㅏ

비율(90% 신뢰구간)
아타자나비르 약동학

포함/미포함 매개변수
병용 약물;

효과 없음 = 1.00
공동 투여

의약품
복용량/일정

공동 투여
의약품

아타자나비르
복용량/일정 씨최대 AUC 씨분

아테놀롤 50 mg QD, d 
7-11(n=19) 및 d 19-23

400 mg QD, d 1-11(n=19) 1.00
(0.89, 1.12)

0.93
(0.85, 1.01)

0.74
(0.65, 0.86)

보세프레비르 800mg TID,
d 1-6, 25-31

300mg QD/리토나비르
100mg QD,

d 10-31

아타자나비르:

0.75
(0.64-0.88)

아타자나비르:

0.65
(0.55-0.78)

아타자나비르:

0.51
(0.44-0.61)

클라리스로마이신 500 mg BID, d 
7-10(n=29) 및 d 18-21

400 mg QD, d 1-10(n=29) 1.06
(0.93, 1.20)

1.28
(1.16, 1.43)

1.91
(1.66, 2.21)

디다노신(ddI)
(완충 정제)
플러스 스타부딘
(d4T)비

ddI: 200mg x 1회 용량, 
d4T: 40mg x 1회 용량

(n=31)

400 mg x 1 용량
ddI와 동시에

및 d4T(n=31)

0.11
(0.06, 0.18)

0.13
(0.08, 0.21)

0.16
(0.10, 0.27)

ddI: 200mg x 1회 용량, 
d4T: 40mg x 1회 용량

(n=32)

400 mg x 1회 투여 1시간 후
ddI + d4T (n=32)

1.12
(0.67, 1.18)

1.03
(0.64, 1.67)

1.03
(0.61, 1.73)

ddI(장용성 코팅
[EC]캡슐)씨

400 mg d 8 (섭식) 
(n=34) 400 mg d 19

(급식) (n=31)

400 mg QD, d 2-8(n=34) 
300 mg/리토나비르 100 mg

QD, d 9-19(n=31)

1.03
(0.93, 1.14)

1.04

0.99
(0.91, 1.08)

1.00

0.98
(0.89, 1.08)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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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07) (0.96, 1.03) (0.82, 0.92)
딜티아젬 180 mg QD, d 

7-11(n=30) 및 d 19-23
400 mg QD, d 1-11(n=30) 1.04

(0.96, 1.11)
1.00

(0.95, 1.05)
0.98

(0.90, 1.07)
에파비렌즈 600 mg QD, d 7-20

(n=27)
400 mg QD, d 1-20(n=27) 0.41

(0.33, 0.51)
0.26

(0.22, 0.32)
0.07

(0.05, 0.10)
600 mg QD, d 7-20

(n=13)
400mg QD, d 1-6(n=23) 다
음 300mg/리토나비르 100

mg QD, 에파비렌즈 2
시간 전, d 7-20(n=13)

1.14
(0.83, 1.58)

1.39
(1.02, 1.88)

1.48
(1.24, 1.76)

600 mg QD, d 11‒24
(오후) (n=14)

300mg QD/리토나비르
100mg QD, d 1‒10(오후)

(n=22), 그 다음 400 mg 
QD/리토나비르 100 mg QD,

d 11-24(오후),
(동시에
에파비렌즈) (n=14)

1.17
(1.08, 1.27)

1.00
(0.91, 1.10)

0.58
(0.49, 0.69)

파모티딘 40 mg BID, d 7-12
(n=15)

400 mg QD, d 1-6(n=45),
d 7−12(동시
투여) (n=15)

0.53
(0.34, 0.82)

0.59
(0.40, 0.87)

0.58
(0.37, 0.89)

40 mg BID, d 7-12
(n=14)

400 mg QD(pm), d 
1-6(n=14), d 7-12(10시간 후,

파모티딘 2시간 전)
(n=14)

1.08
(0.82, 1.41)

0.95
(0.74, 1.21)

0.79
(0.60, 1.04)

40 mg BID, d 11-20
(n=14)디

300mg QD/리토나비르 
100mg QD, d 
1-10(n=46), d 11-20디

(동시 투여) (n=14)

0.86
(0.79, 0.94)

0.82
(0.75, 0.89)

0.72
(0.64, 0.81)

20 mg BID, d 11-17
(n=18)

300mg QD/리토나비르 100mg 
QD/테노포비르 300mg QD, d 
1-10(오전)(n=39),

d 11-17(오전)
(동시

오전 관리
파모티딘) (n=18)에,에프

0.91
(0.84, 0.99)

0.90
(0.82, 0.98)

0.81
(0.69, 0.94)

40mg QD(pm),
d 18-24 (n=20)

300 mg QD/리토나비르 100 
mg QD/테노포비르 300 mg 
QD, d 1-10(오전)(n=39), d 
18-24(오전)(오후 파모티딘 
후 12시간)(n=20)에프

0.89
(0.81, 0.97)

0.88
(0.80, 0.96)

0.77
(0.63, 0.93)

40 mg BID, d 18-24
(n=18)

300 mg QD/리토나비르 100 
mg QD/테노포비르 300 mg 
QD, d 1-10(오전)(n=39), d 
18-24(오전)(10시간 후
오후 파모티딘 및 오전 
파모티딘 2시간 전)

0.74
(0.66, 0.84)

0.79
(0.70, 0.88)

0.72
(0.63,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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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8)에프

40 mg BID, d 11-20
(n=15)

300 mg QD/리토나비르 100
mg QD, d 1-10(오전)
(n=46), 400mg QD/리

토나비르 100mg QD,
d 11-20(오전) (n=15)

1.02
(0.87, 1.18)

1.03
(0.86, 1.22)

0.86
(0.68, 1.08)

플루코나졸 200 mg QD, d 11-20
(n=29)

300mg QD/리토나비르
100 mg QD, d 

1-10(n=19), d 11-20(n=29)

1.03
(0.95, 1.11)

1.04
(0.95, 1.13)

0.98
(0.85, 1.13)

케토코나졸 200 mg QD, d 7-13
(n=14)

400 mg QD, d 1-13(n=14) 0.99
(0.77, 1.28)

1.10
(0.89, 1.37)

1.03
(0.53, 2.01)

네비라핀지,아 200 mg BID, d 1-23
(n=23)

300 mg QD/리토나비르 100 
mg QD, d 4-13, 그 다음 400 
mg QD/리토나비르 100 mg

QD, d 14‒23(n=23)나

0.72
(0.60, 0.86)

1.02
(0.85, 1.24)

0.58
(0.48, 0.71)

0.81
(0.65, 1.02)

0.28
(0.20, 0.40)

0.41
(0.27, 0.60)

오메프라졸 40 mg QD, d 7-12
(n=16)제이

400 mg QD, d 1-6(n=48),
d 7-12 (n=16)

0.04
(0.04, 0.05)

0.06
(0.05, 0.07)

0.05
(0.03, 0.07)

40 mg QD, d 11-20
(n=15)제이

300mg QD/리토나비르
100 mg QD, d 1-20(n=15)

0.28
(0.24, 0.32)

0.24
(0.21, 0.27)

0.22
(0.19, 0.26)

20 mg QD, d 17-23
(오전) (n=13)

300mg QD/리토나비르
100 mg QD, d 7-16(오후)

(n=27), d 17-23(오후)
(n=13)k,l

0.61
(0.46, 0.81)

0.58
(0.44, 0.75)

0.54
(0.41, 0.71)

20 mg QD, d 17-23
(오전) (n=14)

300mg QD/리토나비르
100 mg QD, d 7-16(오전)

(n=27), 그 다음 400 mg 
QD/리토나비르 100 mg QD,

d 17-23(오전) (n=14)m,n

0.69
(0.58, 0.83)

0.70
(0.57, 0.86)

0.69
(0.54, 0.88)

피타바스타틴 4mg QD
5일 동안

300mg QD
5일 동안

1.13
(0.96, 1.32)

1.06
(0.90, 1.26)

없음

리파부틴 150 mg QD, d 15-28
(n=7)

400 mg QD, d 1-28(n=7) 1.34
(1.14, 1.59)

1.15
(0.98, 1.34)

1.13
(0.68, 1.87)

리팜핀 600 mg QD, d 17-26
(n=16)

300mg QD/리토나비르
100 mg QD, d 

7-16(n=48), d 17-26(n=16)

0.47
(0.41, 0.53)

0.28
(0.25, 0.32)

0.02
(0.02, 0.03)

리토나비르영형 100 mg QD, d 11-20
(n=28)

300 mg QD, d 1-20(n=28) 1.86
(1.69, 2.05)

3.38
(3.13, 3.63)

11.89
(10.23,
13.82)

텔라프레비르 750mg q8h
10일 동안

(n=7)

300mg QD/리토나비르
20일 동안 100mg QD

(n=7)

0.85
(0.73, 0.98)

1.17
(0.97, 1.43)

1.85
(1.40, 2.44)

테노포비르피 300 mg QD, d 9-16
(n=34)

400 mg QD, d 2-16(n=34) 0.79
(0.73, 0.86)

0.75
(0.70, 0.81)

0.60
(0.52, 0.68)

300 mg QD, d 15-42 300 mg/리토나비르 100 mg 0.72큐 0.75큐 0.77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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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0) QD, d 1-42(n=10) (0.50, 1.05) (0.58, 0.97) (0.54, 1.10)
보리코나졸

(에 있는 과목
적어도 하나

기능의
CYP2C19 대립유전자)

200mg BID,
d 2-3, 22-30;

400 mg BID, d 1, 21
(n=20)

300mg/리토나비르
100 mg QD, d 11-30

(n=20)

0.87
(0.80, 0.96)

0.88
(0.82, 0.95)

0.80
(0.72, 0.90)

50 mg BID,
d 2-3, 22-30;

100 mg BID, d 1, 21
(n=8)

300mg/리토나비르
100 mg QD, d 11-30

(n=8)

0.81
(0.66, 1.00)

0.80
(0.65, 0.97)

0.69
(0.54, 0.87)보리코나졸

(없는 과목
기능적인
CYP2C19 대립유전자)

ㅏ제공된 데이터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공급 조건에서 제공됩니다.
비모든 약물은 금식 상태에서 투여되었습니다.
씨400 mg ddI EC 및 atazanavir는 8일과 19일에 음식과 함께 투여되었습니다.
디atazanavir 300mg + ritonavir 100mg 1일 1회 famotidine 40mg 1일 2회 병용 투여 시

atazanavir 기하 평균 C최대그것은 유사했고 AUC와 C분1일 1회 atazanavir 400mg 단독에 비해 1.79배 및 4.46배 더 
높은 값.

