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란? 
COVID-19 감염자 치료에 효과적인 약입니다.  
COVID-19 감염병의 위중증 위험군이면서 지난 5일 이내에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처방약 복용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치료약으로 
팍스로비드(Paxlovid™)(Pfizer)와 레게비리오(legevirio)(Merck)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령, 병력 
및 유증상 기간에 따라 이 COVID-19 치료약 중 하나를 처방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치료는 SARS-CoV-2 바이러스(COVID-19 유발 바이러스)의 체내 증식을 
막고, 체내 바이러스의 양을 낮추거나, 면역 체계를 도움으로써 신체가 COVID-19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위중증 위험이 줄어들 수 있으며 질병이 악화되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는 어떻게 복용하나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약을 복용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담당 
의료제공자의 지시에 따라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복용을 건너뛰거나 
복용을 놓친 경우 추가로 복용하지 마십시오. 치료를 완료하거나 담당 의료제공자가 중단을 
지시할 때까지 지시에 따라 모든 치료제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는 
음식물과 함께 또는 음식물 없이 복용할 수 있으며 알약을 깨거나 부수지 않고 통째로 
삼키도록 권장됩니다. 

• 신장이나 간 문제와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약을 복용하기 전에 담당 의료제공자와 병력에 대해 상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환자가 이미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건강 질환과 처방약, 일반의약품, 비타민 및 복용 중인 보충제에 
대해 알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신장이나 간 문제가 있는 경우,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본인 상태에 대해 
담당 의료제공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담당 의료제공자는 경구용 항바이러스 치료가 환자에게 
적합한지, 그리고 적절한 복용량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치료제는 특정 질환자에게 
권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ttps://www.fda.gov/media/155051/download
https://www.fda.gov/media/155051/download
https://www.fda.gov/media/155055/download
https://www.fda.gov/media/155055/download


•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치료 대상자가 아닐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담당 의료제공자는 환자가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치료 대상자가 아니거나 치료제가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특정 치료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강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치료 옵션은 담당 의료제공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DOH 825-029 May 2022 Korean 
본 문서를 다른 형식으로 요청하려면 1-800-525-0127번으로 전화하세요. 난청 또는 

청각장애인 고객은 711(Washington Relay)로 전화하거나 이메일 
mailto:ecivil.rights@doh.wa.gov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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