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순응도 - HIV 의약품, 파트 5
HIV 치료, 즉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 또는 ART는 HIV 약들의
조합이며, 이를 HIV 요법이라고 합니다. 복약 순응도란 HIV 요법을
확실히 준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HIV 약을 매일, 그리고
처방된 대로 정확히 복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HIV 약은 HIV 감염자들이 더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HIV 약은 또한 HIV 전파의 위험을 낮춥니다.
HIV 약에 대한 복약 순응도가 저조하면 바이러스가 증식하여 면역체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면역체계가 손상되면 우리 신체가 감염 및 특정 암과 싸우기가 어려워집니다.
저조한 순응도는 또한 HIV 약의 효과가 없어질 때 약물 내성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HIV 치료 실패가 초래됩니다.
HIV 약을 매일 복용하면 바이러스 증식을 방지하게 되며, HIV가 변화하여 약물 내성
HIV 균주를 생성할 위험이 줄어듭니다.
복약 순응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HIV 약의 부작용
• 정제의 삼킴곤란 또는 기타 복약의 어려움
• 제 시간에 약의 복용을 어렵게 하는 바쁜 일정, 교대근무
또는 여행
• 질병 또는 우울증
•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알코올 또는 물질 남용
• 가족 및 친구의 지원 부족 이러한 일이 귀하의. HIV 상태를 모를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HIV 약의 비용이 보장되는 건강보험 부족
HIV 약을 시작하기 전 처방된 대로 매일, 정확히 약을 복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7일분 정제 상자를
사용하거나 전화로 매일 정제 복용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료제공자와 함께 자신의 필요 및 생활방식에 가장 적합한 HIV 요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HIV/AIDS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꼭 답변을 듣도록 하십시오. 공중 보건국,
의료제공자 및 공공도서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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