이자형famotidine 20 mg BID를 투여 2시간 후와 투여 10시간 전에 투여했을 때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atazanavir 300mg 및 ritonavir 100mg + 테노포비르 300mg.

에프Atazanavir/ritonavir/tenofovir는 가벼운 식사 후에 투여되었습니다.
g연구는 HIV에 감염된 개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시간네비라핀이 없는 아타자나비르 400mg 과거 데이터(n=13)와 비교하여 기하 평균 비율(90%

C에 대한 신뢰 구간)최대, AUC 및 C분atazanavir/ritonavir 300/100 mg의 경우 각각 1.42(0.98, 2.05), 1.64(1.11, 
2.42) 및 1.25(0.66, 2.36)였습니다.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 400/100 mg의 경우 각각 2.02(1.42, 2.87), 
2.28(1.54, 3.38) 및 1.80(0.94, 3.45)이었습니다.

나병렬 그룹 설계;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 + 네비라핀의 경우 n=23, 아타자나비르 300mg/리토나비르 100mg의 경우 n=22
네비라핀 없이. 피험자들은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네비라핀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이오메프라졸 40mg은 아타자나비르 투여 2시간 전에 공복에 투여되었습니다.
케이Omeprazole 20mg은 아침 가벼운 식사 30분 전에, atazanavir 300mg은

리토나비르 100mg을 저녁에 가벼운 식사 후 오메프라졸과 12시간 간격으로 투여합니다.
엘atazanavir 300mg + ritonavir 100mg 1일 1회 오메프라졸 12시간 간격으로 1일 20mg 결과

atazanavir 기하 평균 AUC(10%) 및 C의 증가분(2.4배), C 감소최대(29%) 오메프라졸이 없을 때 1일 1회 atazanavir 
400mg에 비해(연구 1-6일).

중오메프라졸 20mg은 아침 가벼운 식사 30분 전에, 아타자나비르 400mg은
리토나비르 100mg을 1일 1회 가벼운 식사 후, 오메프라졸 1시간 후에 투여합니다. 아타자나비르 농도에 대한 효과는 아타자
나비르 400mg과 리토나비르 100mg을 오메프라졸 20mg에서 12시간 간격으로 분리했을 때 유사했습니다.

Natazanavir 400mg + ritonavir 100mg 1일 1회 오메프라졸 20mg 1일 1회 투여 시
atazanavir 기하 평균 AUC(32%) 및 C의 증가분(3.3배), C 감소최대(26%) 오메프라졸이 없을 때 1일 1회 atazanavir 
400mg에 비해 (연구 1-6일).

영형atazanavir 400 mg QD 과거 데이터와 비교하여 atazanavir/ritonavir 300/100 mg QD 투여
C의 atazanavir 기하 평균값 증가최대, AUC 및 C분각각 18%, 103%, 671% 증가했습니다.

피테노포비르와 아타자나비르의 투여를 분리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습니다.
12시간까지.

큐atazanavir + ritonavir + tenofovir 대 atazanavir + ritonavir의 비율. 아타자나비르 300mg + 리토나비르 100
mg은 atazanavir 400 mg보다 더 높은 atazanavir 노출을 초래합니다(각주 o 참조). 리토나비르 및 테노포비르와 병
용 투여 시 아타자나비르 약동학 매개변수의 기하 평균값은 다음과 같습니다.최대= 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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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mL, AUC = 34459ng•h/mL 및 C분= 491ng/mL. 연구는 HIV에 감염된 개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해당 없음 = 사
용할 수 없습니다.

표 12: 약물 상호작용: 공동 투여된 약물에 대한 약동학적 매개변수
아타자나비르의 존재ㅏ

병용 약물 약동학의 비율(90% 신뢰 구간)

atazanavir가 있거나 없는 매개변수;
효과 없음 = 1.00

공동 투여
의약품

복용량/일정
공동 투여

의약품
아타자나비르

복용량/일정 씨최대 AUC 씨분

아세트아미노펜 1gm BID, d 1−20
(n=10)

300mg
QD/리토나비르 100
mg QD, d 11-20

(n=10)

0.87
(0.77, 0.99)

0.97
(0.91, 1.03)

1.26
(1.08, 1.46)

아테놀롤 50 mg QD, d 
7-11(n=19) 및 d 19-23

400mg QD,
d 1−11 (n=19)

1.34
(1.26, 1.42)

1.25
(1.16, 1.34)

1.02
(0.88, 1.19)

보세프레비르 800mg TID,
d 1-6, 25-31

300mg QD/
리토나비르 100mg

QD, d 10-31

0.93
(0.80, 1.08)

0.95
(0.87, 1.05)

0.82
(0.68, 0.98)

클라리스로마이신 500 mg BID, d 
7-10(n=21) 및 d 18-21

400mg QD,
d 1-10 (n=21)

1.50
(1.32, 1.71)

오-
클라리스로마이신:

0.28
(0.24, 0.33)

1.94
(1.75, 2.16)

오-
클라리스로마이신:

0.30
(0.26, 0.34)

2.60
(2.35, 2.88)

오-
클라리스로마이신

:
0.38

(0.34, 0.42)

디다노신(ddI)
(완충 정제)
플러스 스타부딘
(d4T)비

ddI: 200mg x 1회 용량, 
d4T: 40mg x 1회 용량

(n=31)

400 mg x 1 용량
와 동시

dI 및 d4T
(n=31)

dI: 0.92
(0.84, 1.02)

d4T: 1.08
(0.96, 1.22)

dI: 0.98
(0.92, 1.05)

d4T: 1.00
(0.97, 1.03)

없음

d4T: 1.04
(0.94, 1.16)

ddI(장용-
코팅 [EC]
캡슐)씨

400 mg d 1(금식),
d 8 (급식) (n=34)

400mg QD,
d 2−8 (n=34)

0.64
(0.55, 0.74)

0.66
(0.60, 0.74)

1.13
(0.91, 1.41)

400 mg d 1(금식),
d 19(급식) (n=31)

300mg
QD/리토나비르 100
mg QD, d 9-19

(n=31)

0.62
(0.52, 0.74)

0.66
(0.59, 0.73)

1.25
(0.92, 1.69)

딜티아젬 180 mg QD, d 
7-11(n=28) 및 d 19-23

400mg QD,
d 1−11 (n=28)

1.98
(1.78, 2.19)
디아세틸-
딜티아젬:

2.25
(2.09, 2.16)
디아세틸-
딜티아젬:

2.42
(2.14, 2.73)
디아세틸-
딜티아젬:

41

참조 ID: 4173147



2.72
(2.44, 3.03)

2.65
(2.45, 2.87)

2.21
(2.02, 2.42)

에티닐 에스트라디올 &
노르에틴드론디

노르에틴드론(0.5
mg + 에티닐

에스트라디올 0.035mg)

QD, d 1-29(n=19)

400mg QD,
d 16-29 (n=19)

에티닐
에스트라디올:

1.15
(0.99, 1.32)

노르에틴드론:
1.67

(1.42, 1.96)

에티닐
에스트라디올:

1.48
(1.31, 1.68)

노르에틴드론:
2.10

(1.68, 2.62)

에티닐
에스트라디올:

1.91
(1.57, 2.33)

노르에틴드론:
3.62

(2.57, 5.09)

에티닐 에스트라디올 &
평가하다이자형

노르게스티밋(0.180
mg) + 에티닐

에스트라디올(0.035mg)
QD, d 1‒28(n=18),
그런 다음 Norgestimate

(0.180 mg) + 에티닐 에
스트라디올 (0.025 mg)
QD, d 29‒42에프(n=14)

300mg
QD/리토나비르 100
mg QD, d 29‒42

(n=14)

에티닐
에스트라디올:

0.84
(0.74, 0.95)
17-데아세틸

평정하다:g

1.68
(1.51, 1.88)

에티닐
에스트라디올:

0.81
(0.75, 0.87)
17-데아세틸

평정하다:g

1.85
(1.67, 2.05)

에티닐
에스트라디올:

0.63
(0.55, 0.71)
17-데아세틸

평정하다:g

2.02
(1.77, 2.31)

플루코나졸 200mg QD, d 
1-10(n=11) 및 200mg 

QD, d 11-20(n=29)

300mg
QD/리토나비르 100
mg QD, d 11-20

(n=29)

1.05
(0.99, 1.10)

1.08
(1.02, 1.15)

1.07
(1.00, 1.15)

메타돈 안정적인 유지보수
용량, d 1-15(n=16)

400mg QD,
d 2−15 (n=16)

(아르 자형)-

메타돈시간

0.91
(0.84, 1.0)
총계: 0.85

(0.78, 0.93)

(아르 자형)-

메타돈시간

1.03
(0.95, 1.10)
총계: 0.94

(0.87, 1.02)

(아르 자형)-

메타돈시간

1.11
(1.02, 1.20)
총계: 1.02

(0.93, 1.12)

네비라핀아이, 제이 200 mg BID, d 1-23
(n=23)

300mg
QD/리토나비르 100
mg QD, d 4‒13,

그런 다음 400mg

QD/리토나비르 100
mg QD, d 14‒23

(n=23)

1.17
(1.09, 1.25)

1.21
(1.11, 1.32)

1.25
(1.17, 1.34)

1.26
(1.17, 1.36)

1.32
(1.22, 1.43)

1.35
(1.25, 1.47)

오메프라졸케이 40mg 단일 용량, 7
일 및 20일(n=16)

400mg QD,
d 1-12 (n=16)

1.24
(1.04, 1.47)

1.45
(1.20, 1.76)

없음

리파부틴 300 mg QD, d 1-10
그런 다음 150mg QD,

d 11-20 (n=3)

600mg QD,엘

d 11-20 (n=3)
1.18

(0.94, 1.48)
25-오-

디아세틸-
리파부틴: 8.20
(5.90, 11.40)

