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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품 재심사 결과 현황

이 칼럼은 국내 신약 등에 대한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신고)사항 변경지시 내용을 게재하였으며, 

동 책자의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통일조정 내용 및 대상 품목을 확인코자 할 경우에는 

‘의약품정보방’에서 성분명으로 검색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번 호에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발행된

재심사 결과를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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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품 재심사 결과 현황

Chapter 1 의약품 재심사 결과 현황

연
번

대상품목
시행일 정보원

찾아
가기성분명 제형

1 베포타스틴 Bepotastine 경구 2011.12. 9. 동아제약(주) 7

2 파클리탁셀 Paclitaxel 주사 2011.12.22. (주)삼양바이오팜 13

3 아데포비어디피복실 Adefovir Dipivoxil 경구 2011.12.30.
(주)글락소스미스

클라인
27

4
테가푸르/기메라실/ 

오테라실칼륨 복합제

Tegafur/Gimeracil/ 

Oteracil Potassium
경구 2011.12.30. 제일약품(주) 38

5 아나그렐리드염산염
Anagrelide 

Hydrochloride
경구 2011.12.30. (주)유한양행 48

6 메실산 나파모스탓트 Nafamostat Mesilate 주사 2011.12.30. 에스케이케이칼(주) 56

7 올란자핀 Olanzapine 주사 2012. 1.10. 한국릴리(유) 66

8 인플릭시맵 Infliximab 주사 2012. 1.27. (주)한국얀센 85

9 사람유래피부각질세포
Keratinocyte 

Allograft
외용제 2012. 2.23. 테고사이언스(주) 105

10 모니플루메이트 Morniflumate 정제 2012. 2.28. 코오롱제약(주) 108

11 지프라지돈염산염일수화물 

Ziprasidone 

Hydrochloride 

Monohydrate

경구 2012. 2.28. 한국화이자제약(주) 118

12 리툭시맙 Rituximab 주사 2012. 3. 6. (주)한국로슈 136

13 올메사탄메독소
Olmesartan 

Medoxomil
경구 2012. 4. 4. (주) 웅제약 157

14

올메사탄메독소 /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복합제

Olmesartan 

Medoxomil/ 

Hydrochlorothiazide

경구 2012. 4. 4. (주) 웅제약 166

15 세프카펜피복실염산염수화물

Cefcapene Pivoxil 

Hydrochloride 

Hydrate

경구 2012. 4.13. 일동제약(주)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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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대상품목
시행일 정보원

찾아
가기성분명 제형

16 가티플록사신 Gatifloxacin 점안제 2012. 4.18. (주)한독약품 187

17
글리메피리드/ 

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

Glimepiride/ 

Metformin 

Hydrochloride

정제 2012. 4.18. (주)한독약품 191

18 트라스투주맙 Trastuzumab 주사 2012. 4.19. (주)한국로슈 208

19 바실릭시맙 Basiliximab 주사 2012. 5. 1. 한국노바티스(주) 220

20 인플릭시맵 Infliximab 주사 2012. 5.23. (주)한국얀센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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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품 재심사 결과 현황

베포타스틴 단일제 (정제)
(Bepotastine)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것

이 약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신기능장애가 있는 환자

2) 간기능장애가 있는 환자

3) 고령인 환자

3. 이상반응

임상시험에서 총 증례 1,446명 중, 부작용이 137명(9.5%) 보고되었다

1) 정신신경계 : 졸음, 권태감, 두통, 두중감, 현기증

2) 소화기계 : 구갈, 구내건조, 설염, 오심, 구토, 위통, 위부불쾌감, 설사

3) 혈액계 : 백혈구수 변동, 호산구과다증

4) 간장 : AST(GOT), ALT(GPT), r-GTP, LDH, 총빌리루빈 상승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베포타스틴 단일제 (경구) (Bepotastine)

 분류 번호 ∙ [01410] 항히스타민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재심사

 정보원 ∙ 동아제약(주)

 정보 사항 ∙ 이상반응(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추가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관리과-6848호, 2011.12. 9.)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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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장 : 뇨단백, 뇨당, 뇨잠혈, 뇨우로빌리노겐

6) 피부 : 발진, 종창의 과민반응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정제)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3,717명의 환자를 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유해

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8%(68명/3,717명, 80건)로 보고되었다. 졸음 1.26%(47명

/3,717명, 47건), 갈증 0.30%(11명/3,717명, 11건), 복부불쾌 0.27%(10명/3,717명, 10건), 권태 

0.11%(4명/3,717명, 4건), 얼굴부종 0.05%(2명/3,717명, 2건), SGOT 상승, SGPT 상승, 두통, 

두근거림, 얼굴홍조, 쓴맛 각  0.03%(1명/3,717명, 1건)순으로 조사되었다.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1.4%(52명/3,717명, 62

건)로 보고되었다. 졸음 1.13%(42명/3,717명, 42건), 갈증 0.24%(9명/3,717명, 9건), 복부불쾌 

0.11%(4명/3,717명, 4건), 권태 0.08%(3명/3,717명, 3건), 얼굴홍조, SGOT 상승, SGPT 상승 각

각 0.03%(1명/3,717명, 1건)이었다.

국내 시판 후 조사기간 동안 발생한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0.13%(5명/3,717명, 5건)이었으며, 얼굴부종 0.05%(2명/3,717명, 2건), 두근거림, 얼굴홍조, 쓴

맛 각각 0.03%(1명/3,717명, 1건)로 보고되었다.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

사례인 약물유해반응으로 얼굴홍조 1건이 보고되었다.

국내 시판 후 조사기간 동안 발생한 중 한 유해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4. 일반적 주의

1) 졸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본제 투여중의 환자에게는 자동차 운전 등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

조작등에 해 주의시켜야 한다.

2) 장기간스테로이드요법을 받고 있던 환자로, 본제를 투여함에 따라 스테로이드제를 감량할 경

우에는 충분한 관리하에서 서서히 한다.

3) 신장애환자에서 이약의 혈중농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 또한 높은 혈중농도가 지속될 우려가 

있으므로 저용량(즉, 1회량 5 리그람)부터 투여하는 등, 신중히 투여하고, 이상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감량, 휴약등의 적절한 처치가 필요하다.

4) 본제는 계절성 알러지성 비염환자에 하여 연구되지 않은바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투여

하는 경우에는 호발하는 계절을 고려하여 그 직전부터 투여를 개시하고, 호발하는 계절 종료

시까지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본제의 사용에 의해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간 투여하지 않는다.

5.상호작용

다른 항히스타민제와 마찬가지로 과량의 알코올과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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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부, 산부,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신중 투여에 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동물실험에서 태아로 이행됨이 발

견되고 있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게는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만, 투여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만 투여한다.

2) 동물실험(랫트)에서 모유 중으로 이행된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수유중인 부인에게는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하게 본제를 투여할 경우에는 수유를 피하도록 한다.

7. 소아에 대한 투여

소아에 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본제는 주로 신장으로 배설되며,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높은 혈중

농도가 지속될 위험이 있어 본제를 고령자에게 사용할 경우 주의하여 투여한다.

9. 임상검사치에의 영향

이 약은 알레르겐 피내반응을 억제하여 알레르겐 확인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피내반응 검사 

실시전에 이 약을 투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적용상의 주의

약제 교수시, PTP포장의 약제는 PTP시트에서 꺼내어 복용하도록 지도한다.

(PTP시트를 잘못 삼켜서, 딱딱하고 뾰족한 부분이 식도 점막을 자극하여, 심각한 경우, 천공을 

일으켜 종격동염 등의 중 한 합병증을 일으킨 예가 보고되고 있다.)

11.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습기를 피하여 30℃이하에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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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포타스틴 단일제 (구강붕해정)
(Bepotastine)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신기능장애가 있는 환자

2) 간기능장애가 있는 환자

3) 고령인 환자

3. 이상반응

임상시험에서 총 증례 1,446명 중, 부작용이 137명(9.5%) 보고되었다

1) 정신신경계 : 졸음, 권태감, 두통, 두중감, 현기증

2) 소화기계 : 구갈, 구내건조, 설염, 오심, 구토, 위통, 위부불쾌감, 설사

3) 혈액계 : 백혈구수 변동, 호산구과다증

4) 간장 : AST(GOT), ALT(GPT), r-GTP, LDH, 총빌리루빈 상승

5) 신장 : 뇨단백, 뇨당, 뇨잠혈, 뇨우로빌리노겐

6) 피부 : 발진, 종창의 과민반응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정제)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3,717명의 환자를 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유해

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8%(68명/3,717명, 80건)로 보고되었다. 졸음 1.26%(47명

/3,717명, 47건), 갈증 0.30%(11명/3,717명, 11건), 복부불쾌 0.27%(10명/3,717명, 10건), 권태 

0.11%(4명/3,717명, 4건), 얼굴부종 0.05%(2명/3,717명, 2건), SGOT 상승, SGPT 상승, 두통, 

두근거림, 얼굴홍조, 쓴맛 각  0.03%(1명/3,717명, 1건)순으로 조사되었다.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1.4%(52명/3,717명, 62

건)로 보고되었다. 졸음 1.13%(42명/3,717명, 42건), 갈증 0.24%(9명/3,717명, 9건), 복부불쾌 

0.11%(4명/3,717명, 4건), 권태 0.08%(3명/3,717명, 3건), 얼굴홍조, SGOT 상승, SGPT 상승 각

각 0.03%(1명/3,717명, 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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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판 후 조사기간 동안 발생한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0.13%(5명/3,717명, 5건)이었으며, 얼굴부종 0.05%(2명/3,717명, 2건), 두근거림, 얼굴홍조, 쓴

맛 각각 0.03%(1명/3,717명, 1건)로 보고되었다.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

사례인 약물유해반응으로 얼굴홍조 1건이 보고되었다.

국내 시판 후 조사기간 동안 발생한 중 한 유해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4. 일반적 주의

1) 졸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본제 투여중의 환자에게는 자동차 운전 등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

조작 등에 해 주의시켜야 한다.

2) 장기간스테로이드요법을 받고 있던 환자로, 본제를 투여함에 따라 스테로이드제를 감량할 경

우에는 충분한 관리하에서 서서히 한다.

3) 신장애환자에서 이 약의 혈중농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 또한 높은 혈중농도가 지속될 우려가 

있으므로 저용량(예를 들어, 1/2 용량)부터 투여하는 등 신중히 투여하고, 이상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감량, 휴약 등의 적절한 처치가 필요하다.

4) 본제는 계절성 알러지성 비염환자에 하여 연구되지 않은 바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투

여하는 경우에는 자주 발생하는 계절을 고려하여 그 직전부터 투여를 개시하고, 자주 발생하

는 계절 종료시까지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본제의 사용에 의해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간 투여하지 않는다.

 

5. 상호작용

다른 항히스타민제와 마찬가지로 과량의 알코올과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신 중 투여에 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동물실험에서 태아로 이행됨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게는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

지만, 투여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만 투여한다.

2) 동물실험(랫트)에서 모유 중으로 이행된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수유중인 부인에게는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하게 본제를 투여할 경우에는 수유를 피하도록 한다.

7.소아에 대한 투여

소아에 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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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령자에 대한 투여

본제는 주로 신장으로 배설되며,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높은 혈중

농도가 지속될 위험이 있어 본제를 고령자에게 사용할 경우 주의하여 투여한다.

9. 임상검사치에의 영향

이 약은 알레르겐 피내반응을 억제하여 알레르겐 확인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피내반응 검사 

실시전에 이 약을 투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적용상의 주의

1) PTP포장의 약제는 PTP시트에서 꺼내어 복용하도록 지도한다.

(PTP시트를 잘못 삼켜서, 딱딱하고 뾰족한 부분이 식도 점막을 자극하여, 심각한 경우, 천공

을 일으켜 종격동염 등의 중 한 합병증을 일으킨 예가 보고되고 있다.)

2) 이 약은 구강 붕해정으로 PTP포장에서 이 약을 꺼낼 때 쉽게 부서질 수 있으므로 PTP포장에

서 꺼낼 때에는 손톱을 사용하지 말고 손가락 끝의 지문부위로 눌러서 꺼내는 것이 바람직하

다. 만약 약이 손상된 경우에는 전량을 복용한다. 

11.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습기를 피하여 30℃이하에서 보관한다.

국내 품목 현황

1. 베포타스틴 단일제 (정제)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동아제약(주) 타리온정10 리그람 제조

2. 베포타스틴 단일제 (구강붕해정)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한미약품(주) 포타스틴오디정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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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클리탁셀 단일제 (용액용 동결건조 분말 주사)
(Paclitaxel)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이 약(파클리탁셀)은 암화학요법제 사용경험이 있는 의사의 감독하에 투여되어야 한다. 

2) 이 약은 희석용액으로 점적투여되어야 한다. 

3) 유방암의 경우 임상시험에서 아나필락시스와 호흡곤란과 치료를 요하는 저혈압, 혈관부종 및 

전신 담마진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중증의 과민반응이 이 약을 투여받은 4.9%의 환자에서 발

현되었다. 중증의 과민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투약을 중지하고 다음과 같은 처치법을 사용한다.

  - 페니라민 말레이트 45.5mg 또는 이와 상응하는 약물의 정주

  - 에피네프린 또는 이와 상응하는 약물을 과민반응이 진정될 때까지 또는 총 6용량을 투여할 

때까지 투여. 에피네프린 또는 이와 상응하는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저혈압이 발생하는 경

우 Ⅳ액 투여

  - 아드레날린 또는 이와 상응하는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천명이 있을 경우, 알부테롤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약물을 분무

  - 재발성 또는 진행성의 알레르기 발현을 예방하기 위하여 메칠프레드니솔론 125mg 또는 이

에 상응하는 약물의 정주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파클리탁셀 단일제 (용액용 동결건조 분말 주사) (Paclitaxel)

 분류 번호 ∙ [04210] 항악성종양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재심사

 정보원 ∙ (주)삼양바이오팜

 정보 사항 ∙ 이상반응(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추가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관리과-7188호, 2011.12.22.)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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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방암의 경우 중증의 과민반응 발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약 투여 30분 전에 하이드로코티손 100mg 정맥투여(또는 그에 상응하는 요법), 페니라민 

말레이트 45.5mg 정맥투여(또는 그에 상응하는 요법), 시메티딘 300mg 또는 라니티딘 50mg

을 정맥투여(또는 그에 상응하는 요법)할 수 있다.  

5) 기본 호중구수가 1,500 cells/㎣ 미만인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된다.  골수억제(주로 

호중구 감소증)는 용량에 비례하여 유발되며, 용량제한 독성이다. 이 약 치료중에는 혈구수를 

자주 모니터링 해야 한다. 호중구수가 1,500 cells/㎣ 이상, 혈소판수가 100,000 cells/㎣ 이상

으로 회복되기 전에는 이 약의 다음 싸이클을 재시도해서는 안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파클리탁셀에 심한 과민반응을 보인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이 약은 기저치에서 호중구수가 1,500cells/㎣ 미만인 환자(중증의 골수억제환자)에게 사용해

서는 안된다.(골수억제는 용량제한인자이며 감염증을 수반하고,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3) 감염증을 합병하고 있는 환자(골수억제로 인하여 감염증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음)

4)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5)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

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하게 투여할 것. 

1) 골수억제환자(골수억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2) 간장해 환자( 사기능 등이 저하되므로 이상반응이 심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

3) 신장해 환자(신기능이 저하되므로 이상반응이 심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

4) 고령자(“고령자에 한 투여”항 참조)

5) 간질성 폐염 또는 폐선유증 환자(증상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4. 이상반응

전이성 유방암 1차 치료의 이상반응

다음은 이 약을 단일요법으로 투여한 전이성 유방암 환자(41명)을 상으로 시행한 임상시험에

서 초기 투여용량 300mg/㎡, 3시간 점적투여시 유발된 부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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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mg/m2, 환자수(=41명)
발현율(%)

골수

  호중구 감소증 ＜ 2,000/㎣

               ＜ 500/㎣

  백혈구 감소증 ＜ 3,000/㎣

               ＜ 1,000/㎣

혈소판 감소증 ＜ 75,000/㎣

             ＜ 10,000/㎣

  빈혈       ＜ 10.0g/dL

100

17.1

95.1

0

22.0

0

65.9

과민반응

  과민반응 발현

  중증의 과민반응 발현

19.5

4.9

말초신경질환

  증상 발현

  증증의 증상

97.6

51.2

근육통

  증상 발현

  중증의 증상

관절통

  증상 발현

  중증의 증상

87.8

2.4

43.9

2.4

위장관계

  오심 

    중증의 증상 

  구토

    중증의 증상

  설사

  변비

    중증의 증상

65.9

2.4

48.8

2.4

53.7

34.1

2.4

 탈모증

  증상 발현

  중증의 증상

97.6

9.8

간(치료전 정상적인 간기능을 가진 환자 중)

  빌리루빈 상승

  알칼리성 포스파타제 상승

  AST 상승

9.8

9.8

14.6

주사부위 

  부종

  통증

  반응

2.4

2.4

2.4

발현부위별

1) 혈액학 : 골수억제는 주요한 이 약의 용량제한독성이었다. 호중구감소증(가장 중요한 혈액학



16

제50호_ 의약품 안전성 정보

적 독성)은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모두 발현되었으나 보통 빠르게 회복되었다. 이 약 

300mg/㎡을 3시간동안 점적투여한 유방암 2상 임상시험결과 심각한 호중구감소증

(＜500cells/㎣)이 환자의 17.1%에서 나타났으나 모두 회복되었고 발열반응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았다. 백혈구 수 3,000cells/㎣ 미만을 나타내는 백혈구 감소증은 환자의 95.1%에서 나타났

으나 중증의 백혈구 감소증(＜1,000cells/㎣)은 나타나지 않았다. 혈소판 수 75,000cells/㎣ 

미만을 나타내는 혈소판감소증은 22% 환자에서 나타났으나 중증의 혈소판감소증(＜10,000cells/㎣)

은 관찰되지 않았다. 빈혈은 피험자의 65.9%에서 나타났으나 중증의 증상을 보인 환자는 

없었다.

2) 과민반응 : 환자의 약 19.5%(8/41명)가 과민반응을 보였으며 과민반응으로 인하여 steroid 

정맥 내 투여한 환자는 9.7%(4/41명)이었다. 증상은 부분 경미하였으며 중증의 과민반응 

발현율은 dyspnoea NOS계열에서 4.9%(2/41명)이었고 즉시 회복되었다. 과민반응이 나타나

는 동안 호흡곤란(7.3%), 흉통(4.9%), 구토(4.9%), 설사(2.4%), 알러지(2.4%)와 같은 증상이 

관찰되었다.  

3) 신경계 : 말초신경질환은 환자의 97.6%(40/41)에서 발생되었으나, Grade 4이상의 중증의 증

상을 보인 환자는 없었다. 신경계 증상은 첫 투여 직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약에 노출정도

에 따라 빈도가 증가할 수 있다. 환자의 총 3례에서 말초신경질환으로 인해 이 약 투약을 

중단하였다. 이 약 투여 중단 후 수개월 이내에 감각 증상들은 일반적으로 개선되거나 소실되

었다. 기존 치료에 의해 발생된 신경질환으로 인해 이 약을 투여 금기할 필요는 없다. 

4) 관절통/근육통 : 관절통은 환자의 87.8%(36/41명)에서 발현되었으나 중증의 증상을 보인 환

자는 2.4%(1/41명)이었다. 근육통은 환자의 43.9%(18/41명)에게서 발현되었고 중증의 증상

을 보인 환자는 2.4%(1/41명) 발현율을 보였다.

5) 위장관계 : 위장관계 이상반응은 일반적으로 경증이었다. 오심, 구토, 설사, 변비는 환자에게 

각각 65.9%, 48.8%, 53.7%, 34.1% 발현되었으며 중증의 증상을 보인 환자는 오심, 구토, 변

비에서 각 1명씩 발현되어 각각2.4%를 나타내었다. 

6) 탈모증 : 탈모증은 거의 부분의 환자인 97.6%(40/41명)에서 관찰되었으며 중증의 증상을 

보인 환자는 9.8%(4/41명)이었다. 환자의 발진(78.0%), 소양증(56.1%), 부종(12.2%), 손톱변

화(9.8%) 등이 관찰되었으나 중증의 이상반응은 없었다. 

7) 간 : 치료전 정상적인 간기능을 나타낸 환자 중 9.8%(4/41명)에서 알칼리성 포스파타제 증가, 

9.8%(4/41명)에서 빌리루빈 수치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14.6%(6/41명)의 피험자는 

AST(SGOT)가 증가하였다. 

8) 주사부위 반응: 주사부위 반응은 개 경미하며 주사부위에 부종, 통증, 반응, 피부박리 등의 

경미한 증상을 보인 환자는 각 2.4%(1/41명)로 나타났다. 

표준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유방암 2차 치료의 이상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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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 약을 단일요법으로 투여한 Anthracycline 저항성 유방암 환자(57명)을 상으로 시행

한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이상반응의 발생율을 나타내었다.  

300mg/m2, 환자수(=57명)
발현율(%)

골수

  호중구 감소증 ＜ 2,000/㎣

               ＜ 500/㎣

  백혈구 감소증 ＜ 3,000/㎣

               ＜ 1,000/㎣

혈소판 감소증 ＜ 75,000/㎣

             ＜ 10,000/㎣

  빈혈       ＜ 10.0g/dL

82.5

24.6

71.9

10.5

10.5

 0

 8.8

과민반응

  과민반응 발현

  중증의 과민반응 발현

 8.8

 1.8

말초신경질환

  증상 발현

  증증의 증상

82.5

31.6

근육통

  증상 발현

  중증의 증상

관절통

  증상 발현

  중증의 증상

82.5

17.5

22.8

 5.3

위장관계

  오심 

    중증의 증상 

  구토

    중증의 증상

  설사

  변비

    중증의 증상

38.6

0

33.3

0

31.6

26.3

1.8

탈모증

  증상 발현

  중증의 증상

63.2

0

간

  빌리루빈 상승

  알칼리성 포스파타제 상승

  AST 상승

1.8

14

7

주사부위 

  부종

  통증

  반응

 5.3

 1.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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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부위별

1) 혈액학 : 호중구 감소증(가장 중요한 혈액학적 독성)은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의 82.5%(47/57

명)에서 발현되었고 이중 심각한 호중구 감소증(<500cells/㎣)는 24.6%(14/57명)의 환자에게

서 발현되었다.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을 보인 환자는 3.5%(2/57명)이었다. 백혈구 감소증은 

환자의 71.9%(41/57명)에서 발생하였으나 중증의 백혈구 감소증(<1,000cells/㎣)은 환자의 

10.5%(6/57명)에서 나타났다. 혈소판 감소증은 10.5% 환자에서 나타났으나 중증의 혈소판감

소증(<10,000cells/㎣)은 관찰되지 않았다. 빈혈과 림프구 감소증은 각각 피험자의 8.8%(5/57

명), 7.0%(4/57명) 나타났고 헤모글로빈 감소증도 22.8%(13/57명) 나타났다. 파종성혈관내응

고증이 피험자의 1.8%(1/57명) 나타났으나 약물과 연관성은 없었다.  

2) 과민반응 : 환자의 약8.8%(5/57명)가 과민반응을 보였다. 증상은 부분 경미하였으며 중증

의 과민반응 발현율은 1.8%(1/57명)이었고 부분 빠른 시일내에 회복되었다. 중증의 과민반

응이 나타나는 동안 dyspnea, urticaria와 같은 증상이 관찰되었다.

3) 신경계 : 말초신경병증은 환자의 82.5%(47/57명)에서 발생되었고, 운동신경병증은 환자의 

33.3%(19/57명)에서 발생되었으나 모두 Grade 4이상의 중증의 증상을 보인 환자는 없었다. 

신경계 증상은 첫 투여 직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약에 노출정도에 따라 빈도가 증가할 

수 있다. 그 외에 두통 19.3%(11/57명), 어지러움 14.0%(8/57명), 신경통 7%(4/57명), 감각

이상 7%(4/57명), 졸음 3.5%(2/57명), 건망증, 미각이상, 감각감퇴, 떨림도 나타났다. 

4) 근골격계 : 가장 많은 발현율을 보인 근육통은 환자의 82.5%(47/57명)에서 발현되었으나 중

증의 증상을 보인 환자는 17.5%(10/57명)이었다. 관절통은 환자의 22.8%(13/57명)에게서 발

현되었고 중증의 증상을 보인 환자는 5.3%(3/57명)이었다. 사지통증이 환자의 7%(4/57명), 

뼈통증 및 어깨통증은 각각 환자의 5.3%(3/57명)에서 발생하였다. 요통, 둔부통증, 측복부통

증, 사지불편, 근골격계 경직, 경부변형, 경부통, 사지통증, 병적 골절도 나타났다. 

5) 위장관계 : 위장관계 이상반응은 일반적으로 경증이었다. 가장 많은 발생률은 보인 오심은 

환자의 38.6%(22/57명)에서 발생하였고 뒤를 이어 구토, 설사, 변비가 각각 33.3%(19/57명), 

31.6%(18/57명), 26.3%(15/57명)를 보였다. 복부통증 15.8%(9/57명), 윗복부통증 7%(5/57

명) 발생하였고 이외 복부불편, 복부팽만, 구강건조, 소화불량, 위염, 치은염, 구내염, 혀궤양

도 보고되었다.  

6) 피부기계 : 가장 많은 이상반응으로 탈모증이 환자의 63.2%(36/57명)에서 관찰되었으며 중증

의 증상을 보인 환자는 없었다. 소양증 49.1%(28/57명), 발진 26.3%(15/57명), 다한증 

8.8%(5/57명)도 발생되었으며 손톱변화, 야간발한, 피부각질, 피부반응 등도 관찰되었다. 

7) 간 : 간기능 이상으로 ALT 증가 12.3%(7/57명), AST 증가 7.0%(4/57명), ALP 증가 14%(8/57

명), 감마-글루타 전이효소 증가 12.3%(7/57명), 지질분해효소 이상, 고빌리루빈혈증이 이상

반응으로 보고되었다.  

8) 혈관장애 : 환자에게서 홍조 12.3%(7/57명), 안면홍조 8.8%(5/57명), 고혈압 5.3%(3/57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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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2상 환자수 (69명) 발현율 (%)

골수

  호중구 감소증 ＜ 2,000/㎣

               ＜ 500/㎣

  백혈구 감소증 ＜ 3,000/㎣

               ＜ 1,000/㎣

71.0

17.5

13.0

2.9

발생하였으며 저혈압, 림프부종도 나타났다.

9) 호흡기계 : 기침 17.5%(10/57명), 호흡곤란 12.3%(7/57명), 젖은 기침 7%(5/57명), 콧물 

5.3%(3/57명) 발생되었으며, 이외 발성장애, 코피, 각혈, 저산소증, 인후통증도 나타났다. 

10) 일반적 장애 및 주사부위 반응 : 가장 많이 발생한 이상반응으로 피로감이 19.3%(11/57명) 

발생하였으나 중증의 증상은 없었다. 이외 점막염증 17.5%(10/57명), 흉부불편 12.3%(7/57

명), 무력증 10.5%(6/57명), 흉부통증 7%(4/57명), 말초 부종 10.5%(6/57명), 발열 

8.8%(5/57명), 부종 5.3%(3/57명), 오한, 열감, 감기유사증상, 액와통증, 통증이 발생하였다. 

11) 감염 : 봉소염, 방광염, 감염, 비인두염, 인두염, 폐렴, 비염, 상기도감염도 발생하였다. 

12) 사 및 영양계 : 식욕부진 47.4%(27/57명), 고콜레스테롤혈증 10.5%(6/57명), 고혈당증 

5.3%(3/57명), 저인산혈증 5.3%(3/57명)이 발생되었으며 고칼슘혈증, 고칼륨혈증, 저알루

민혈증, 저칼슘혈증, 저칼륨혈증, 저나트륨혈증, 알칼리증도 보고되었다.

13) 정신이상 : 불면증이 환자의 14%(8/57명)에서 발생하였으며 정신혼돈, 인격변화도 각각 

1.8%(1/57명) 보고되었다.

14) 기타 독성 : 이외 몸무게 감소(29.8%), 현기증, 흐린시력, 쇄골 골절, 장치삽입부위 합병증, 

시술시 통증, 열성외상, 종양통증, 림프절 촉지, 뇨색상이상, 몸무게 증가, 혈뇨, 유방노장, 

생리불순, 동빈맥, 심실기능장애도 보고되었다.  

비소세포폐암의 1차 요법제로서 병용요법에서의 이상반응

다음은 비소세포폐암 병용요법의 2상 임상시험에서 안전성 평가가 가능한 69명의 환자에 나타난 

주요 이상반응의 발생율을 나타내었다.

폐암 2상 임상 시험에 등록되어 이 약을 투여 받은 전체 환자 69명 모두에서 한 가지 이상의 

이상반응이 나타났다. 

