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nical Prevention Services
Provincial STI/HIV Clinic

Tel 604.707.5600
Fax 604.707.5604

655 West 12th Avenue
Vancouver, BC V5Z 4R4

www.bccdc.ca
www.SmartSexResource.com

독시사이클린
Doxycycline

독시사이클린은 특정 성 매개 감염(STI) 치료용으로 복용하는 항생제입니다.
알레르기(Allergies)
• 다음과 같은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계 항생제에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의료
제공자에게 알려주십시오: 독시사이클린, 미노사이클린(minocycline),
테트라사이클린
임신과 수유(Pregnancy and Chest/Breastfeeding)
• 독시사이클린은 임신 중 복용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 독시사이클린은 젖먹이에게 흡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유 기간에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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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시사이클린을 복용하면 피부가 더 민감해질 수 있고 햇볕에 많이 타기도 합니다.
햇빛이나 인공 자외선(태양등 또는 태닝 베드)에 노출되지 않게 하십시오. 햇빛을 쐬게
된다면 자외선 차단제(SPF 15 이상)를 사용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옷을 입으십시오.
• 독시사이클린을 철분 보충제나 칼슘 보충제,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함유 제산제,
비스무트차살리실산염(bismuth subsalicylate)(Pepto Bismol )과 동시에 복용하지
마십시오. 독시사이클린은 이런 제품을 복용하기 2 시간 전이나 6 시간 후에
복용하십시오.
• 독시사이클린은 중증 근육 무력증(myasthenia gravis)의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증 근육 무력증(신경 근육 장애)이 있으시면 독시사이클린을 복용하기
전에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약을 독시사이클린과 함께 복용하지 마십시오.
o
아시트레틴(acitretin)(Soriatane ),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Accutane Roche , Clarus ,
Epuris ), 알리트레티노인(alitretinoin)(Toctino )
부작용(Side Effects)
• 설사, 메스꺼움, 복통, 구토, 두통, 피부 발진, 광과민성(햇빛에 대한 민감도 증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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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시사이클린(계속
독시사이클린 계속)
계속
Doxycycline (cont’d)

복용 방법(Instructions for Taking)
• 약을 식후에 복용하여 배앓이를 피하십시오.
• 캡슐을 바수거나, 씹거나, 열지 마십시오.
• 물 한잔을 전부 마시면서 약을 통째로 삼킨 다음 30 분 이상 똑바로 서 있거나 앉아
있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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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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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주의 사항(Special Instructions)
• 다음 시점까지 성관계를 갖지 마십시오.
o 치료 완료 시점 또는 의료 제공자가 권고한 기간 및
o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성관계 파트너 역시 치료를 받았고 또한 성관계
파트너의 치료가 시작된 이후 1 주일이 경과함
• 치료를 받지 않은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시는 경우 또는 본인이나 파트너의 치료가
완료되기 전에 성관계를 하시는 경우 재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료 제공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정보가 더 필요하시면 www.smartsexresource.com 을 보시거나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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