2.10
(1.57, 2.79)

25-오-
디아세틸-

리파부틴: 22.01
(15.97, 30.34)

3.43
(1.98, 5.96)

25-오-
디아세틸-

리파부틴: 75.6
(30.1, 190.0)

150mg 2회
매주, d 1−15(n=7)

300mg
QD/리토나비르 100

2.49중

(2.03, 3.06)
1.48중

(1.19, 1.84)
1.40중

(1.05,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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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QD, d 1-17
(n=7)

25-오-
디아세틸-

리파부틴: 7.77
(6.13, 9.83)

25-오-
디아세틸-

리파부틴: 10.90
(8.14, 14.61)

25-오-
디아세틸-
리파부틴:

11.45
(8.15, 16.10)

피타바스타틴 4mg QD
5일 동안

300mg QD
5일 동안

1.60
(1.39, 1.85)

1.31
(1.23, 1.39)

없음

로시글리타존N 4 mg 단일 용량, d
1, 7, 17(n=14)

400 mg QD, d 2‒
7, 그 다음 300mg

QD/리토나비르 100
mg QD, d 8‒17

(n=14)

1.08
(1.03, 1.13)

0.97
(0.91, 1.04)

1.35
(1.26, 1.44)

0.83
(0.77, 0.89)

없음

없음

로수바스타틴 10mg
단일 복용량

300mg QD/
리토나비르 100mg

7일 동안 QD

↑7배영형 ↑3배영형 없음

사퀴나비르피(부드러운

젤라틴 캡슐)
1200 mg QD, d 1-13

(n=7)
400mg QD,
d 7-13 (n=7)

4.39
(3.24, 5.95)

5.49
(4.04, 7.47)

6.86
(5.29, 8.91)

텔라프레비르 750mg q8h
10일 동안

(n=14)

300mg QD/
리토나비르 100mg
20일 동안 QD

(n=14)

0.79
(0.74, 0.84)

0.80
(0.76, 0.85)

0.85
(0.75, 0.98)

테노포비르큐 300 mg QD, d 
9-16(n=33) 및 d 24-30

(n=33)

400mg QD,
d 2−16 (n=33)

1.14
(1.08, 1.20)

1.24
(1.21, 1.28)

1.22
(1.15, 1.30)

300 mg QD, d 1-7(pm) 
(n=14) d 25-34

(오후) (n=12)

300mg
QD/리토나비르 100
mg QD, d 25-34

(오전) (n=12)아르 자형

1.34
(1.20, 1.51)

1.37
(1.30, 1.45)

1.29
(1.21, 1.36)

보리코나졸
(에 있는 과목
적어도 하나

기능의
CYP2C19 대립유전자

200mg BID,
d 2-3, 22-30;
400mg BID,

d 1, 21(n=20)

300mg/리토나비르
100mg QD,

d 11-30 (n=20)

0.90
(0.78, 1.04)

0.67
(0.58, 0.78)

0.61
(0.51, 0.72)

보리코나졸
(없는 과목
기능적인
CYP2C19 대립유전자)

50 mg BID,
d 2-3, 22-30;
100mg BID,
d 1, 21(n=8)

300mg/리토나비르
100mg QD,

d 11-30 (n=8)

4.38
(3.55, 5.39)

5.61
(4.51, 6.99)

7.65
(5.71, 10.2)

라미부딘 +
지도부딘

150mg 라미부딘 +
지도부딘 300mg
BID, d 1-12(n=19)

400mg QD,
d 7-12 (n=19)

라미부딘:
1.04

(0.92, 1.16)
지도부딘: 1.05

(0.88, 1.24)
지도부딘

라미부딘:
1.03

(0.98, 1.08)
지도부딘: 1.05

(0.96, 1.14)
지도부딘

라미부딘:
1.12

(1.04, 1.21)
지도부딘:

0.69
(0.57, 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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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쿠로나이드:

0.95
(0.88, 1.02)

글루쿠로나이드:

1.00
(0.97, 1.03)

지도부딘
글루쿠로나이드:

0.82
(0.62, 1.08)

ㅏ제공된 데이터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공급 조건에서 제공됩니다.
비모든 약물은 금식 상태에서 투여되었습니다.
씨400 mg ddI EC 및 atazanavir는 8일과 19일에 음식과 함께 투여되었습니다.
디에티닐 에스트라디올 35mcg에 비해 아타자나비르로 에티닐 에스트라디올 25mcg의 추가 용량 정상화 시

atazanavir가 없는 경우 C에 대한 기하 평균 비율(90% 신뢰 구간)최대, AUC 및 C분각각 0.82(0.73, 0.92), 1.06(0.95, 
1.17), 1.35(1.11, 1.63)였다.

이자형에티닐 에스트라디올에 비해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로 에티닐 에스트라디올 35mcg의 추가 용량 정상화 시
atazanavir/ritonavir가 없는 25mcg, C에 대한 기하 평균 비율(90% 신뢰 구간)최대, AUC 및 C분각각 1.17(1.03, 
1.34), 1.13(1.05, 1.22), 0.88(0.77, 1.00)이었다.

에프모든 피험자는 28일의 도입 기간에 있었습니다.
g17-데아세틸 노르게스티메이트는 노르게스티메이트의 활성 성분입니다.
시간(R)-메타돈은 메타돈의 활성 이성질체입니다.
나연구는 HIV에 감염된 개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제이피험자들은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네비라핀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케이오메프라졸은 CYP2C19에 대한 대사 프로브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메프라졸은 아타자나비르를 투여한 지 2시간 후에 투여되었습니다.

7일차; 20일에 가벼운 식사 후 2시간 후에 단독으로 주어졌다.
엘atazanavir의 권장 치료 용량이 아닙니다.
중리파부틴 150mg QD 단독과 비교할 때 d1-10(n=14). 총 리파부틴 + 25-O-데스아세틸-리파부틴:

AUC 2.19(1.78, 2.69).
NCYP2C8에 대한 프로브 기질로 사용되는 Rosiglitazone.
영형평균 비율(공동 투여 약물 포함/미포함). ↑로수바스타틴 노출 증가를 나타냅니다.
피atazanavir와 saquinavir 1200mg QD의 조합은 1일 saquinavir 노출량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1200 mg TID에서 saquinavir의 표준 치료 용량에 의해 생성된 값. 그러나 C최대1200 mg TID에서 saquinavir(연질 
젤라틴 캡슐) 단독의 표준 용량보다 약 79% 더 높습니다.

큐테노포비르와 아타자나비르의 투여를 분리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습니다.
12시간까지.

아르 자형테노포비르와 아타자나비르의 투여는 시간적으로 12시간 간격으로 분리되었다. 해당 없음 = 사
용할 수 없습니다.

12.4 미생물학

행동의 메커니즘
아타자나비르:Atazanavir(ATV)는 azapeptide HIV-1 프로테아제 억제제(PI)입니다. 이 화합물은 HIV-1에 
감염된 세포에서 바이러스 Gag 및 Gag-Pol 다단백질의 바이러스 특이적 처리를 선택적으로 억제하여 성숙한 
비리온의 형성을 방지합니다.

리토나비르:리토나비르는 HIV-1 프로테아제의 펩티드모방 억제제이다. HIV 프로테아제의 억제는 효소를 처리
할 수 없게 만듭니다.개그폴비감염성 미성숙 HIV 입자의 생성을 유도하는 다단백질 전구체.

세포 배양에서의 항바이러스 활성
아타자나비르:Atazanavir는 평균 50% 유효 농도로 항 HIV-1 활성을 나타냅니다(EC50) 말초 혈액 단핵 세포, 
대식 세포, CEM-SS 세포 및 MT-2 세포에서 성장한 다양한 실험실 및 임상 HIV-1 분리물에 대해 2 ~ 5 nM의 
인간 혈청이 없는 경우. ATV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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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1 그룹 M 아형 바이러스 A, B, C, D, AE, AG, F, G 및 J 분리에 대한 활성은 세포 배양에서 분리됩니다. 
ATV는 HIV-2 분리주(1.9~32nM)에 대해 다양한 활성을 가지며 EC50EC 이상의 값50실패의 가치는 격리됩니다. 
ATV를 사용한 2제 조합 항바이러스 활성 연구에서는 NNRTI(델라비르딘, 에파비렌즈, 네비라핀), PI(암프레나
비르, 인디나비르, 로피나비르, 넬피나비르, 리토나비르, 사퀴나비르), NRTI(아바카비르, 디다노신, 
lamivudine, stavudine, tenofovir, zalcitabine, zidovudine), HIV-1 융합 억제제 enfuvirtide 및 바이러
스성 간염 치료에 사용되는 두 가지 화합물인 adefovir 및 ribavirin은 세포 독성을 강화하지 않습니다.

리토나비르:리토나비르의 활성은 급성 감염된 림프모구양 세포주와 말초혈액 림프구에서 평가되었습니다. 바
이러스 복제의 50%(EC50) 값을 억제하는 약물의 농도는 HIV-1 분리주와 사용된 세포에 따라 3.8~153nM 범
위였습니다. 저 계대 임상 분리주의 평균 EC50 값은 22 nM(n = 13)이었습니다. MT4 세포에서 리토나비르는 
디다노신(ddI) 또는 지도부딘(ZDV)과 함께 HIV-1에 대해 부가적인 효과를 보였다. 여러 세포주에서 리토나비
르의 세포독성을 측정한 연구에 따르면 세포 성장을 50% 억제하기 위해 20μM 이상이 필요하여 세포 배양 치
료 지수가 10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항

세포 배양:
아타자나비르:ATV에 대한 감수성이 감소된 HIV-1 분리주가 세포 배양에서 선택되었으며 ATV 또는 아타자나
비르/리토나비르(ATV/RTV)로 치료받은 환자로부터 얻었습니다. 세 가지 다른 바이러스 균주에서 ATV에 대한 
감수성이 93~183배 감소한 HIV-1 분리주가 5개월까지 세포 배양에서 선택되었습니다. ATV 내성에 기여한 이
러한 HIV-1 바이러스의 치환은 I50L, N88S, I84V, A71V 및 M46I를 포함합니다. 약물 선택 후 프로테아제 절단 
부위에서도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다른 주요 PI 치환 없이 I50L 치환을 포함하는 재조합 바이러스는 성장 장
애가 있었고 세포 배양에서 다른 PI(암프레나비르, 인디나비르, 로피나비르, 넬피나비르, 리토나비르, 사퀴나비
르)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했습니다. I50L 및 I50V 치환은 ATV 및 암프레나비르에 대한 선택적 내성을 나타냈
다.