신체기관별 이상반응은 위장관계(gastrointestinal) 독성과 피부(dermatology/skin) 독성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중 위장관계(gastrointestinal) 독성이 60명(87.0%)이 발생하였고 피부

(dermatology/skin) 독성은 60명(87.0%)이 발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신경계(neurology) 독성이 

56명(81.2%), 혈액/골수(blood/bone marrow) 독성이 54명(78.3%), 그리고 근골격계

(musculoskeletal) 독성이 49명(71.0%)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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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2상 환자수 (69명) 발현율 (%)

  혈소판 감소증 ＜ 75,000/㎣

               ＜ 100,000/㎣

  빈혈         ＜ 10g/dl

1.5

0.0

18.8

과민반응

  중증의 과민반응 발현

10.1

5.8

신경증

  중증의 증상

60.9

13.0

근육통

  중증의 증상

관절통

  중증의 증상

52.2

5.8

29.0

7.3

위장관계

  오심

    중증의 증상

  구토

    중증의 증상

  설사

  변비

    중증의 증상

69.6

2.9

52.2

2.9

24.6

27.5

2.9

탈모증

  중증의 증상

81.2

1.5

간

  알카리성 포스파타제 상승

  sGOT 상승

  sGPT 상승

1.5

1.5

2.9

발현부위별

(1) 혈액학 : 폐암 2상 임상시험결과 혈액/골수계가 78.3%(54/69명), 그리고 감염/열성 호중구감

소 독성이 4.3%(3/69명)가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피험자에게서 나타난 독성은 호중구감

소증(49/69명, 71.0%), 빈혈(13/69명, 18.8%), 백혈구 감소증(9/69명, 13.0%)의 순이었다. 

(2) 과민반응 : 환자의 약 10.1%(7/69명)가 과민반응을 보였으며 중등도 이상의 독성은 전처치

를 받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는 15명 중 2명(13.3%)에서,  전처치를 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54명중 2명 (3.7%) 에서 발생하였다. 증상은 중등도 이상의 알러지 4.3%, 아나필락시스 

1.5% 관찰되었다.

(3) 신경계 : 81.2%(56/69명)의 환자에게서 발생되었으며, 이 중 발생률을 보면 높은 순으로 신

경병증(42/69명, 60.9%), 불면증(16/69명, 23.2%), 두통(5/69명, 7.3%), 현기증 (4/69명, 

5.8%)의 순이었다. 이 약 과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최 강도 3 이상의 이상반응은 Grade 

3의 신경병증이 13.0%, Grade 3의 불면증이 1.5% 보고되었다.

(4) 근골격계 : 71.0%(49/69명)에서 근골격계 독성이 발생되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환자에게서 

나타난 근골격계 독성은 근육통(36/69명, 52.2%)이었고 관절통(20/69명, 29.0%), 요통(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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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11.6%)이 그 다음으로 많이 보고되었다. 이 약과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최 강도 3이

상의 이상반응은 관절통(Grade 3: 4.3%), 근육통(Grade 3: 4.3%)이  각각 보고되었다.

(5) 위장관계 : 87.0%(60/69명)에서 발생되었으며, 가장 많은 피험자에 게서 나타난 위장관계 

독성은 구역(48/69명, 70.0%)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구토(36/69명, 52.2%), 식욕부진(32/69

명, 46.4%)의 순으로 보고 되었다. 이 약과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최 강도 3의 이상반응

은 구토, 변비가 동일하게 2.9%, 설사, 소화불량, 구역이 각 1.5%에서 발생하였다. 최  강

도 4의 경우는 구역이 1.5% 발생하였다.

(6) 피부계 : 87.0%(60/69)명에서 피부계 독성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가장 많은 피험자에게서 

나타난 독성은 탈모(56/69명, 81.2%), 두드러기(9/69명, 13.0%)의 순이었다. 이 약과 관련성

을 배제할 수 없는 최  강도 3 이상의 이상반응은 탈모, 가려움증, 두드러기서 Grade 3의 

이상반응을 1.5% 보고하였다.

(7) 기타 독성 : 기타 독성 중 가장 많은 피험자에게서 나타난 독성은 호흡곤란(dyspnea)으로 

17.4%(12/69명)에서 나타났다. 이 약과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최 강도 3 이상의 이상반

응은 무기력증, 열이 각각 Grade 3로 1.5% 씩 보고되었다.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

1)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4년 동안 전이성 유방암 또는 재발성 유방암의 1차 치료 및 표준요

법에 실패한 전이성 유방암의 2차 치료를 위하여 186명을 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사용성적

조사결과 유해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77.96%(145명/186명, 710건) 로 보고되었

다.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75.27% 

(140명/186명, 620건)이었다. 약물유해반응으로는 호중구감소증 23.12%(43명/186명, 110

건), 말초신경병증 18.28%(34명/186명, 41건), 오심 15.59%(29명/186명, 37건), 근육통 

13.44%(25명/186명, 27건), 백혈구감소증 12.90% (24명/186명, 56건), 말초감각신경병증 

10.22%(19명/186명, 24건)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10% 미만으로 보고된 약물유해반응을 

기관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신경계 : 신경병증, 피부따끔거림, 두통, 어지러움, 신경통, 무감각, 떨림, 실신, 다발신경병증, 

말초운동신경병증, 벨마비, 운동실조

근골격계 : 관절통, 뼈통증, 전신통증, 목경직, 팔다리쇠약  

위장관계 : 식욕부진, 구토, 변비, 설사, 구내염, 소화불량, 복통, 점막염, 위염, 복부불편감, 

치은염

피부 및 부속기관 : 탈모, 발진, 소양증, 두드러기, 구진발진, 피부박리, 홍반, 국소피부반응, 

발한, 여드름

혈액계 : 발열성호중구감소증, 혈색소감소, 적혈구감소증, 빈혈, 혈소판감소증

전신 : 피로, 전신쇠약, 발열, 가슴불편감, 통증, 부종, 다리통증, 무력증, 흉벽통증, 아나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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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 팔부기, 가슴긴장감, 골반통증, 아나필락시스성쇼크, 오한

호흡기계 : 호흡곤란, 기침, 콧물, 상기도감염, 감기, 산소포화도감소, 천명

간 및 담도계 : SGOT 증가, SGPT 증가, 간기능이상, 빌리루빈증가

요로계 : 요로감염

심혈관계 : 빈맥, 부정맥, 심장정지, 저혈압

기타 : 귀통증

중 한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1.29%(21명/186명, 34건)이었으며,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5.91%(11/186명), 15

건로 호중구감소증 1.61%(3명/186명, 3건), 발열, 발열성호중구감소증 각각 1.08%(2명/186

명, 2건), 두통, 실신, 발진, 팔부기, 아나필락시스성쇼크, 호흡곤란, 폐렴, 심장정지 각각 

0.54%(1명/186명, 1건)이었다.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4.84%(9명/186명), 11건이었으며,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3.23%(6명/186

명, 7건)으로 운동실조 0.54%(1명/186명, 2건), 실신, 여드름, 천명, 부정맥, 심장정지 각각 

0.54%(1명/186명, 1건)이었다.

2)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4년 동안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를 

위하여 293명을 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결과 유해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82.25%(241명/293명, 1,686건)로 보고되었다.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81.23%(238명/293명, 1,536건)이었다. 약물유해반

응으로는 탈모 50.17%(147명/293명, 157건), 오심 31.06%(91명/293명, 158건), 혈색소감소 

26.96% (79명/293명, 87건), 말초신경병증 26.28%(77명/293명, 94건), 근육통 24.57%(72명

/293명, 89건), 식욕부진 22.53%(66명/293명, 81건), 백혈구감소증 22.18%(65명/293명, 114

건), 호중구감소증 21.84%(64명/293명, 95건), 적혈구감소증 14.33%(42명/293명, 51건), 구

토 13.65%(40명/293명, 63건), 관절통 11.60%(34명/293명, 38건), 피로 10.92%(32명/293명, 

39건), 전신쇠약 10.24%(30명/293명, 32건)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10% 미만으로 보고된 

약물유해반응을 기관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신경계 : 신경병증, 피부따끔거림, 말초감각신경병증, 두통, 어지러움, 의주감(개미가 기어가

는 느낌)

위장관계 : 변비, 설사, 딸꾹질, 구내염, 소화불량, 복통, 점막염, 구강건조, 복부팽만, 상복부

통, 가슴쓰림, 윗배통증, 입술염, 치주염, 항문통증

피부 및 부속기관 : 발진, 가려움증, 두드러기, 구진발진, 피부박리, 손발톱변화

혈액계 : 발열성호중구감소증, 과립백혈구감소증, 빈혈, 혈소판감소증, 상세불명의 출혈

전신 : 과민성, 발열, 가슴불편감, 통증, 부종, 다리통증, 무력증, 말초부종, 아나필락시스,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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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감소, 얼굴홍조, 다리부기, 약물과민반응

호흡기계 : 호흡곤란, 기침, 폐렴, 콧물, 가래증가, 인후통, 무기폐, 흉막삼출

간 및 담도계 : SGOT 증가, SGPT 증가, ALP 증가, 간기능이상, 빌리루빈증가

요로계 : 단백뇨, 혈중크레아티닌 증가, 배뇨곤란

정신신경계 : 불면증, 혼돈상태

사 및 영양계 : 고혈당증, 저나트륨혈증, 저칼륨혈증

심혈관계 : 저혈압, 심장막삼출, 두근거림

혈관이상(심장외) : 뇌경색 

면역계 : 칸디다증, 패혈성쇼크

기타 : 폐암의 악화, 시야흐림

중 한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0.92%(32명/293명, 54건)이었으며,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8.19%(24명/293

명, 44건)로 호흡곤란 2.39%(7명/293명, 7건), 백혈구감소증 2.05%(6명/293명, 6건), 호중구

감소증 1.37%(4명/293명, 5건), 발열성호중구감소증 1.37%(4명/293명, 4건), 전신쇠약, 폐렴 

각각 1.02%(3명/293명, 3건), 설사 0.68%(2명/293명, 2건), 발열 0.68%(2명/293명, 4건), 오

심, 식욕부진, 가슴불편감, 통증, 아나필락시스, 혼돈상태, 패혈성 쇼크, 폐암의 악화, 심장막

삼출, 뇌경색 각각 0.34%(1명/293명, 1건)이었다.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40.96%(120명/293명, 236건)이었

으며,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32.08%(94명/293명, 151건)으로 발진 5.46%(16명/293명, 22건), 피부저림 4.10%(12명/293

명, 15건), 딸꾹질 4.10%(12명/293명, 18건), 구내염 2.73%(8명/293명, 9건), 가슴불편감, 폐

렴, 단백뇨 각각 2.05%(6명/293명, 6건), 복통 1.71%(5명/293명, 6건), 점막염, 기침 각각 

1.37%(4명/293명, 4건), 체중감소 1.02%(3명/293명, 5건), 통증 1.02%(3명/293명, 4건), 구

강건조, 인후통 각각 1.02%(3명/293명, 3건), 혈중크레아티닌 증가 0.68%(2명/293명, 3건), 

상복부통, 입술염, 부종, 뼈통증, 콧물 각각 0.68%(2명/293명, 2건), 흉막삼출 0.34%(1명/293

명, 2건), 의주감(개미가 기어가는 느낌), 복부팽만, 가슴쓰림, 윗배통증, 치주염, 항문통증, 

구진발진, 피부박리, 손발톱변화, 다리통증, 말초부종, 다리부기, 가래증가, 빌리루빈증가, 배

뇨곤란, 혼돈상태, 고혈당증, 저나트륨혈증, 저칼륨혈증, 두근거림, 칸디다증, 패혈성쇼크, 시

야흐림, 심장막삼출, 뇌경색 각각 0.34%(1명/293명, 1건)이었다.

5. 일반적 주의

1) 이 약의 유방암 및 폐암에 한 유효성은 반응율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생존기간 연장 등과 

같은 임상적 유익성을 입증하는 비교임상시험(controlled randomized trial) 결과는 없었다.

2) 투여 초기 또는 비교적 저용량의 투여로도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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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3) 혈액학

이 약은 기저치에서 호중구수가 1,500cells/㎣ 미만인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된다. 골수독성

의 발현을 모니터하기 위해 이 약을 투여 중인 모든 피험자는 자주 말초혈액의 혈구수를 측정

해야 한다. 호중구수가 1,500cells/㎣ 이상, 혈소판수가 100,000cells/㎣ 이상으로 회복될 때

까지는 환자에게 이 약의 투여를 재개해서는 안된다. 이 약 치료코스 중 중증의 호중구 감소

증 (＜500cells/㎣)이 유발될 경우, 다음의 치료의 코스에서는 20% 감량 투여가 권장된다. 

4) 과민반응

홍조, 피부반응, 호흡곤란, 저혈압 또는 빈맥 등과 같은 경미한 증상이 발현될 경우에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치료를 요하는 저혈압, 기관지 확장제 투여를 요하는 호

흡곤란, 혈관부종 또는 전신 담마진과 같은 중증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에는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단하고 적극적인 증요법을 실시해야 한다. 심각한 과민반응을 보인 환자에게는 이 

약의 투여를 재시도해서는 안된다. 

5) 신경계

말초신경질환이 자주 유발되기는 하나 중증으로의 진행은 드물며, 중등도 내지 중증의 경우 

이 약의 모든 다음 치료코스에서는 20% 감량하여 투여해야 한다. 

6) 간장

중등도 내지 중증 간기능 저해 환자에서 이 약 투여시 주의하며 용량 조절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주사부위

혈관외로 유출에 의한 반응을 포함하여 주사부위 반응은 개 심하지 않으며 주사부위에 부

종, 압박 또는 촉각에 해 비정상적으로 통각이 예민해짐, 피부탈색, 팽윤이 있다. 주사부위

반응은 3시간동안 점적주사하는 경우보다 24시간동안 점적주사하는 경우 더 자주 나타났다. 

다른 부위에 이 약을 다시 투여할 때 이전 혈관외 유출 부위에서의 피부반응의 재발(RECALL)

은 거의 보고된바 없다.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주사부위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6. 상호작용

1) 이 약(110~220mg/㎡)과 시스플라틴(50 또는 75mg/㎡)을 투여한 제1상임상시험에서 시스플

라틴을 투여한 후 이 약을 투여한 경우는 그 반  순서(즉, 이 약 투여 후에 시스플라틴을 

투여)로 투여한 경우보다 골수억제가 더 심하였다. 이들 환자의 약동력학 자료에 의하면 시스

플라틴 투여후에 이 약을 투여할 경우 이 약의 청소율이 감소함이 보고되어있다. 또한, 병용

투여로 인하여 말초신경장해가 증가할 위험이 있다. 병용요법을 행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

태를 관찰 하면서 감량하거나 또는 투여간격을 연장하여야 한다. 

2) 이 약은 사이토크롬 P450 CYP2C8과 CYP3A4 의해 사된다. 상호작용에 한 임상시험이 

없으므로 사이토크롬 P450 CYP2C8과 CYP3A4의 기질 또는 억제제(리토나비어, 사퀴나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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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나비어, 넬피나비어)로 알려진 것과 이 약을 병용투여시 주의하여야 한다. 

3) 비타민 A, 아졸계 항진균제(케토코나졸, 미코나졸 등), 마크롤라이드계 호르몬제(에치닐에스

트라디올 등), 디히드로피리딘계 칼슘채널 차단제(니페디핀등), 테르페나딘, 싸이클로스포린, 

베라파 , 퀴니딘, 미다졸람, 페나세틴, 리토나비어, 사퀴나비어, 인디나비어, 넬피나비어 : 이 

약의 사를 저해하여 혈중 농도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병용할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관찰

하면서 감량하거나 또는 투여간격을 연장하여야 한다. 

4) 방사선조사 : 흉부에 방사선조사를 병용하는 경우에 심각한 식도염 또는 폐장염이 발생하였다

는 보고가 있고 또한, 골수억제 등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에 주의하여야 

한다. 

5) 항악성종양제 : 병용으로 골수억제등의 이상반응이 증가할 위험성이 있다.

7. 임부,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부 : 이 약은 임부에게 투여시 태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 토끼의 경우 이 약은 배자독성 

및 태자독성을 나타냈으며 또한 랫트의 경우 수태율이 감소되었다. 임부에 한 임상연구는 

없다. 가임여성의 경우, 이 약으로 치료하는 동안에는 임신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2) 수유부 : 이 약을 수유부에게 투여하지 않거나 투여할 경우에는 수유를 중지한다.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고령자에서는 일반적으로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골수억제 등이 나타나기 쉬우

므로 용량 및 투여간격에 유의하고 임상검사(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기능검사 등)를 자주 하는 

등 주의하여야 한다.

9. 소아 등에 대한 투여

저체중 출생아, 신생아, 유아, 유유아 또는 소아에 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10. 과량 투여시의 처치

이 약을 과량 투여시 해독제는 알려져 있지 않다. 과량투여시 예상되는 주요 합병증은 골수억제, 

말초신경독성 및 점막염 등이다. 

11. 적용상의 주의 

1) 이 약은 세포독성이 있는 항암제이므로 독성이 있는 다른 화합물과 같이  주의하여 취급해야 

한다. 장갑 사용이 권장된다. 피부에 노출되었을 때, 자통, 화끈거림, 발적이 관찰되었다. 이 

약의 용액이 피부에 닿았을 경우 즉시 피부를 세척하고, 비누와 물로 철처히 세척한다.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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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이 점막에 닿았을 경우에는 점막을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흡입하였을 경우, 호흡

곤란, 흉통, 인후통, 오심 및 눈이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났다. 

12.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 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

를 주의하여야 한다.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삼양바이오팜 제넥솔피엠주(파클리탁셀) 제조

2 (주)삼양바이오팜 제넥솔피엠주100 리그람(파클리탁셀)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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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데포비어디피복실 단일제 (경구)
(Adefovir dipivoxil)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이 약은 권장 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해서는 안된다.

2) 치료 중단 후 간염의 악화 

  ① 이 약 투여중단을 비롯하여 B형 간염 치료를 중단한 환자에서 심각한 급성 간염 악화가 

보고된 바 있다. 이 약 투여 중단 후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환자의 간기능을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B형 간염 치료를 재개할 수 있다. 

  ② 이 약으로의 임상 시험에서, 이 약 투여 중단 후 25%의 환자에서 간염의 악화(ALT의 정상 

상한치의 10배 혹은 그 이상 상승)가 발생하였다. 이들 사례들은 부분 약물 투여중단 

12주 이내에 발생하였다. 이들 악화는 일반적으로 HBeAg 혈청전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였고, 바이러스 복제가 재개된 동시에 혈청 ALT도 상승되었다. 상성 간질환 

HBeAg 양성 및 HBeAg음성 환자를 상으로 한 시험에서 간염 악화는 간 상부전을 수

반하지는 않았다. 이 약 10mg으로 치료 받은 상성 간 기능 환자들에서 발생한 혈청 ALT 

상승은 간 상부전과 관련된 임상적 또는 실험실 수치 변화를 동반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행된 간질환 혹은 간경화 환자에서는 간 상부전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다. 부분의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아데포비어디피복실 단일제 (경구) (Adefovir Dipivoxil)

 분류 번호 ∙ [03910] 간장질환용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재심사

 정보원 ∙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정보 사항 ∙ 이상반응(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추가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관리과-7442호, 2011.12.30.)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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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자기한정적이거나 치료를 재개하면 해결 되었으나 치명적인 사례를 포함한 심각한 

간염 악화도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투여를 중단한 후 몇 개월 동안은 환자를 주의깊게 모

니터링하여야 한다.

  ③ 진행된 간질환이나 간경화 환자는 치료 초기 동안 주의깊게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④ HIV감염 환자에서 뉴클레오시드 아날로그 병용요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중증 간비  및 

지방간과 관련 있는 때로 치명적인 유산산증(저산소혈증을 수반하지 않은)이 보고되었다. 

Aminotransferase값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진행성 간비 , 병인이 알려지지 않는 사성 유

산산증이 나타날 경우에는 뉴클레오시드 아날로그 투여를 중단하여야 한다. 간비  또는 

다른 간질환 관련 위험요인이 있는 환자. 특히 비만인 여성의 경우 뉴클레오시드 아날로그

를 처방할 때는 주의하여야 하고 이들 환자를 면 히 관찰하여야 한다. 비 상 간질환을 

동반한 B형 간염 환자에서 때때로 이러한 이상반응이 보고되었다.  

3) 신독성 

  ① 이 약의 장기 투여(1일 1회 10 리그람)로 신독성이 생길 수 있다. 정상적인 신기능을 가진 

환자에서 신독성의 위험은 낮지만, 신기능 장애가 있거나 신기능 장애의 위험이 있는 환자 

또는 사이클로스포린, 타크로리무스, 아미노글리코사이드, 반코마이신 및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등 신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을 병용투여하고 있는 환자에서는 특별히 

중요하다. 이 약으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환자들의 크레아니틴 청소율을 계산하는 

것이 권장된다.

  ② 혈청 크레아티닌의 지속적인 증가 및 혈청 인의 감소로 특징지어지는 신독성이 아데포비어 

디피복실 고용량을 투여하는 HIV 감염 환자(1일 60 및 120 리그람) 및 만성 B형 간염 환자

(1일 30 리그람)에서 아데포비어 디피복실 치료에 해 치료 제한 독성이 있음이 나타났다.

  ③ 이 약으로 치료를 받는 모든 환자들, 특히 신장애나 그 병력이 있는 환자나 기타 신장애의 

위험이 있는 환자들은 신기능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환자들에서는 혈청 

크레아티닌 및 혈청 인 변화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권장된다. 치료 초기 또는 치료 도중

에 신기능 부족을 나타내는 환자들은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약의 치료로 신독성

이 나타난 환자에서는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기 전에 이 약 치료의 유익성과 위험성을 주

의깊게 고려해야 한다. 

  ④ 혈액 투석 이외의 투석법(예, 휴  복막 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장 질환 환자에 해서

는 연구되지 않았다. 

4) HIV 내성

이 약으로의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환자에 해 HIV 항체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확

인이 안되거나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HIV에 감염된 만성 B형 간염 환자를 상으로 이 약과 

같이 HIV에 해서도 활성을 나타내는 약제로 B형 간염을 치료할 경우 HIV 내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약은 환자의 HIV RNA를 억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HIV에 동시 감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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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B형 간염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이 약을 사용한 자료는 제한적이다. 

 5) HIV 동시 감염

이 약 10mg 투여가 HIV 복제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다. HIV에 동시 감

염된 환자는 이 약으로 HBV 감염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입증된 항바이러스 치료법으로 

HIV RNA를 조절(<400 copies/mL)하여야 한다.

HIV에 동시 감염되었으나 항바이러스 치료가 요구되지 않는 환자들에게 만성 B형 간염 치

료 목적으로 이 약을 단독 투여시 HIV 변이의 위험이 있다. 

 6) 유산 산증 / 지방증을 동반한 중증 간비

뉴클레오시드 유사체 단독투여 또는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병용투여했을 때 치명적인 

사례를 포함한 유산산증과 지방증을 동반한 중증 간비 가 보고되었다. 아데포비어도 구조

적으로 뉴클레오시드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이 배제될 수 없다.

이들 사례의 부분은 여성에게서 보고되었고 비만과 장기간에 걸친 뉴클레오시드 에 한 

노출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간질환에 한 위험요소가 있는 환자에게 뉴클레오시드 유

사체를 투여할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하나, 위험요소가 없는 환자에서도 사례들이 보고

되었다. 유산산증 또는 뚜렷한 간독성(눈에 띄는 아미노기 전이효소의 상승이 없이 나타나

는 간비  및 지방증 포함)을 의심할만한 임상적 또는 실험실적 이상이 나타난 환자에 해

서는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7) 기타 

  ① 이 약의 투여가 다른 사람에게로의 B형 간염 전염 위험을 감소시키는 지는 증명되지 않았

으므로 적절한 주의가 필요함을 환자에게 충고하여야 한다. 

  ② 생체 내에서 아데포비어 디피복실이 아데포비어로 사되면서 생기는 pivalic acid는 자유 

카르니틴과 축합하여 신장으로 배설된다. 따라서 이 약을 카르니틴 결핍증(선천성) 환자에

게 투여시 주의하여야 한다. 카르니틴과의 결합에 한 임상적 유의성은 알려지지 않았다. 

Valproic acid와 같이 카르니틴 농도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약물이나 pivalic acid를 

분리시키는 다른 약물과 이 약을 병용투여한 자료는 없다. 만성 B형 간염 환자에게 이 약

을 투여한 임상시험에서 혈청 카르니틴의 수치의 변화는 이 약 투여군과 위약 투여군에서 

비슷하였다. 따라서 이 약 투여시 일반적인 L-카르니틴 보조요법이나 혈청 카르니틴 수치

의 모니터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③ 이 약은 테노포비어 또는 엠트리시타빈과 테노포비어의 복합제, 에파비렌즈, 엠트리시타빈, 

테노포비어의 복합제와 같이 테노포비어를 포함하는 제제와 함께 투여하여서는 안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아데포비어 또는 이 약의 다른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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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라미부딘 내성 B형 간염의 임상적 근거를 보이는 간이식 전(n=226) 및 후(n=241) 만성 B형 간

염 환자를 상으로 각각 평균 치료기간 51주 및 99주로 203주까지 이 약으로 공개 임상시험을 

진행하였다. 신 기능장애에 하여 사이클로스포린과 타크로리무스와의 병용투여, 치료초기 신 기

능부족, 고혈압, 당뇨, 장기 이식 등을 포함한 위험요소를 지닌 간이식 전 후 환자들에게서 신기능

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신기능에서의 이러한 변화들에 해 이 약이 미치는 영향은 평가하

기가 어렵다. Kaplan-Meier estimate에 의해 볼 때, 간이식 전 환자들 가운데 48주까지 12%의 환자

에서, 96주까지 28%의 환자에서, 144주까지 30%의 환자에서 초기보다 ≥0.5mg/dL의 혈청 크레아

티닌 상승이 관찰되었고, 간이식후 환자들 가운데 48주까지 18%의 환자에서, 96주까지 35%의 환

자에서, 144주까지 35%의 환자에서 초기보다 ≥0.5mg/dL의 혈청 크레아티닌 상승이 관찰되었다. 

치료초기에 간 이식 전이었던 환자들을 고려하면, 48주까지 혈청 크레아티닌이 최소 0.5mg/dL 증

가한 것으로 확인된 환자들의 퍼센트(%)에 한 Kaplan-Meier estimate가 간이식 전보다 간이식 

후에서 더 높았다(52% vs 5%). 최종 방문까지 간이식 전 환자 중 1.3%(226명 가운데 3명), 간이식 

후 환자 중 2.5%(241명 가운데 6명)에서 ＜2.0 mg/dL 의 혈청 인 수치를 보였다. 간이식 전 후 

환자들 가운데 4%의 환자가(467명 가운데 19명) 신장 반응으로 인해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였다. 

이 약으로 치료 받은 간 이식 전후 환자에서 치료와 관련된 것으로 2% 혹은 그 이상의 빈도로 

가장 빈번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① 전신 : 무력증, 두통, 발열

② 위장관 : 복통, 구역, 구토, 위창자내공기참, 설사, 간부전, 소화불량

③ 사 및 영양 : ALT 및 AST 상승, 비정상적 간기능, 저인산혈증

④ 호흡기 : 기침 증가, 인두염, 부비동염 

⑤ 피부 및 피부 부속기관 : 가려움증, 발진 

⑥ 비뇨기계 : 크레아티닌 상승, 신부전, 신기능 부족

4. 이상반응 

1) 48주간 이 약(n=294) 또는 위약(n=228)으로 이중맹검 치료를 받은 만성 B형 간염 환자 및 

상성 간질환 환자 522명을 상으로 한 두 시험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을 평가하였다.

연장 치료에 의해, 이 약 10mg을 최소 1회 이상 투여한 총 492명의 환자들에 한 평균 

치료 기간은 49주였고, 최  치료기간은 109.4주였다. 3% 이상 보고된 이상반응을 <표 1>에 

나타내었고, 위약과 비교하여 이 약의 치료 동안 보고된 실험실적 검사수치 이상을 <표 2>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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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10mg (n = 294) 위약 (n = 228)

무력증 13% 14%

두통 9% 10%

복통 9% 11%

구역 5% 8%

위, 창자 내 가스 팽만 4% 4%

설사 3% 4%

소화불량 3% 2%

 

   

이 약 10mg 위약

(n=294) (n=228)

ALT (＞ 5×ULN)

혈뇨 (≥ 3+)

AST (＞ 5×ULN)

크레아틴 키나아제 (＞ 4×ULN)

아 라제 (＞ 2×ULN)

당뇨 (≥ 3+)

20%

11%

8%

7%

4%

1%

41%

10%

23%

7%

4%

3%

  

* ULN = Upper limit of normal

  이 임상 시험에서 실험실적 수치 이상이 이 약 치료군 및 위약군에서 비슷한 빈도로 발생하였

으나, 간 아미노기 전이 효소의 상승은 위약군에서 더 자주 발생하였다.

2) 이 약을 연장 투여한 아래 두 공개임상시험에서, 크레아티닌의 증가가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HBeAg 음성 환자 125명에게 연장 투여했을때(최  226주간) 혈청 크레아티닌이 초기값보다 

최소 0.5mg/dL 증가한 피험자는 4명이었고 증가된 혈청 크레아틴 농도로 인해서 1명이 시험

을 중단하였다.

HBeAg 양성 환자 65명에서 연장 투여했을때(최  234주간) 혈청 크레아티닌이 초기값보다 

최소 0.5mg/dL 증가한 피험자는 6명 이었고 증가된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로 인해서 2명이 

시험을 중단하였다. 

