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정보: 이부실드(EVUSHELD)

이부실드는 12세 이상 사람들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부실드의 공급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부실드를 접종하려면 처방
지시 또는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이부실드(EVUSHELD, 틱사게비맙과 실가비맙의 복합제)는
무엇인가요?

이부실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새로운 약물입니다.

▶ 나이가 12세 이상이며 체중이 88파운드[40kg] 이상인 사람
▶ 현재 SARS-CoV-2에 감염되지 않았으며, 최근에 SARS-CoV-2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적이 없는 사람

▶ 질병으로 인해 중등도 또는 중증으로 면역계가 약하고,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거나 관련 치료를 받았으며 코로나19 백신에 적절한 면역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

▶ 코로나19 백신 또는 코로나19 백신 성분에 대한 중증 부작용(예: 중증

알레르기 반응) 이력으로 인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없는 사람.

참고:

이부실드는 백신 접종을
권장받은 사람에게 하는 백신
접종의 대체재가 아닙니다.

이부실드를 접종받기 전에 의료 제공자에게 무엇을 알려 주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의료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를 알려 주십시오.
⭬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 혈소판 수가 적거나,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혈병 예방
목적)하는 경우
⭬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앓았거나, 기타 심장 질환이 있거나, 심장 사건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우
⭬ 임신한 상태이거나 임신 계획이 있는 경우
⭬ 모유 수유 중인 경우
⭬ 중증 질환이 있는 경우
⭬ 약물(처방약, 일반의약품, 비타민 또는 약초)을 복용 중인 경우

예약 방문 시 접종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이부실드는 틱사게비맙(tixagevimab)과 실가비맙(cilgavimab)이라는
두 가지 약물로 구성됩니다.
▶ 2가지 주사제(틱사게비맙과 실가비맙)로 구성된 이부실드를 1회
접종받습니다.

▶ 의료 제공자는 이부실드의 2가지 주사제를 근육에 투여합니다.
일반적으로 접종자의 한쪽 엉덩이에 1가지 주사제를 교대로 투여합니다.

이부실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이부실드가 있는 곳은 VDH 코로나19 치료소 찾기 도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는 VDH 웹사이트의 인터랙티브
맵과 요약표이며, 일반인과 의료 제공자는 본 링크를 통해
버지니아 내 치료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
vdh.virginia.gov/mabs/covid-19-treatment-lo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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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의료 제공자는 주사제 투여
후 1시간 동안 귀하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특히 심장 사건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 알레르기 반응 또는
심장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증이거나 생명이 위험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이부실드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의료 제공자는 접종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