리토나비르:리토나비르의 활성은 급성 감염된 림프모구양 세포주와 말초혈액 림프구에서 평가되었습니다. 바
이러스 복제의 50%(EC50) 값을 억제하는 약물의 농도는 HIV-1 분리주와 사용된 세포에 따라 3.8~153nM 범
위였습니다. 저 계대 임상 분리주의 평균 EC50 값은 22 nM(n = 13)이었습니다. MT4 세포에서 리토나비르는 
디다노신(ddI) 또는 지도부딘(ZDV)과 함께 HIV-1에 대해 부가적인 효과를 보였다. 여러 세포주에서 리토나비
르의 세포독성을 측정한 연구에 따르면 세포 성장을 50% 억제하기 위해 20μM 이상이 필요하여 세포 배양 치
료 지수가 10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에 대한 임상 연구: Ritonavir-Boosted atazanavir 대 Unboosted atazanavir의 비
교:연구 AI424-089는 HIV 감염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에서 라미부딘 및 서방형 스타부딘과 함께 투여할 때 아타
자나비르 300mg 1일 1회와 리토나비르 100mg 대 아타자나비르 400mg 1일 1회를 비교했습니다..각 암에서 
ATV 내성이 있는 바이러스학적 실패 및 바이러스학적 실패 분리 수에 대한 요약이 표 13에 나와 있습니다.

표 13: 바이러스학적 실패 요약ㅏ연구 AI424-089의 96주차: 비교
리토나비르 부스팅된 아타자나비르 대 비부스팅된 아타자나비르: 무작위 환자

아타자나비르 300 mg +
리토나비르 100mg

아타자나비르 400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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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95) (n=105)

96주차에 바이러스학적 실패(≥50 사본/mL) 15 (16%) 34 (32%)
유전자형 및 표현형 데이터를 사용한 바이러스학적 실패 5 17
96주차에 ATV 내성이 있는 바이러스학적 실패 분리주 0/5(0%)비 4/17 (24%)비

96주차에 I50L 출현으로 바이러스학적 실패 분리물씨 0/5(0%)비 2/17 (12%)비

96주차에 라미부딘 내성이 있는 바이러스학적 실패 분리주
2/5(40%)비 11/17 (65%)비

ㅏ바이러스학적 실패에는 96주차까지 억제되지 않았고 96주차 연구에서 바이러스학적 반동이 있었거나 바이러스 부
하 반응이 충분하지 않아 중단된 환자가 포함됩니다.
비유전형 및 표현형 데이터가 있는 바이러스학적 실패 분리물의 백분율.
씨I50I/L의 혼합물은 다른 2명의 ATV 400mg 치료 환자에서 나타났습니다. 두 균주 모두 ATV에 표현형으로 내성이 없었
다.

아타자나비르 300mg과 리토나비르 100mg을 함께 투여받는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의 임상 연구:III상 연구 
AI424-138에서 ATV/RTV에서 억제를 달성하기 전에 바이러스학적 실패(HIV-1 RNA 400카피/mL 이상)를 경
험했거나 중단한 환자의 샘플에 대해 처리된 유전형 및 표현형 분석이 수행되었습니다. (n=39; 9%) 및 LPV/
RTV(n=39; 9%)를 96주 동안 치료했습니다. ATV/RTV 부문에서 바이러스학적 실패 분리주 중 하나는 PI 내성 
관련 치환 L10F, V32I, K43T, M46I, A71I, G73S, I85I/V, 및 L90M. NRTI 내성 관련 치환 M184V는 엠트리시
타빈 내성을 부여하는 이 분리주의 치료에서도 나타났습니다. 2개의 ATV/RTV바이러스학적 실패 분리주에는 
기준선 표현형 ATV 내성 및 IAS 정의 주요 PI 내성 관련 대체가 기준선에서 있었습니다. I50L 대체는 이러한 실
패 분리주 중 하나에 대한 연구에서 나타났고 기준선에서 ATV 감수성이 17배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고 기
준선 ATV 내성이 있는 다른 실패 분리주 및 PI 대체(M46M/I 및 I84I/V)에는 추가 IAS가 있었습니다. - 정의된 
주요 PI 치환(V32I, M46I 및 I84V)은 기준선에서 ATV 감수성의 3배 감소와 관련된 ATV 치료에서 나타납니다. 
ATV/RTV 부문에서 치료 실패 분리주 중 5개는 치료 중 M184I(n=1) 또는 M184V(n=4) 대체가 출현하면서 표
현형 엠트리시타빈 내성이 발생했으며 표현형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내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LPV/RTV 
부문에서 바이러스학적 실패 환자 분리주 중 하나는 PI 대체 L10V, V11I, 기준선 PI 대체 L10L/I, V32I, I54I/V, 
A71I, G73G/S, V82V/A, L89V 및 L90M 외에 I54V, G73S 및 V82A. 6개의 LPV/RTV 바이러스학적 실패 분리
주는 M184V 치환 및 표현형 엠트리시타빈 내성을 발생시켰고 2개는 표현형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내성을 발
생시켰다.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임상 연구:ATV 또는 ATV/RTV로 치료받은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한 연구에서, 
바이러스학적 실패를 경험한 환자의 대부분의 ATV 내성 분리주에서 다중 PI에 대한 내성과 관련된 대체가 발생
하고 다중 PI에 대한 감수성이 감소했습니다. ATV 300mg 1일 1회 및 RTV 100mg 1일 1회(테노포비르 및 
NRTI와 함께)로 치료에 실패한 환자의 바이러스 분리주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프로테아제 치환은 V32I, 
L33F/V/I, E35D/G, M46I를 포함했습니다. /L, I50L, F53L/V, I54V, A71V/T/I, G73S/T/C, V82A/T/L, I85V 
및 L89V/Q/M/T. E34K/A/Q, G48V, I84V, N88S/D/T 및 L90M을 포함하여 ATV/RTV 치료에서 발생한 다른 
대체는 환자 분리주의 10% 미만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선에서 환자의 HIV-1 바이러스에 다중 PI 
내성 치환이 존재하는 경우, ATV 내성은 다른 PI에 대한 내성과 관련된 대체를 통해 발생하며 I50L 대체의 발생
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I50L 치환은 장기간 치료 후 바이러스학적 실패를 경험한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서 감
지되었습니다. 프로테아제 절단 부위 변화도 ATV 치료에서 나타났지만 그 존재는 수준과 상관 관계가 없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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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 저항.

리토나비르:리토나비르에 대한 감수성이 감소된 HIV-1 분리주가 세포 배양에서 선택되었습니다. 이들 분리
주의 유전자형 분석은 I84V, V82F, A71V 및 M46I 아미노산 치환으로 이어지는 HIV-1 프로테아제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보여주었다. 리토나비르로 치료받은 선별된 환자로부터 분리된 HIV-1의 표현형(n = 18) 및 유전
형(n = 48) 변화는 3~32주의 기간 동안 I/II상 시험에서 모니터링되었습니다. 43명의 환자로부터 얻은 분리주
에서 HIV-1 바이러스 프로테아제와 관련된 치환은 위치 V82A/F/T/S, I54V, A71V/T 및 I36L에서 단계적이고 
순서대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다음 위치에서 치환 조합이 뒤따랐습니다. 추가 5개의 특정 아
미노산 위치(M46I/L, K20R, I84V, L33F 및 L90M). 혈장에서 분리된 유리 바이러스에 대해 표현형 및 유전형 
분석을 모두 수행한 18명의 환자 중, 12는 세포 배양에서 리토나비르에 대한 감소된 감수성을 보여주었다. 18
명의 환자 모두는 바이러스 프로테아제 유전자에 하나 이상의 치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V82A/F 치환은 표
현형 저항성을 부여하기에는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표현형 내성은 기준선보다 세포 배양
에서 바이러스 감수성이 5배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정의되었습니다.

교차 저항
Atazanavir: PI 간의 교차 내성이 관찰되었습니다. PI 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ATV 임상 시험에서 분
리한 임상 균주의 기본 표현형 및 유전형 분석은 여러 PI에 교차 내성을 보이는 분리주가 ATV에 교차 내성을 나
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84V 또는 G48V가 포함된 대체 균주의 90% 이상이 ATV에 내성을 보였습니다. 
L90M, G73S/T/C, A71V/T, I54V, M46I/L 또는 V82에서의 변화를 포함하는 분리주의 60% 이상이 ATV에 내
성을 보였고, 다른 변화와 함께 D30N 치환을 포함하는 분리주의 38%는 ATV에 강하다. ATV에 내성이 있는 균
주는 또한 다른 PI에 교차 내성을 나타내어 indinavir, lopinavir, nelfinavir, ritonavir 및 saquinavir에 내
성이 있는 균주의 90% 이상을, amprenavir에 대해 80% 내성을 보였습니다.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리토나비르:프로테아제 억제제 중에서 가변 교차 내성이 인식되었습니다. 리토나비르 요법 동안 6명의 환자로
부터 얻은 연속 HIV-1 분리주는 세포 배양에서 리토나비르 감수성의 감소를 나타내었지만 일치된 기준 분리주
와 비교할 때 세포 배양에서 사퀴나비르에 대한 감수성의 일치하는 감소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환
자 중 2명의 분리주는 세포 배양에서 indinavir에 대한 감수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8배). 5명의 환자
로부터 분리된 분리물도 암프레나비르와 넬피나비르에 대한 교차 내성에 대해 테스트되었습니다. 3명의 환자로
부터 분리된 균주는 nelfinavir에 대한 감수성이 감소했으며(6~14배) amprenavir에 대한 감수성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효소 표적이 다르기 때문에 리토나비르와 역전사효소 억제제 사이의 교차 내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기준선 유전자형/표현형 및 바이러스학적 결과 분석 Atazanavir

