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정보
Medication Information:  Korean

 
에탐부톨(Ethambutol)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구역질, 구토 

 손발 저림, 욱신거리는 느낌 

보고해야 하는 사항: 

 간질환이나 신장질환 병력 

간호사에게 즉시 알려야 하는 경우: 

 시력 변화가 나타나거나 색깔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라진아마이드(Pyrazinamide)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구역질, 구토 

 피부 발진, 황달 

 관절부종과 관절통 

 열 

 식욕 부진 

보고해야 하는 사항: 

 통풍 병력 

 당뇨병 병력(고혈당) 
 임신 

지시사항: 

 하루에 최소 물 8잔(2리터)을 마십시오. 

리팜핀(Rifampin)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가슴 쓰림, 구역질, 구토, 설사 

 피부 발진, 땀, 피부 황변 

 짙은 색 소변, 옅은 색 대변 

 눈물 

 졸음 

 열 

 입과 혀 쓰라림 

보고해야 하는 사항: 

 천식약, 발작약, HIV약, 당뇨약 복용 

 심장약이나 고혈압약 복용 

 혈액 희석제(쿠마딘) 복용 

 피임약 복용, 임플란트 피임 시술, 데포-프로베라 주사 

 호르몬 대체를 위한 에스트로겐 투여 

지시사항: 

 체액(눈물, 땀, 소변)이 오렌지색으로 바뀝니다. 
 콘택트 렌즈는 오염 위험이 있으므로 착용하지 마십시오. 
 피부가 햇빛에 더 민감해질 수 있으므로 선크림을 바르십시오. 

 일부 피임법에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콘돔 등의 보조 피임법을 

함께 활용하십시오. 

이소니아지드(Isoniazid)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구역질, 구토, 변비 

 손발 저림, 욱신거리는 느낌, 통증 

 시력 변화, 눈의 황달 

 피부 발진, 피부 황변 

 식욕 부진 

 짙은 색의 소변(홍차색/콜라색) 
 열 또는 오한 

보고해야 하는 사항: 

 발작약 복용 

 발작 병력 

지시사항: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알코올(맥주, 와인, 위스키)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복용하면서 비타민 B-6를 함께 섭취하십시오. 

 홍조가 나타나면, 숙성된 치즈와 육류, 간장, 콩(된장 포함), 

미소 된장국, 이탈리아 콩깍지(잠두콩), 깍지 완두, 잠두 

콩깍지, 사우어크라우트(시큼한 맛의 양배추), 김치, 농축 

효모 추출물(마마이트), 와인, 맥주(무알코올 맥주 포함)와 

같은 음식을 피하십시오. 
 
 

간호사에게 즉시 알려야 하는 
경우: 
 어떤 이유로든 이상의 약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 

 이상의 약을 복용할 때 어떤 부작용이든 나타나는 경우  
 
위생국: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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