3) 정상 신기능을 가진 환자 가운데 초기보다 혈청 크레아티닌이 0.3mg/dL 이상 상승된 환자는 

48주까지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의 4%에서 그리고 위약을 투여 받은 환자의 2%에서 관찰되

었다. 48주까지 초기보다 혈청 크레아티닌이 0.5mg/dL 이상 상승된 환자는 없었다. 

Kaplan-Meier estimate에 의해 볼 때, 96주까지 이 약 치료 환자의 10% 및 2%에서 혈청 크레

아티닌이 각각≥0.3mg/dL 및 0.5mg/dL 상승되었다(48주 이후부터의 위약 조시험 결과는 

없다.). 492명 가운데 혈청 크레아티닌이 초기보다 ≥0.3mg/dL 상승된 29명 가운데 20명은 

치료를 지속하여 회복되었고(초기보다 ≤0.2mg/dL), 8명은 변화가 없었으며 1명은 치료를 중

단한 후 회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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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상시험에서의 이상반응 보고에 추가하여 아데포비어디피복실의 시판 후 사용시 아래와 같

은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알려지지 않은 환자수로부터 

자발적으로 보고된 것이므로 발생 확률을 산정할 수 없다.

  - 근 골격계와 결합조직 장애 : 근육병증, 골연화증(두 사례 모두 근위요세관질환과 관련있음)

  - 신장 : 근위요세관질환, 판코니 증후군

  - 사 및 영양 : 저인산혈증

  - 위장관 : 췌장염

5)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4,158명의 환자를 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유해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78%(74명/4,158명, 118건)로 보고되었다. 간부전 

0.22%(9명/4,158명, 9건), 기침증가, 간신생물 각각 0.17%(7명/4,158명, 7건), 복통 0.14%(6

명/4,158명, 7건), 소화불량, 무력증, 가래증가 각각 0.12%(5명/4,158명, 5건), 오심 0.10%(4

명/4,158명, 5건), 위창자내공기참, 간경변증, 정맥류 각각 0.10%(4명/4,158명, 4건)등의 순

으로 조사되었다.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0.65%(27명/4,158명, 

40건)로 보고되었다. 복통, 소화불량, 무력증 각각 0.10%(4명/4,158명, 4건), 오심, 피로 각각 

0.07%(3명/4,158명, 3건), 위창자내공기참, 기침증가, 발진 각각 0.05%(2명/4,158명, 2건), 

적혈구이상 0.02%(1명/4,158명, 2건), 설사, 황달, 복수, 내성, 가래증가, 단백뇨, 배뇨곤란, 

요도질환, 고질소혈증, 국소피부반응, 두통, 골수과다형성, 골수기능억제, 비장비 가 각각 

0.02%(1명/4,158명, 1건)이었다.

국내 시판 후 조사기간 동안 발생한 중 한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0.77%(32명/4,158례, 49건)이었으며, 간부전 0.22%(9명/4,158명, 9건), 간신생물 0.17%(7명

/4,158명, 7건), 간경변증, 정맥류 각각 0.10%(4명/4,158명, 4건)등 이었다. 이 약과 인과관계

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0.02%(1명/4,158례, 3건)로 발진, 황

달, 복통 각각 1건이었다.

국내 시판 후 조사기간 동안 발생한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

이 0.94%(39명/4,158명, 61건)이었으며, 간신생물 0.17%(7명/4,158명, 7건), 가래증가 

0.12%(5명/4,158명, 5건), 간경변증, 정맥류 0.10%(4명/4,158명, 4건)등 이었다. 이 약과 인

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0.22%(9명/4,158명, 17건)이었

으며, 피로 0.07%(3명/4,158명, 3건), 적혈구이상 0.02%(1명/4,158명, 2건), 고질소혈증, 단

백뇨, 내성, 배뇨곤란, 요도질환, 비장비 , 복수, 골수기능억제, 골수과다형성, 국소피부반응, 

가래증가, 황달 각각 0.02%(1명/4,158명, 1건)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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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적 주의 

1) 이 약의 최적 치료기간 및 치료반응과 간세포종양 또는 비 상성 간경화와 같은 장기적인 

결과 간의 상관관계는 알려져 있지 않다. 

2) 이 약이 기계조작 및 운전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된 바 없으나 이 약의 약리작용에 근거했

을때 이러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3) 신독성이 있는 약물 또는 이 약과 같은 신장 물질전달체(유기음이온운반체1, hOAT1)를 이용

하여 배설되는 약물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에 한 이 약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6. 상호작용 

1) 아데포비어는 신장으로 배설되므로 신기능을 감소시키는 약물 또는 양성 세뇨관 분비에 해 

경쟁적으로 작용하는 약물과 이 약을 병용투여 할 때 아데포비어 또는 병용투여되는 약물의 

혈청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2) 라미부딘과 트리메토프림/설파메톡사졸,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테노포비어를 제외하

고는 신장으로 배설되는 약물이나 신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과 이 약을 

병용투여 하였을 때 신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된 바 없다. 

3) 이 약은 트리메토프림/설파메톡사졸,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라미부딘의 약물동태를 변

화시키지 않는다.

4) 신장으로 배설되는 약물 또는 신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기타 약물과 이 약을 

병용투여할 때 이상반응에 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5) 이부프로펜 800 리그람을 1일 3회 투여하였을 때 아데포비어의 AUC는 약 23%, Cmax는 

약 33%가 증가되었다. 이들 증가는 이 약의 신 클리어런스의 감소보다는 생물학적 이용률이 

더 높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아데포비어 노출 증가의 임상적 유의성은 알려지지 

않았다. 

6) 아데포비어는 일반적으로 CYP450 효소를 저해하지 않지만 아데포비어가 CYP450 효소를 유

도할 가능성은 알려져 있지 않다. 

7) 사이클로스포린 및 타크로리무스 농도에 한 아데포비어의 영향은 알려져 있지 않다. 

8) 이 약과 라미부딘 100mg을 병용투여했을때 각 약물의 약물동태 양상을 변화시키지는 않았다.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부

  ① 아데포비어 디피복실을 경구로 랫드에 35mg/kg/day까지(사람의 치료용량인 10mg/day에

서 사람에서보다 23배의 전신 노출을 나타내었다.) 혹은 토끼에 20mg/kg/day까지(사람의 

치료용량인 10mg/day에서 사람에서보다 40배의 전신 노출을 나타내었다.) 투여한 생식 시

험에서 배아독성 또는 최기형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34

제50호_ 의약품 안전성 정보

  ② 모성독성과 관련된 용량으로(20mg/kg/day, 전신 노출은 사람의 38배) 임신한 랫드에 아데

포비어를 정맥투여 하였을 때, 배아독성 및 태아 기형 사례의 증가(전신부종, 함몰된 안구 

돌출, 배꼽탈장, 엉킴 꼬리)가 관찰되었다. 임신한 랫드에 아데포비어 2.5mg/kg/day을 정

맥투여 하였을 때 발달과 관련된 이상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전신 노출은 사람의 12배). 

  ③ 임부를 상으로 적절하게 잘 조절된 임상시험은 없다. 동물의 생식독성 시험결과로 인체

에서의 반응을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깊게 고려하여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여 명백하게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이 약을 투여하도록 한다. 

2) 진통 및 분만

임부를 상으로 시험한 자료 및 HBV가 모체에서 태아로 전달되는데 한 이 약의 영향과 

관련된 자료는 없다. 그러므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신생아에게 획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적절한 영아 면역을 실시해야 한다. 

3) 수유부

아데포비어가 모유로 이행되는지에 관해서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이 약을 투여받는 경우에는 

수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가임 여성

사람의 태아 발달에 한 잠재적인 위험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약을 투여받고 있는 가임 

여성은 효과적으로 피임하여야 한다.

8.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투여 

소아 및 청소년(18세 미만) 환자에 한 이 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1) 65세 이상의 환자들이 이 약에 해 젊은 환자들과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를 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실시되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병발 질환 또는 기타 

약물 치료로 인해 신기능 또는 심기능이 감소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고령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고령자에 한 이 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10. 과량투여 

1) 만성 HBV 감염 치료 권장 용량의 25~50배에 해당하는 용량인 아데포비어 디피복실 250mg 

및 500mg을 1일 1회 14일간 HIV 양성인 피험자에게 투여하였을 때, 경증~중등도의 위장관

계 이상반응이 발생하였다. 

2) 과량투여 발생시에는 독성 증상과 관련하여 환자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필요시 표준 보조 치

료법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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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데포비어는 혈액투석으로 제거될 수 있다. 아데포비어의 체중-교정 혈액투석 청소율의 중

앙값은 104mL/min이다. 이 약 10mg을 1회 투여한 후 4시간의 혈액 투석시 아데포비어의 

약 35%가 제거되었다. 복막 투석에 의한 아데포비어의 제거는 연구되지 않았다. 

11.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 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

를 주의할 것

12. 기타 

1) 동물에서의 독성

조직 변화 및/또는 BUN 및 혈청 크레아티닌의 증가로 특징지어지는 신 세뇨관 신장병증은 

동물에서 아데포비어 디피복실의 투여와 관련된 일차 용량제한적 독성이었다. 사람의 권장 

치료용량인 10 리그람/일을 투여하였을 때 략 3-10배 정도 높은 전신 노출을 나타낸 동물

에서 신독성이 관찰되었다.

2) 발암성

마우스와 랫드를 상으로 아데포비어의 발암성 시험을 실시하였다. 마우스에서는 1, 3, 

10mg/kg/day의 용량으로 시험하였는데 10mg/kg/day에서도 치료와 관련된 종양 증가는 발

견되지 않았다(사람의 치료용량인 10mg/day에서 사람에서보다 10배의 전신 노출을 나타내

었다.). 랫드에서는 0.5, 1.5, 5mg/kg/day의 용량으로 시험하였는데 치료와 관련된 종양 증

가는 발견되지 않았다(5mg/kg/day에서는 사람에서보다 4배의 전신 노출을 나타내었다.). 

3) 유전독성

아데포비어 디피복실은 사 활성계의 유무와 관계없이 in vitro상 마우스 림프종 세포 분석

에서 유전독성이 있었다. 아데포비어는 in vitro상 사람 말초혈 림프구 분석에서 사활성계 

없이 염색체 이상을 유발하였다. 아데포비어는 in vivo상 마우스 미소핵 분석에서 

2,000mg/kg 까지도 염색체 이상을 유발하지 않았으며 사활성계의 유무와 관계없이 S. 

typhimurium 및 E. coli균을 사용한 세균 복귀 돌연변이 분석(Ames test)에서도 돌연변이원

성은 없었다. 

4) 생식독성

생식독성 시험에서 암컷 혹은 수컷 랫드에 30mg/kg/day 용량까지 투여하였을 때 생식능력

의 손실 근거는 나타나지 않았다(사람의 치료용량에서 사람에서보다 19배의 전신 노출을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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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헵세라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수입

2 경동제약(주) 아포빌정(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3 진양제약(주) 아데바정(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4 삼진제약(주) 아포리바정(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5 (주)태평양제약 리벡실정(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6 부광약품(주) 부광아데포비어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7 동국제약(주) 헵세론정(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8 (주)다산메디켐 헵피어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9 미래제약(주) 헵사바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10 한국콜마(주) 한국콜마아데포비어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11 화일약품(주) 원더헤파정(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12 에스케이케미칼(주) 헵스크정(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13 동아제약(주) 헵세비어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14 (주)종근당 에버헤파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15 (주)녹십자 아뎁세라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16 명문제약(주) 헵세스정(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17 제일약품(주) 아뎁틴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18 일양약품(주) 아데실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19 (주) 웅 헵세데포정(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20 (주)비씨월드제약 헤포빌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21 한림제약(주) 헤비어정(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22 (주)동구제약 헵세포비정(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23 코오롱제약(주) 헵텍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24 삼일제약(주) 아데포라정10mg(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25 일동제약(주) 아데팜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26 보령제약(주) 보령아데포비어정10mg(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27 동광제약(주) 동광아데포비어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28 동화약품(주) 아데비어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29 씨제이제일제당(주) 헵큐어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30 영진약품공업(주) 아데포실정10mg(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31 근화제약(주) 아데포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32 한미약품(주) 아데포빌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33 (주)유한양행 아덱스정10mg(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34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리버세라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35 신풍제약(주) 바이헤파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국내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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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36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헵사정(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37 현 약품(주) 아데팍트정(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38 동성제약(주) 아데비르정(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39 한약품공업(주) 헵퓨어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40 (주)바이넥스 아데시스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41 한국웨일즈제약(주) 한국웨일즈아데포비어정10mg(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42 원제약(주) 헤파세라정10mg(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43 한국유니온제약(주) 유니리버정10mg(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44 슈넬생명과학(주) 슈넬아데포비어정10mg(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45 건일제약(주) 썬세라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46 광동제약(주) 쎄비어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47 (주)일화 헤파비르정10mg(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48 (주)파마킹 헵셀정(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49 한올바이오파마(주) 아세비라정10mg(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50 웅바이오(주) 헵세루사정(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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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가푸르 / 기메라실 / 오테라실칼륨 복합제 (경구)
(Tegafur / Gimeracil / Oteracil potassium)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이 약을 포함한 암화학요법은 긴급 시 충분한 응이 가능한 의료시설에서, 암화학요법에 

하여 충분한 지식 및 경험이 있는 의사의 지도하에 투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한하

여 이루어져야 한다. 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선택은 각 병용약물의 첨부문서를 참조

하여 충분히 주의한다. 치료개시 전 환자 또는 그 가족에서 유효성 및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

한 후 동의를 얻고 투여한다. 

2) 이 약은 종래의 경구 fluorouracil계 약제와는 달리 용량제한독성(Dose Limiting Toxicity, 

DLT)이 골수억제인 점에서 다르므로(｢이상반응｣항 참조), 특히 임상검사치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임상검사를 자주 실시할 수 있고, 응급시에 충분한 처치가 가능한 의료시설 및 

암화학 요법에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의사의 지도 아래, 용법․용량을 준수하여 이 약의 투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증례에 해서만 투여한다. 

3) 중증 간염 등의 심각한 간장해가 일어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찰을 충분히 하여, 간장해의 조기 발견에 노력할 것. 간장해의 전조 또는 자각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테가푸르/기메라실/오테라실칼륨 복합제 (경구)

(Tegafur/Gimeracil/Oteracil Potassium)

 분류 번호 ∙ [04210] 항악성종양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재심사

 정보원 ∙ 제일약품(주)

 정보 사항 ∙ 이상반응(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추가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관리과-7443호, 2011.12.30.)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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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으로 생각되는 식욕부진을 수반한 권태감 등의 발현에 충분히 주의하여, 황달(안구 황염)

이 일어난 경우에는 바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행한다. 

4) 다른 불화피리미딘계 항악성 종양제, 이들 약제와의 병용요법(폴리네이트 ․ 테가푸르 ․ 우라실 

요법 등), 또는 항진균제 플루시토신과의 병용에 의해 심각한 혈액장해 등의 이상반응이 발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병용을 실시하지 않는다. (｢상호작용｣항 참조)

5) 이 약을 사용하기 전 첨부문서를 주의 깊게 읽고, 용법 ․ 용량을 엄격히 준수하여 투여한다.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 본제의 성분에 하여 심각한 과민증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

2) 심각한 골수억제가 있는 환자 (골수억제가 증강할 우려가 있다.)

3) 심각한 신장해가 있는 환자(플루오로우라실(5-FU)의 이화 사효소저해제인 기메라실의 신배

설이 현저히 감소하여 혈중 풀루오로우라실 농도가 상승한다. 이러한 결과로 골수억제 등의 

이상반응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4) 심각한 간장해가 있는 환자 (간장해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

5) 다른 불화피리미딘계 항악성 종양제(이들과의 병용요법을 포함)를 투여중인 환자 (｢상호작용｣
의 항 참조)

6) 플루시토신을 투여중인 환자 (｢상호작용｣의 항 참조)

7) 임신 또는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부녀자 (｢임부, 산부, 수유부 등에 한 투여｣의 항 참조)

8)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

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3.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골수억제가 있는 환자(골수억제가 증강할 우려가 있다.)

2) 신장해가 있는 환자(플루오로우라실(5-FU)의 이화 사효소저해제인 기메라실의 신배설이 현

저히 감소하여 혈중 풀루오로우라실 농도가 상승한다. 이러한 결과로 골수억제 등의 이상반

응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3) 간장해가 있는 환자

4) 감염증을 합병하고 있는 환자 (골수억제에 의한 감염증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5) 혈당조절기능 이상이 있는 환자 (혈당조절 기능 이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6) 간질성 폐렴 또는 이에 한 과거 병력이 있는 환자 (간질성 폐렴이 발현되거나 증상이 악화

될 우려가 있다.)

7) 심질환 또는 다른 기왕력이 있는 환자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8) 소화관궤양 또는 출혈이 있는 환자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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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령자 (｢고령자에 한 투여｣항 참조)

4. 이상반응

이상반응 발현율 이상반응 발현율

백혈구 감소

(2000/㎣ 미만)

45.8%

(2.8%)

호중구 감소

(1000/㎣ 미만)

43.9%

(8.5%)

헤모글로빈 감소

(8g/dL 미만)

38.1%

(5.7%)

혈소판 감소

(5×104/㎣ 미만)

10.9%

(1.6%)

AST(GOT) 상승 11.1% ALT(GPT) 상승 11.1%

식욕부진 33.9% 오심 22.3%

구토 7.8% 설사 18.7%

전신권태감 22.3% 구내염 17.1%

색소침착 21.3% 발진 11.8%

일본에서의 허가 승인 때까지의 임상시험에서의 이상반응 평가 가능 증례는 578예였고, 이상반

응 발현율은 87.2%(504예)였다. 임상상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1) 중대한 이상반응

  (1) 골수억제, 용혈성 빈혈 : 범혈구 감소, 무과립구증(증상 : 발열, 인두통, 권태감 등), 백혈구

감소, 빈혈, 혈소판 감소 등의 심각한 골수억제(빈도는 상기항 참조), 용혈성 빈혈(빈도 

불명)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여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

고 적절한 처치를 행한다. 

  (2) 파종성혈관내응고증후군(DIC): 파종성혈관내응고증후군(DIC)(0.4%)이 나타탈 수 있으므

로, 충분히 관찰하여 혈소판수, 혈청 FDP치, 혈장 피브리노겐농도 등의 혈액검사로 이상

이 인정되었을 경우,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행한다.

  (3) 중증 간염 등의 심각한 간장해(빈도 불명)(｢경고｣항 참조)

  (4) 탈수증상 : 격렬한 설사가 일어나면, 탈수증상(빈도불명)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

분히 하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보충액 등의 적절한 처치를 

행한다.

  (5) 심각한 장염(0.5%) : 출혈성, 허혈성, 괴사성 전장염(소장,결장)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

찰을 충분히 하여 격렬한 복통·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

한 처치를 행한다. 

  (6) 간질성 폐렴 : 간질성 폐렴(0.3%)(초기증상 : 기침, 숨이 차 헐떡임, 호흡곤란, 발열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흉부 

X선 등의 검사를 실시하고, 부신피질 호르몬제 투여 등 적절한 처치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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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심근경색, 협심증, 부정맥, 심부전 : 심근경색, 협심증, 부정맥(심실성 빈맥 포함), 심부전

(모두 빈도 불명)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흉통, 실신, 동계, 심전도 

이상, 호흡곤란 등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행한다. 

  (8) 심각한 구내염, 소화관 궤양, 소화관 출혈, 소화관 천공 : 심각한 구내염 (빈도 불명), 소화

관 궤양(0.5%), 소화관 출혈(0.3%), 소화관 천공(빈도 불명)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행한다. 

  (9) 급성 신부전 : 급성 신부전 등의 심각한 신장해 (빈도 불명) 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행한다. 

  (10) 피부점막안증후군(Stevens-Johnson 증후군), 중독성 표피 괴사증 (Lyell 증후군) : 피부점

막안증후군, 중독성 표피 괴사증 (빈도 불명)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행한다. 

  (11) 백질뇌증 등을 포함한 정신 신경장애 : 백질뇌증(의식 장해, 소뇌성 운동실조, 치매 증상 

등을 주증상으로 한다)나 의식장애, 지각상실, 졸음, 기억력 저하, 추체외로계장애, 언어 

장애, 사지 마비, 보행 장해, 요실금, 지각장애(모두 빈도불명) 등이 나타나는 일이 있으

므로, 관찰을 충분히 행하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12) 급성 췌장염 : 급성 췌장염(빈도 불명)이 나타나는 일이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여 복

통, 혈청 아 라제 상승 등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행한다.

  (13) 횡문근융해증 : 근육통, 탈진감, creatine kinase(creatine phosphokinase) 상승, 혈중 및 

뇨중 미오글로빈 상승 등을 특징으로 하는 횡문근융해증(빈도불명)이 나타날 수 있으므

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행한다. 또한, 횡문근융해증에 의

한 급성신부전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14) 후각 상실 : 후각 장해(0.1%)가 나타나면 후각상실(빈도불명)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관찰

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행한다. 

2) 중대한 이상반응 (유사약)

테가푸르에 한 다음의 이상반응 보고가 있으므로,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행한다.  

  (1) 간경변(프로트롬빈 시간 연장, 알부민 저하, 콜린에스테라제 저하 등)

  (2) 신증후군

3) 기타의 이상반응

다음의 이상반응이 나타나므로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량, 휴약 등의 적절한 처치를 행한

다. 또한, 과민증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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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분류

5% 이상 0.1~5% 미만 빈도불명

혈액

백혈구 감소, 호중구 감

소, 혈소판 감소, 적혈구 

감소, 헤모글로빈 감소, 

헤마토크리트 값 감소, 

림프구 감소

출혈경향(피하 출혈반, 비출혈, 응고인자 

이상), 호산구 증가, 백혈구 증가

간장

AST(GOT) 상승,

ALT(GPT) 상승, 빌리루

빈 상승, Al-P 상승

황달, 우로빌리노겐 뇨 양성

신장 BUN 상승, 크레아티닌 상승, 단백뇨, 혈뇨

소화기
식욕부진, 오심 ․ 구토, 

하리, 구내염, 미각 이상

장폐색, 일레우스, 복통, 복부 팽만감, 심와

부통, 위염, 복명, 백색변, 변비, 구각염, 구

순염, 설염, 구갈

피부 색소침착

홍반, 낙설, 조홍, 수포, 수족 증후군, 피부

궤양, 피부염, 탈모, 손톱의 이상, 손발톱주

위염, 단순포진, 피부의 건조 ․ 거칠어짐

광선과민증, 

DLE양 피진

과민증 발진 소양

정신신경계 전신 권태감 마비감, 두통, 두중감, 현기증 휘청거림

순환기
혈압저하, 혈압상승, 심전도 이상, 레이노

드 증후군
동계

눈
눈물 흘림, 결막염, 각막염, 각막미란, 안

통, 시력저하, 안건조

각막 궤양, 눈물관 

폐색

기타

LDH 상승, 총단백감소, 

알부민 저하

발열, 전신열감, 비염, 인두염, 가래, 당뇨, 

혈당치 상승, 부종, 근육통, CK(CPK) 상승, 

관절통, 전해질 이상(혈청나트륨 상승, 혈

청나트륨 저하, 혈청칼륨 상승, 혈청칼륨 

저하, 혈청칼슘 상승, 혈청칼슘 저하, 혈청 

염소 상승, 혈청 염소 저하), 체중 감소

혈청 아 라제 

상승

4) 기타의 이상반응 (유사약)

테가푸르에 한 다음의 이상반응 정보가 있으므로,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량, 휴약 등의 

적절한 처치를 행한다. 

지방간, 연하곤란, 이명, 흥분, 혈청 뇨산치 상승, 여성형 유방

5)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5,016명의 환자를 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유해

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62.48%(3,134명/5,016명, 16,474건)로 보고되었다. 식욕부진 

26.36%(1,322명/5,016명, 2,189건), 오심 21.95%(1,101명/5,016명, 1,742건), 구토 17.19%(862명

/5,016명, 1,442건), 권태 15.93%(799명/5,016명, 1,534건), 설사 12.74%(639명/5,016명, 917건), 

빈혈 12.60%(632명/5,016명, 712건), 전신쇠약 9.65%(484명/5,016명, 549건), 구내염 8.4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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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분류

5% 이상 0.1~5% 미만

위장관계

오심, 구토, 

설사, 구내염, 

복통

변비, 소화불량, 명치불편, 복부불편감, 복부팽만, 점막염증, 흑색변, 연하

곤란, 장폐쇄, 딸꾹질, 구강건조, 구강궤양형성, 변내 혈액, 토혈, 가슴쓰

림, 묽은 변, 위장관막힘, 음식과 관련있는 명치 통증, 위장관출혈, 복막염

전신

권태, 열, 

전신쇠약, 

병의악화

복수, 피로, 등통증, 팔다리부종, 통증, 부종, 옆구리통증, 가슴통증, 오한, 

다발기관부전, 사지통증, 말초부종, 무력증, 허리통증, 사망, 가슴 불편함

정신신경계 식욕부진
불면증, 우울증, 불안, 어지러움, 두통, 감각이상, 신경병증, 의식저하, 말

초신경병증, 쉰소리

혈액계
빈혈, 

호중구감소, 

혈색소감소, 혈색소이상, 적혈구감소증, 범혈구감소증, 백혈구감소증, 백

혈구이상, 백혈구증가증, 호중구이상, 발열성호중구감소증, 림프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혈소판이상, 

호흡기계
호흡곤란, 기침, 폐렴, 가래증가, 인후통, 콧물, 흉막삼출, 코피, 감기, 상기

도감염, 객혈, 혈액가래, 흡인성폐렴

피부 및 

부속기관

가려움증, 과다색소침착피부, 발진, 수족증후군, 탈모, 피부탈락, 두드러기, 

가려운발진, 피부마름증, 손발톱변화, 홍반, 피부염

신생물
전이성신생물, 암종증, 탄수화물항원 19-9 증가, 종양출혈, 암종배아항원

증가, 재발암

간 및 

담도계

AST증가, ALT증가, 빌리루빈증가, 황달, AST이상, 빌리루빈이상, 간기능

이상, 간효소증가, ALT이상

사 및 

영양

체중감소, ALP증가, ALP이상, 체중증가, 저알부민혈증, 고혈당증, 저칼륨

혈증, 저나트륨혈증, 저혈당증, 고칼륨혈증, 젖산탈수소효소증가, 건성안, 

갈증

비뇨기계
혈중크레아티닌증가, 배뇨곤란, BUN증가, 핍뇨, 수신증, 얼굴부종, 급성신

부전, 혈뇨, 야간뇨

근골격계 목어깨통증, 몸의통증, 근육통, 관절통, 골격통

면역계 패혈증, 패혈성쇼크, 상포진

감각기관 눈물분비증가, 안통, 미각변화

심혈관계 저혈압

혈관계

(심혈관계 

제외)

뇌출혈

생식기계 질출혈

명/5,016명, 720건), 병의 악화 8.05%(404명/5,016명, 411건), 복통 7.08%(355명/5,016명, 422건), 

열 6.68%(335명/5,016명, 530건), 호중구감소 5.84%(293명/5,016명, 344건) 등이었다.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59.85%(3,002명/5,016명, 

15,496건)로 0.1% 이상 발생한 이상반응을 기관계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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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분류

 0.1~5% 미만

위장관계
복통, 구토, 설사, 오심, 장폐쇄, 구내염, 복부팽만, 명치불편, 연하곤란, 복부불

편감, 토혈

전신 전신쇠약, 병의 악화, 사망, 열, 다발기관부전, 복수

정신신경계 식욕부진, 어지러움

혈액계 호중구감소, 백혈구감소증, 발열성호중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빈혈

호흡기계 호흡곤란, 폐렴

피부 및 부속기관 발진

신생물 전이성신생물

간 및 담도계 황달, ALT증가, AST증가, 빌리루빈증가

면역계 패혈증, 패혈성쇼크

혈관계

(심혈관계 제외)
뇌출혈

빈도
분류

0.1~5% 미만

위장관계
소화불량, 점막염증, 흑색변, 딸꾹질, 토혈, 변내혈액, 가슴쓰림, 위장관막힘, 

복막염

전신
병의 악화, 복수, 등통증, 사망, 통증, 옆구리통증, 다발기관부전, 오한, 

사지통증, 허리통증

정신신경계 불면증, 불안, 우울증, 신경병증, 말초신경병증, 쉰소리

혈액계 혈색소 이상, 혈소판 이상

호흡기계 인후통, 콧물, 흉막삼출, 감기, 상기도감염, 객혈, 혈액가래, 흡인성 폐렴

피부 및 부속기관 두드러기

국내 시판 후 조사기간 동안 발생한 중 한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1.26%(565명/5,016명, 1,067건)이었으며, 전신쇠약 1.46%(73명/5,016명, 78건), 복통 1.32%(66명

/5,016명, 68건), 식욕부진 1.26%(63명/5,016명, 65건) 등이었다.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의 발현율은 9.83%(493명

/5,016명, 922건)로 0.1% 이상 발생한 이상반응을 기관계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시판 후 조사기간 동안 발생한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25.28%(1,268명/5,016명, 2,148건)이었으며, 병의 악화 8.03%(403명/5,016명, 410건), 전이성신생

물 4.31%(216명/5,016명, 223건), 복수 1.89%(95명/5,016명, 102건), 소화불량 1.83%(92명/5,016

명, 107건), 등통증 1.20%(60명/5,016명, 66건), 사망 1.12%(56명/5,016명, 56건) 등이었다.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의 발현율은 25.28%(1,268명

/5,016명, 2,148건)로 0.1% 이상 발생한 이상반응을 기관계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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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분류

0.1~5% 미만

신생물
전이성 신생물, 암종증, 암종배아항원증가, 종양출혈, 탄수화물항원19-9증가, 

재발암

사 및 영양 ALP 이상, 체중증가, 저혈당증

비뇨기계 배뇨곤란, 핍뇨, 수신증, 야간뇨

근골격계 목어깨통증, 몸의 통증, 골격통

면역계 상포진

혈관계

(심혈관계 제외)
뇌출혈

생식기계 질출혈

5. 일반적 주의

1) 이 약의 유효성은 반응율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생존기간 증가 등과 같은 임상적 유익성을 

입증하는 임상시험 보고는 없었다.