기준선 바이러스의 유전형 및/또는 표현형 분석은 ATV/RTV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ATV 감수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ATV/RTV 1일 1회 또는 로피나비르(LPV)/RTV를 1일 2회 투여받은 항레
트로바이러스 경험이 있는 환자로부터 48주째 바이러스 반응과 기준선 HIV-1 분리물에서 검출된 1차 PI 내성 
관련 치환 수 및 유형 간의 연관성 AI424-045는 표 14에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준선 PI 대체의 수와 유형 모두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반응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ATV/RTV 
그룹에서 환자는 위치 36, 71, 77, 82 또는 90에 있는 치환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기준선 PI 치환이 존재할 때 
1개를 포함하여 1 내지 2개의 PI 치환이 있는 환자에 비해 더 낮은 반응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대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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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기준선 PI 치환, 항레트로바이러스의 수 및 유형에 따른 HIV RNA 반응
연구 AI424-045의 경험이 풍부한 환자, 치료 분석

바이러스 반응 = HIV RNA <400
사본/mL비

ATV/RTV
(n=110)

LPV/RTV
(n=113)기준 PI 대체 수 및 유형ㅏ

다음을 포함하는 3개 이상의 1차 PI 치환:씨

D30N 75% (6/8) 50% (3/6)

M36I/V 19% (3/16) 33% (6/18)

M46I/L/T 24% (4/17) 23% (5/22)

I54V/L/T/M/A 31% (5/16) 31% (5/16)

A71V/T/I/G 34% (10/29) 39% (12/31)

G73S/A/C/T 14% (1/7) 38% (3/8)

V77I 47% (7/15) 44% (7/16)

V82A/F/T/S/I 29% (6/21) 27% (7/26)

I84V/A 11% (1/9) 33% (2/6)

N88D 63% (5/8) 67% (4/6)

L90M 10% (2/21) 44% (11/25)

기준선 1차 PI 대체 수ㅏ

치료받은 모든 환자 58% (64/110) 59% (67/113)

0‒2 PI 대체 75% (50/67) 75% (50/67)

3‒4개의 PI 대체 41% (14/34) 43% (12/28)

5개 이상의 PI 치환 0%(0/9) 28% (5/18)

ㅏ1차 대체에는 D30, V32, M36, M46, I47, G48, I50, I54, A71, G73, V77, V82, I84, N88 및 L90에서의 모든 변경이 포
함됩니다.
비하위 그룹이 작았기 때문에 결과를 주의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씨PI 치환 V32I, I47V, G48V, I50V 및 F53L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n 미만 3).

연구 AI424-045에서 항레트로바이러스 경험이 있는 환자의 반응률은 기준선 표현형(참조에 대한 세포 배양의 
감수성의 변화, 표 15)에 의해 분석되었습니다. 분석은 연구 시작 전에 NNRTI 기반 요법을 받은 환자의 62%가 
PI 기반 요법을 받은 35%와 비교하여 선택된 환자 집단을 기반으로 합니다. atazanavir에 대해 임상적으로 관
련된 중단점을 결정하려면 추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표 15: 연구 AI424에서 결과, 항레트로바이러스 경험이 있는 환자별 기준 표현형-
045, 처리된 분석

바이러스 반응 = HIV RNA <400 사본/mL비

기준선 표현형ㅏ ATV/RTV
(n=111)

LPV/RTV
(n=111)

0‒2 71% (55/78) 7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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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53% (8/15) 44% (4/9)

> 5‒10 13% (1/8) 33% (3/9)

> 10 10%(1/10) 23% (3/13)

ㅏ야생형 참조에 비해 세포 배양에서 변화 감수성을 접습니다.
비하위 그룹이 작았기 때문에 결과를 주의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13 비임상 독성학

13.1 발암, 돌연변이, 생식 능력 손상

발암
아타자나비르:쥐와 쥐에 대한 장기 발암성 연구는 2년간 atazanavir를 사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연령. 마우스 연구에서 360 mg/kg/day에서 암컷에서 간세포 샘종의 약물 관련 증가가 발견되었습니다. 
NOAEL에서 전신 약물 노출(AUC)은 여성(120mg/kg/일)에서 2.8배, 남성(80mg/kg/일)에서 사람보다 2.9배 
높았다. 임상 용량(300mg/day atazanavir와 100mg/day ritonavir 추가, 비임신 환자). 쥐 연구에서 최대 
1200mg/kg/day의 용량에서 약물 관련 종양 발생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 경우 AUC는 임상 용량에서 
사람에서 측정한 AUC의 1.1배(수컷) 또는 3.9배(암컷)였습니다.

리토나비르:쥐와 쥐에 대한 발암성 연구가 리토나비르에 대해 수행되었습니다. 수컷 마우스에서 1일 kg당 50, 
100 또는 200mg 수준에서 간에서 샘종과 결합 샘종 및 암종의 발병률이 용량 의존적으로 증가했습니다. AUC 
측정에 따르면 고용량 노출은 권장 치료 용량(600mg 1일 2회)을 사용한 사람의 노출보다 남성의 약 0.3배였습
니다. 시험된 용량에서 암컷에서 발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용량 노출은 여성의 경우 인간 노출의 약 
0.6배였습니다. 1일 kg당 7, 15 또는 30 mg 수준으로 투여된 쥐에서는 발암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고용량의 노출은 권장 치료 용량의 인간 노출의 약 6%였습니다.

돌연변이 유발

아타자나비르:Atazanavir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시험관 내대사 활성화의 부재 및 존재하에서 1차 인간 
림프구를 사용하는 염색체이상 시험. Atazanavir에서 음성 판정시험관 내에임스 역돌연변이 분석,생체 내쥐
의 소핵 및 DNA 복구 테스트,생체 내쥐 십이지장에서 DNA 손상 테스트(혜성 분석).

리토나비르:그러나 리토나비르는시험관 내그리고생체 내Ames 박테리아 역돌연변이 분석을 포함한 분석S. 티
피무리움 그리고대장균, 마우스 림프종 분석, 마우스 소핵 검사 및 인간 림프구의 염색체 이상 분석.

생식 능력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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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타자나비르:전신 약물 노출 수준(AUC)에서 인간 임상 용량의 0.9배(수컷 랫트에서) 또는 2.3배(암컷 랫트에
서)에서(300mg/일 아타자나비르와 100mg/일 리토나비르 부스트) 교미, 수태능에 상당한 영향 , 또는 초기 배
아 발달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리토나비르:리토나비르는 제안된 치료 용량으로 달성된 약물 노출의 약 40%(수컷) 및 60%(암컷)에서 쥐의 
수태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간 독성으로 인해 더 높은 용량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14 임상 연구

14.1 이전에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지 않은 성인 환자
연구 AI424-138: HIV-1에 감염된 치료 경험이 없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각각 고정 용량 테노포비르-엠트리시타
빈과 병용한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와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의 항바이러스 효능 및 안전성을 비교한 96주 
연구.이 연구는 96주, 공개 라벨, 무작위, 다기관 연구로서 각각 다음과 병용하여 atazanavir(300mg 1일 1회)
와 ritonavir(100mg 1일 1회)를 lopinavir와 ritonavir(400/100mg 1일 2회)와 비교합니다. 878명의 항레
트로바이러스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에서 고정 용량 테노포비르와 엠트리시타빈(300/200mg 1일 1회). 환자
의 평균 연령은 36세(범위: 19-72세)였으며, 49%는 백인, 18%는 흑인, 9%는 아시아인, 23%는 히스패닉/메
스티조/혼혈 인종, 68%는 남성이었습니다. 기준선 혈장 CD4+ 세포 수의 중앙값은 204 cells/mm였습니다.삼

(범위: 2 ~ 810셀/mm삼) 평균 기준 혈장 HIV-1 RNA 수준은 4.94 log10사본/mL(범위: 2.60 ~ 5.88 로그10

사본/mL). 96주차까지의 치료 반응 및 결과는 표 16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표 16: 96주까지의 치료 결과(연구 AI424-138)
아타자나비르

300mg + 리토나비르 100mg
(하루에 한 번)

테노포비르/엠트리시타빈
(하루에 한 번)ㅏ

(n=441)

로피나비르
400mg + 리토나비르 100mg

(매일 두 번)
테노포비르/엠트리시타빈

(하루에 한 번)ㅏ

(n=437)

결과 96주 96주
응답자b,c,d 75% 68%
바이러스학적 실패이자형 17% 19%
리바운드 8% 10%
96주차까지 절대 진압되지 

않음 9% 9%

죽음 1% 1%
부작용으로 인해 중단됨 삼% 5%

기타 이유로 중단됨에프 4% 7%
ㅏ고정 용량 조합: 테노포비르 300mg, 엠트리시타빈 200mg 1일 1회.
비환자는 96주차에 50 사본/mL 미만의 HIV RNA를 달성했습니다. Roche Amplicor®, v1.5 초고감도

시험.
씨무작위 코호트를 사용한 48주차에 미리 지정된 ITT 분석: ATV/RTV 78% 및 LPV/RTV 76%

[차이 추정치: 1.7%(95% 신뢰 구간: -3.8%,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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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무작위 코호트를 사용하여 96주차에 미리 지정된 ITT 분석: ATV/RTV 74% 및 LPV/RTV 68%
[차이 추정치: 6.1%(95% 신뢰 구간: 0.3%, 12.0%)].

이자형일주일 동안 바이러스 반동 및 확인된 HIV RNA 50카피/mL 미만 달성 실패 포함
96.

에프추적 실패, 환자의 철회, 비준수, 프로토콜 위반 및 기타 이유가 포함됩니다.

96주간의 치료를 통해 높은 바이러스 부하(즉, 기준선 HIV RNA가 100,000카피/mL 이상)를 가진 환자 중 반
응자의 비율은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223명의 환자 중 165명, 74%) 및 로피나비르에 대해 비슷했습니
다. /ritonavir(환자 222명 중 148명, 67%) 군. 96주에 CD4+ 세포 수에서 기준선으로부터 중앙값 증가는 261 
cells/mm였습니다.삼atazanavir/ritonavir 암 및 273 cells/mm삼lopinavir/ritonavir 암의 경우.

