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 HIV 의약품, 파트 3
HIV 치료, 즉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 또는 ART는 HIV 약들의
조합이며, 이를 HIV 요법이라고 합니다. HIV 약들은 HIV 감염자들을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작용은 경증이지만, 일부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HIV 약들이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같은 HIV 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경우도 부작용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 새로운 HIV 약들은 이전의 HIV 약보다 부작용이 더 적습니다. 담당
의료제공자가 귀하와 함께 HIV 요법에 포함될 최선의 약들을 결정합니다.
HIV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부작용에 대해 의료제공자에게
알리십시오. 두통이나 가끔 나타나는 어지러움 등의 일부
부작용은 심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 눈, 입술,
목구멍 또는 혀가 붓는 것은 매우 중대한 부작용으로
즉각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부작용이 HIV 약과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은 HIV가 아닌 치료할 수 있는 감염과 같은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제공자는 부작용이 HIV 약으로
인한 것인지 또는 다른 상태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단 며칠 또는 몇 주간만 지속될 수 있고, 또는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HIV 약의 복용을 시작한 후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의료제공자가 HIV 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HIV
요법에 포함될 수 있는 HIV 약을 많습니다.
의료제공자가 지시하지 않는 한 HIV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복용을 건너 뛰거나 중단하지 마십시오.
HIV/AIDS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꼭 답변을 듣도록 하십시오.
공중 보건국, 의료제공자 및 공공도서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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