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를 위한 상세 복약안내

1. 성분명
nebivolol
2. 효능
(혈압강하제)
심장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베타차단제로 심근수축력을 저하시켜 혈압저하
작용을 나타내며 고혈압, 만성 심부전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3. 용량 및 용법
정제
○ 성인
1) 고혈압: 1회 5mg, 1일 1회, 최대용량 1일 40mg
○ 고령자
1) 고혈압(65세 이상): 1회 2.5-5mg, 1일 1회
2) 만성 심부전(70세 이상): 1회 1.25-10mg, 1일 1회
4. 사용 전 의사나 약사에게 알려야할 사항
이 약물에 과민반응이 있을 시 반드시 미리 알려야 합니다.
임신 또는 수유 중이거나 계획이 있다면 미리 알립니다.
중증의 간장애, 신장애가 있는 경우 미리 알립니다.
5. 이상반응 및 대처법
○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의사나 약사에게 알립니다.
서맥, 심부전의 악화, 현기증, 무력증, 저혈압
○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서맥: 맥박이 50-55 이하로 감소하거나 무력감, 호흡곤란, 어지러움이 심한
경우 즉시 의사나 약사에게 알립니다.
- 저혈압: 어지러움, 현기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앉거나 누웠다가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며,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의사와 상의한 후 약을
감량하거나 중단합니다.

- 기관지 경련: 천식환자에서는 기도저항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
한 후 기관지 확장제를 처방받도록 합니다.
- 저혈당 증상은폐: 저혈당 증상(특히 빈맥)이 은폐될 수 있으므로 당뇨환
자는 주의하여 사용합니다.
○ 다음과 같은 증상이 과량 투여 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혈압, 서맥, 기관지 경련, 급성 심부전 및 저혈당
이 외에도 약물과 관련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헌
을 참고합니다.
6. 주의해야 할 약물과 음식
○ 약물
amiodarone, verapamil, diltiazem, clonidine, flecainide, insulin
7. 사용 시 주의사항
혈압강하에 동반되는 일과성 쇼크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차가운 느낌,
구토, 의식소실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약을 중단하고 적절한 처치
를 합니다.
갑자기 복용을 중단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 없이 투여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8. 복용을 잊은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합니다. 만약 다음 복용시간에 가까운 경우(예를 들어, 투여
간격의 과반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기다렸다가 다음 복용시간에 복용합니
다. 한 번에 두 배의 용량을 복용해서는 안됩니다.
9. 보관방법
열과 직사광선을 피하여 실온에 보관하며, 습기가 많은 곳(냉장고, 욕실, 싱크
대 등)은 피합니다.
10. 공통사항
치과 수술을 포함한 다른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 약을 복용하고 있음
을 의사에게 알립니다.

처방약, 일반약, 영양제, 한약 등 새로운 약의 복용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의
사나 약사와 상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