2) 골수억제, 중증 간염 등의 심각한 이상반응을 피하기 위해서는 각 사이클 개시 전 및 투여기간 

중에 2주에 1회 이상, 임상검사(혈액검사, 간․신기능 검사 등)를 실시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한다.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휴약 기간의 연장, 상기에 준하는 감량, 투약중지 

등의 적절한 처치를 실시한다. 특히, 1사이클 째 및 증량시에는 자주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3) 동물시험(랫트)에서, 공복 투여시 오테라실 칼륨의 생체이용율이 변화하여 플로루우라실의 인

산화가 억제되어 항종양 효과 감소가 일어나는 것이 예상되므로 식후 투여한다.

4) 이 약 투여 중지 후, 다른 불화피리미딘계 항악성 종양제 또는 항진균제 플루시토신 투약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7일 이상의 간격을 둔다. (｢상호작용｣의 항 참조)

5) 다른 불화피리미딘계 항악성종양제 또는 항진균제 플루시토신 투여중지 후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이들 약제의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간격을 두고 이 약의 투여를 개시한다. (｢상

호작용｣의 항 참조)

6) 골수억제에 기인하는 중 한 감염증(패혈증등 )으로부터 패혈증성쇼크나 파종성 혈관내 응고

에 의해 사망에 이른 사례가 보고되었으므로, 감염증·출혈경향의 발현 또는 악화에 충분히 

주의한다.

7) 생식 가능한 연령의 환자에 투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성선에 한 영향을 고려한다.

8) 이 약의 투여로 인해 간질성 폐렴이 발현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일이 있어, 사망에 이르기도 

하므로, 투여 전 간질성 폐렴의 유무 등을 확인한다. 투여 중 호흡 상태, 기침, 발열의 유무 

등의 임상 증상을 충분히 관찰하고, 흉부 X선검사 등을 실시하여 간질성 폐렴의 발현 및 악화

에 주의한다. 이상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실시한다. (｢이

상반응｣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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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암을 제외한 수술후의 보조요법에 해서는 유효성,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10) 위암의 수술 후 보조화학요법은 ‘일본 위암취급규약 제13판’에 따라 분류된 위암의 변기 

stage Ⅱ(T1제외), Ⅲ의 위암치유절제증례를 상으로 TS-1투여군과 수술단독군을 비교한 

임상시험결과를 근거로 설정한 것이다. 상을 미국암협의회(AJCC) TMN분류법에 따라 재

분류하면 stage Ⅱ(T1제외), Ⅲ 및 일부 Ⅳ(T2N3, T3N3, T4N1, T4N2)에 해당한다. 

6. 상호작용

1) 병용하지 말 것

약제명 등 임상증상 ․ 처치방법 기전 ․ 위험인자

불화피리미딘계 항악성 종양제

플루오로우라실

테가푸르 ․ 우라실 배합제

테가푸르

독시플푸리딘

카페시타빈(젤로다)

카모푸르 

병용에 의해 조기에 심각한 혈액

장해와 하리, 구내염 등의 소화관

장해 등이 발현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 약 투여 중지 후에도 최

소한 7일간은 이들 약제를 투여

하지 말 것. 

추가로, 이들 약제의 투여중지 후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이들 

약제의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간격을 두고 이 약의 투여를 개

시할 것.

이 약 중의 기메라실에 의하여, 

병용된 플루오로우라실 또는 병

용된 이들 불화피리미딘으로부

터 생성된 플루오로우라실의 이

화 사가 저해되어, 확연하게 

혈중 플루오로우라실 농도가 상

승한다. 

폴리네이트 ․ 테가푸르 ․ 우라실 요

법(UZEL/UFT 등)

레보폴리네이트 ․ 플루오로우라실 

요법(아이소보린/5-FU 등)

불화피리미딘계 항진균제

플루시토신

2) 병용시 주의할 것

약제명 등 임상증상 ․ 처치방법 기전 ․ 위험인자

페니토인

페니토인 중독(오심․구토, 눈떨림, 운동 장해 등)이 

발현할 때, 환자의 증상을 충분히 관찰할 것.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행한다. 

테가푸르에 의하여 페니토

인의 사가 억제되어 페

니토인의 혈중농도가 상승

한다. 

와파린 칼륨
와파린칼륨의 작용을 증강하는 경향이 있어 응고능

의 변동에 주의한다. 
기전 불명

기타 항악성 종양

제, 방사선 조사 등

혈액장해, 소화관장해 등의 이상반응이 증가하는 경

향이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할 것. 이

상이 확인된 경우는 감량, 휴약 등의 적절한 처치를 

행한다.

이상반응이 서로 증강된

다.

7.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일반적으로 고령자에서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며 

신중히 투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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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부, 산부, 수유부 등에 대한 투여

1) 임부 및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테가후르·우라실이 투여된 부

인에게서 기형을 출산했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임신 랫트 및 토끼(테가푸르 상당량 7mg/kg, 

1.5mg/kg)의 연일 경구투여에서 태아의 내장 이상, 골격 이상, 화골 지연 등이 보고되었다.]

2) 수유부에 투여한 경우에는 수유를 중지한다. [사용경험이 없음. 동물실험(랫트)에서 유즙중 

이행이 보고되었다.]

9. 소아 등에 대한 투여

저체중 출생아, 신생아, 수유아, 유아 및 소아에 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사용경험이 

없음. 소아 등에 투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성선에 한 영향을 고려하여 부작용의 발현에 특히 

주의한다.]

10. 적용상의 주의

약제 교부시 : PTP 포장의 약제는 PTP 시트로부터 꺼내어 복용하도록 지도한다. [PTP 시트을 

잘못하여 삼켜버려 시트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식도 점막을 찔러 종격동염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킨 보고가 있다.]

11. 기타

1) TS-1을 투여한 환자에서 급성백혈병(전백혈병상을 수반한 경우도 있다), 골수이형성증후군

(MDS)이 발생한 보고가 있다. 

2) 플루오로우라실의 이화 사 효소인 dihydropyrimidine dyhydrogenase (DPD) 결핍된 극소

수의 환자에 플루오로우라실계 약제가 투여된 경우, 투여 초기에 구내염, 설사, 혈액장해, 신

경장해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현한 보고가 있다. 

3) 본 약제와의 인과성이 알려지진 않았으나 뇌경색증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있다.

4) 오테라실 칼륨은 과산상태에서 분해되었고 (개), 오테라실 칼륨의 배합량이 작을 때 소화관 

독성 경감효과가 감약했기 때문에 (랫트), 고도의 위내 pH 저하에 의해 설사가 발생할 가능

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5) 개에 반복투여한 경우에 안구결막·강막의 색소 침착, 각막의 백탁이 일어났다고 보고가 있다.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제일약품(주) 티에스원캡슐20, 25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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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그렐리드염산염 단일제(경구)
(Anagrelide hydrochloride)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을 중증 간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된다. 중증 간장애가 있는 환자에서의 

이 약의 사용에 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으며, 중등도의 간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이 약의 

노출량(AUC)은 8배 증가된다.

2)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

해효소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심혈관계 :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환자에 있어서는 치료의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높을 

경우에만 주의하여 사용한다. 이 약으로 수축력 촉진 효과와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투여전 심혈관계 검사의 선행이 권장되며 투여중에도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치료용량에서

도 혈관확장, 빈맥, 심계항진 또는 울혈성 심부전 등과 같은 심혈관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2) 간 : 중등도의 간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이 약의 노출량(AUC)은 8배 증가된다. 간의 기능부전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아나그렐리드염산염 단일제(경구) (Anagrelide Hydrochloride)

 분류 번호 ∙ [04290] 기타의 종양치료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재심사

 정보원 ∙ (주)유한양행

 정보 사항 ∙ 이상반응(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추가하는 등 변경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관리과-7444호, 2011.12.30.)

조치 내용



49

1. 의약품 재심사 결과 현황

(빌리루빈, AST 등 간기능검사수치가 정상치보다 1.5배 높은 경우) 등 경증 및 중등도의 간기

능 장애가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이 약의 투여 시작 전에 치료의 유익성과 위험성을 평가하여

야 한다.  중등도의 간장애가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용량 감소가 필요하며, 심혈관계 증상에 

해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중증 간장애가 있는 환자에서의 이 약의 사용에 한 연구

는 수행되지 않았다.

3) 간질성 폐질환 : 간질성폐질환(알러지성 폐포염, 호산구증가성폐렴 및 간질성 폐렴을 포함함)

이 아나그렐리드의 사용과 관련이 있다는 시판 후 조사 결과가 보고되었다. 부분의 경우는 

폐침윤을 동반하는 진행성 호흡곤란을 나타내었다. 증상을 나타내는 시점은 아나그렐리드의 

치료를 개시한 후 1주에서 수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부분의 경우는 아나그렐리드를 

중단하고 나서 증상이 개선되었다.

3. 이상반응

1) 골수증식성 질환으로 진단된 942명의 환자군(본태성 혈소판증가증(ET) : 551명, 진성다혈구

증(PV) : 117명, 기타 골수증식성질환(OMPD) : 274명)에서 확인된 이상반응을 분석한 결과 

각각의 그룹에서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다. 이 약으로 치료하는 동안 보고된 부분의 이상반

응은 경미하였고 치료가 계속될수록 빈도는 감소하였지만, 심각한 이상반응도 이들 환자들에

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울혈성 심부전, 심근경색, 심

근장애, 심비 , 완전심블록, 심방세동, 뇌혈관발작, 심막염, 심막삼출, 흉막삼출, 폐침윤, 폐

섬유증, 폐성고혈압, 췌장염, 위/십이지장궤양, 발작

2) 942명의 환자가 평균 65주 동안 이 약으로 치료받았고 161(17%)명이 이상반응 혹은 실험실

적 검사결과 비정상으로 인해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치료중단에 이르게 한 가장 흔한 이상반

응은 두통, 설사, 부종, 심계항진, 복통이었다. 전체적으로 이상반응은 1,000 치료일 중 17.9

일 동안 나타났고, 이 약의 용량이 높을수록 이상반응 발현율도 증가했다.

3) 임상실험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한 이상반응(942명 환자를 상으로 했을 때 5%이상 발생)은 

다음과 같다.

두통 43.5%, 심계항진 26.1%, 설사 25.7%, 무력증 23.1%, 부종 등 20.6%, 오심 17.1%, 복통 

16.4%, 현기증 15.4%, 통증 등 15.0%, 호흡곤란 11.9%, 고창(방귀) 10.2%, 구토 9.7%, 발열 

8.9%, 말초부종 8.5%, 담마진을 포함한 발진 8.3%, 흉통 7.8%, 식욕부진 7.7%, 빈맥 7.5%, 

인두염 6.8%, 권태감 6.4%, 기침 6.3%, 감각이상 5.9%, 등통 5.9%, 소양증 5.5%, 소화불량 

5.2%

4) 1%~5%의 발현율을 나타낸 이상반응은 아래와 같다.

  ① 전신증상 : 독감증상, 오한, 광과민성

  ② 순환기계 : 부정맥, 출혈, 고혈압, 심혈관계질환, 협심증, 심부전, 체위저혈압, 혈전증, 혈관

확장, 편두통,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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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소화기계 : 변비, 위장장애, 위장관출혈, 위염, 혈변, 아프타 구내염, 트림

  ④ 혈액 및 림프계 : 빈혈, 혈소판감소증, 반상출혈, 림프절질환

이 약으로 치료하는 중 84명의 환자(ET : 35명, PV: 9명, OMPD : 40명)에게서 혈소판 

수가 100,000/μL이하로 감소되었고 44명의 환자(ET : 7명, PV : 6명, OMPD : 31명)에게

서 혈소판수가 50,000/μL이하로 감소되었다.  혈소판 감소증은 이 약의 투여 중단시 회복

되었다.

  ⑤ 간장계 : 간효소 수치 상승

이 약으로 치료하는 중 3명의 환자(ET : 2명, OMPD : 1명)에게서 간효소 상승이 나타났다.

  ⑥ 골근육계 : 관절통, 근육통, 하지경련 

  ⑦ 신경계 : 우울, 졸림, 착란, 불면, 신경과민증, 건망증

  ⑧ 영양장애 : 탈수

  ⑨ 호흡기계 : 비염, 코피, 호흡기질환, 부비강염, 폐렴, 기관지염, 천식

  ⑩ 피부 : 피부질환, 탈모증

  ⑪ 감각계 : 약시, 시력이상, 시야이상, 복시, 이명

  ⑫ 비뇨생식기계 : 배뇨곤란, 혈뇨

이 약으로 치료하는 중 15명의 환자(ET : 10명, PV : 4명, OMPD : 1명)에게서 신장이상이 

발생하였고 11명의 환자(ET : 6명, PV : 4명, OMPD : 1명)에게서 신부전이 나타났다. 

4명의 경우 신부전이 이 약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나머지 11명은 치료 전 이

미 신장해가 있었다. 치료용량은 1.5∼6.0mg/day였고 치료기간은 2개월~12개월이었다. 

신장이상으로 인한 용량조절은 필요치 않았다.

5) 시판 후 조사결과 : 

간질성폐질환(알러지성 폐포염, 호산구증가성폐렴 및 간질성폐렴을 포함함)과 임상적으로 유

의한 간독성이 시판 후 조사에서 아나그렐리드로 치료받은 환자들에게서 보고되었다.

※ 국내 시판후조사 결과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684명의 환자를 상으로 실시한 시판후조사 결과 유해사

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8.0%(123명/684명, 192건)로 보고되었다.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11.8%(81명/684명, 119

건)이었으며, 두통 4.7%(32명/684명, 35건), 심계항진 1.9%(13명/684명, 13건), 어지러움 

0.9%(6명/684명, 6건), 설사, 부종 각각 0.7%(5명/684명, 5건), 식욕부진, ALT 증가 각각 

0.6%(4명/684명, 4건), 위장장애, AST 증가, 호흡곤란, 빈혈, 말초부종 각각 0.4%(3명/684명, 3

건), 가려움증 0.3%(2명/684명, 3건), 출혈, 혈소판감소증, 권태감, 통증 각각 0.3%(2명/684명, 

2건), 코피 0.1%(1명/684명, 2건), 발진, 관절통, 근육통, 감각이상, 신경병증, 구토, 소화불량, 

복통, 항문출혈, ALP 증가, 급성신부전, 고혈압, 혈구감소증, 반상출혈, 피로, 전신쇠약, 가슴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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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오른쪽 귀 통증, 시각장애 각각 0.1%(1명/684명, 1건)로 조사되었다. 

국내 시판 후 조사기간 동안 발생한 중 한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0.7%(5명

/684명, 11건)이었으며, 호흡곤란 0.3%(2명/684명, 2건), 요로감염증상, 가슴불편함, 두통, 오심, 

우상복부통, 구토, 가슴통증, 혈전증, 출혈 각각 0.1%(1명/684명, 1건)이었다. 이 중 이 약과 인

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은 출혈이었다.

국내 시판 후 조사기간 동안 발생한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8%(12명/684명, 15건)이었으며, 가슴불편함 0.6%(4명/684명, 4건), 전신쇠약 0.4%(3명/684

명, 3건), 코피  0.1%(1명/684명, 2건), 요로감염증상, ALP 증가, 오른쪽 귀 통증, 항문출혈, 혈구

감소증, 손톱변화 각각 0.1%(1명/684명, 1건)이었다.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은 코피  0.1%(1명/684명, 2건), 항문 출혈, ALP 증가, 전신쇠약, 가슴

불편함, 혈구감소증 각각 0.1%(1명/684명, 1건)로 보고되었다.

4. 일반적 주의

1) 일반적으로 이 약의 투여 중지로 혈소판 수가 증가한다. 갑작스러운 약물의 투여 중단 후 

4일 이내에 혈소판 수의 증가가 관찰될 수 있다.

2) 이 약 투여시 환자에 한 철저한 임상적인 감독이 필요하다. 혈소판수가 감소되는 동안(보통 

최초 투여 후 2주간)에 혈액 검사(헤모글로빈, 백혈구), 간기능 검사(AST, ALT)와 신기능 검

사(혈청 크레아티닌, BUN)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상적으로 유의한 여러 건의 간독성(증후성 

ALT, AST 상승 및  ULN 3배 이상 더 큰 상승을 포함)이 시판 후 조사에서 보고되었다. 이 

약 치료 시작 전과 치료 중에  간기능 검사(ALT, AST)를 측정한다.

3) 이 약 5mg을 1회 투여받은 9명에게서 평균 22/15mmHg 정도의 혈압저하가 현기증과 함께 

나타났다. 2mg 투여후에는 약간의 혈압변화가 관찰되었다.

5. 상호작용

이 약과 다른 약물사이의 발생할 수 있는 상호작용에 한 약물동태학(PK) 및/또는 약력학(PD) 

연구가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1) 사람에 한 in vivo 상호작용 연구에서 디곡신과 와파린은 이 약의 약물동태학(PK)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 약 또한 디곡신과 와파린의 약물동태학(PK)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2) 임상시험에서 통상적으로 이 약과 병용 투여된 약물인 아세트아미노펜, 푸로세미드, 철, 라니

티딘, 하이드록시우레아, 알로푸리놀과의 약물상호작용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3) 건강한 사람에 한 2개의 임상 상호작용 연구에서 단회투여의 이 약 1mg과 아스피린 900mg

의 병용 또는 이 약 1일 1회 1mg과 아스피린 75mg 반복 투여시 아스피린 단독 투여보다 

더 큰 ex vivo 항혈소판 응집효과를 보였다. 병용 투여된 이 약 1mg과 아스피린 900mg 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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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는 출혈시간(BT), 프로트롬빈시간(PT) 또는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aPTT)에 영

향이 없었다. 특히 출혈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서는 치료 시작 전에 이 약과 아스피린의 병용 

사용시의 위험성과 유익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4) 적어도 이 약의 일부분은 CYP1A2에 의해 사된다. CYP1A2는 플루복사민 등과 같은 몇몇 

약물에 의해 억제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약물들은 이론적으로 이 약의 클리어런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 약 또한 CYP1A2에 해 일부 제한된 억제작용을 나타내며, 이는 이러

한 클리어런스 기전을 공유하는 다른 병용 약물(예 : 테오필린)과의 상호작용에 한 이론적

인 가능성을 보여준다.

5) 이 약은 cyclic AMP PDE Ⅲ 억제제로서, 심근수축력 강화제( 리논, 에녹시몬, 암리논, 올프

리논) 및 실로스타졸과 같은 유사한 성질이 있는 약물의 작용을 증가시킨다.

6) 수크랄페이트가 이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한 건의 보고가 있었다.

7) 음식이 이 약의 생체이용율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6. 임부에 대한 투여

1) 이 약은 임신하였거나 임신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만약 임신 중에 이 

약이 투여되었거나 혹은 이 약 투여 중에 임신이 된 경우에는 태아에게 잠재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에는 피임하여 임신을 피하도록 주의시킨다. 이 약을 임신한 여성에게 투여시 태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2) 임신한 여성을 상으로 한 적절하고, 잘 관리된 연구는 없다. 이 약은 임신기간 중에는 치료

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할 때만 사용한다. 이 약 1~4mg/day를 투여받는 중

에 5명의 여자가 임신하였다. 임신을 확인한 후 즉시 투여를 중지하였으며, 신생아는 건강하

였다.

3) 이 약을 경구로 임신한 랫트에 900mg/kg/day(5,400mg/㎡/day, 체표면적에 근거한 최  사

람용량의 730배)까지 그리고 임신한 토끼에 20mg/kg/day(240mg/㎡/day, 체표면적에 근거

한 최  사람용량의 32배)까지 경구 투여한 최기형성 시험에서 이 약으로 인한 생식능력의 

손상 또는 태자로의 유해성에 한 증거는 보이지 않았다.

4) 암컷 랫트로 실시한 수태능 및 생식·발생독성시험에서 이 약을 경구로 60mg/kg/day 

(360mg /㎡/day, 체표면적에 근거한 최  사람용량의 49배) 또는 그 이상 투여하였을 때 

착상을 억제하였으며, 배/태자의 생존에 유해한 영향을 미쳤다.

5) 암컷 랫트로 실시한 출생 전·후 발생독성시험에서 이 약을 경구로 60mg/kg/day (360mg/㎡

/day, 체표면적에 근거한 최  사람용량의 49배) 또는 그 이상 투여하였을 때 분만을 지연시

키거나 억제하였고, 분만하지 않은 임신한 모체와 발달된 태자가 사망하였으며, 분만된 새끼

의 사망률을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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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유부에 대한 투여

이 약이 유즙으로 분비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약물들이 유즙으로 분비되고, 이 

약은 수유기의 아기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수유부의 상태를 고려하여 약물 투여를 중단하거나 

혹은 수유를 중단한다.

8. 소아에 대한 투여

1) 골수증식성질환은 소아에서는 흔히 나타나지 않으며, 소아에 있어서의 자료는 제한적이다.

2) 성인 환자 18명(평균 63세/남성 9명, 여성 9명)과 비교하여, ET로 인하여 이차적인 혈소판증

가증이 있는 7~14세의 소아 환자 17명(7~11세 8명, 11~14세 9명 / 남성 8명, 여성 9명)에 

한 안전성(open-label) 및 약물동태학(PK)/약력학(PD) 연구가 수행되었다.  동 연구를 실

시하기 전 소아 환자 17명 중 16명, 성인 환자 18명 중 13명이 이 약을 평균 2년간 투여받았

다. 이 약을 투여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의 1일 초회량의 중간값은 3개의 연령 그룹

(7~11세, 11~14세, 성인)에서 각각 1mg이었는데, 이는 차트의 사후평가를 통하여 결정되었

다.  그 외 동 연구에서 이 약을 처음 투여받은 환자 6명의 초회량은 1일 1회 0.5mg이었다. 

연구 종료시, 1일 유지량의 중간값은 7~11세 1.75mg, 11~14세 2mg, 성인 1.5mg으로 연령 

그룹에 상관없이 유사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혈소판수를 포함한 이 약의 약물동태학(PK) 및 약력학(PD)적 특성을 평가하

였다.

3) 소아 환자에서 관찰된 이상반응의 빈도는 성인 환자와 유사하였다. 이 약을 3개월간 투여하는 

동안 소아 환자에서 가장 흔하게 관찰된 이상반응은 발열, 비출혈, 두통, 피로였다. 이들 소아 

환자에게서 연구 전에 보고되었고 과거 차트로부터 이 약 투여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 이상

반응은 심계항진, 두통, 오심, 구토, 복통, 등통, 식욕부진, 피로, 근육경련이었다. 몇몇 환자에

서 임상 징후는 없으나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맥박수의 증가, 수축기 또는 이완기 혈압의 감

소가 관찰되었다. 보고된 이상반응들은 이 약의 이미 알려진 약물학적 특성 및 원질환과 일관

성이 있었다. 성인 환자와 비교하여 소아 환자에게서 관찰된 이상반응의 유형에는 명백한 경

향성 또는 차이점은 없었다. 소아와 성인 환자 간의 용량 및 안전성에 있어서 전반적인 차이

는 관찰되지 않았다.

4) 또 다른 연구(open-label)에서 이 약은 12명의 소아 환자 12명(6.8~17.4세/남성 6명, 여성 

6명 /ET 8명, CML(만성골수백혈병) 2명, PV 1명, OMPD 1명)에게 성공적으로 투여되었다. 

초회량 0.5mg 1일 4회로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하였고, 1일 최  투여량은 10mg이었다. 투여

기간의 중간값은 18.1개월(3.1~92개월)이었고, 3명의 환자는 3년 이상 투여받았다.

자발적인 이상반응 보고 및 문헌 검토로부터 빈혈, 피부 광과민증, 백혈구수 증가와 같은 이

상반응도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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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인에 대한 투여

임상시험에 참여한 피험자의 총 수 중에서 42.1%가 65세 이상 이었다. 이런 피험자들과 좀 더 

젊은 피험자들 사이에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종합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보고된 다른 임상경험

에서도 노인 환자와 젊은 환자 사이에 차이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몇몇 노인들에게서 감수

성이 더 크다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

10. 과량투여시의 처치

1) 이 약으로 인한 혈소판 감소는 용량의존적이므로 과량투여시 출혈을 야기할 수 있는 혈소판

감소증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과량투여로 인한 심혈관계 및 중추신경계의 독성반응이 나타

날 수 있다. 

2) 과량투여시 환자에 한 철저한 임상적인 감독이 필요하며, 특히 혈소판감소증 발생에 비해 

혈소판수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혈소판수가 적정수준이 될 때까지 감량하거나 투여중단한다.

3) 마우스, 랫트, 원숭이에 각각 이 약 2,500, 1,500과 200mg/kg을 1회 경구투여시 치사량은 

아니었다. 급성독성의 증상은 다음과 같다. 마우스와 랫트에서는 운동성이 감소하였고 묽은 

변이 나타났으며, 원숭이에서는 식욕부진이 나타났다.

4) 이 약물을 과량 투여하였을때의 시판 후 조사증례 보고가 있다. 보고된 증상으로서는 동성빈

맥과 구토가 있으며 이러한 증상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치료되었다.

11.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 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

를 주의할 것

12. 기타

1) 발암성

2년간 랫트에서의 발암성시험 결과. 30mg/kg/day(사람에게 하루에 1mg씩 두 번 투여 후 

AUC의 최소 174배)를 투여받은 암컷에서 자궁선암의 발병률이 조군에 비해서 높은 것이 

관찰되었다. 3mg/kg/day 이상을 투여받은 수컷랫트와 10mg/kg/day 이상(이는 사람에게서 

1mg씩 하루 2번 투여 후의 AUC의 적어도 10배와 18배에 해당한다) 받은 암컷렛트에서의 

부신의 갈색염색체종이 조군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2) 생식능장애

수컷 랫트에 이 약 240mg/kg/day(1,440mg/㎡/day, 체표면적에 근거한 최  사람용량의 

195배)까지 경구투여하여도 수태능 및 생식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암컷 랫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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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mg/kg/day (360mg/㎡/day, 체표면적에 근거한 최  사람용량의 49배) 또는 그 이상 경구 

투여시 임신 초기 투여시엔 착상을 방해하고 임신 후기 투여시엔 분만을 지연시키거나 억제

하였다.

3) 기타 비임상 독성연구

2년간 랫트에서의 연구에 있어서 아나그렐리드를 투여받은 암컷과 수컷에게서 부신(수질증식

증), 심장(심근비 와 심방확장증), 신장(수신증, 세뇨관확장증, 요로상피증식증) 및 뼈( 퇴

골내골증)에서 유의적인 비종양성 손상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아나그렐리드를 투여받은 수컷

에게서 췌장조직(동맥염/동맥주위염, 내막증식 및 중막비 ), 신장(동맥염/동맥주위염, 내막 

증식 및 중막비 ), 좌골신경(혈관의 무기질침착), 고환(혈관위축 및 혈관경색)의 조직에서 

혈관에 미치는 효과가 관찰되었다.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유한양행 아그릴린캡슐0.5mg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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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실산 나파모스탓트 단일제 (10mg 주사제)
(Nafamostat mesilate)

용법 ․ 용량

가. 투여방법

1. 췌염의 급성증상의 개선

보통 1회 메실산 나파모스탓트로서 10mg을 5% 포도당주사액 500ml에 용해하고 약2시간에 

걸쳐 1일 1∼2회 정맥내로 점적투여한다. 증상에 따라 적의 증감한다. 

2. 파종혈관내응고증 (DIC)

보통 1일량을 5% 포도당주사액1000ml에 용해하여 메실산 나파모스탓트로서 매시0.06∼

0.20mg/kg을 24시간에 걸쳐 정맥내로 지속투여한다.

3. 출혈성 병변 및 출혈경향을 갖는 환자의 혈액체외순환시 관류혈액 응고방지

보통 체외순환개시에 앞서 메실산 나파모스탓트로서 20mg을 소량의 5% 포도당주사액이나 

주사용수에 용해한 후 생리식염액 500ml에 용해한 액으로 혈액회로내를 세정 충전하고 체외

순환개시 후에는 메실산 나파모스탓트로서 매시20∼50mg을 5% 포도당주사액에 용해하여 

항응고제 주입라인에 지속주입한다. 증상에 따라 적의 증감한다. 임상결과에서는 평균 투여

용량이 매시간 35mg이었다.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메실산 나파모스탓트 단일제(주사) (Nafamostat Mesilate)

 분류 번호 ∙ [03990]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정보 구분 ∙ 의약품 재심사

 정보원 ∙ 에스케이케미칼(주)

 정보 사항 ∙ 이상반응(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추가하는 등 변경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관리과-7445호, 2011.12.30.)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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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사액의 조제

이 약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순서로 주사액을 조제한다.