14.2 이전에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성인 환자
연구 AI424-045: 아타자나비르 1일 1회 + 리토나비르 1일 1회 아타자나비르 1일 1회 + 사퀴나비르(연질 젤라
틴 캡슐) 1일 1회, 로피나비르 + 리토나비르 1일 2회, 각각 테노포비르 + 1개의 NRTI와 조합하여 사용.연구 
AI424-045는 atazanavir(300mg 1일 1회)와 ritonavir(100mg 1일 1회)를 atazanavir(400mg 1일 1회) 
및 saquinavir 연질 젤라틴 캡슐(1200mg 1일 1회)과 비교하는 진행 중인 무작위 다기관 시험입니다. PI, 
NRTI 및 NNRTI를 포함하는 HAART 요법에서 바이러스학적 실패를 경험한 347명(358명의 무작위 배정) 환
자에서 각각 테노포비르 및 1개의 NRTI와 조합된 로피나비르 + 리토나비르(400/100mg 1일 2회). 항레트로
바이러스제에 대한 이전 노출의 평균 시간은 PI의 경우 139주, NRTI의 경우 283주, NNRTI의 경우 85주였습
니다. 평균 연령은 41세(범위: 24-74세); 60%는 백인이었고 78%는 남성이었습니다. 평균 기준선 CD4+ 세포 
수는 338 cells/mm삼(범위: 14 ~ 1543셀/mm삼) 평균 기준 혈장 HIV-1 RNA 수준은 4.4 log10사본/mL(범위: 
2.6 ~ 5.88 로그10사본/mL).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 및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치료군에 대한 48주 동안의 치료 결과는 표 17에 제시되
어 있습니다.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 및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는 HIV RNA 수준의 기준선으로부터의 변화
의 시간 평균 차이의 1차 효능 결과 측정에 대해 유사했습니다. . 이 연구는 HIV RNA 검출 하한선 미만의 비율
에 대한 2차 효능 결과 측정에서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 및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가 동등하다는 최종 결론
에 도달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았습니다.

표 17: 연구 AI424-045에서 48주까지의 치료 결과(이전에
항레트로바이러스 경험)

atazanavir 300 mg + 
리토나비르 100 mg 1회

매일 + 테노포비르 +
1 NRTI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400/100 mg) 2회
매일 + 테노포비르 +

1 NRTI

차이점ㅏ

(아타자나비르-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결과 (n=119) (n=118) (CI)
HIV RNA 변경

기준선(log10 사본/mL)비

- 1.58 - 1.70 + 0.12씨

(−0.17, 0.41)
CD4+ 변경

기준선(셀/mm삼)디

116 123 - 7
(−67, 52)

응답하는 환자의 비율이자형

HIV RNA <400 사본/mL비 55% 57% - 2.2%
(−14.8%,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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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RNA <50카피/mL비 38% 45% - 7.1%
(−19.6%, 5.4%)

ㅏHIV RNA에 대한 48주차까지의 시간 평균 차이; 48주차 HIV RNA 백분율 차이 및
CD4+ 평균 변화,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 대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CI = HIV RNA의 변화에   대한 97.5% 신뢰 
구간; 그렇지 않으면 95% 신뢰 구간.

비로슈 앰플리코®HIV-1 Monitor™ 분석, 테스트 버전 1.5.
씨프로토콜 정의 1차 효능 결과 측정.
디기준선 및 48주차 CD4+ 세포 수 측정이 있는 환자를 기반으로 합니다(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 n=85;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n=93).
이자형환자는 확인된 HIV-1 RNA가 400copy/mL 미만(50copy/mL 미만)을 달성하고 유지했습니다.

48주차까지.

아타자나비르/리토나비르 치료군 환자는 없었고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치료군 환자 3명은 연구 기간 동안 새
로 발병한 CDC 카테고리 C 사건을 경험했다.

14.3 소아 환자
atazanavir의 약동학, 안전성, 내약성 및 효능에 대한 평가는 3개월에서 21세 사이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개 라벨, 다기관 임상 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연구에서 193명의 환자(86명의 항레트로바이러스 
경험이 없고 107명의 항레트로바이러스 경험)가 2개의 NRTI와 함께 리토나비르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고 
아타자나비르를 1일 1회 투여받았다.

리토나비르의 유무에 관계없이 아타자나비르 캡슐 제제로 치료받은 105명의 환자(6세에서 18세 미만)를 평가
했습니다. ITT 분석을 사용하여, 96주에 HIV RNA가 400copy/mL 미만인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및 경험이 있는 환자의 전체 비율은 각각 51%(22/43) 및 34%(21/62)였습니다. 96주차에 HIV RNA가 
50copy/mL 미만인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및 경험이 있는 환자의 전체 비율은 각각 
47%(20/43) 및 24%(15/62)였습니다. 치료 96주에 절대 CD4 수의 기준선에서 증가 중앙값은 335 cells/mm
였습니다.삼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및 220 cells/mm삼항레트로바이러스 경험이 있는 환자에
서.

16 공급/보관 및 취급 방법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에는 300mg의 atazanavir와 100mg의 리토나비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제
는 황색의 양면이 볼록한 캡슐형의 필름코팅정으로 한쪽 면에 "SVN"이, 다른 면에 무색의 양각이 새겨진 정제
입니다.

다음과 같이 포장됩니다.

건조제, 인덕션 씰 및 어린이 방지 마개가 있는 30개 정제의 HDPE 병(NDC 69097-633-01).

10개의 알루미늄-알루미늄 블리스터 카드가 들어 있는 100정의 단위 용량 상자; 각 카드에는 10개의 개별 정제가 들
어 있습니다( NDC 69097-633-21 ).

30°C(86°F) 이하에서 보관하십시오.

17 환자 상담 정보 FDA 승인 환자 라벨 참조(환자 정보)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는 HIV 감염에 대한 치료제가 아니며 환자는 계속해서 다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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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감염을 포함한 HIV-1 감염과 관련된 질병.

HIV-1 감염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도록 환자에게 조언해야 합니다.

• 바늘이나 기타 주사 장비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 칫솔, 면도날과 같이 혈액이나 체액이 묻을 수 있는 개인 물품을 공유하지 마십시오.

• 보호 장치 없이 어떤 종류의 섹스도 하지 마십시오.정액, 질 분비물 또는 혈액과의 성적 접촉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라텍스 또는 폴리우레탄 콘돔을 사용하여 항상 안전한 성관계를 연습하십시오.

• 모유 수유를 하지 마십시오.Atazanavir와 Ritonavir 정제가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와 아
기에게 해를 줄 수 있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HIV-1에 감염된 산모는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HIV-1이 전염될 수 있으므로 모유 수유를 해서는 안 됩니다.

투여 지침
혈장 HIV RNA의 지속적인 감소는 AIDS 진행 및 사망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환자
는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를 사용하는 동안 의사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환자는 매일 음식과 함께 아
타자나비르 및 리토나비르 정제를 복용하고 처방된 대로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병용 요법을 복용하도록 조
언해야 합니다. Atazanavir sufate 및 Ritonavir 정제는 항상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과 함께 사용해야 합
니다. 환자는 의사와 상의 없이 용량을 변경하거나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타자나비르 및 리토나비르 
정제의 용량을 놓친 경우 환자는 가능한 한 빨리 용량을 복용하고 정상 일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복용
량을 건너뛴 경우 환자는 다음 복용량을 두 배로 해서는 안됩니다.

약물 상호 작용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는 일부 약물과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는 다른 처방전, 비처방약 
또는 약초   제품, 특히 St. John's wort의 사용을 의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PDE5 억제제와 아타자나비르 및 리토나비르 정제를 투여받는 환자는 저혈압, 실신, 시각 장애 및 지속발기를 포
함한 PDE5 억제제 관련 이상반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모든 증상을 즉시 의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REVATIO®(실데나필)(폐동맥 고혈압 치료에 사용)은 아타자나비르 및 리토나비르 정제와 금기이며 아
타자나비르 및 리토나비르 정제를 시알리스와 함께 사용할 경우 용량 조절이 필요합니다.®(타다라필), 레비트라
®(바데나필), 또는 비아그라®(실데나필)(발기부전 치료에 사용) 또는 ADCIRCA®(tadalafil) (폐동맥 고혈압 치료
에 사용).

에스트로겐 기반 호르몬 피임제를 투여받는 경우 경구 피임약의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며, 아타자나비르 
및 리토나비르 정제로 치료하는 동안 추가 또는 대체 피임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심장 전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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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타자나비르 및 리토나비르 정제가 심전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예: PR 연장). 
환자가 현기증, 현기증, 비정상적인 심장 박동 또는 의식 상실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발진
아타자나비르 및 리토나비르 정제 사용 시 다른 증상이 없는 경미한 발진이 보고되었음을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
다. 환자는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지 또는 대체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하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심각한 피부 반응(예: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형 홍반, 독성 피부 발
진)에 대한 몇 가지 보고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피부 반응 또는 과민 반응의 징후 또는 증상(열, 전신 권태감, 근
육통 또는 관절통, 수포, 구강 병변, 결막염, 안면부종, 간염, 호산구감소증, 과립구감소증, 림프절병증,

고빌리루빈혈증
아타자나비르와 리토나비르 정제를 투여받은 환자에서 간접 빌리루빈의 무증상 상승이 발생했음을 환자에게 알
려야 합니다. 이것은 피부나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것을 동반할 수 있으며 환자가 미용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대체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방 재분배
프로테아제 억제제를 포함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체지방의 재분배 또는 축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의 원인과 장기적인 건강 영향은 현재로서는 알려져 있지 않음을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의 장기 사용이 다른 프로테아제 억제제보다 지방이영양증의 발병률을 낮추는지
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간 반응
B형 또는 C형 간염을 포함한 기존의 간 질환은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의 사용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트랜스아미나제 상승 또는 간 대상부전의 악화로 볼 수 있습니다. 환자는 특히 치료 첫 몇 개월 동안 간 기
능 검사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하며 식욕 부진, 복통, 식욕 부진 등 간 질환 악화의 징후 및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료 제공자에게 알려야 함을 알려야 합니다. 황달, 가려운 피부.

췌장염
일부 사망자를 포함한 췌장염이 아타자나비르와 리토나비르를 투여받은 환자에서 관찰되었습니다. 환자는 췌
장염을 의심할 수 있는 징후와 증상(메스꺼움, 구토, 복통)을 알려야 합니다.

