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보닥®
심각한 신장 문제가 있거나 SOVODAK의 효과로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경우®심각한 신장 문제가 있는 환자의 경우 완전히 테스트되지 
않았습니다.

(다클라타스비르 60mg/소포스부비르 400mg)

포장 전단지: 환자를 위한 정보
소보닥®

(다클라타스비르 60mg / 소포스부비르 400mg 필름코팅정)
혈액 검사
의사는 SOVODAK 치료 전, 치료 중 및 치료 후에 혈액을 검사할 것
입니다.®. 의사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SOVODAK과 함께 복용해야 하는 다른 약을 결정하십시오.®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치료가 효과가 있었고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는지 확
인하십시오.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이 안내서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중요한 정
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전단지를 보관하십시오. 다시 읽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의사에게 문의하거나

제약사.
이 약은 당신에게만 처방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마
십시오. 질병의 징후가 귀하와 동일하더라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
다.
부작용이 관찰되면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여기에는 이 

전단지에 나열되지 않은 가능한 모든 부작용이 포함됩니다. 섹션 4
를 참조하십시오.

어린이 및 청소년
소보닥®18세 미만의 환자에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소보닥®아직 어
린이와 청소년에 대해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기타 의약품 및 SOVODAK®

다른 약을 복용 중이거나 최근에 복용했거나 복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사나 약사에게 알리십시오. 이것은 SOVODAK 때문입니다.®
일부 의약품의 작동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의약
품은 SOVODAK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장. 의사는 SOVODAK의 복용량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또
는 귀하의 다른 의약품. 당신은 SOVODAK을 복용하지 못할 수 있습
니다®특정 의약품과 함께.
하지 마라소보닥을 먹다®당신이 복용하는 경우아미오다론 (심장 부
정맥, 심장 박동 불규칙을 치료하는 데 사용) 중단한 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약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의사는 약의 복용량
을 변경하거나 추가 안전 조치를 시행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페니토인, 카르바마제핀, 옥스카르바제핀 또는 페노바르비탈(간
질 발작 치료에 사용)
리팜피신, 리파부틴 또는 리파펜틴(결핵 치료에 사용되는 항생제)

덱사메타손(알레르기 및 염증성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스테로이
드),
약St. John's wort(천공과, 허브 제제),

Tipranavir, atazanavir, saquinavir, ritonavir, darunavir 또
는 indinavir, (HIV 감염 치료에 사용),
보세프레비르 또는 텔라프레비르(C형 간염 치료에 사용), 클라리
트로마이신, 텔리트로마이신 또는 에리트로마이신(세균 감염 치료
에 사용),
다비가트란 에텍실레이트(혈전 예방에 사용), 케토코나졸, 이트라
코나졸, 포사코나졸 또는 보리코나졸(진균 감염 치료에 사용),

디곡신(불규칙한 심장 박동 및 심부전 치료에 사용),
Verapamil, diltiazem, nifedipine 또는 amlodipine(혈압을 

낮추는 데 사용),
로수바스타틴, 아토르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 또는 프라바스타틴(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사용), 경구 피임약.

이 전단지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1. 소보닥이란®무엇에 사용되는지
2. SOVODAK을 복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3. 소보닥 복용법®
4. 가능한 부작용
5. 소보닥 보관방법®
6. 팩의 내용물 및 기타 정보

1. 소보닥이란®무엇에 사용되는지 소보닥®활성 성분 Daclatasvir 
60mg 및 Sofosbuvir 400mg(노란색 정제)을 포함합니다. C형 간
염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간에 영향을 미치는 전염병인 C형 간염 
성인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약은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새로운 세포를 증식하고 감염시키는 것
을 막음으로써 작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체내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양이 줄어들고 일정 기간 동안 혈액에서 바이러스가 제거됩니다.

SOVODAK과 함께 복용할 다른 의약품에 대한 패키지 전단지도 읽
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귀하의 약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의사 
또는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2. SOVODAK을 복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소보닥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복용하는 경우아미오다론(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치료하는 데 사용
되는 약물).
Sofosbuvir, Daclatasvir 또는 이 약의 다른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이 전단지의 섹션 6에 나열됨)

St. John's wort가 함유된 약을 복용하는 경우 (Hypericum 
perforatum, 허브 제제).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

플루바스타틴, 심바스타틴,

경고 및 주의 사항
SOVODAK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다
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되었거나 B형 간염에 감염된 
경우,
간 또는 다른 장기 이식을 받았거나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간이 손상되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경우(대상성 간 질환),

신장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세요.

임신과 피임
임신 중이거나 임신 중이거나 임신할 계획이 있는 경우 의사에게 알
리십시오. 임신한 경우 SOVODAK 복용을 중단하십시오.®즉시 의사
에게 알리십시오.

