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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클로비르와 발라시클로비르
Acyclovir and Valacyclovir

아시클로비르(Zovirax )와 발라시클로비르(Valtrex )는 구강 헤르페스(“입술 포진(cold
sore)”) 또는 음부 헤르페스의 발병 후 지속 기간과 불쾌감을 줄이기 위하여 복용하는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알레르기(Allergies)
• 다음과 같은 항바이러스제에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의료 제공자에게
알려주십시오: 아시클로비르(Zovirax ), 팜시클로비르(famciclovir)(Famvir ),
발라시클로비르(Valtrex )
임신과 수유(Pregnancy and Chest/Breastfeeding)
• 아시클로비르와 발라시클로비르는 임신과 수유 기간에 주의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CAUTION)
• 약물 상호 작용: 처방 약이나 비처방 약, 생약, 기분 전환용 제품을 복용 중이시면
의료 제공자에게 알려주십시오. 개개의 모든 약물 상호 작용이 이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아시클로비르나 발라시클로비르를 복용하시는 동안에는 다음 백신을 맞지
마십시오.
o 수두 백신(Varilrix , Varivax )
o 대상 포진 백신(Zostavax )
o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백신(Priorix®-Tetra, ProQuad®)
부작용(Side Effects)
• 설사나 메스꺼움, 복통, 구토, 두통, 어지러움, 현기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용 방법(Instructions for Taking)
• 아시클로비르와 발라시클로비르는 식전이나 식후에 복용하셔도 됩니다.
• 식후에 복용하시면 배앓이 위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물 한 잔을 전부 마셔 복용하십시오.
• 복용을 1 회 잊으시면 기억나는 대로 바로 복용하십시오. 그러나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까우면 놓친 용량을 건너뛰고 평소 복용 시간을 다시 따르십시오. 두 배로
복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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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클로비르 및 발라시클로비르(계속
발라시클로비르 계속)
계속
Acyclovir and Valacyclovir (cont’d)

보관 방법(Storage Instructions)
• 15~30°C 의 실온에 보관하십시오.
• 빛, 열, 습기로부터 보호하십시오.
• 표시된 유효 기간이 지난 약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추천 자료(Recommended Resources)
• 헤르페스: 환자용 정보지, 4 페이지, 기본 정보
• 헤르페스: 환자용 안내서, 25 페이지, 더 자세한 정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정보가 더 필요하시면 www.smartsexresource.com 을 보시거나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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