1. 췌염의 급성증상의 개선에 사용하는 경우

  1) 10mg 바이알에 1ml 이상의 5% 포도당주사액 또는 주사용수를 가하여 완전히 용해한다.

  2) 용해한 액을 5% 포도당주사액 500ml에 혼합한다.

2. 파종혈관내응고증(DIC)에 사용하는 경우

  1) 10mg 바이알에는 1ml 이상, 50mg 바이알에는 5ml 이상의 5% 포도당주사액 또는 주사용

수를 가하여 완전히 용해한다.

  2) 용해한 액을 5% 포도당주사액 1,000ml에 혼합한다.

3. 출혈성 병변 및 출혈경향을 갖는 환자의 혈액체외 순환시 관류혈액 응고방지에 사용하는 경우

  1) 혈액회로내로 세정‧충진 

    (1) 10mg 바이알에는 1ml 이상, 50mg 바이알에는 5ml 이상의 5% 포도당주사액 또는 주사

용수를 가하여 완전히 용해한다.

    (2) 메실산 나파모스탓트 20mg을 함유한 용해액을 생리식염수 500ml에 혼합한다.

  2) 체외순환시

    (1) 10mg 바이알에는 1ml 이상, 50mg 바이알에는 5ml 이상의 5% 포도당주사액 또는 주사

용수를 가하여 완전히 용해한다.

    (2) 용해한 액을 항응고제 지속주입기의 용량에 맞게 5% 포도당주사액으로 희석한다.

4. 용해시의 주의

백탁 또는 결정이 석출될 수 있으므로 생리식염액 및 무기염류를 함유한 용액을 바이알에 

직접 가해서는 안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약에 한 과민증의 병력에 하여 충분히 

문진해야 한다. 또한 이 약 투여에 의해 쇼크가 발생할 경우에 비하여 구급처치를 행할 준비를 하

고 충분히 관찰하여 이러한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에 하여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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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반응

1) 췌염의 급성 증상의 개선

6,732례 중 117례(1.74%)에서 부작용이 나타났다. 주요한 증상은 GOT, GPT 상승 등을 포함

한 간기능이상이 55건(0.82%), 발진, 소양감 등의 과민증상이 23건(0.34%), 고칼륨혈증 등의 

전해질이상이 14건(0.21%) 등이 있다. (일본의 재심사종료시 보고 결과)

2) 파종혈관내응고증 (DIC)

3,602례 중 241례(6.69%)에서 부작용이 나타났다. 주요한 증상은 고칼륨혈증, 저나트륨혈증 

등의 전해질이상이 185건(5.14%), 간기능이상이 53건(1.47%), 과민증상이 11건(0.31%) 등이 

있다. (일본의 재심사종료시 보고 결과)

3) 출혈성 병변 및 출혈경향을 갖는 환자의 혈액체외순환시 관류혈액응고방지

4,053례 중 48례(1.18%)에서 부작용이 나타났다. 주요한 증상은 구역, 구토 등의 소화기증상

이 41건(1.01%), 과민증상이 9건(0.22%) 등이 있다. (일본의 재심사종료시 보고 결과)

4) 중 한 이상반응

  (1)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증상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증상(호흡곤란, 기관지천식양발작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

찰을 충분히 하고 이러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

  (2) 고칼륨혈증

(췌염:0.19%, DIC:4.53%, 혈액체외순환시 관류혈액 응고방지: 0.02%, 일본의 재심사종료

시 보고 결과)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칼륨함유제제(수액 등), 칼륨보존성이뇨제 등을 병

용할 경우에는 특별히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 또한 고칼륨혈증 발현에 의한 부정맥을 유발한 예가 있다.

  (3) 저나트륨혈증 (DIC: 0.47%, 일본의 재심사종료시 보고 결과)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한 일이 있으므로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

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

5) 기타 이상반응

  (1) 피부: 때때로 발진이, 드물게 홍반, 소양감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같은 증상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도록 한다.

  (2) 근골격계: 근육통, 관절통이 보고되었다.

  (3) 소화기계: 식용부진, 설사, 구역, 구토가 발생하였다.

  (4) 간장, 담관계: 때때로 GOT/GPT 상승, AL-P 상승, LDH 상승, 총 빌리루빈 상승, 황달이 

발생하였다.

  (5) 혈액계: 때때로 백혈구 감소, 호산구 증가, 혈소판 감소 또는 증가가 발생하였다. 출혈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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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투여량을 감소시키거나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6) 순환기계: 심계항진, 혈압의 상승 또는 저하가 발생하였다.

  (7) 비뇨기계: 때때로 BUN 상승, 크레아틴 상승이 발생하였다.

  (8) 전신: 두통, 흉통, 전신권태감, 흉부불쾌감, 드물게 발열, 두중감, 두통, 흉통이 보고되었다.

  (9) 투여부위: 드물게 동통 및 종창을 동반한 혈관염이 발생하였다.

  (10)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췌염의 급성증상 개선목적으로 2,148명의 환자를 

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결과 유해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0.65%(14명/2,148명, 28건)로 보고되었다.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

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0.19%(4명/2148명, 6건)로 크레아티닌 상승, GOT/ 

GPT 증가, AL-P 상승, 나트륨 불균형, 설사가 각각 1건 보고되었다.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파종혈관내응고증 환자 142명을 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결과 유해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3.52%(5명/142명, 

5건)로 보고되었다.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0.70%(1명/142명, 1건)로 출혈경향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중 한 약물유해반응

이었다.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출혈성 병변 및 출혈경향을 갖는 환자의 혈액체외순

환시 관류혈액 응고방지(혈액투석 및 혈장분리반출술) 목적으로 1,737명의 환자를 상

으로 실시한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결과 유해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9.67% 

(168명/1,737명, 202건)로 보고되었다.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

례인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0.69%(12명/1,737명, 13건)로 출혈경향 0.29%(5명/1,737

명, 5건), 혈압저하 0.23%(4명/1,737명, 4건), 흉부불쾌감 0.12%(2명/1,737명, 2건), 식

욕부진, 발진 각각 0.06%(1명/1,737명, 1건)로 보고되었다. 이 중 중 한 약물유해반응

은 혈압저하, 출혈경향으로 0.40%(7명/1737명, 8건)이었다.

4. 일반적 주의

1) 신장으로부터 칼륨 배설억제, 나트륨 배설촉진 등으로 인하여 고칼륨혈증 및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혈청 칼륨치 및 혈청 나트륨치를 측정하고 이상이 확인된 경

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

2) 칼륨함유제제, 칼륨보존성이뇨제 등을 병용할 경우에는 고칼륨혈증의 발현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혈청 칼륨치 이상이 인정된 경우에는 심전도소견 등의 확인을 충분히 하고 부정맥 유발

에 주의해야 한다.

3) 출혈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본제의 혈액체외순환시 사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관찰하고 출혈

이 심해질 경우에는 감량 또는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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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감량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신 중 투여에 해서는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

이 있는 부인에 해서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해

야 한다. 동물실험에서 량투여시 태아사망률증가(랫트, 토끼) 및 체중증가억제(랫트), 분만

율 저하(랫트)가 보고되어 있다.

2) 동물시험(랫트)에서 모유 중으로 사물의 이행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투여 중에는 수유를 

중지해야 한다.

7. 소아 등에 대한 사용

미숙아, 신생아, 영아, 유아 및 소아에 한 안전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8. 적용상의 주의

1) 조제시의 주의

  (1) 반드시 5% 포도당주사액 및 주사용수를 바이알에 가하여, 완전히 용해시킨 후에 사용해야 

한다.

  (2) 용해시에는 바이알의 고무 중심에 주사침을 꽂아야 한다. 또한 18게이지 이상의 큰 주사

침 및 양두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무 및 그 일부가 바이알 내로 탈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3) 백탁 또는 결정이 석출될 수 있으므로 생리식염액 및 무기염류를 함유한 용액을 바이알에 

직접 가해서는 안된다.

2) 조제후의 주의

용해 후에는 빨리 사용해야 한다.

3) 투여시의 주의

  (1) 투여량: 이 약을 혈액체외순환시에 투여할 경우에는 출혈상황, 체외순환로 내의 잔혈, 응

혈 및 전혈 응고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2) 투여속도: 이 약을 정맥 내 및 체외순환회로 내로 급속하게 주입해서는 안된다.

  (3) 투석기: 이 약은 AN69(폴리아크릴로니트릴)막에 한 흡착성이 높기 때문에 이 약을 사용

해서는 안된다.

  (4) 투여시: 정맥내 투여에 있어서 약액이 혈관 외로 유출되고 주사부위에 염증 및 궤사를 일

으키는 일이 있으므로 약액이 혈관 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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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실산 나파모스탓트 단일제 (50mg 주사제)
(Nafamostat mesilate)

효능 ․ 효과

1. 파종혈관내응고증 (DIC)

2. 출혈성 병변 및 출혈경향을 갖는 환자의 혈액체외순환시 관류혈액 응고방지 (혈액투석 및 혈

장분리반출술)

용법 ․ 용량

가. 투여방법

1. 파종혈관내응고증 (DIC)

보통 1일량을 5% 포도당주사액1000ml에 용해하여 메실산 나파모스탓트로서 매시0.06∼

0.20mg/kg을 24시간에 걸쳐 정맥내로 지속투여한다.

2. 출혈성 병변 및 출혈경향을 갖는 환자의 혈액체외순환시 관류혈액 응고방지

보통 체외순환개시에 앞서 메실산 나파모스탓트로서 20mg을 소량의 5% 포도당주사액이나 

주사용수에 용해한 후 생리식염액 500ml에 용해한 액으로 혈액회로내를 세정 충전하고 체외

순환개시 후에는 메실산 나파모스탓트로서 매시20∼50mg을 5% 포도당주사액에 용해하여 

항응고제 주입라인에 지속주입한다. 증상에 따라 적의 증감한다. 임상결과에서는 평균 투여

용량이 매시간 35mg이었다.

나. 주사액의 조제

이 약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순서로 주사액을 조제한다.

1. 파종혈관내응고증(DIC)에 사용하는 경우

  1) 10mg 바이알에는 1ml 이상, 50mg 바이알에는 5ml 이상의 5% 포도당주사액 또는 주사용

수를 가하여 완전히 용해한다.

  2) 용해한 액을 5% 포도당주사액 1,000ml에 혼합한다.

2. 출혈성 병변 및 출혈경향을 갖는 환자의 혈액체외 순환시 관류혈액 응고방지에 사용하는 경우

  1) 혈액회로내로 세정 ‧ 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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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mg 바이알에는 1ml 이상, 50mg 바이알에는 5ml 이상의 5% 포도당주사액 또는 주사

용수를 가하여 완전히 용해한다.

    (2) 메실산 나파모스탓트 20mg을 함유한 용해액을 생리식염수 500ml에 혼합한다.

  2) 체외순환시

    (1) 10mg 바이알에는 1ml 이상, 50mg 바이알에는 5ml 이상의 5% 포도당주사액 또는 주사

용수를 가하여 완전히 용해한다.

    (2) 용해한 액을 항응고제 지속주입기의 용량에 맞게 5% 포도당주사액으로 희석한다.

3. 용해시의 주의

백탁 또는 결정이 석출될 수 있으므로 생리식염액 및 무기염류를 함유한 용액을 바이알에 

직접 가해서는 안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약에 한 과민증의 병력에 하여 충분히 

문진해야 한다. 또한 이 약 투여에 의해 쇼크가 발생할 경우에 비하여 구급처치를 행할 준비를 하

고 충분히 관찰하여 이러한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에 하여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3. 이상반응

1) 췌염의 급성 증상의 개선

6,732례 중 117례(1.74%)에서 부작용이 나타났다. 주요한 증상은 GOT, GPT 상승 등을 포함

한 간기능이상이 55건(0.82%), 발진, 소양감 등의 과민증상이 23건(0.34%), 고칼륨혈증 등의 

전해질이상이 14건(0.21%) 등이 있다. (일본의 재심사종료시 보고 결과)

2) 파종혈관내응고증 (DIC)

3,602례 중 241례(6.69%)에서 부작용이 나타났다. 주요한 증상은 고칼륨혈증, 저나트륨혈증 

등의 전해질이상이 185건(5.14%), 간기능이상이 53건(1.47%), 과민증상이 11건(0.31%) 등이 

있다. (일본의 재심사종료시 보고 결과)

3) 출혈성 병변 및 출혈경향을 갖는 환자의 혈액체외순환시 관류혈액응고방지

4,053례 중 48례(1.18%)에서 부작용이 나타났다. 주요한 증상은 구역, 구토 등의 소화기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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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1건(1.01%), 과민증상이 9건(0.22%) 등이 있다. (일본의 재심사종료시 보고 결과)

4) 중 한 이상반응

  (1)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증상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증상(호흡곤란, 기관지천식양발작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

찰을 충분히 하고 이러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

  (2) 고칼륨혈증

(췌염:0.19%, DIC:4.53%, 혈액체외순환시 관류혈액 응고방지: 0.02%, 일본의 재심사종료

시 보고 결과)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칼륨함유제제(수액 등), 칼륨보존성이뇨제 등을 병

용할 경우에는 특별히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 또한 고칼륨혈증 발현에 의한 부정맥을 유발한 예가 있다.

  (3) 저나트륨혈증 (DIC: 0.47%, 일본의 재심사종료시 보고 결과)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한 일이 있으므로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

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

5) 기타 이상반응

  (1) 피부: 때때로 발진이, 드물게 홍반, 소양감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같은 증상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도록 한다.

  (2) 근골격계: 근육통, 관절통이 보고되었다.

  (3) 소화기계: 식용부진, 설사, 구역, 구토가 발생하였다.

  (4) 간장, 담관계: 때때로 GOT/GPT 상승, AL-P 상승, LDH 상승, 총 빌리루빈 상승, 황달이 

발생하였다.

  (5) 혈액계: 때때로 백혈구 감소, 호산구 증가, 혈소판 감소 또는 증가가 발생하였다. 출혈경향

이 증가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투여량을 감소시키거나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6) 순환기계: 심계항진, 혈압의 상승 또는 저하가 발생하였다.

  (7) 비뇨기계: 때때로 BUN 상승, 크레아틴 상승이 발생하였다.

  (8) 전신: 두통, 흉통, 전신권태감, 흉부불쾌감, 드물게 발열, 두중감, 두통, 흉통이 보고되었다.

  (9) 투여부위: 드물게 동통 및 종창을 동반한 혈관염이 발생하였다.

  (10)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췌염의 급성증상 개선목적으로 2,148명의 환자를 

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결과 유해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0.65%(14명/2,148명, 28건)로 보고되었다.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

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0.19%(4명/2148명, 6건)로 크레아티닌 상승, GOT/ 

GPT 증가, AL-P 상승, 나트륨 불균형, 설사가 각각 1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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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파종혈관내응고증 환자 142명을 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결과 유해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3.52%(5명/142명, 

5건)로 보고되었다.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0.70%(1명/142명, 1건)로 출혈경향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중 한 약물유해반응

이었다.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출혈성 병변 및 출혈경향을 갖는 환자의 혈액체외순

환시 관류혈액 응고방지(혈액투석 및 혈장분리반출술) 목적으로 1,737명의 환자를 상

으로 실시한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결과 유해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9.67% 

(168명/1,737명, 202건)로 보고되었다.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

례인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0.69%(12명/1,737명, 13건)로 출혈경향 0.29%(5명/1,737

명, 5건), 혈압저하 0.23%(4명/1,737명, 4건), 흉부불쾌감 0.12%(2명/1,737명, 2건), 식

욕부진, 발진 각각 0.06%(1명/1,737명, 1건)로 보고되었다. 이 중 중 한 약물유해반응

은 혈압저하, 출혈경향으로 0.40%(7명/1737명, 8건)이었다.

4. 일반적 주의

1) 신장으로부터 칼륨 배설억제, 나트륨 배설촉진 등으로 인하여 고칼륨혈증 및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혈청 칼륨치 및 혈청 나트륨치를 측정하고 이상이 확인된 경

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

2) 칼륨함유제제, 칼륨보존성이뇨제 등을 병용할 경우에는 고칼륨혈증의 발현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혈청 칼륨치 이상이 인정된 경우에는 심전도소견 등의 확인을 충분히 하고 부정맥 유발

에 주의해야 한다.

3) 출혈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본제의 혈액체외순환시 사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관찰하고 출혈

이 심해질 경우에는 감량 또는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5.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감량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신 중 투여에 해서는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

이 있는 부인에 해서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해

야 한다. 동물실험에서 량투여시 태아사망률증가(랫트, 토끼) 및 체중증가억제(랫트), 분만

율 저하(랫트)가 보고되어 있다.

2) 동물시험(랫트)에서 모유 중으로 사물의 이행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투여 중에는 수유를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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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아 등에 대한 사용

미숙아, 신생아, 영아, 유아 및 소아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8. 적용상의 주의

1) 조제시의 주의

  (1) 반드시 5% 포도당주사액 및 주사용수를 바이알에 가하여, 완전히 용해시킨 후에 사용해야 

한다.

  (2) 용해시에는 바이알의 고무 중심에 주사침을 꽂아야 한다. 또한 18게이지 이상의 큰 주사

침 및 양두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무 및 그 일부가 바이알 내로 탈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3) 백탁 또는 결정이 석출될 수 있으므로 생리식염액 및 무기염류를 함유한 용액을 바이알에 

직접 가해서는 안된다.

2) 조제후의 주의

용해 후에는 빨리 사용해야 한다.

3) 투여시의 주의

  (1) 투여량: 이 약을 혈액체외순환시에 투여할 경우에는 출혈상황, 체외순환로 내의 잔혈, 응

혈 및 전혈 응고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2) 투여속도: 이 약을 정맥 내 및 체외순환회로 내로 급속하게 주입해서는 안된다.

  (3) 투석기: 이 약은 AN69(폴리아크릴로니트릴)막에 대한 흡착성이 높기 때문에 이 약을 사용

해서는 안된다.

  (4) 투여시: 정맥내 투여에 있어서 약액이 혈관 외로 유출되고 주사부위에 염증 및 궤사를 일

으키는 일이 있으므로 약액이 혈관 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내 품목 현황

1. 메실산 나파모스탓트 단일제 (10mg 주사제)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에스케이케미칼(주) 주사용후탄 제조

2. 메실산 나파모스탓트 단일제 (50mg 주사제)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에스케이케미칼(주) 주사용후탄50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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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란자핀 단일제 (주사)
(Olanzapine)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NMS : 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 NMS는 항정신병약 투여

와 관련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태이다. 올란자핀 투여와 함께 발생한 NMS는 드물게 

보고된 바 있다. NMS의 임상적 증상은 이상고열, 근육강직, 정신상태의 변화, 자율신경의 불

안정성(불규칙한 맥박 또는 혈압, 빈맥, 발한, 심장율동부정(cardiac dysrhythmia)) 등이다. 

또한 creatine phosphokinase의 상승, 미오글로빈뇨증(횡문근 변성), 그리고 급성 신부전 등

의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 만약 환자가 NMS를 암시하는 증상이 있거나, NMS의 임상적인 

증상이 없이 원인 불명의 고열이 있을 경우에는 올란자핀을 포함한 모든 항정신병약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NMS로부터 회복된 후 환자가 항정신병 약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NMS의 재발이 보고된 적이 있으므로 환자에 하여 신중하게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2) 지연성 운동장애(Tardive Dyskinesia) : 1 년 정도 실시한 조시험에서 올란자핀 투여는 응

급처치를 요하는 운동장애의 발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하지만 장기사용시 지연

성 운동장애의 위험성은 증가하였으므로 올란자핀을 투여하고 있는 환자에서 지연성 운동장

애의 징후 또는 증상이 발현되면 용량을 줄이거나 투여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증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올란자핀 단일제 (주사) (Olanzapine)

 분류 번호 ∙ [01170] 정신신경용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재심사

 정보원 ∙ 한국릴리(유)

 정보 사항 ∙ 이상반응(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추가하는 등 변경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관리과-205호, 2012. 1.10.)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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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들은 일시적으로 악화되거나, 치료 중지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증후군의 발생율은 

여성노인에게서 가장 높고, 투여기간 및 총 누적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3) 올란자핀은 치매와 연관된 정신병과/또는 행동장애의 치료에 하여 허가받지 않았으며, 사망

률과 뇌혈관 장애의 위험성 증가로 인하여 이 특정한 환자군에 한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치매와 연관된 정신병과/또는 행동장애를 가진 노인 환자(평균 연령 : 78세)를 상으로 한 

위약 조 임상시험들(6-12주간)에서,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에 비하여 올란자핀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사망률이 2배 증가했다(각각, 1.5%  3.5%). 높은 사망률은 올란자핀의 용량(평균 

1일 용량 4.4 mg) 또는 투여기간과 관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 환자군에 있어서, 사망률 증가

의 소인이 될 수 있는 위험 인자들은 65세를 넘는 연령, 연하곤란(dysphagia), 진정, 영양실조 

및 탈수증, 폐상태(예. 흡입(aspiration)이 있거나 없는 폐렴), 또는 벤조디아제핀류의 병용 등

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 인자들과는 관계없이, 사망률은 위약투여 환자들에서 보다는 

올란자핀 투여 환자들에서 더 높았다. 외국에서의 관찰조사에서 정형 항정신병약도 비정형 

항정신병약과 마찬가지로 사망률 상승에 관여한다는 보고가 있다.

4) 동일한 임상시험들에서, 사망례를 포함한 뇌혈관 이상반응(예를 들어, 뇌졸중, 일시적인 허혈

성 발작)이 보고되었다. 위약 투여 환자들에 비하여 올란자핀 투여 환자들에서 뇌혈관 이상반

응이 3배 증가하였다(각각, 0.4%  1.3%). 뇌혈관 이상반응이 나타난 모든 올란자핀 및 위

약 투여 환자들은 기존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 75세를 넘는 연령과 혈관성/혼합형 치매

가 올란자핀 투여와 관련된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 확인되었다. 이 임상시험들에서 올란

자핀의 효능은 확립되지 않았다.

5) 케톤산증 또는 혼수와 종종 관련되어 과혈당증 또는 기존의 당뇨병이 악화되는 사례가 드물

게 보고되었으며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경우도 몇 예 보고된 바 있다. 몇몇의 사례에서 체

중의 증가는 상기 증상들에 하여 하나의 소인이 될 수도 있다. 적절한 임상적 모니터링이 

항정신병 약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권고된다. 이 약을 포함하여 항정신병약물을 투여 받는 환

자들은 고혈당증의 징후 및 증상(다음증, 다뇨증, 다식증 및 쇠약)에 해 관찰하여야 하고 

당뇨병 환자 혹은 당뇨병에 한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들은 혈당조절 악화에 해 정기적으

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체중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할 

때에는 상기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가 있음을 환자 및 그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구갈, 

다음, 다뇨, 빈뇨 등의 이상에 주의하고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6) 위약 조군 임상시험의 올란자핀 치료 환자에서 지질에서의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가 관찰되

었다. 지질변화는 이상 지질 혈증 환자 및 지질장애 발현의 위험요소가 있는 환자에서 임상적

으로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 약을 포함한 항정신병 약물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항정

신병약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질에 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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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올란자핀 투여를 갑작스럽게 중단할 경우, 발한, 불면증, 진전, 불안증, 오심 또는 구토와 같은 

급성증상이 매우 드물게(＜0.01%) 보고되었다. 올란자핀 투여를 중단할 경우, 점진적인 감량

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8) 파킨슨증 환자에서, 도파민 효현제(dopamine agonist)와 연관된 정신병적 증상에 하여 올

란자핀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임상시험 결과, 파킨슨 증상의 악화와 환각증상이 

매우 흔하게, 위약보다 빈번하게 보고되었고 정신병적 증상의 치료에 있어서 위약보다 올란

자핀이 효과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임상시험들에서 환자들은 먼저 파킨슨증 치료 약물(도파

민 효현제)의 최저 유효용량에서 안정화되는 것이 요구되어 졌고 임상시험 기간 동안 동일한 

파킨슨증 치료약물 및 용량을 유지하고 있어야 했다. 올란자핀 투여는 1일 2.5mg에서 시작하

여 시험자의 판단에 따라 1일 최  15mg까지 titration되었다.

9) 급성심장사 : 시판 후 조사에서 올란자핀을 투여한 환자에서 급성심장사가 보고되었다. 추적 

관찰 코호트 연구에서 올란자핀을 투여한 환자에게서 예상되는 급성 심장사의 위험이 항정신

병약을 투여하지 않은 환자보다 2배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올란자핀의 위험성은 통합 

분석에 포함되어 있는 비정형 항정신병약의 위험성과 유사하였다.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에 과민증 환자

2) 폐쇄각 녹내장 환자 

3)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

해효소결핍증(Lapp lacto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정신분열병 또는 조증삽화를 제외한 병증과 관계된 환자의 흥분 및 행동장애에 있어서 이 

약의 유효성에 해서는 확립된 바가 없다.

2) 급성 심근 경색, 불안정한 협심증, 중증 저혈압 또는 서맥, 동방결절 기능부전증(sick sinus 

syndrome), 심장 수술 이후와 같은 불안정한 의학적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는 이 약을 투여해

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상태와 관련된 환자의 병력에 하여 확신할 수 없을 경우, 이 약 투여시의 위험성

과 치료상의 유익성이 다른 체 치료제와 관련되어 고려되어야 한다.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 이 약의 위험성과 치료상의 유익성에 해서는 아직 평가되지 않았다.

3) 이 약을 투여받는 환자에 있어서(특히, 주사 후 첫 4시간 동안), 체위성 저혈압, 서맥 및/또는 

호흡 저하 여부에 하여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하며 이후에도 임상적으로 필요할 경우 계속

하여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혈압, 맥박, 호흡속도, 의식 단계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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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필요할 경우 약물요법을 제공해야 한다. 이 약이 서맥이나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있으므로 중 한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주의가 요망되며 기절, 저혈압 또

는 서맥이 나타나는 환자는 이게는 의학적인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환자가 주사 

후 현기증이나 졸음을 느낄 경우, 검사 으로 환자가 체위성 저혈압이나 부정서맥, 호흡 저하

를 포함는 저혈압상태에 있지 않다고 판정될 때까지, 환자를 눕힌 상태를 지속시켜야 한다.

다른 항정신병 약물(경구 및/또는 주사제)을 포함하여 이 약과 유사한 혈행동태학적

(haemodynamic) 성질을 지닌 다른 약물과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투여하는 환자의 경우 특

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 약의 투여와 관련하여, 특히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및/또는 다른 

항정신병 약물로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서 일시적으로 저혈압, 서맥, 호흡저하, 사망이 매우 

드물게(＜0.01%) 보고되었다.

4) 이 약과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주사제의 동시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만약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주사제의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약 투여 후 최소 1시

간 이내에는 투여되어서는 안된다. 

환자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주사를 받았을 경우, 환자의 상태를 신중히 평가한 후 이 약의 

투여를 고려하여야 하며 환자가 지나친 진정상태나 심호흡기계 기능 저하를 나타내는지의 여

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5) In vitro에서 올란자핀 투여시 항콜린성 작용이 있었지만, 임상시험에서는 관련된 반응의 발

현율이 낮았다. 그러나 동반 질환(concomitant illness)이 있는 환자에 하여 올란자핀을 투

여한 임상적 경험이 제한적이므로 전립선 비 증, 마비성 장폐쇄증 및 관련 질환이 있는 환자

에 하여 처방할 때에는 주의를 요한다.

6) 특히 치료 초기에는 일시적이며 증상이 없는 간트랜스아미나제, ALT, AST의 상승이 흔히 나

타난다. ALT 그리고/또는 AST가 상승된 환자, 간장애의 징후 및 증상이 있는 환자, 기존질병

으로 간 저장기능이 제한된 환자, 그리고 간독성의 가능성이 있는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

에 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치료 중 ALT 그리고/또는 AST가 상승한 경우에는, 추후 진행상

황을 알아보며 투여량 감량도 고려해야 한다. 간염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올란자핀 투여는 중

단해야 한다.

7) 다른 항정신병약물과 마찬가지로, 어떤 원인에 기인하여 백혈구나 호중구의 숫자가 감소되어 

있는 환자, 호중구 감소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약물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 약물유도

성 골수 기능저하나 독성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 병존 병변이나 방사능 치료 또는 화학요법제

에 의하여 골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 과호산구 증가 증상이나 골수증식성 병변을 지닌 

환자에는 주의가 요망된다. 올란자핀과 발프로에이트(valproate)를 병용투여 받고 있는 경우, 

호중구 감소증이 흔하게 보고되었다.

8) 발작의 병력이 있거나 발작의 역치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있는 환자에 하여 올란자핀을 

투여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올란자핀 투여 시 발작이 발생한 사례가 드물게 보고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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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계 이상
흔함(1-10%): 저혈압 또는 실신, 빈맥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서맥

흔하지 않음(0.1-1%): 동휴지기

혈관계 이상
흔함(1-10%): 기립성 저혈압, 저혈압

호흡기계 이상
흔하지 않음(0.1-1%): 저환기

다. 하지만 보고된 부분의 경우에서 발작의 병력 또는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9) 올란자핀의 일차적인 중추신경계 효과에 근거하여 다른 중추신경작용약물, 알코올등과 병용

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올란자핀은 in vitro에서 도파민 길항작용을 나타내었으므로 직접

적 또는 간접적인 도파민 효현제의 효과를 길항할 수 있다. 