임신 중이라면 SOVODAK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보닥®때때
로 리바비린과 함께 사용됩니다. 리바비린은 태아를 해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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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또는 귀하의 파트너)가 리바비린 치료 중에 임신하지 않는 것
이 중요합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파트너는 치료 중 및 치료 후에 효과적인 피임법
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리바비린의 "임신" 섹션
을 읽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전단지를 포장하십시오. 귀하에게 
적합한 효과적인 피임법에 대해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귀하 또는 귀하의 파트너가 SOVODAK 기간 동안 임신한 경우®

치료를 받거나 그 다음 달에 즉시 의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같은 날에 기억하는 즉시. 다만, 잊은 용량이 같은 날 내에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용량을 건너뛰고 적절한 시간에 다음 용량을 투여
한다. 1일 1회 또는 2회 이상 복용하지 마십시오.

SOVODAK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

SOVODAK을 계속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전체 치료 기간 동안. 
그렇지 않으면 약이 C형 간염 바이러스에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SOVODAK 복용을 중단하지 마십시오®~하지 않는 한의사가 그만하
라고 합니다.
이 약의 사용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의사 또는 약사에게 문의
하십시오.모유 수유

활성 물질인 Sofosbuvir와 Daclatasvir가 사람의 모유로 전달되는
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SOVODAK 치료 중 모유 수유를 해
서는 안 됩니다.®.

4. 가능한 부작용
모든 약과 마찬가지로 이 약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만 모든 사람
이 겪는 것은 아닙니다. 부작용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경미하고 견
딜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피험자의 10% 이상에서 보고된 두통과 피로입
니다. 덜 일반적인 다른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 설사 및 불면증이 있
습니다.
리바비린을 SOVODAK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부작용에 대해서는 리바비
린의 약물 삽입물을 참조하십시오.

운전 및 기계 사용
일부 환자는 SOVODAK을 복용하는 동안 현기증, 집중하기 어려움, 
시력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C형 간염 감염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 도구나 기계
를 운전하거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소보닥®유당 함유
일부 설탕(예: 유당)에 대한 과민증이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다면 
SOVODAK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부작용 보고
부작용이 있는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여기에는 이 전
단지에 나열되지 않은 가능한 모든 부작용이 포함됩니다.

3. 소보닥 복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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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보닥 보관방법®

이 약은 어린이의 눈과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상점 
SOVODAK®빛과 습기로부터 보호, 실내
30°C 이하의 온도
포장 상자에 표시된 유효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
시오.병"EXP" 이후. 만료 날짜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원래 병에 보관하십시오.
병 입구의 밀봉이 파손되었거나 없는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폐수나 생활쓰레기로 약품을 버리지 마세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약을 버리는 방법은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러한 조치는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권장 복용량
권장 복용량은1일 1회 1정소보닥®. 정제를 통째로 삼키십시오. 정제
는 매우 불쾌한 맛이 있으므로 씹거나 부수지 마십시오. 소보닥®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없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다른 의약품은 SOVODAK과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SOVODAK 수치에 영향®당신의 몸에. 이러한 약을 복용하는 경우 의
사는 SOVODAK의 일일 복용량을 변경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귀하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확인합니다.

SOVODAK 이후로®C 형 간염 감염에 대해 다른 의약품과 함께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약품의 패키지 전단지를 읽으십시오. 질문
이 있으면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SOVODAK을 복용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SOVODAK을 복용하십시오.®의사가 복용하도록 지시한 한.

SOVODAK 치료 기간®12주 또는 24주가 됩니다. 치료 기간은 이전
에 C형 간염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 간의 상태 및 SOVODAK과 함께 
복용할 기타 약에 따라 다릅니다.®.

6. 팩 내용물 및 기타 정보 What SOVODAK®포함

각 필름코팅정은 Daclatasvir(이염산염) 60mg과 Sofosbuvir 
400mg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재료들:

- 태블릿 코어:미정질 셀룰로오스, 만니톨,
크로스카멜로스 나트륨, 이산화규소(E551) 및 마그네슘 스테아레
이트.

- 필름 코팅: 활석, 이산화티타늄, PEG, PG, HPMC, 카올린, 유당, 
철--산화물 황색 77492, 황색 부족 18965, 선셋 황색 15985.

라이센스 보유자: Fan Avaran Rojan Mohaghegh Darou Co. (ROJAN), 테헤
란, 이란SOVODAK을 더 복용하면®당신이해야보다

실수로 SOVODAK을 더 복용하는 경우®의사가 권장한 것보다 더 많
은 정제를 복용하는 경우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거나 가까운 병원에 
연락하여 조언을 받으십시오. 복용한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정
제 병을 휴대하십시오.

참고문헌: BNF 68; 의약품의 선택 및 사용에 관한 권한, 2014년 9월-2015년 3
월, 페이지 430-431.

SOVODAK 복용을 잊은 경우®

이 약의 복용량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SOVODAK 복용량을 놓친 경우®, 놓친 복용량을 다음과 같이 복용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