지질 상승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요법으로 치료하면 이 약의 농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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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당뇨병/고혈당
새로운 당뇨병 발병 또는 기존 당뇨병 및 고혈당증의 악화가 보고되었습니다. 아타자나비르 및 리토나비르 정
제. 환자가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를 복용하는 동안 잦은 배뇨, 과도한 갈증, 극심한 배고픔 또는 비정상
적인 체중 감소 및/또는 혈당 증가를 포함한 당뇨병의 징후 및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료 제공자에게 알리도록 조
언해야 합니다. 당뇨병 치료 또는 새로운 치료법의 변경.

면역 재구성 증후군
면역 재구성 증후군은 아타자나비르와 리토나비르를 포함한 항레트로바이러스 병용 요법으로 치료받은 HIV 감
염 환자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신결석 및 담석증

아타자나비르 및 리토나비르 정제 사용 시 신장 결석 및/또는 담석이 보고되었음을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
장 결석 및/또는 담석이 있는 일부 환자는 추가 관리를 위해 입원이 필요했으며 일부는 합병증이 있었습니다. 이
러한 이상반응의 의학적 관리의 일환으로 아타자나비르 및 리토나비르 정제의 중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혈우병
혈우병 환자는 프로테아제 억제제로 치료할 때 출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부인 성명:나열된 기타 브랜드는 해당 소유자의 등록 상표이며 Cipla Limited의 상표가 아닙니다.

제조 업체:
(주)씨프라
플롯 번호 A ‒ 42(단위 II), MIDC, 
Patalganga, 지구 Raigad, 
Maharashtra,
핀 코드: 410 220. 
인도.

수정:2017년 10월

55

참조 ID: 4173147



환자 정보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 mg/100 mg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mg/100mg과 함께 제공되는 환자 정보를 사용하기 전에 그리고 리필을 
받을 때마다 읽으십시오. 새로운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전단지는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 
mg/100 mg에 대한 요약을 제공하며 귀하의 약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보는 
귀하의 건강 상태나 치료에 대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 mg/100 mg이란 무엇입니까?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mg/100mg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6세 이상이고 체
중이 35kg 이상인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다른 항 HIV 약물과 함께 사용되는 처방약입니다. HIV는 후천성 면
역 결핍 증후군(AIDS)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아타자나비르와 리토나비르는 프로테아제 억제제라고 불
리는 항 HIV 약물의 일종입니다. HIV 감염은 면역 체계에 중요한 CD4+(T) 세포를 파괴합니다. 면역 체계는 감
염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수의 (T) 세포가 파괴된 후 AIDS가 발생합니다. Atazanavir와 ritonavir
는 HIV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데 필요한 효소인 HIV 프로테아제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tazanavir와 
ritonavir는 혈액 내 HIV 바이러스 부하량을 낮추고 신체가 CD4+(T) 세포의 공급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mg/100mg이 HIV 또는 AIDS를 치료합니까?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mg/100mg은 HIV 감염이나 AIDS를 치료하지 않으며 기회 감염을 포함하
여 HIV-1 감염과 관련된 질병을 계속 경험할 수 있습니다.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 mg/100 mg을 
사용할 때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HIV-1 감염을 퍼뜨릴 수 있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 바늘이나 기타 주사 장비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 칫솔, 면도날과 같이 혈액이나 체액이 묻을 수 있는 개인 물품을 공유하지 마십시오.

• 보호 장치 없이 어떤 종류의 섹스도 하지 마십시오.정액, 질 분비물 또는 혈액과의 성적 접촉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라텍스 또는 폴리우레탄 콘돔을 사용하여 항상 안전한 성관계를 연습하십시오.

누가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 mg/100 mg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mg/100mg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 특정 약을 복용하고 있다("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 mg/100 mg을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할 때 알
아야 할 중요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참조)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이나 사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 mg/100 mg을 복용하기 전에 귀하가 복용 중이거나 복용할 계획인 모든 
약에 대해 의료 제공자에게 알리십시오. 여기에는 기타 처방 및 비처방 의약품, 비타민, 허브 보조제가 포함됩
니다.

• atazanavir, ritonavir 또는 모든 정제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활성 성분은 아타자나비르와 리토나비
르입니다. Atazanavir의 전체 성분 목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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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토나비르 정제, 300 mg/100 mg. 이러한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고 생각되면 의료 제공자에게 알
리십시오.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 mg/100 mg을 복용하기 전에 의료 제공자에게 무엇을 알려야 합니까?

의료 제공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계획 중인 경우.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mg/100mg이 태아에게 해를 줄 
수 있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임산부는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라고 하는 다른 HIV 약물과 함께 
아타자나비르 및 리토나비르 정제를 복용할 때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했습니다.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mg/100mg이 귀하에게 적합한지 여부는 귀하와 귀하의 의료 제공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임신 중
에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mg/100mg을 복용한 경우 의사 또는 의료 제공자가 자녀의 발달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기적인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문에는 혈액 검사 및 기타 진단 검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아기가 태어난 후,아기의 피부나 눈의 흰 부분이 노랗게 변하면 의료 제공자에게 알리십시오.

• 모유 수유 중인 경우. 모유 수유를 하지 마십시오.아타자나비르와 리토나비르가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와 아기에게 해를 줄 수 있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HIV-1에 감염된 산모는 모유를 통
해 아기에게 HIV-1이 전염될 수 있으므로 모유 수유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간에 문제가 있거나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 mg/
100 mg의 가능한 부작용은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십시오.

• 말기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혈액투석으로 관리한다.
• 당뇨병이 있는 경우."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 mg/100 mg의 가능한 부작용은 무엇입니까?"를 참

조하십시오.
• 혈우병이 있는 경우."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 mg/100 mg의 가능한 부작용은 무엇입니까?"를 참

조하십시오.
•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 복용하는 모든 약에 대해처방 및 비처방 의약품, 비타민, 허브 보조제를 포함합니다. 의료 제공자에게 보여

주기 위해 의약품 목록을 보관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 mg/100 mg
을 다른 의약품과 함께 복용할 때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는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십시오. 및 "아타자나비
르 및 리토나비르 정제, 300 mg/100 mg을 복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부 의약품은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mg/100mg과 함께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 mg/100 mg을 어떻게 복용해야 합니까?

•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확히 하루에 한 번 아타자나비르와 리토나비르 정제를 복용하십시오.

• 항상 음식과 함께 아타자나비르 및 리토나비르 정제를 복용하십시오.(식사 또는 간식)이 더 잘 작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
일 같은 시간에 atazanavir와 ritonavir 정제를 복용하십시오.

• 정제는 통째로 삼켜야 하며 씹거나 부수거나 부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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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산제 또는 디다노신을 복용하는 경우,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 mg/100 mg 정제를 이 약 2
시간 전 또는 1시간 후에 복용하십시오.

• 소화불량 약을 복용하는 경우,속쓰림,또는 니자티딘과 같은 궤양,파모티딘, 시메티딘,라니티딘,라베프라졸
,에소메프라졸,란소프라졸,오메프라졸,또는 판토프라졸,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십시오.

• 먼저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용량을 변경하거나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mg/100mg 복용을 
중단하지 마십시오.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를 복용하는 동안 의료 제공자의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
합니다.

•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의 공급이 300mg/100mg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의료 제공자 또는 약
국에서 더 많은 것을 얻으십시오.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가 부족하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간
이라도 약을 중단하면 혈액 내 HIV의 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의 복용량을 놓친 경우 300 mg/100 mg, 가능한 한 빨리 복용하고 다음 
예정된 복용량을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십시오. 그러나 다음 복용 후 6시간 이내라면 놓친 복용량을 복용하
지 마십시오. 기다렸다가 다음 복용량을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십시오. 다음 복용량을 두 배로 늘리지 마십시
오.아타자나비르 리토나비르 정제 또는 기타 항 HIV 약물의 복용량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타자나비르 및 리토나비르 정제의 규정된 용량을 초과하여 복용하는 경우, 300 mg/100 mg, 즉시 의료 
제공자 또는 독극물 관리 센터에 연락하거나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가십시오.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 mg/100 mg의 가능한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다음 부작용 목록은~ 아니다완벽한. 새로운 또는 계속되는 증상이 있으면 의료 제공자에게 보고하십시오. 부작
용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의료 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부작용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 mg/100 mg을 다른 의약품과 함께 복용할 때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는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보고되었습니다.
• 가벼운 발진(발적 및 가려움증) 다른 증상 없이 때때로 발생하며, 대부분은 약을 시작한 후 처음 몇 주 내에 

발생합니다. 발진은 일반적으로 치료의 변화 없이 2주 이내에 사라집니다. 발진이 발생하면 의료 제공자에
게 알리십시오.

• 심한 발진:발진은 심각하고 잠재적으로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증상과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증상 중 하나와 함께 발진이 발생하면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 mg/100 mg 사용을 중단하
고 즉시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 호흡 곤란
• 일반적인 아픈 느낌 또는 "독감 유사" 증상
• 열
• 근육 또는 관절 통증
• 결막염(빨간색 또는 염증이 있는 눈, 예를 들어 "핑크 아이")
• 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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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 염증
• 얼굴의 붓기

• 피부 또는 눈의 황변.이러한 효과는 혈액 내 빌리루빈 수치의 증가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빌리루빈은 간
에서 생성됨). 이러한 효과가 간, 피부 또는 눈에 손상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피부 또는 눈의 흰자위가 노랗
게 변하면 즉시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 심장 박동 방식의 변화(심장 리듬 변화) 또는 PR 연장이라고 하는 심장의 전기적 활동 변화.현기증, 현기
증, 기절 또는 기절, 비정상적인 심장 박동이 느껴지면 즉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것은 
심장 문제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 당뇨병 및 고혈당(고혈당)atazanavir 및 ritonavir와 같은 프로테아제 억제제를 복용하는 일부 환자는 고
혈당에 걸리거나 당뇨병이 발병하거나 당뇨병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는 프로테아제 억제제를 복
용하기 전에 당뇨병을 앓았지만 다른 환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부 환자는 당뇨병 약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간 질환.B형 또는 C형 간염을 포함한 간 질환이 있는 경우, 아타자나비르 및 리토나비르와 같은 항HIV 약물
을 복용하면 간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항HIV 약물과 함께 리토나비르를 복용하는 일부 사람들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간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의사는 아타자나비르와 리토나비르를 병용 치료하는 동
안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성 B형 또는 C형 간염에 감염되면 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의사는 혈액 검사를 더 자주 확
인해야 합니다. 간 문제의 다음 징후와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 식욕 상실
- 갈비뼈 아래 오른쪽의 통증 또는 압통
- 피부 또는 눈 흰자위의 황변
- 가려운 피부

• 신장 결석atazanavir를 복용하는 환자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의 징후나 증상이 나타나면
신장 결석(옆구리 통증, 혈뇨, 배뇨 시 통증)은 즉시 의료 제공자에게 알리십시오.