10) 실신, 또는 저혈압 및 /또는 서맥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심혈관계 질환(심근경색, 허혈성 심부

전 또는 전도 이상의 병력)을 가진 환자, 뇌혈관질환 및 저혈압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소인

을 가진 증상(탈수, 혈량 저하증, 항고혈압 약물의 투여)이 있는 환자. 고령자에 한 올란자

핀 투여 임상시험에서 기립성 저혈압이 관찰되었으므로 다른 항정신병약과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의 환자의 경우에는 주기적인 혈압 측정을 하도록 권장한다. 

11) 경구로 투여한 임상 시험에서, 올란자핀을 투여 받은 환자들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QTc연

장(치료 전 QTcF＜500 msec인 환자에서 치료 후 임의의 시점에서 Fridericia QT correction 

[QTcF] ≥ 500milliseconds [msec])은 흔하지 않았고(0.1% ~ 1%), 위약에 비해 심장 이상과 

관련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주사제의 임상시험에서, 절  QT또는 QTc 간격의 지속

적 연장과 이 약 사이에는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다른 정신분열병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특히 고령환자, 선천성 QT 연장 증후군환자, 울혈성 심부전, 심장과증식, 저칼륨혈증 또는 

저마그네슘혈증이 있는 환자 등에 하여 QTc 간격을 늘리는 약과 올란자핀을 병용투여 시 

주의 하여야한다.

12)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및 수유부

4. 이상반응

이 약의 투여와 관련하여 임상시험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이상반응(1~10 %)은 졸음이었다.

이 약의 시판 후 이 약의 투여와 관련하여 주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및/또는 다른 항정신병 

약물을 함께 복용하거나 올란자핀의 일일 용량보다 과량으로 복용한 환자에게서 일시적으로 호흡

저하, 저혈압, 서맥, 사망이 매우 드물게 보고되었다.

다음 표는 올란자핀 경구투여 보다는 올란자핀 주사제의 임상시험에서 얻어진 이상반응과 실험

실 검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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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질환과 투여부위 상태
흔함(1-10%): 주사 부위의 불쾌감 

혈액 및 림프계 이상
  - 흔함(1-10%) : 호산구증가증, 반상출혈

  - 흔하지 않음(0.1-1%) : 빈혈, 청색증, 백혈구 증가증, 백혈구 감소증, 림프절병증 및 혈소판 감소증, 

호중구 감소증

  - 드묾(0.1% 미만) : 정상 적혈구 빈혈, 고혈소판증

면역계 이상
  - 매우 드묾(< 0.01%): 알러지 반응(e.g. 아나필락시양 반응, 혈관 부종, 가려움증 또는 담마진)

대사 및 영양 이상
  - 매우 흔함(＞10%) : 체중 증가1

  - 흔함(1-10%) : 식욕 증가, 글루코스치 상승2, 트리글리세라이드치 상승3,5, 말초부종, 콜레스테롤 수

치 상승3,4, 당뇨

  - 흔하지 않음(0.1-1%) : 산증, 알칼린포스파타제 증가, 빌리루빈혈증, 탈수, 고콜레스테롤혈증, 고혈

당, 고지혈증, 고요산혈증, 저혈당증, 저칼륨혈증, 저나트륨혈증, 하지부종, 상지부종, 고칼륨혈증

  - 드묾(＜0.1%) : 통풍, 고나트륨혈증, 저단백혈증, 케톤증, 수분중독

  - 매우 드묾(＜0.01%): 일부 치명적 증례를 포함한 때때로 케톤산증 또는 혼수와 관련된 당뇨의 발현 

또는 악화, 체온저하

신경계 이상
  - 매우 흔함(＞10%) : 졸음, 현기증, 알츠하이머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비정상적인 보행, 불면증, 우울증

  - 흔함(1-10%) : 어지러움, 정좌불능6, 파킨슨증6, 운동이상증6, 모든 추체외로 이상, 인격장애(비공격

성 못마땅한 행동), 진전, 정좌불능증, 과다근육긴장증, 발음장애, 기억상실, 감각이상, 무감동, 혼동, 

다행증, 협동운동장애, 비정상적 꿈, 망상, 감정적 불안정성, 조증반응, 정신분열증 반응

  - 흔하지 않음(0.1-1%) : 운동불능증, 알코올 남용, 반사회적 반응, 조화운동 불능, CNS 자극, 톱니바

퀴 경축, 섬망, 치매, 이인증, 말더듬증, 안면마비, 감각저하, 운동감소증, 근육긴장 저하, 리비도 감

아래에 언급된 이상반응은 경구로 올란자핀을 투여한 후에 관찰되었으나, 올란자핀 주사제 투여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1) 성인

임상시험에서 올란자핀 투여와 함께 가장 빈번하게(≥ 1%)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졸음과 체중

증가, 호산구 증가증, 프로락틴 상승, 콜레스테롤, 혈당 및 중성지방 수치 상승, 당뇨, 식욕 

증가, 현기증, 정좌불능증, 파킨슨증, 운동 이상증, 기립성 저혈압, 항콜린 작용, 간 트랜스아

미나제의 일시적인 증상이 없는 상승, 발진, 무력증, 피로, 부종이었다. 체중 증가는 치료 전

의 낮은 체질량지수(BMI) 및 초기 투여량이 15 mg 이상인 것과 관련이 있었다.  

2) 다음 표는 자발적 보고 및 임상 시험에서 관찰된 이상반응 및 실험실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 빈도 분류 내에서, 이상 반응은 중 성이 높은 순서로 나타내었다. 명시된 빈도 용어는 

다음과 같다: 매우 흔함(10% 이상), 흔함(1% 이상 10% 미만), 흔하지 않음(0.1% 이상 1% 

미만), 드묾(0.01% 이상 0.1% 미만), 매우 드묾(0.01% 미만), 알려지지 않음(입수된 자료로부

터 평가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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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리비도 증가, 강박증상, 공포증, 신체화, 흥분제 남용, 혼미, 지연운동이상증, 현훈, 금단증후군, 

자살시도

  - 드묾(＜0.1%) 입주위 마비, 혼수, 뇌병증, 신경통, 신경병증, 안진, 마비, 거미막하 출혈, 담배 남용, 

발작( 부분의 증례에서 발작의 병력 또는 발작에 한 위험 인자가 보고되었다),

  - 매우 드묾(＜0.01%): 신경이완제 악성 증후군, 근육긴장이상(안구운동 포함), 지연성 운동장애, 금단

증상7

심혈관계 이상 
  - 흔함(1-10%) : 기립성 저혈압, 빈맥, 고혈압

  - 흔하지 않음(0.1-1%) : 저혈압 또는 실신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서맥, 심방세동, 뇌혈관 사고, 

울혈성 심부전, 심정지, 출혈, 편두통, 창백, 심계항진, 혈관확장, 심실주기외 수축, QTc 연장

  - 드묾(＜1%) : 동맥염, 심부전 및 폐색전증

  - 매우 드묾(＜0.01%): 심실세동, 갑작스런 사망, 혈전색전증(폐 색전증 및 심정맥 혈전증 포함)

내분비계 이상
  - 흔하지 않음(0.1-1%) : 당뇨병

  - 드묾(＜1%) : 당뇨성 산증 및 갑상선종

소화기계 이상
  - 흔함(1-10%) : 변비와 구갈을 포함한 경증이고 일시적인 항콜린성 효과, 소화불량, 구토, 타액분비 

증가, 고창

  - 흔하지 않음(0.1-1%) : 연하곤란, 식도염, 변실금, 위염, 위장염, 치은염, 흑색변, 구내궤양, 구역, 

구강 칸디다증, 치주농양, 직장출혈, 구내염, 혀 부종, 치아우식, 설사

  - 드묾(＜1%) : 아프타 구내염, 장염, 트림, 식도궤양, 설염, 장폐쇄증, 장폐쇄, 간 지방침착, 혀의 변색

  - 매우 드묾(＜0.01%): 췌장염

호흡기계 이상
  - 흔함(1-10%) : 비염, 기침증가, 인두염, 호흡곤란

  - 흔하지 않음(0.1-1%) : 무호흡, 천식, 비출혈, 객혈, 과다호흡, 저산소증, 후두염, 목소리 변화

  - 드묾(＜0.1%) : 무기폐, 딸꾹질, 호흡저하, 폐부종, 협착음

간담계 이상
  - 흔함(1-10%) : 특히 치료초기에 간 트랜스아미나제(ALT, AST)의 일시적이고 증상이 없는 증가 

  - 흔하지 않음(0.1-1%) : 간염

  - 드묾(＜1%) : 간 지방침착

  - 드묾(0.01-0.1%): 간염(간세포, 담즙정체 또는 복합성 간 손상 포함)

피부와 피하 조직 이상
  - 흔함(＞10%) : 발한, 발진

  - 흔하지 않음(0.1-1%) : 광과민성 반응, 여드름, 피부건조, 탈모증, 접촉성 피부염, 습진, 반구진성 

발진, 소양증, 지루, 피부변색, 피부궤양, 두드러기, 수포성 발진

  - 드묾(＜0.1%) : 다모증, 농포성 발진

전신 이상 및 투여부위 증상
  - 흔함(1-10%) : 무력증, 발열, 요통, 흉통, 치통 및 독감증후군, 주사부위 통증, 피로, 부종

  - 흔하지 않음(0.1%-1%) : 복부비 , 오한, 안면부종, 의도적 상해, 권태, 칸디디증, 목의 통증, 목의 

경축, 골반통, 광과민 반응, 복통

  - 드묾(＜0.1%) : 숙취, 돌연사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이상
  - 흔함(＞10%) : 관절강직, 단일수축

  - 흔하지 않음(1-10%) : 관절염, 관절증, 다리 경련, 근무력증

  - 드묾(＜0.1%) : 뼈의 통증, 윤활낭염, 근육병증, 골다공증, 류마티스양 관절염

  - 매우 드묾(＜0.01%): 횡문근 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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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감각 이상
  - 흔함(1-10%) : 약시, 시각이상, 결막염

  - 흔하지 않음(0.1-1%) : 조절 비정상, 안검염, 백내장, 난청, 복시, 안구건조, 귀의 통증, 안출혈, 안염, 

눈의 통증, 안구 근육 비정상, 미각이상, 이명

  - 드묾(＜0.1%) : 각막병변, 녹내장, 각막결막염, 황반 색소침착 저하증, 동공수축, 동공확 , 색소침착 

수정체

신장 및 비뇨기계 이상
  - 흔함(1-10%) : 요실금, 요로감염, 월경통, 질염

  - 흔하지 않음(0.1-1%) : 비정상적 사정, 무월경, 유방통증, 방광염, 월경감소, 배뇨장애, 여성 유즙분

비, 여성형 유방증, 혈뇨, 발기부전, 월경증가, 월경과다, 자궁출혈, 다뇨증, 월경전 증후군, 농뇨, 

빈뇨, 뇨저류, 핍뇨, 자궁 섬유화 비 , 질출혈

  - 드묾(＜0.1%) : 알부민뇨, 유방비 , 유방염, 소변감소증

  - 매우 드묾(＜0.01%): 소변 지체

생식계 및 유방 이상
  - 매우 드묾(＜0.01%): 지속 발기증

Investigations
  - 매우 흔함(＞10%) : 혈장 프로락틴 수치 상승8

  - 흔하지 않음(0.1-1 %) : 높은 크레아틴포스포키나제, 증가된 총 빌리루빈 

1 임상적으로 유의한 체중증가가 모든 치료 전 신체질량지수(BMI) 범주에 걸쳐 관찰되었다. 단

기치료 후(median duration: 47일), 치료 전 체중의 7% 이상의 체중증가가 매우 흔하게

(22.2%) 나타났고, 15%이상의 증가가 흔하게(4.2%) 그리고 25%이상 증가가 흔하지 않게

(0.8%) 나타났다. 장기 노출(최소 48주)로 치료 전 체중의 7%이상, 15%이상 그리고 25%이상

의 체중증가가 나타난 환자들은 매우 흔하였다(각각, 64.4%, 31.7% 및 12.3%).
2
 치료 전에는 공복에 정상 수치였으나(＜5.56 mmol/L), 높은 수치로 상승함(≥ 7mmol/L). 공

복 혈당은 치료 전에 경계선 이었으나(≥5.56 - ＜7 mmol/l ) 높은 수치(≥7mmol/L)로 변하는 

경우는 매우 흔하였다.
3
 공복 지질 수치(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의 평균치 상승이 치료 전에 지질 

조절이상(lipid dysregulation)의 증거가 없는 환자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4 치료 전에는 공복에 정상 수치였으나(＜5.17mmol/l) 높은 수치로 상승함(≥6.2mmol/l). 총 공

복 콜레스테롤 수치가 치료 전에는 기저치였으나(≥5.17 - ＜6.2 mmol) 높은 수치(≥6.2 

mmol)로 변한 경우는 매우 흔하였다.
5 치료 전에 공복에 정상 수치이었으나(＜1.69 mmol/L), 높은 수치로 상승함(≥2.26mmol/L). 

공복 상태 중성지방은 치료 전에 기저치였으나(≥1.69 mmol/l - ＜2.26 mmol/l) 높은 수치

(2.26mmol/L ≥)로 변하는 경우는 매우 흔하였다.
6 임상시험에서 올란자핀 투여 환자에서의 파킨슨증과 근긴장이상 발현율은 수적으로 높았으나 

위약투여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올란자핀 투여군에서 파킨슨증, 정좌불

능, 근긴장이상의 발현율은 용량을 조절한 할로페리돌 치료군보다 낮았다. 각 환자의 급성, 지

연성 추체외로 운동 이상의 기존 병력에 한 자세한 정보가 없어 현재 올란자핀이 지연성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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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애 그리고/또는 지연성 추체외로계 증후군을 적게 유발한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7 발한, 불면증, 진전, 불안, 구역, 구토와 같은 급성 증상들은 올란자핀을 갑자기 중단하였을때 

보고되었다.
8 올란자핀을 투여한 9개의 위약 조 임상시험(최장 12주) 분석 결과, 정상 기저 프로락틴 수치

를 가진 올란자핀을 투여받은 환자의 약 30%에서 혈장 프로락틴의 농도가 증가하였다(위약군 

10.5%). 올란자핀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프로락틴과 관련된 이상반응으로 유방 및 월경의 변화

(여성: 무월경, 유즙과다분비, 가슴확 , 남성: 여성형유방, 가슴확 )가 때때로 관찰되었고, 성

기능과 관련된 이상반응(남성: 발기부전, 양성모두: 성욕 감소)은 흔하게 관찰되었다.

3) 장기노출(최소 48주)

체중 증가, 혈당, 총 LDL/HDL 콜레스테롤 혹은 중성지방에서 유해하고, 임상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나타낸 환자의 비율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다. 9~12개월의 치료를 완료한 성인 환자

에서, 평균 혈당 증가속도는 약 6개월 후에 둔화되었다.

4) 특수 모집단에 한 추가 정보

치매를 가진 노인 환자를 상으로 한 임상시험들에서, 위약 투여와 비교하여 올란자핀 투여

는 사망률과 뇌혈관 이상반응의 발현율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 이 환자군에서 올란자핀 투여

와 관련하여 매우 흔하게(> 10%)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비정상 보행 및 낙상이었다. 폐렴, 

체온상승, 기면상태, 홍반, 환시, 졸음, 말초부종, 무력증, 발열, 입안건조, 뇨실금이 흔하게

(1-10%) 관찰되었다.

약물(도파민 효현제)에 의해 유발된 정신병적 증상을 가진 파킨슨증 환자를 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 파킨슨 증상 및 환각의 악화가 매우 흔하게 그리고 위약보다 빈번하게 보고되었다.

양극성 조증 환자를 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올란자핀과 발프로에이트를 병용하여 치료하

였을 때, 4.1%에서 호중구감소증이 나타났다 : 이는 높은 발프로에이트 혈중 수치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올란자핀을 리튬이나 발프로에이트와 병용투여하였을 때, 증가(10% 이상)한 

반응으로 진전, 구갈, 식욕증가, 체중증가가 보고되었다. 또한, 언어장애가 흔하게(1%-10%) 

보고되었다. 올란자핀을 리튬이나 디발프로엑스와 병용하여 치료하였을 때, 급성치료기(6주

까지)동안 환자 중 17.4%가 초기 체중으로부터 7%이상 증가하였다. 양극성 장애 환자를 

상으로, 재발예방을 위한 장기(12개월까지) 올란자핀 투여에서 39.9%의 환자에서 초기체중

으로 부터 7%이상의 체중증가가 나타났다.

5)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603명의 환자를 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유

해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49%(9명/603명, 11건)로 ALT 증가 0.33%(2명/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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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2건), 말더듬증, 정좌불능증, 진전, AST 증가, 구강건조, 변비, 부종, 진정, 다리통증 각각 

0.17%(1명/603명, 1건)이었다.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1.33%(8명/603명, 

9건)로 ALT 증가 0.33%(2명/603명, 2건), 말더듬증, 정좌불능증, 진전, AST 증가, 구강건조, 

변비, 부종 각각 0.17%(1명/603명,1건)이었다. 

국내 시판 후 조사기간 동안 발생한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

이 0.17%(1명/603명, 1건)으로 다리통증이었다.

5. 일반적주의

1) 올란자핀은 졸음과 어지럼증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환자는 자동차 운전을 포함하여 위험한 

기계를 작동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2) 체온조절 - 항정신병 약물로 인해 체온을 감소시키는 능력이 교란될 수 있으므로 심한 운동, 

과도한 열에 노출, 항콜린활성을 가진 약제의 병용투여 또는 탈수상태와 같이 체온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를 가진 환자에게 적적한 처치를 권장한다.

3) 자살 - 정신분열증과 양극장애에서는 자살시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약물투여와 함께 고위험 

환자에 한 면 한 감독이 수반되어야 한다.

4) 올란자핀 치료와 관련하여 일시적인 정맥 혈전 색전증(venous thromboembolism)이 매우 

드물게 보고되었다. 정맥 혈전 색전증의 발생과 올란자핀 치료와의 인과 관계는 성립되지 않

았다. 그러나 정신분열증 환자에서 흔히 후천적인 정맥 혈전 색전증 위험인자가 나타나므로, 

환자의 부동 상태(immobilization)와 같은 정맥 혈전 색전증의 모든 가능한 위험 인자를 확인

하고 예방책을 취해야 한다.

5) 백혈구감소증, 호중구감소증 및 무과립구증 : 임상시험 및/또는 시판 후 경험에 의하면 항정

신병약물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백혈구감소증/호중구감소증 및 무과립구증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백혈구감소증/호중구감소증의 위험인자로 임상적으로 유의한 기존의 백혈구수 감소 

및 약물에 의한 백혈구감소증/호중구감소증 병력이 포함된다. 임상적으로 유의한 백혈구수 

감소 또는 약물에 의한 백혈구감소증/호중구감소증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치료 초기 몇달

간 총혈구수를 모니터링하고 다른 의심되는 요인 없이 백혈구수가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감소

되는 징후가 처음 관찰되면 이 약의 투여 중지를 고려해야 한다. 임상적으로 유의한 호중구감

소증 환자의 경우 열이나 감염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나는 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고 

해당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치료한다. 중증의 호중구감소증 환자(절 호중구수

＜1000/㎣)의 경우 이 약을 중지해야 하고 회복될 때까지 백혈구수를 모니터링한다.

6. 약물상호작용 및 기타 상호작용

1) 이 약의 투여에 있어서 알코올이나 약물중독이 있는 환자를 상으로는 연구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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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혈압, 서맥, 호흡 또는 중추신경계 억제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투여 받는 환자에 병용투

여시 주의해야 하고 알코올을 섭취하는 환자들에 해서도 주의해야 한다.

3) 파킨슨병 및 치매 환자에 하여 항-파킨슨 약물과 함께 올란자핀을 병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4) QTc 간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과 올란자핀을 병용 투여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5) 근육주사에 수반하는 상호작용 가능성

올란자핀 5mg의 단회 근육 주사를 통한 시험에서, 로라제팜(glucuronidation을 통하여 사) 

2mg의 근육 주사 1시간 전에 올란자핀을 투여했을 때, 두 약물의 약동학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두 약물의 병용투여는 각 약물을 단독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것보다 졸음을 증가시켰

다. 이 약과 벤조디아제핀 주사의 병용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6) 올란자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호작용

  ① 올란자핀은 CYP1A2에 의하여 사되므로 이 동위효소를 특이적으로 유도하거나 저해하는 

물질은 올란자핀의 약물학적 동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② CYP1A2 유도 : 올란자핀의 사는 흡연과 카르바마제핀에 의하여 유도될 수 있으며 이는 

올란자핀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오메프라졸과 리팜핀 등 CYP1A2 또는 glucuronyl 

transferase 효소를 유도하는 약물은 올란자핀의 청소율을 증가시킨다. 올란자핀 청소율의 

증가는 단지 경도(slight)내지 중등도(moderate)로 나타났다. 임상적 결론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임상적 모니터링이 권장되며, 필요하다면 올란자핀 증량도 고려할 수 있다.

CYP1A2작용의 강력한 저해제는 올란자핀의 제거율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 약은 CYP1A2

의 강력한 저해제는 아니다. 체로 CYP1A2에 사되는 약물인 테오필린의 약물동력학은 

이 성분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다.

  ③ CYP1A2 저해 : CYP1A2의 특정 저해제인 플루복사민은 올란자핀 사를 유의하게 저해하

였다. 플루복사민을 투여한 후 올란자핀의 Cmax의 평균 증가치는 여성 비흡연자에서 54% 

이었으며 남성 흡연자에서 77%이었다. 올란자핀 AUC의 평균 증가치는 각각 52%와 108% 

이었다. 플루복사민 또는 씨프로플록사신 이나 케토코나졸과 같은 다른 CYP1A2를 투여받

는 환자에 하여 올란자핀을 투여할 때에는 저용량으로 시작하도록 한다. CYP1A2 저해

제와 함께 올란자핀을 투여할 때에는 올  란자핀 용량의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 

  ④ 생체이용율의 감소 : 활성탄은 경구 투여한 올란자핀의 생체이용율을 50-60% 감소시키므

로 올란자핀 투여 2시간 전 혹은 투여 2시간 후에 투여하도록 한다.

  ⑤ 플루옥세틴(CYP2D6 저해제), 제산제의 단회투여(알루미늄, 마그네슘), 또는 시메티딘은 

올란자핀의 약물동태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⑥ 플루옥세틴(60mg 단회투여 또는 8일 동안 하루 60 mg씩 투여)은 올란자핀의 최고농도를 

평균 16% 증가시키고, 청소율을 평균 16% 감소시켰다. 이러한 요인이 미치는 영향의 크기

가 개인간의 다양성에 비해 작으므로, 용량의 조절은 체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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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올란자핀이 다른 약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호작용

  ① 올란자핀은 레보도파와 도파민 항진제의 효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길항할 수 있다. 

  ② 올란자핀은 in vitro에서 주요 CYP450 동위효소(예. 1A2, 2D6, 2C9, 2C19, 3A4)를 저해하

지 않는다. In vivo시험에서 다음 활성 물질들에 한 사의 저해는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예측된다 : 삼환계 항우울제(이미프라민 또는 데시프라민-

부분의 CYP2D6 경로), 와파린(CYP2C9), 테오필린(CYP1A2) 또는 디아제팜(CYP3A4와 

2C19).

  ③ 올란자핀은 리튬 또는 비페리덴과 병용 투여시 상호작용이 없었다.

생체외에서 올란자핀의 다섯가지 주요 싸이토크롬에 한 저해 능력이 검증되었다. 이 실

험을 통하여 3A4, 2C9, 1A2, 2C19, 2D6의 저해상수가 각각 491M, 751M, 36M, 920M, 

89M임이 밝혀졌으며 이는 올란자핀의 혈장 중 농도가 약 0.2M임과 비교해 볼 때, 올란자

핀에 의한 P450효소계의 최  저해율이 0.7%이하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의 임상적인 

연관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④ 사람의 간 마이크로좀을 사용한 in vitro 연구에서, 올란자핀은 발프로에이트의 주요 사 

경로인 글루쿠로나이드화를 저해하지 않았다. 또한, 발프로에이트도 in vitro에서 올란자핀

의 사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In vivo에서 올란자핀 10mg을 2주 동안 매일 병용투여 

하였을 때, 발프로에이트의 평형상태의 혈중농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올란자

핀을 병용투여 할 때, 발프로에이트의 용량은 조절할 필요가 없다.

사람의 간 마이크로좀을 이용한 생체외(in vitro) 연구에서 올란자핀은 사이토크롬 P450의 

이성체인 CYP1A2, CYP2C9, CYP2C19, CYP2D6 및 CYP3A를 저해하는 효능이 거의 없음

을 보여 주었다.

이 약 투여를 받는 동안, 저혈압이나 서맥이 관찰되었다. 올란자핀은 알파-1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길항작용을 가지고 있다. 알파-1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길항작용이외의 작용기전으

로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약물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 해서는 주의하여야 한다.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부에 한 적절하고 잘 비교된 연구는 없었다. 올란자핀 투여 중 임신하였거나 임신을 할 

계획이 있다면 환자는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임상적인 경험이 제한적이므로 임산부에

게는 태아에 하여 예측되는 유의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하도록 

한다. 

2) 임신 제 3분기에 올란자핀을 투여받았던 모체에서 태어난 유아에게서 진전, 근긴장(hypertonia), 

기면(lethargy)과 졸림에 한 자발적 보고가 매우 드물게 있어 왔다.

임신 3기에 항정신병약을 복용한 임부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추체외로장애 및/또는 금단 증

상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신생아에게 초조, 근육긴장항진, 근육긴장저하, 진전,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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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호흡곤란, 섭식장애가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증상은 그 중증도에 있어서 다양했다. 일부 

경우 이러한 증상들은 스스로 조절되었으나 다른 경우의 신생아들은 장기 입원 및 중환자실

에서의 치료를 요하였다. 

3) 수유중인 건강한 여성에 한 시험에서, 올란자핀은 모유를 통하여 배설되었다. 평형상태에서 

영아에 노출되는 평균양(mg/kg)은 모체에 투여된 올란자핀양(mg/kg)의 1.8% 정도였다. 만

일, 환자가 올란자핀을 투여하고 있다면 수유를 하지 않도록 충고해야 한다.

8. 과량투여

1) 징후 및 증상

  ① 과량투여시 매우 흔한(발현율 > 10%) 증상은 빈맥, 흥분, 공격성, 말더듬이, 다양한 추체외

로 증상, 그리고 진정에서 혼수까지 이르는 의식수준의 감소 등이 포함된다. 

  ② 과량투여시 기타 의학적으로 유의한 경과는 헛소리, 경련, 혼수, 신경이완제 악성 증후군, 

호흡 기능억제, 흡인, 고혈압 또는 저혈압, 부정맥(과량투여 경우의 2% 미만) 그리고 심폐

정지 등이 있었다. 450mg을 단회 과량투여 하였을 때 치명적인 결과는 보고되었으나, 경

구로 올란자핀을 약 2g을 단회 과량투여 하였을 때 생존하였다는 보고도 있었다.  

2) 과량투여시 처치

  ① 올란자핀에 하여 특별한 해독제는 없다. 구토를 유도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과량투

여를 처치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예. 위세척, 활성탄 투여). 활성탄과의 병

용투여는 올란자핀의 경구 생체내이용율을 50-60% 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저혈압과 순환기 허탈의 치료, 그리고 호흡기능 보조 등을 포함하여 증요법과 활력기관

기능에 한 모니터링을 임상적 상황에 따라서 실시한다. 베타 수용체의 자극은 저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베타 효능 작용이 있는 교감신경흥분제, 에피네프린, 도파민을 사용

하지 않는다. 발생가능한 부정맥을 감시하기 위하여 심혈관 관찰이 필요하다. 환자가 회복

될 때까지 세심한 의학적 관찰을 계속 해야 한다.

9. 적용상의 주의

이 약의 용해 시에는 주사용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멸균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2.1 ml의 주사용수를 뽑은 후 이 약이 들어 있는 바이알에 넣는다.

2) 바이알 속의 내용물이 완전히 용해되어 맑은 노란색의 용액이 만들어 질 때 까지 회전시킨다. 

5mg/ml농도의 용액 조제를 위해, 바이알 내에는 11.0mg의 올란자핀이 들어 있다.(1mg의 올

란자핀은 바이알과 주사기내에 남아있게 되며, 따라서 10mg의 올란자핀만이 주사되게 된다.)

3) 올란자핀 주사 용량의 조절을 위해 다음 표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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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mg) 주사시 부피 (ml)

10 2.0

7.5 1.5

5 1.0

2.5 0.5

4) 주사시엔 근육주사를 하여야 하며 정맥이나 피하를 통하여 주사하여서는 안 된다.

5) 주사 후 주사기나 사용하지 않은 용액은 버린다.