• 담낭 장애(담석 및 담낭 염증을 포함할 수 있음)이 아타자나비르 및 리토나비르 정제를 복용하는 환자에서 
보고되었습니다. 담석의 징후 또는 증상(오른쪽 또는 중간 상부 위의 통증, 발열, 메스꺼움 및 구토, 피부 및 
눈 흰자위의 황변)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 제공자에게 알리십시오.

• 췌장의 붓기(췌장염).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는 심각한 췌장 문제를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
다. 다음과 같은 췌장염의 징후나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 메스꺼움
• 구토
• 위(복부) 통증

• 일부 혈우병 환자atazanavir 및 ritonavir와 같은 프로테아제 억제제로 출혈 문제가 증가했습니다.

• 체지방의 변화.이러한 변화에는 등 상부와 목("버팔로 혹"), 유방, 몸통 주변의 지방 증가가 포함될 수 있습
니다. 다리, 팔, 얼굴의 지방 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원인과 장기적인 건강 영향은 현재
로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 면역 재구성 증후군.HIV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면역 체계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강해
지고 다음과 같은 감염과 싸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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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당신의 몸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HIV 약을 시작한 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즉시 의사
에게 연락하십시오. 진행성 HIV 감염(AIDS)이 있고 기회 감염의 병력이 있는 일부 환자에서 항HIV 치료가 
시작된 직후 이전 감염의 염증 징후 및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리드 수치의 증가.atazanvir 및 ritonavir 정제로 치료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수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아타잔비르 및 리토나비르 정제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혈액 
검사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수치 증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알레르기 반응.때때로 이러한 알레르기 반응은 심각해져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진이 생기면 
즉시 의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복용 중지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 mg/100 mg심각한 알
레르기 반응의 다음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의료 지원을 받으십시오.

• 호흡 곤란
• 천명
• 현기증 또는 실신
• 목의 조임 또는 쉰 목소리
• 빠른 심장 박동 또는 가슴의 두근거림(빈맥)
• 발한
• 얼굴, 입술 또는 혀의 붓기
• 근육 또는 관절 통증
• 물집 또는   피부 병변
• 구강 궤양 또는 궤양

다른 항HIV 약물과 함께 복용하는 아타자나비르 및 리토나비르 정제의 다른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이 
있습니다. 두통; 복통; 구토; 설사; 우울증; 열; 현기증; 수면 장애; 손이나 발 또는 입술 주위의 마비, 따끔거림 또
는 작열감; 근육통; 약하거나 피곤한 느낌; 발진; 및 위 및 아래 위(복부) 통증.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mg/100mg을 다른 의약품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어떤 중요한 정보를 알
아야 합니까?

다음 약을 복용하는 경우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 mg/100 mg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복용하는 
모든 약에 대해 의료 제공자에게 알리십시오).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mg/100mg은 이러한 
약물과 함께 사용할 때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 또는 사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맥각 의약품: 디하이드로에르고타민, 에르고노빈, 에르고타민, 에르고트레이트 말레산염과 같은 메틸에르고노
빈 및 기타(편두통에 사용).

• 피모자이드(뚜렛 장애에 사용).
• Cisapride(특정 위장 문제에 사용).
• 트리아졸람(불면증에 사용).
• 미다졸람(진정에 사용)은 경구 복용합니다.
• 루라시돈
• Amiodarone, dronedarone, flecainde, propafenone 또는 quinidine
• 신장 및/또는 간 문제가 있는 경우 콜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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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mg/100mg과 함께 다음 약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가능한 심각한 부작용:

• 암에 사용되는 이리노테칸.
• HIV 감염에 사용되는 인디나비르. atazanavir와 indinavir는 때때로 혈액 내 빌리루빈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 콜레스테롤 저하제 로바스타틴 또는 심바스타틴.
• 전립선의 양성 비대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알푸조신.
• 폐동맥 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실데나필.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 mg/100 mg과 함께 다음 약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혈액 내 
atazanavir의 양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것은 HIV 바이러스 부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atazanavir
에 대한 내성 또는 다른 HIV 약물에 대한 교차 내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리팜핀(결핵에 사용).
• 세인트 존스 워트(천공과), 건강 보조 식품으로 판매되는 허브 제품 또는 St. John's wort

가 포함된 제품.
• HIV 감염에 사용되는 네비라핀.

다음 약물은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 mg/100 mg과 함께 권장되지 않습니다.

• 천식, 폐기종/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라고도 함)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살메테롤 및 살메테롤과 플루티카
손.

• 곰팡이 감염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보리코나졸.
• 성인의 만성 C형 간염 치료에 사용되는 보세프레비르.

다음 의약품은 의료 제공자가 귀하의 요법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일부 의약품
의 경우 용량 또는 용량 일정 변경이 필요할 수 있음).

• 발기 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Tadalafil, vardenafil 또는 sildenafil. Atazanavir는 Tadalafil, 
vardenafil 또는 sildenafil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 제공자가 괜찮다고 말하지 않는 한, 아타자나비르를 복용하는 동안 Tadalafil, vardenafil 또는 
sildenafil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폐동맥 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Tadalafil 또는 bosentan.
• 아토르바스타틴 또는 로수바스타틴. 이 콜레스테롤 저하제와 함께 아타자나비르를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비정상적인 심장 박동에 대한 의약품: 아미오다론, 리도카인, 퀴니딘
• 결핵 치료에 사용되는 항생제인 리파부틴.
• 베다퀼린
• 부프레노르핀 또는 부프레노르핀/날록손은 통증과 마약성 진통제 중독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 흉통에 사용되는 베프리딜.
• 와파린.
• 아미트립틸린, 데시프라민, 독세핀, 트리미프라민, 이미프라민 또는 프로트립틸린과 같은 삼환계 항우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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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이식 거부 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 사이클로스포린, 시롤리무스 또는 타크로리무스.
• 항우울제 트라조돈.
• 항정신병제 퀘티아핀.
• 알레르기 증상이나 천식을 치료하기 위해 코로 투여하거나 흡입하는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 의사는 플루티카손을 계

속 복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콜히친은 통풍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가족성 지중해열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 의약품은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mg/100mg 또는 다른 의약품의 용량 또는 용량 일정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퀴나비르.
• 리토나비르.

• 에파비렌즈.
• 제산제 또는 완충제.
• 디다노신.
•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
• 리파부틴.
• 또는 딜티아젬, 베라파밀 등과 같은 칼슘 채널 차단제.
• 클라리트로마이신.

• 니자티딘(nizatidine), 파모티딘(famotidine), 시메티딘(cimetidine) 또는 라니티딘(ranitidine)과 같은 소화불량, 속쓰림 또는 궤양 치료
제.

• 카르바마제핀, 페니토인, 페노바르비탈 또는 라모트리진과 같은 항간질제.

효과적인 피임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십시오.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 
mg/100 mg은 피임약이나 피임 패치와 같은 호르몬 피임약의 안전성과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호르
몬 피임약은 HIV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합니다.

기억하다:
1. 복용하는 모든 약을 알고 있습니다.
2. 귀하가 복용하는 모든 약에 대해 의료 제공자에게 알리십시오.
3. 의료 제공자와 상의하지 않고 새로운 약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 mg/100 mg을 어떻게 보관해야 합니까?
•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mg/100mg은 30ºC(86ºF) 미만의 실온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하다~ 

아니다이 약을 욕실 약품 수납장과 같은 습한 장소 또는 부엌 싱크대 근처에 보관하십시오.

• 단단히 닫힌 용기에 약을 보관하십시오.
• 이 제품을 원래 또는 USP에 상응하는 밀폐 용기(150ml 이하) 외부의 높은 습도에 2주 이상 노출하는 것

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모든 약은 항상 어린이와 애완 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약을 보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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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식이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약품은 가능한 경우 지역사회 회수 처리 프로그램
을 통해 폐기하거나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mg/100mg을 인식할 수 없는 밀폐된 용기에 담
아 가정용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 mg/100 mg에 대한 일반 정보

병 입구의 밀봉이 파손되었거나 누락된 경우 수락하지 마십시오. 이 약은 귀하의 특정 상태에 대해 처방되었습
니다.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 mg/100 mg을 다른 상태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같은 증상이 있더
라도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mg/100mg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마십시오. 해를 끼칠 수 있습니
다.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 mg/100 mg 및 모든 의약품을 어린이와 애완동물의 손이 닿지 않
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이 요약에는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 mg/100 mg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자 정보 전단지에 언급되지 않은 상태에 대해 약이 처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면 요약은 의료 
제공자와의 신중한 논의를 대체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의료 제공자와 상담
하거나 www.cipla.com을 방문하거나 1-866-604-3268로 전화하십시오.

Atazanavir 및 Ritonavir 정제, 300 mg/100 mg의 성분은 무엇입니까?

활성 성분:아타자나비르, 리토나비르

비활성 성분:무수 이염기성 인산칼슘, 콜로이드성 이산화규소, 코포비돈, 크로스포비돈, 하이프로멜로스, 
락토스 모노하이드레이트,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나트륨 스테아릴 푸마레이트, 소르비탄 모노라우레이
트, 활석, 황색 산화철. 정제는 레시틴, 마크로골(폴리에틸렌 글리콜), 가수분해된 폴리비닐 알코올 부분, 활
석, 이산화티타늄, 황색 산화철로 만들어진 필름(오파드라이 II 85G520033 노란색)으로 코팅되어 있습니
다.

제조 업체:
(주)씨프라
플롯 번호 A ‒ 42(단위 II), MIDC, 
Patalganga, 지구 Raigad, 
Maharashtra,
핀 코드: 410 220. 
인도.

수정:2017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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