6) 용액은 용해 조제 1시간이내에 즉시 사용하여야 한다. 25℃ 이상에서 보관하거나 용액을 냉

동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7) 투여 전에 미립자가 있는 지의 여부에 해 육안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8) 이 약은 위의 “적용상의 주의”항에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용액과 혼합하여서는 안된

다. 아래 배합 금기 예를 참조하도록 한다.

  ① 이 약은 디아제팜 주사제와 혼합할 경우 침전이 발생하므로 시린지 내에서 혼합하지 않는다.

  ② 용해 시간이 연장되므로 로라제팜 주사제로 이 약을 용해하여서는 안된다.

  ③ 이 약을 할로페리돌 주사제와 혼합할 경우 pH가 낮아져 올란자핀이 분해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므로 혼합하지 않는다.

10. 기타 

1) 약력학적 특성

  1.1) 약효군 항정신병, 항조증 약물 및 기분안정제. ATC code N05A H03(디아제핀 및 옥사제

핀류 약물)

  1.2) 올란자핀은 몇가지 수용체 시스템에 하여 넓은 약리학적 프로필을 가진 항정신병 약물

이다.

전임상시험에서, 올란자핀은 다양한 범위에 걸친 수용체 친화성(Ki ; ＜100nM)을 나타냈

다 세로토닌5-HT2A/2C, 5-HT3, 5-HT6 수용체 도파민 D1, D2, D3, D4, D5 수용체 콜린

성 무스카린 m1-m5 수용체 -1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히스타민 H1 수용체.

올란자핀 투여 후의 동물 행동 관찰 시험에서는 올란자핀의 수용체 결합실험

(Receptor-binding) 양상과 부합되는 5-HT, 도파민 및 콜린 길항작용이 나타났다. 올란

자핀은 생체외(in vitro)에서 도파민 D2 수용체 보다는 세로토닌 5-HT2 수용체에 하여 

더 큰 친화성을 나타내었으며, 생체내(in vivo) 모델에서도 D2 수용체 보다 5-HT2 수용

체에 하여 친화성이 더 컸다. 전기생리학적 실험을 통해서 올란자핀이 운동기능에 관여

하는 striatal(A9) pathway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mesolimbic(A10) dopaminergic 

neuron의 가동을 선택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강경증(catalepsy ; 운동 기능 이상반응의 지표)을 일으키는 용량 범위 이하의 용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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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란자핀은 항정신병 작용(antipsychotic activity)의 지표 시험인 조건 회피 반응을 감소

시켰다. 다른 항정신병 약물과는 달리, 올란자핀은 “불안제거(anxiolytic)” 시험에서 반응

성을 증가시켰다.

건강한 자원자를 상으로 올란자핀 10 mg을 단회 경구 투여한 후, Positron Emission 

Tomography(PET) 시험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올란자핀은 도파민 D2 수용체 보다는 

5-HT2A 수용체에 하여 더 큰 친화성을 보였다.

또한, 정신분열병 환자를 상으로 SPECT imaging 시험을 실시한 결과, 올란자핀에 

하여 반응을 보인 환자들은 클로자핀에 반응을 보인 환자들과 비슷한 striatal D2 

occupancy를 보였으나 다른 항정신병 약물이나 리스페리돈에 반응을 보인 환자들에 비

하여 striatal D2 occupancy가 더 낮았음이 밝혀졌다. 

  1.3) 2,900명 이상의 정신분열병 환자(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을 모두 가지고 있는)를 상으

로, 경구 투여 올란자핀을 시험약으로 하여, 두 개의 위약 조 시험과 세 개의 조약 

조 시험을 시행하였다. 위약 조 시험에서는 두 시험 모두, 조약 조 시험에서는 

세 시험 중 두 시험에서, 올란자핀은 양성 증상 뿐 아니라 음성증상에 있어서도 통계적으

로 유의성있게 높은 개선율을 보였다. 

  1.4) 양극성 장애의 조증 또는 혼재성 삽화를 가진 환자들을 상으로 올란자핀을 3주간 경구

투여하였을 경우, 조증증상의 감소에 있어서 위약이나 발프로에이트 세미소디움(디발프

로엑스)보다 우월한 유효성을 나타내었다. 경구 투여 올란자핀은 또한 6주차 및 12주차

에 조증이나 우울증으로부터 증상적인 완화를 보인 환자비율에 있어서 할로페리돌과 유

사한 유효성 결과를 나타내었다. 최소 2주 동안 리튬 또는 발프로에이트와 병용투여한 

임상시험에서 경구 올란자핀 10mg의 추가는(리튬 또는 발프로에이트와의 병용투여) 6주

후에 리튬 또는 발프로에이트를 단독투여한 것보다 조증증상을 더 많이 감소시켰다.

  1.5) 올란자핀 투여시 증상완화를 보였고 그 이후 올란자핀 또는 위약군으로 무작위 배정된, 

조증 삽화를 가진 환자를 상으로 한 12개월간의 재발 예방시험에서, 1차 유효성 평가 

변수인 양극성 장애 재발에 있어서 올란자핀은 위약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성있게 우

월함을 나타내었다. 또한, 조증이나 우울증으로의 재발을 예방함에 있어서, 올란자핀은 

위약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성있는 이점(advantage)을 보여 주었다.

올란자핀과 리튬의 병용투여시 증상완화를 보였고 그 이후 올란자핀 단독투여군 또는 리

튬 단독투여군으로 무작위 배정된, 조증 삽화를 가진 환자를 상으로 한 12개월간의 두

번째 재발 예방 시험에서, 1차 유효성 평가 변수인 양극성 장애 재발에 있어서 올란자핀

은 리튬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비열등(non-inferior)하였다(올란자핀 : 30.0%, 리튬 : 

38.3%, p=0.055).

올란자핀과 기분안정제(리튬 또는 발프로에이트)의 부가투여로 안정된, 조증 또는 혼재

성 삽화를 가진 환자들을 상으로 한 18개월간의 병용투여 시험에서 리튬 또는 발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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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트와 올란자핀의 장기 병용투여는 증후군적(진단적) 범주에 따라 정의되는 양극성 

장애 재발을 지연시킴에 있어서 리튬이나 발프로에이트 단독투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

성있게 우월하지는 않았다.

2) 약동학적 특성

  2.1) 건강한 자원자를 상으로 약동학적 시험을 시행한 결과, 이 약 5mg 용량 주사시 최  

혈중 농도(Cmax)는 올란자핀 동일 용량(5 mg)을 경구로 투여했을 때의 최  혈중 농도

(Cmax)보다 5배 높았다. 근육주사를 하였을경우, 경구 투여시 보다 더 빠르게 최  혈중 

농도(Cmax)에 도달했다(주사시 15~45분, 경구 투여시 5~8시간). 경구 투여시와 마찬가

지로, 근육 주사후의 최  혈중 농도(Cmax)와 AUC(Area Under the Curve)는 투여 용량

에 비례했다. 동일한 용량의 올란자핀을 경구와 근육주사를 통하여 투여하였을 경우, 각

각의 AUC와 반감기, 제거율(clearance), 분포용적은 유사했다. 근육주사 후나 경구투여

시, 두 투여 경로에 한 사 양상도 유사했다.

  2.2) 올란자핀을 근육주사시, 흡연자에 비하여 비흡연자의 경우(남녀 모두), 평균 제거 반감기

가 길어 졌으며(38.6시간 vs. 30.4 시간) 제거율도 감소되었다(18.6 l/hr vs. 27.7 l/hr).

  2.3) 올란자핀 경구 투여 후의 추가적인 약동학적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올란자핀은 경구 투여 후 쉽게 흡수되며 5시간에서 8시간 이내에 최고 혈중 농도에 도달

한다. 올란자핀의 흡수는음식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올란자핀의 혈중 농도는 연구 용

량이었던 1~20mg 범위에서 선형적이었고 용량에 비례했다.

올란자핀은 간에서 포합 경로(conjugative pathway)와 산화 경로(oxidative pathway)를 

통하여 사된다. 주 순환 사체는 10-N-glucuronide이며 이 사체는 혈액 뇌 관문

(Blood Brain Barrier)을 통과하지 못한다. 싸이토크롬 P450-CYP1A2와 P450-CYP2D6

가 N-desmethyl 사체와 2-hydroxymethyl 사체의 형성에 관여하며, 동물 실험에서 

두 사체 모두, 올란자핀보다 유의성있게 낮은 생체내(in vivo) 약리 작용을 나타냈다. 

주요한 약리 작용은 모화합물인 올란자핀에 기인한다. 건강한 피험자에 경구 투여 후, 

올란자핀의 평균 말기 제거 반감기(mean terminal elimination half-life)는 피험자의 연

령과 성별에 따라 다양했다.

건강한 고령(65세 이상)의 피험자는 비고령자에 비하여, 올란자핀을 경구 투여 받았을 

때 평균 제거 반감기(mean elimination half-life)가 다소 연장되었으며(51.8 시간 vs. 

33.8 시간) 제거율은 감소하였다(17.5 l/hr vs. 18.2 l/hr). 고령자에서 관찰되는 약동학

적 변이는 비고령자에서 나타나는 가변 범위 내였다. 65세 이상의 정신분열병 환자 44명

에게 1일 5~20mg 용량을 투여하였을 때, 현저하게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없었다.

올란자핀을 경구투여 하였을 때, 여성 피험자는 남성에 비하여 평균 제거 반감기(mean 

elimination half-life)가 다소 연장되었으며(36.7 시간 vs. 32.3 시간) 제거율은 감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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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8.9 l/hr vs. 27.3 l/hr). 그러나, 여성환자에서의(n=467) 올란자핀의(5~20mg) 안전

성 양상은 남성 환자(n=869)에서의 안전성 양상과 유사했다.

올란자핀을 경구투여 하였을 때, 신장 기능 장애(크레아티닌 제거율 ＜10ml/min)가 있

는 환자와 건강한 피험자 간에 평균 제거 반감기(mean elimination half-life, 37.7 시간 

vs. 32.4시간) 또는 제거율(21.2 l/hr vs. 25.0 l/hr)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Mass balance study 결과,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가 된 올란자핀의 약 57%가 

주로 사체의 형태로 뇨를 통해 배설되었다.

경증의 간기능 장애가 있는 흡연 피험자를 상으로 올란자핀을 경구 투여 하였을 때, 

흡연을 하지 않는 건강한 피험자의 평균 제거 반감기(mean elimination half-life ; 48.8 

시간) 및 제거율(14.1 l/hr)과 비교하여 평균 제거 반감기(mean elimination half-life ; 

39.3 시간)가 연장되었으며 제거율(18.0 l/hr)이 감소하였다.

혈장으로 부터의 제거율은 젊은 피험자에 비하여 고령의 피험자에서, 남성에 비하여 여

성에서, 흡연자에 비하여 비흡연자에서 더 낮았다. 그러나 올란자핀의 제거율 및 반감기

에 미치는 연령, 성별, 흡연여부의 영향정도는 개체간의 전반적인 차이에 비하여 작았다.

백인(Caucasian)과 일본인, 중국인 피험자를 상으로 한 시험에서, 세 인종 집단간에 

약동학적 파라미터의 차이는 없었다. 싸이토크롬 P450의 이성체인 CYP2D6는 올란자핀

의 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약 7~1,000ng/ml 농도 범위에 걸쳐 올란자핀의 혈장 단백 결합율은 93%였다. 올란자핀

은 주로 알부민과 1-acid-glycoprotein에 결합한다.

3) 전임상 안전성 자료

  3.1) 급성(단회 투여) 독성

설치류에 있어서 경구 독성의 징후로서는 항정신병 약물의 특징적인 징후들이 나타났다 

; 활동 저하, 혼수, 진전, 간 성 경련, 유연증 및 기능저하성 체중 증가(depressed 

weight gain).

중간 치사치는 마우스에서는 약 210mg/kg이었고 랫트에서는 175mg/kg이었다. 개의 경

우, 100mg/kg의 단회 경구투여 용량까지는 사망례 없이 내약해냈다. 임상적인 증후로서

는 진정, 운동실조, 경련, 심장 박동 증가, 호흡 곤란, 동공 산  및 식욕부진 등이 있다.

원숭이에서, 100mg/kg의 단회 경구 투여 용량까지는 피로증세가 나타났고 더 높은 용량

에서는 반의식상태(semi-consciousness)가 나타났다.

  3.2) 반복 투여 독성

마우스를 상으로 3개월간 투여한 시험과 랫트와 개를 상으로 1년간 투여한 시험에서 

나타난 주요한 독성 증상은 중추신경계 기능 저하, 항콜린 작용 및 말초 혈액학적 이상이

었다. 중추신경계 기능 저하가 나타날 때 까지는 내약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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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량에서는 성장 파라미터가 감소했다.

랫트에서 프로락틴치의 상승과 양립하는 가역적인 독성 증상으로서 난소와 자궁의 무게 

감소와 질 상피와 유선의 형태학적 변화가 있었다.

혈액학적 독성: 마우스에서 투여용량과 관련된 순환 백혈구의 감소, 랫트에서 순환 백혈

구의 불특정적인 감소를 포함하여 혈액학적 파라미터에 한 영향이 각각의 종에서 발견

되었다. 그러나 골수에 한 세포 독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가역적인 호중구 감소, 혈소

판 감소 또는 빈혈증상이 8 또는 10mg/kg/day 용량을(이 경우, 총 올란자핀에 한 노

출량[AUC]은 12mg 용량을 투여받은 사람에서의 노출량보다 12~15배 더 많음.) 투여받

은 개 몇 마리에서 나타났다. 혈구감소증이 나타난 개에서 골수의 원세포(progenitor) 

및 증식세포에 한 이상반응은 없었다.

이 약의 동물 연구에 있어서, 고용량(사람의 1일 최  용량의 24~30배)이 투여된 개에서 

가역적인 말초 혈구 감소증이, 마우스에서는 투여량에 따른 임파구와 호중구의 감소가, 

랫트에서는 조절된 영양상태에서 2차적으로 임파구 감소증이 발견되었다. 사람의 1일 최

 용량의 24~30배가 투여된 개 중 소수는 1~10개월의 치료 중 가역적인 호중구 감소증 

또는 가역적인 용혈성 빈혈이 발생하였다. 각각의 종에서 혈액학적인 효과의 변수는 순

환 혈구 세포이며 골수 세포 독성의 증가는 실험 상의 어떤 종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3.3) 생식독성

랫트를 상으로 18mg/kg/day용량(mg/m2 기준으로 사람에 한 1일 최  경구 투여용

량의 약 9배)까지 실시한 경구 배·태자 발생독성시험과 토끼를 상으로 30mg/kg/day

용량(mg/㎡ 기준으로 사람에 한 1일 최  경구 투여용량의 약 30배)까지 실시한 배·

태자 경구 발생독성시험에서 최기형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랫트의 경구 배·태자 발생독

성시험에서 18mg/kg/day용량(mg/㎡ 기준으로 사람에 한 1일 최  경구 투여용량의 

약 9배)에서 초기 재흡수 및 생존태자수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10mg/kg/day용량(mg/

㎡ 기준으로 사람에 한 1일 최  경구 투여용량의 약 5배)에서 임신기간의 연장이 관

찰되었다. 토끼를 상으로 한 경구 배·태자 발생독성시험에서 모체에 독성을 미치는 

용량인 30mg/kg/day(mg/㎡ 기준으로 사람에 한 1일 최  경구 투여용량의 약 30배)

에서 태자독성(재흡수의 증가 및 태자 무게의 감소)이 나타났다.

동물시험에서 이 약은 태반을 통과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랫트를 상으로 한 경구 수태능 시험에서 22.4mg/kg/day 용량(mg/㎡ 기준으로 사람에 

한 1일 최  경구 투여용량의 약 11배)에서 수컷의 교미율이 감소하였으나 수태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3mg/kg/day 용량(mg/㎡ 기준으로 사람에 한 1일 최  

경구 투여용량의 약 1.5배)에서 암컷의 수태능이 감소되었다. 올란자핀 투여를 중단한 

결과, 수컷의 교미 수행력에 한 영향이 회복되었다. 5mg/kg/day 용량(mg/㎡ 기준으

로 사람에 한 1일 최  경구 투여용량의 약 2.5배)에서 랫트 암컷의 성교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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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oital period)이 연장되었고 교배지수(mating index)는 감소하였다. 1.1mg/kg/day 

용량(mg/㎡ 기준으로 사람에 한 1일 최  경구 투여용량의 약 0.6배)에서 발정정지기

(diestrous)가 연장되었으며 발정기(estrous)가 지연되었다 따라서 이 약은 배란을 지연

시킬 수 있다.

  3.4) 돌연변이원성

세균 변이 시험과 포유류의 생체외 및 경구 생체내 시험을 포함한, 전 범위에 걸친 표본 

시험에서 올란자핀은 돌연변이원성이나 염색체이상유발성이 없었다.

  3.5) 발암성

마우스와 랫트를 상으로 한 경구투여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올란자핀은 발암성이 없

다는 결론을 내렸다. 종양발생원연구에서 중 한 발견은 암컷 랫트와 마우스에서 포유류

의 선암 발생률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프로락틴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약물이 투

여된 설치류 동물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인 것이며 사람에게 직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11.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주의할 것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한국릴리(유) 자이프렉사주10mg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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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릭시맵 (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 (주사)
(Infliximab)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감염

이 약으로 환자를 치료하기 전, 후 및 치료 중에 결핵을 포함한 감염에 하여 면 히 조사해

야 한다. 이 약이 소실되기까지 6개월까지 소요되므로 이 기간동안 계속하여 모니터링해야 

한다. 심각한 감염 또는 패혈증이 발생될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만성 감염 환

자나 재발성 감염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이 약 또는 이 약과 면역억제제의 병용투여를 고려

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환자는 감염에 한 위험 가능 인자들을 조언 받고 적절히 

이 인자들에의 노출을 피해야 한다.

종양괴사인자 알파 (TNFα)는 염증반응을 매개하고 세포면역반응을 조절한다. 실험적 자료에 

의하면 TNFα는 세포내 감염 제거에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상적 경험에 의하면 이 

약으로 치료받은 일부 환자에서 감염에 한 방어기능이 약화되었다. TNFα 억제시 발열과 

같은 감염증상을 은폐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진단과 치료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심각한 감염의 비정형 임상 발현의 조기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폐포자충증, 히스토플라스마증, 거 세포바이러스증,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증, 리스테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인플릭시맵 (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 (주사) (Infliximab)

 분류 번호 ∙ [04390]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정보 구분 ∙ 의약품 재심사

 정보원 ∙ (주)한국얀센

 정보 사항 ∙ 이상반응(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추가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바이오의약품정책과-412호, 2012. 1.27.)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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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증, 아스페루길루스증, 칸디다증 등의 기회감염이 이 약을 투여받는 환자에서 나타났다. 

히스토플라스마증, 콕시디오이데스진균증 또는 분아균증과 같은 침습성 진균감염이 유행하는 

지역에 거주했거나 여행을 다녀온 환자의 경우 치료시작 전 이 약 사용의 유익성 및 위험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임상연구에서 성인환자보다 어린이 및 청소년 환자에서 더 많은 감염

증이 보고되었다.

2) 결핵

결핵, 바이러스 감염, 패혈증 및 폐렴을 포함한 세균감염, 침습성 그리고 다른 기회감염이 이 

약 투여환자에서 보고되었고 이 중 몇몇은 치명적이었다. 이 약 투여환자에서 활성 결핵이 보고

되었는데, 부분의 결핵이 폐 이외의, 국소 또는 파종 질환으로 나타났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 약으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환자의 활성 및 비활성(잠복성)결핵에 하여 평가해야 

한다. 이 평가에는 개인의 결핵병력 또는 예전의 결핵 접촉가능성, 이전 및/또는 현재의 면역

억제요법과 함께 자세한 의학적 병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투베르쿨린 피부시험과 흉부 X선 

검사와 같은 적절한 선별검사를 모든 환자에게 행해야 한다.(국가별 권장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검사 수행 여부를 환자의 주의 카드 (Alert card)에 기록할 것이 권장된다. 이 

약을 처방하는 자는, 특히 중증 질환자나 면역기능저하 환자에서 투베르쿨린 위음성 결과가 

나타날 위험이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활성 결핵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 약으로 치료를 시작

해서는 안된다.

아래에 기재된 모든 상황에서, 이 약 치료의 유익성과 위험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비활

성(잠복)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결핵 치료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결핵에 한 복합 또는 

유의한 위험 인자를 가지며 잠복 결핵에 해 음성 결과를 보인 환자의 경우에는, 이 약으로 

치료하기 전에 결핵에 한 치료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잠복 혹은 활성 결핵의 병력이 

있으나 적절한 치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는, 이 약으로 치료하기 전에 결핵에 

한 치료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비활성 (잠복) 결핵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이 약으로 

치료하기 전에 결핵에 한 치료가 먼저 시작되어야 하며 국가별 권장사항을 따른다.

활성 상태의 화농성 누공이 있는 누공성크론병 환자의 경우, 농양 등의 감염 가능성이 배제되

기 전까지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만일 이 약으로 치료하는 동안이나 치료 후 결핵을 암시

하는 증상/증후 (예; 지속성 기침, 쇠약/체중감소, 미열)가 나타나는 경우는 의학적 조언을 

구하도록 모든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악성종양과 림프세포증식질환 

TNF-α 길항제의 임상시험 중 조군을 둔 시험에서, 림프종을 포함한 악성종양이 TNF 길항제

를 투여받은 군에서 조군보다 더 많이 관찰되었다. 이 약의 허가된 모든 적응증에 한 임상

시험에서 이 약 투여군에서의 림프종 발현율이 일반인에게서 예상되는 발현율보다는 높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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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림프종의 발생은 드물었다. 더욱이, 위험도 추정을 어렵게 하는 장기간 매우 활성인 염증

성 질환이 있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에서 림프종의 기저위험(background risk)은 증가한

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TNF 길항제를 투여받는 환자에서의 림프종이나 다른 악성종양

의 발생 위험도는 배제될 수 없다. 악성종양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TNF 길항제 치료를 고려할 

때 또는 악성종양이 발생한 환자에게 치료를 계속할 것을 고려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판 후 조사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 특발성 관절염 (JIA), 크론병 또는 다른 질환의 치료를 

위해 이 약을 포함하여 TNF 길항제 치료를 18세 이전에 시작한 어린이, 청소년과 22세 이하 

성인에서 악성종양이 보고되었으며, 일부는 치명적이었다. 보고된 사례의 절반은 림프종이었

고, 나머지 사례들은 다양한 종류의 악성종양들로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악성종양도 포함되었다. 부분의 환자들은 메토트렉세이트, 아자치오프린 또는 6-머캅

토퓨린과 같은 면역억제제를 병용 투여받고 있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악성종양 발생에 있

어서의 TNF 길항제의 역할은 명확하지 않다.

시판 후 조사에서 이 약을 포함 TNF 길항제를 투여받은 환자에서 드물게 간비장 T-세포 림프

종이 보고되었다. 이 드문 유형의 T-세포 림프종은 매우 공격적인 질환 경과를 보이며 일반적

으로 치명적이다. 모든 이 약의 사례는 크론병이나 궤양성 장염 환자에서 발생하였으며 

부분 청소년 또는 젊은 성인 남성에서 보고되었다. 이러한 모든 환자는 아자치오프린이나 6-

머캅토퓨린을 본제와 동시에 또는 본제 바로 직전에 투여받았다. 간비장 T-세포 림프종 사례

는 또한 본제를 투여받지 않고 아자치오프린이나 6-머캅토퓨린만을 투여받은 크론병 환자와 

궤양성 장염 환자에서도 보고되었다. 만성 염증성 장 질환이 있으며 아자치오프린이나 

6-머캅토퓨린과 같은 면역억제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에게 본제의 투여를 시작하거나 계속

하기 전에, 면역억제요법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병용 치료의 위험 가능성 측면에서 주의깊

게 평가해야 한다. 본제만 단독으로 투여받은 환자에서는 간비장 T-세포 림프종이 전혀 보고

되지 않았다. 간비장 T-세포 림프종과 본제 간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중등도에서 중증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환자들에 해 이 약의 사용을 평가하기 위

해 실시한 탐색적 임상시험에서, 조군보다 레미케이드 투여군에서 더 많은 악성종양이 보

고되었다. 모든 환자들이 심한 흡연력이 있었다.

또한 건선환자로서 광범위한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았거나 장기간 PUVA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에 이 약을 투여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전에 광선요법으로 치료받은 환자

는 비흑색종피부암(NMSC)을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한다. 

형성이상(dysplasia)이나 장암 발병 확률이 높은 궤양성 장염 환자(예 : 장기간 궤양성 

장염을 앓은 환자 또는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환자)나 형성이상이나 장암 병력이 있는 

환자는 형성 이상에 해 치료 전 및 치료 중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에는 

국가별 권장사항에 따라 장내시경과 조직생검을 포함해야 한다. 현재의 자료에서 인플릭시

맙이 형성이상이나 장암의 발병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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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 중 새로이 형성이상이 진단된 환자에서의 종양 발생 위험 증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환자 개개인별 위험  이익을 주의깊게 평가해야 하고 투여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다른 적응증에 한 TNF 길항제의 시판 후 사용에서 급성과 만성 백혈

병 사례가 보고되었다. TNF 길항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에서 

일반인보다 백혈병 발생 위험성이 (약 2배) 더 높을 수 있다.

4) 주입 관련반응 및 과민반응

이 약은 아나필락시스쇽을 포함한 급성 주입관련 반응 및 지연형 과민반응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발현시점이 다르다. 이 약으로 치료받는 환자는 투여 후 적어도 1-2시간 동안 관찰되

어야 한다.

주입관련 반응과 혈청병 유사반응을 포함한 과민반응의 발현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약

은 0, 2, 6주의 유도요법 후 표준 유지요법으로 투여되어야 한다.

  ①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포함한 급성 주입관련 반응은 주입을 하는 동안(수 초 이내에) 또는 

수 시간 이내에 나타날 수 있다. 만일 급성 주입관련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 약의 

주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반응에 즉시 처하기 위한 약물들(예: 아드레날린, 

항히스타민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류)과 인공기도유지기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경미

하고 일과성인 반응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항히스타민제, 하이드로코르티손 및/또는 

파라세타몰과 같은 약물로 전치료를 할 수 있다

  ② 임상시험에서 지연형 과민반응이 보고되었다. 약물 투여 중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연형 

과민반응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지연형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의

학적 조언을 구하도록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만일 환자가 오랜기간 후에 재치료를 

받는다면 지연형 과민반응의 증상 및 증후가 나타나는지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이 약에 한 항체가 일부 환자에서 생길 수 있으며 주입관련 반응의 빈도 증가와 연관성

이 있었다. 주입관련 반응 중 낮은 비율은 중 한 알레르기 반응이었다. 이 약에 한 항체

의 생성과 약효 지속 시간의 감소 사이에 연관이 있음이 발견되었으며 면역조절제와 병용

투여 시 이 약에 한 항체 생성 및 주입관련반응의 빈도가 감소하였다. 유지기 투여보다

는 일시적 투여에서 면역조절제의 병용투여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 약으로 치료받기 

전 또는 치료받는 동안 면역억제제 투여를 중단한 환자들은 이 항체들이 생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 항체들이 혈청시료에서 항상 검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중 한 반응이 

나타나면 증치료를 행하며 이 약을 더 이상 투여해서는 안 된다.

5) 재투여 후의 주입관련 반응

건선 임상시험에서 휴약기 후 이 약을 3회 재유도요법으로 투여한 경우, 중증 주입관련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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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율은 류마티스성 관절염, 건선 및 크론병 임상시험에서 휴약기 후 재유도요법 없이 표준 

유지요법으로 투여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건선에 이 약을 유지요법으로 투여하다가 중

단한 경우, 이 약은 유지요법으로 재시작한다. 일반적으로, 휴약기 후 이 약의 재투여시, 특히 

0, 2, 6주에 투여하는 재유도요법의 사용은 이익-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6) B형간염 재활성화

이 약을 포함 TNF 길항제를 투여받은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에서 B형간염 재활성화가 보

고되었다. 몇몇 사례는 치명적이었다. HBV 감염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기 

전에 HBV 감염에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약의 치료가 필요한 HBV 보균자들은 치료 

중 및 치료 후 수 개월간 활동성 HBV 감염 증상과 증후에 해 면 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HBV 재활성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HBV 보균자에게 항바이러스제와 TNF 길항제를 병용투여

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HBV 재활성화된 환자는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보조 

치료와 함께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치료를 시작하여야 한다.

7) 간 ․ 담도계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황달, 비감염성 간염(몇몇 경우는 자가면역 감염의 양상을 보였

다.), 담즙울체가 시판 후 드물게 보고되었다. 중증의 간 반응은 이 약 투여 2주 후에서 1년 

이상까지 나타났고, 많은 경우 간 아미노기전이효소 수치는 간 손상이 발견되기 전까지 상승

하지 않았다. 간 이식이나 사망을 초래한 간 부전사례들도 보고되었다. 

간기능 이상의 증상 또는 증후를 보인 환자는 간 손상에 한 진단을 받아야 하며 황달 그리

고/또는 현저한 ALT의 상승(예, 정상범위의 최고한도의 5배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고 철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8) 심부전

이 약과 심부전 환자에서의 이상반응과 관련이 있으며 심부전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다른 치료방법 등을 우선 충분히 고려한 후 사용해야 한다. 

NYHA Class III-IV 심부전 환자에서 이 약의 사용을 평가한 무작위 임상시험 결과 10mg/kg

를 투여받은 환자에서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심혈관계 이상반응 역시 5, 10mg/kg를 

투여 받은 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시판 후 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 약을 투여 받는 환자에

서 심부전이 악화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또한 드물게 이전에 심혈관계 질환의 병력이 없던 

환자에서 이 약 투여 후 심부전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도 있다. 이들 환자 중 일부는 50세 이하

였다. 심부전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치료기간동안 면 히 모니터링 해

야 하며 투여기간 중 심부전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심부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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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NF-알파 저해제와 아나킨라의 병용 투여

임상시험에서 에타너셉트 (TNFα저해제)와 아나킨라 (anakinra, 사람 인터류킨-1 수용체 길항

제) 병용 투여 시 중증 감염과 호중구감소증이 발생하였고, 에타너셉트 단독투여와 비교 시 

별도의 유익성이 없었다. 에타너셉트와 아나킨라 병용 투여 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특성상 

아나킨라와 다른 TNFα저해제를 병용 투여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독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인플릭시맵과 아나킨라의 병용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10) TNF-알파 저해제와 아바타셉트의 병용 투여

임상시험에서 TNF-저해제와 아바타셉트의 병용 투여 시 TNF-저해제 단독투여보다 중증 감

염을 포함한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임상적 유의성은 증가하지 않았다. TNF-저해제와 

아바타셉트의 병용투여에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특성으로 인하여, 인플릭시맵과 아바타셉

트의 병용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11) 생물학적 항류마티스약(Biological DMARDs) 간의 교체 : 한 생물학적 제제에서 다른 생물학

적 제제로 교체할 경우, 환자에게 감염의 징후가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12) 백신접종

생백신을 동시에 투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TNF 저해제를 투여받은 환자에게 생백신

을 투여한 경우 나타나는 백신 접종에 한 반응이나 생백신에 의한 이차적인 감염 전파에 

한 자료는 없다. 어린이 및 청소년 크론병 환자는 가능하면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하기 전에 

현재의 백신접종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백신을 접종할 것이 권장된다.

13) 자가면역

항 TNFα 치료로 인한 TNFα의 상 적 결핍은 자가면역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만일 이 약으

로 치료 후 환자가 루푸스양 증후를 암시하는 증상을 나타내고 dsDNA에 한 항체가 양성

이라면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14) 신경계 반응

인플릭시맵 및 TNFα 저해제들은 드물게 시신경염, 발작 및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 중추신

경계 탈수초성 질환과 길랑-바레 증후군을 포함한 말초신경계 탈수초성 질환의 유발 또는 

임상증상 및/또는 방사선학적 검사 결과의 악화와 연관되었다. 탈수초성 질환이 이미 있었

거나 새롭게 증상을 나타낸 환자의 경우, 이 약의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이 약 치료의 유익

성과 위험성을 주의깊게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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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혈액계 반응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백혈구 감소증, 호중구 감소증, 저혈소판증, 범혈구 감소증 사례

(일부는 치명적인 결과를 보였다.)가 보고되었으나, 이 약과의 인과관계는 분명치 않다. 고

위험군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이 약을 중증의 혈액계 이상이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투

여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이 약을 투여받는 중 혈액 질환이나 감염(예를 들면, 지속적인 

발열)을 암시하는 증상이나 증후가 나타나는 모든 환자는 즉시 의학적 조언을 받아야 한다. 

중증의 혈액이상이 나타나는 환자의 경우 이 약을 투여 중지를 고려해야 한다.

16) 어린이 및 청소년에 한 투여

안전성 및 유효성에 한 자료가 충분치 않으므로, 이 약은 17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에서

의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크론병인 경우 제외). 이 약은 6세 미만의 크론병 환자에게 연구

된 바 없다. 어린이 및 청소년 크론병 환자에게 이 약을 장기간(1년 이상) 투여시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임상시험에서 확립되지 않았다.

17) 기타

  ① 이 약으로 치료받은 환자에서의 수술경험에 한 안전성은 제한적이다. 만일 수술이 계획

되어 있다면 이 약의 반감기가 길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이 약으로 투여받는 중 수술

이 필요한 환자는 감염에 해 면 히 관찰하고, 적절한 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이 약의 수정 및 일반 생식 기능에 한 효과에 해 결론을 내리기 위한 충분한 비임상 

자료가 없다.

  ③ 관절성형술을 시술받은 환자에서의 이 약의 치료경험에 한 안전성은 제한적이다.

  ④ 크론병 치료에서의 반응 실패는 수술을 필요로 하는 고정성 섬유증 협착이 존재함을 암시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약은 협착을 악화시키거나 초래하지는 않는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 및 부형제 또는 다른 마우스 단백질에 과민성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결핵 및 다른 중증감염(패혈증, 농양 등), 기회감염 환자

3) 중등도에서 중증의 심부전 환자 (NYHA class III/IV)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경미한 울혈성 심부전 환자 (NYHA class I/II)

(심장의 상태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해야 하고 심부전이 새로 나타나거나 증상이 악화될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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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발생빈도

감염증

자    주: 바이러스 감염 (예 : 인플루엔자, 헤르피스바이러스 감염)

때 때 로: 패혈증, 결핵, 농양, 세균감염, 진균감염, 연조직염, 칸디다증

빈도불명: 원충감염, 기회감염(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증, 폐포자충증, 히스토

플라스마증, 콕시디오이데스진균증,크립토콕쿠스증, 아스페루길루스증, 

리스테리아증), B형간염 재활성화, 살모넬라증

양성, 악성 및 상

세불명의 종양(낭

종 및 폴립 포함)

드 물 게: 림프종

빈도불명: 간비장의 T-세포 림프종(주로 크론병과 궤양성 장염이 있는 청소년과 

젊은 성인), 림프종(비호지킨림프종 및 호지킨병 포함), 어린이 및 청소

년 악성종양, 백혈병

혈액 및 림프계통 

질환

때 때 로: 호중구감소증,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빈혈, 림프구감소증, 림프절

병증, 림프구증가증

빈도불명: 무과립구증,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범혈구감소증, 용혈성 빈혈,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면역계질환

자    주: 혈청병 유사 반응

때 때 로: 아나필락시스 반응, 루푸스양 증후군, 알러지성 호흡기계 증상

빈도불명: 아나필락시스 쇼크, 혈청병, 혈관염

정신계질환 때때로: 우울증, 기억상실, 착란, 초조, 무관심, 신경과민, 졸음, 불면증

신경계질환

자    주: 두통, 어지러움, 현기증

때 때 로: 중추신경계 탈수초성 질환(다발성 경화증 유사 질환)

드 물 게: 수막염

빈도불명: 말초 탈수초성 질환(예: 길랑-바레 증후군,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

경증, 다발성 운동 신경병증), 중추신경계 탈수초성 질환(예: 시신경염), 

횡단성 척수염, 경련, 신경병증, 감각저하, 감각이상

안질환계 때 때 로: 내안구염, 결막염, 각막염, 안와 부종, 다래끼

심장질환

때 때 로: 심부전의 악화, 부정맥, 실신, 서맥, 청색증, 심계항진

드 물 게: 빈맥

빈도불명: 심부전, 심막액

4. 유해사례

1) 이 약으로 행한 임상시험에서, 이 약 투여환자의 약 60%와 위약 투여환자의 40%에서 이상반

응이 관찰되었다. 주입관련 반응이 가장 흔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이었다. 주입관련 반응(호흡

곤란, 두드러기 및 두통)이 치료 중지의 가장 흔한 원인이었다.

<표 1>에 임상시험으로부터의 경험에 근거한 이상반응 뿐만 아니라 시판 후 조사로부터 보고

된 이상반응(일부는 치명적이었다.)을 열거하였다. 발현 부위별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이 

빈도를 분류하여 열거하였다: 매우 자주 (10% 이상); 자주 (1% ~ 10% 미만); 때때로 (0.1%

~ 1% 미만); 드물게 (0.01% ~ 0.1% 미만); 매우 드물게 (0.001% ~ 0.01% 미만). 시판 후 사

례는 크기를 모르는 모집단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보고되므로, 빈도를 추정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이상반응의 빈도는 빈도불명으로 분류하였다. 각 빈도별로, 이상반응은 심각

성이 감소하는 순서로 나열하였다.



93

1. 의약품 재심사 결과 현황

구분 발생빈도

혈관계질환

자    주: 홍조

때 때 로: 저혈압, 말초성허혈, 고혈압, 점상출혈, 반상출혈, 혈전성정맥염, 혈종, 

혈관경련, 안면홍조

드 물 게: 순환부전

호흡기계 및 흉부

질환

자    주: 하기도 감염 (예 : 기관지염, 폐렴), 상기도감염, 호흡곤란, 부비동염

때 때 로: 폐부종, 비출혈, 기관지수축, 흉막염 

드 물 게: 흉막삼출

빈도불명: 간질성 폐질환(급속 진행성 질환, 폐섬유증 및 폐렴 포함)

위장관계

자    주: 구역, 설사, 복통, 소화불량

때 때 로: 게실염, 변비, 위식도 역류, 구순염 

드 물 게: 장천공, 장협착, 위장관출혈 

빈도불명: 췌장염

간 및 담즙 질환

자    주: 간 트란스아미나제 상승

때 때 로: 간기능이상, 담낭염

드 물 게: 간염

빈도불명: 간부전, 자가면역성 간염, 간세포손상, 황달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

자    주: 발진, 가려움, 두드러기, 발한증가, 피부건조

때 때 로: 수포성발진, 피부진균증, 조갑진균증, 습진, 지루, 딸기코, 절종증, 과각화

증, 종기, 피부 이상착색, 탈모

빈도불명: 독성표피괴사용해,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건선(신규발생 및 농포성(주

로 손바닥 및 발바닥)), 다형성 홍반

근골격계 및 결합

조직 질환
때 때 로: 근육통, 관절통, 요통

신장 및 비뇨기계 때 때 로: 신우신염, 요로감염

생식기계 질환 때 때 로: 질염

전신질환 및 투여

부위반응

자    주: 흉통, 주입관련 반응, 피로, 발열

때 때 로: 상처치유 저해, 주사부위반응, 오한, 부종, 동통

드 물 게: 육아종성 병변

검사 때 때 로: 자가항체 양성, 보체 인자 이상

  ① 감염:  임상시험에서 이 약 투여환자의 36%(평균 51주 추적) 및 위약 투여환자의 25%(평균 

37주 추적)에서 감염이 보고되었는데, 이 감염은 치료되었다. 가장 자주 보고된 감염은 부

비동염, 인후염, 기관지염을 포함한 호흡기계 감염과 비뇨기계 감염이었다. 이 약 투여군에

서, 중증의 감염으로는 폐렴, 연조직염, 농양, 피부 궤양, 패혈증, 세균 감염 등이 있었다. 

임상시험에서 7건의 기회감염이 보고되었다; 콕시디오이데스 진균증 2건(1건은 치명적이

었다.), 히스토플라스마증 2건(1건은 치명적이었다.), 폐포자충증 1건, 노카르디아 1건, 거

세포바이러스증 1건. 결핵은 14명의 환자에서 보고되었는데, 그 중 4명은 속립성결핵으

로 인해 사망하였다. 시판 후 조사에서는 파종결핵을 비롯한 다른 결핵의 사례들이 보고되

었다. 부분의 결핵 사례들은 이 약 투여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발생하였으며 잠복 질환이 

재발된 것일 수도 있다. 1년간의 위약 조 RA I과 RA II 시험에서, 매 8주마다 메토트렉세

이트를 병용 투여한 경우 이 약 투여환자의 5.3%와 위약 투여환자의 3.4%에서 중증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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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였다. 이 약 투여 환자 924명 중, 1.7%에서 폐렴이(위약군은 0.3%), 0.4%에서 

결핵이(위약군은 0.0%) 발생하였다. 0, 2, 6주에 무작위로 위약, 이 약 3mg/kg 또는 이 

약 10mg/kg을 투여하고 8주마다 메토트렉세이트를 투여한 1082명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

자를 상으로 한 22주간의 위약 조 시험에서, 중증 감염은 이 약 3mg/kg 투여군 또는 

위약군(두 군 모두 1.7%)에서 보다 이 약 10 mg/kg 투여군에서(5.3%) 더 자주 보고되었

다. 54주간의 크론병 II 시험에서는, 누공성 크론병 환자의 15%에서 누공 관련 종양이 새로

이 발생하였다.

궤양성 장염 환자를 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는, 이 약 투여군 환자의 27%(평균 41주 

추적)와 위약 투여군 환자의 18%(평균 32주 추적)가 감염을 보고하였는데, 이 감염은 항균

제로 치료되었다. 중증 감염을 포함하여 궤양성 장염 환자에서 보고된 감염의 유형은 다

른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유형과 유사하였다.

여러 적응증에서의 시판 후 조사에서, 바이러스, 세균, 진균, 원충류를 포함한 다양한 병원

균으로 인한 감염이 관찰되었다. 감염은 모든 신체 기관에서 발생되었고 이 약을 단독으로 

투여 받은 환자 또는 면역억제제와 병용투여 받은 환자에서 보고되었다.

중증 감염의 발현에 앞서 발열, 오한, 체중감소, 피로와 같은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부분의 경우는 중증 감염의 발현에 앞서 감염 부위에 국한된 증상이나 증후가 

선행될 수 있다. 

일부 환자는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보고된 사망례의 거의 50%는 감염과 연관되어 있었다. 

속립성결핵 및 폐외병소에 생긴 결핵을 포함한 결핵 (때때로 치명적이었다.)이 보고되었다.

  ② 악성종양과 림프세포증식질환: 5459환자·년(patient·year)에 해당하는 임상시험들에서 

인플릭시맙을 투여받은 환자 5780명 중 5건의 림프종과 26건의 비림프종 악성종양이 보고

되었다. 반면 941환자·년(patient·year)에 해당하는, 1600명의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들

에서는 림프종은 보고되지 않았고 비림프종 악성종양은 1건이 보고되었다. 

인플릭시맙 임상시험들에 한 장기 추적 조사 연구에서 5년까지 추적한 결과, 6234환

자·년(patient·year)(환자 3210명) 중 5건의 림프종과 38건의 비림프종 악성종양이 보고

되었다. 

1998년 8월에서 2005년 8월까지 시판 후 조사, 임상시험 및 등록 환자군에서 1909건의 

악성종양 의심 사례가 보고되었다(크론병 환자 중 321건, 류머티스관절염 환자 중 1302건, 

다른/미확인 질환 환자 중 286건). 이 중 347건이 림프종이었다. 이 기간 중 추정 노출은 

1,909,941 환자·년(patient·year)이다. 

현재 흡연자이거나 이전에 흡연자였던, 중등도에서 중증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을 

상으로 실시한 탐색적 임상시험에서, 157명의 환자들이 크론병 혹은 류머티스관절염 치

료 용량의 인플릭시맙을 투여받았다. 이 중 9명에서 악성종양이 발생했으며, 1건의 림프종

이 포함되었다. 추적 조사 기간의 중간값은 0.8년이었다(발생율 5.7% [95% 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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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10.6%]). 77명의 조군 환자 중 1건의 악성종양이 보고되었다(추적 조사 기간의 

중간값은 0.8년; 발생율 1.3% [95% 신뢰구간 0.03% - 7.0%]). 다수의 악성종양은 폐 혹

은 두경부에 발생했다.

시판 후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에서도 비호지킨 림프종과 호지킨 질환을 포함한 악성종양

이 보고되었다.크론병 환자이며 본제로 치료받은 환자에서 드물게 간비장 T-세포 림프종이 

시판 후 보고되었는데, 다수가 청소년 또는 젊은 청년 남성이었다.

  ③ 심부전 : 울혈성심부전 (CHF) 환자에서 이 약을 평가하기 위한 제 II상 연구에서, 이 약으

로 치료받은 환자(특히 10mg/kg, 즉 허가된 최  용량의 두 배 이상의 용량으로 치료받은 

환자)에서 심부전 악화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YHA Class Ⅲ-Ⅳ인 

울혈성심부전환자 (좌심실 박출계수 ≤35%) 150명을 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는 6주간 

3번에 걸쳐 이 약 5mg/kg, 10mg/kg 투여 및 위약을 투여하였다. 38주째 이 약을 투여받

은 101명중 9명(5mg/kg 2명, 10mg/kg 7명)이 사망하였으며 위약 투여군에서는 49명중 1

명이 사망하였다. 위약에 비해 10mg/kg와 5mg/kg 투여군에서 호흡곤란, 저혈압, 협심증, 

어지러움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약은 경증의 심부전 환자에서는 연구된 바 없다.

시판 후 조사에서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 중 확인된 위험인자(precipitating factors)가 있을 

때 및 없을 때 심부전 악화가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시판 후 조사에서 기존에 다른 심혈관

계 질환을 가진 환자 중 심부전을 포함, 드물게 새로이 발생한 심부전도 보고되었다. 이 

환자 중 몇몇은 50세 미만이었다.

  ④ 주입관련 반응: 임상시험에서 주입관련 반응은 주입 도중 또는 주입 후 1~2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모든 이상반응으로 정의되었다. 임상시험들에서 이 약 투여군 환자의 약 20%와 

위약 투여군 환자의 약 10%가 주입관련 반응을 경험하였다. 이 약을 주입했을 때, 3%가 

발열과 오한과 같은 불특정 증상을 나타내었고, 1%가 심폐질환(주로 흉통, 저혈압, 고혈압, 

호흡곤란)을 나타내었고, 1% 미만이 가려움, 두드러기, 가려움/두드러기와 심폐 반응의 복

합 증상을 나타내었다. 중증 주입관련 반응은 1% 미만에서 아나필락시스, 경련, 홍반성 

발진, 저혈압 등이 나타났다. 주입관련 반응으로 인해 약 3%의 환자가 투약을 중단했으며, 

모든 환자가 발생한 반응에 한 치료를 받은 후, 혹은 받지 않고도 회복되었다. 류마티스

성 관절염 환자의 임상시험(ASPIRE)에서 환자의 66%(1040명 중 686명)가 90분 이하의 단

축된 주입을 한 번 이상 받았으며 환자의 44%(1040명 중 454명)가 60분 이하의 단축된 

주입을 한 번 이상 받았다. 한 번 이상의 단축된 주입을 받은 인플릭시맵 투여군 환자에서 

주입관련 반응은 환자의 15%에서 발생하였으며 중 한 주입관련 반응은 환자의 0.4%에서 

발생하였다.

인플릭시맵에 한 항체가 생긴 환자가 주입관련 반응을 더 잘 (약 2-3배) 나타내는 것 같

았다. 면역억제제를 병용투여하는 것이 주입관련 반응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것 같았다.

시판 후 조사에 의하면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인․후두 부종, 중증의 기관지경축), 발작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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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된 증례에서 이 약과 관련이 있었다. 시판 후 조사에서 이 약의 주입 도중 또는 주입 

후 2시간 이내에 일시적 시각상실과 심근허혈/심근경색이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것이 보고

되었다.

  ⑤ 재투여 후의 주입관련반응 :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및 건선 임상시험에서 휴약기 후 이 

약의 재투여시 표준 유지요법보다 주입관련반응의 발현율이 높게 나타났다. 중등도 및 중

증의 건선 환자에서 질병의 재발 후 유도요법으로 재투여 (최  0, 2, 6, 14주에 4회 주입)

하는 군과 유지요법으로 장기 투여하는 군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

이 실시되었다. 환자는 어떠한 면역억제제도 병용투여받지 않았다. 재투여군 환자 중 

4%(8/219)가 중증 주입관련반응을 경험한 것에 반하여, 유지요법군에서는 1% 미만 

(1/222)이었다. 중증 주입관련반응의 부분은 2주째의 2회 주입시 발생하였다. 마지막 유

지 용량과 첫 번째 재유도용량 간의 간격은 35-231일이었다.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두드러

기, 안면부종, 저혈압 등이 포함되었다. 모든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고/거나 징후와 

증상이 완전히 소실되면 다른 치료를 실시하였다.

  ⑥ 지연형 반응/재투여 후의 반응: 판상건선: 건선 시험에서,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의 약 1%

가 일반적으로 혈청병으로 보고되는 지연형 과민성 가능성이 있는 반응 또는 관절통과/이

나 근육통과 발열과/이나 발진의 복합 증상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일반적으로 반복 

주입 후 2주 이내에 발생하였다.

크론병: 크론병 환자 41명 중 37명을 2~4년간 인플릭시맵을 투여하지 않은 후 인플릭시맵

으로 재투여한 시험에서, 10명의 환자가 주입 후 3~12일에 발현되는 이상반응을 경험하였

으며, 그 중 6건은 중증으로 간주되었다. 증상과 증후로는 발열과/이나 발진이 수반된 근육

통과/이나 관절통이 있었으며, 몇몇 환자는 또한 가려움, 얼굴, 손, 입술 부종, 연하곤란, 

두드러기, 인후통, 두통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이상반응은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액제를 

투여받은 환자의 39%(9/23)와 동결건조제를 투여받은 환자의 7%(1/14)에서 발생되었다. 

이러한 반응의 발현이 제제가 다른 것에서 유래한 것인지 결정하기에는 임상자료가 충분치 

않다. 모든 경우 환자의 증상과 증후는 상당히 호전되거나 치료한 후 소멸되었다. 1~2년의 

휴약기 후에 이러한 사례들의 발현율에 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례들은 임상시

험과 시판 후 조사에서 재투여 간격이 1년 이내인 경우에만 드물게 관찰되었다.

크론병 환자에서 반복 주입을 한 일년 기간의 임상시험(ACCENT I 시험)에서, 혈청병양 

반응의 발현율은 2.4%이었다.

  ⑦ 면역원성: 이 약 1~20mg/kg의 단독용량 또는 반복용량으로 행한 임상연구에서, 인플릭시

맵에 한 항체는 면역억제요법을 받은 환자 중 14% 및 면역억제요법을 받지 않은 환자 

중 24%에서 검출되었다. 메토트렉세이트와 함께 이 약의 반복 권장용량을 투여받은 류마

티스관절염 환자들 중 8%에서 인플릭시맵에 한 항체를 나타냈다. 메토트렉세이트 병용 

유/무하여 인플릭시맙 5mg/kg을 투여 받은 건선성 관절염 환자 중 15%(메토트렉세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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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증

 환자수
추적기간

중간값 (주)3
≥3×ULN ≥5×ULN

위약
인플릭
시맵

위약
인플릭
시맵

위약
인플릭
시맵

위약
인플릭
시맵

류마티스 

관절염1 375 1087 58.1 58.3 3.2% 3.9% 0.8% 0.9%

크론병2 173 703 54.1 54.1 3.5% 5.1% 0.0% 1.7%

어린이 및 

청소년 크론병
N/A 139 N/A 53.0 N/A 4.4% N/A 1.5%

궤양성 장염 242 482 30.1 30.8 1.2% 2.5% 0.4% 0.6%

강직성 척추염 76 275 24.1 101.9 0.0% 9.5% 0.0% 3.6%

건선성 관절염 98 191 18.1 39.1 0.0% 6.8% 0.0% 2.1%

판상 건선 281 1175 16.1 50.1 0.4% 7.7% 0.0% 3.4%

병용 환자 중 4%, 메토트렉세이트 병용하지 않은 환자 중 26%)가 항체를 나타내었다. 크론

병 유지요법으로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의 약 6~13%가 인플릭시맵에 한 항체를 생성했

으며 이는 단기간 치료받은 환자 발생빈도의 2~3배이다. 방법론적 한계가 있으므로 음성결

과가 인플릭시맵에 한 항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인플릭시맵에 한 고역가

의 항체를 나타낸 환자에서는 유효성이 감소된다는 증거가 있었다. 면역조절제를 병용하지 

않고 인플릭시맙 유지요법으로 치료받은 건선 환자 중 약 28%에서 인플릭시맙 항체가 생

성되었다.

  ⑧ 간 ․ 담도계: 이 약을 투여한 임상시험에서 경증-중등도의 ALT 및 AST 상승이 보고되었다. 

이들은 심각한 간손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정상치보다 5배 이상 높은 ALT 상승이 보

고되었다 (표 2 참조). 이 약을 단독 투여 시 및 다른 면역억제제와 병용 투여했을 때 조

군에 비해 이 약 투여군에서 더 많은 비율의 환자가 아미노전이효소치(AST보다 ALT가 더 

자주) 상승을 나타냈다. 부분의 아미노전이효소치 상승은 일시적이었으나, 소수의 환자

에서는 더 오래 지속되었다. 부분 AST 및 ALT 상승을 보인 환자들은 무증상이었으며, 

효소치 이상은 이 약 투여 지속 여부 또는 병용 투여 약물 변경과 상관없이 감소 또는 해소

되었다.

1
 인플릭시맵 투여군은 인플릭시맵과 메토트렉세이트를 모두 투여 받았으며, 위약 투여군은 메토

트렉세이트만 투여 받았음.
2 2개의 크론병 임상 3상 시험(ACCENT I과 ACCENT II)에서 위약투여군은 임상시험 시작시점에

는 인플릭시맵의 초기 용량인 5mg/kg을 투여하고, 유지기에서는 위약을 투여함.

위약 유지군으로 무작위 배정된 다음 인플릭시맵으로 교차투여된 환자는 ALT 분석에서 인플릭

시맵군에 포함됨.
3
 추적기간의 중간값은 투여된 환자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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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 (n=350) 투여군 (n=1129)

평균 투여기간 59 66

위장관계

오심 20% 21%

복통 8% 12%

설사 12% 12%

소화불량 7% 10%

호흡기계

상기도감염 25% 32%

부비강염 8% 14%

인두염 8% 12%

기침 8% 12%

기관지염 9% 10%

비염 5% 8%

피부와 부속기관

발진 5% 10%

가려움증 2% 7%

전신

피로 7% 9%

통증 7% 8%

저항기전

발열 4% 7%

  ⑨ 항핵항체 (antinuclear antibodies, ANA) / 이중나선 (ds) DNA 항체: 임상시험에서 임상시

험 참여 전(baseline) ANA 음성이었던 인플릭시맵 투여환자 중 약 절반이 임상시험기간 

중 양성을 나타내었으며 위약 투여군에서는 약 1/5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항-dsDNA 항체는 인플릭시맵 투여군의 약 17%와 위약 투여군 환자의 0%에서 새로이 검

출되었다. 최종평가 시 인플릭시맵 투여군 환자의 57%는 항-dsDNA 항체 양성을 유지하였

다. 그러나, 루푸스 및 루푸스양 증후군은 때때로 보고되었다.

2)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1304명, 크론병 환자 1106명, 궤양성 장염 환자 484명, 강직성 척추

염 환자 202명, 건선성 관절염 환자 293명, 판상 건선 환자 1373명, 기타 질환 환자 17명을 

포함하여 이 약을 투여받은 성인 환자 4779명으로부터의 안전성 자료가 있다. 4회 이상 주입 

받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5% 이상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은 표 3에 나와 있다. 이 약을 

투여받은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판상 건선, 크론병 환자에서 관찰

된 이상반응의 유형과 빈도는 복통만 제외하고 유사하였다. 복통은 이 약을 투여받은 크론병 

환자의 26%에서 발생하였다. 크론병 연구에는, 의미 있는 비교를 할 수 있는, 이 약을 한 번

도 투여받지 않은 환자의 수와 추적기간이 충분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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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 (n=350) 투여군 (n=1129)

모닐리아증 3% 5%

중추와 말초 신경계

두통 14% 18%

근골격계

요통 5% 8%

관절통 7% 8%

비뇨기계

요로감염 6% 8%

심혈관계

고혈압 5% 7%

  임상시험은 매우 다양한 조건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한 약제의 임상시험에서 관찰된 이상반응

율은 다른 약제의 임상시험에서의 이상반응율과 직접 비교될 수 없으며, 이것으로 실제 진료

시 보다 광범위한 환자군에서의 비율을 예측할 수도 없다.

임상시험에서 가장 자주 보고된 중 한 이상사례는 감염이었다. 이외의 중 한,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이상사례(0.2% 이상) 또는 발현부위별로 임상적으로 유의한 이상사례는 다음

과 같다.

  ∙ 전신: 알러지 반응, 횡격막 이탈, 부종, 수술/시술 후유증

  ∙ 혈액계: 범혈구 감소증

  ∙ 심혈관계: 순환 부전, 저혈압, 실신

  ∙ 위장관계: 변비, 위장관 출혈, 무력 장폐쇄, 장폐쇄, 장천공, 장협착, 췌장염, 복막염, 직장통증

  ∙ 중추와 말초 신경계: 수막염, 신경염, 말초신경병증, 어지러움

  ∙ 심박수와 리듬: 부정맥, 서맥, 심장정지, 빈맥

  ∙ 간담도계: 담도성 통증, 담낭염, 담석증, 간염

  ∙ 사영양계: 탈수

  ∙ 근골격계: 추간판탈출증, 힘줄 장애

  ∙ 심근, 심내막, 심장막, 심장동맥 판막: 심근경색

  ∙ 혈소판, 출혈, 응고: 혈소판감소증

  ∙ 종양: 기저세포, 유방, 림프종

  ∙ 정신계: 혼돈, 자살충동

  ∙ 적혈구: 빈혈, 용혈성 빈혈

  ∙ 생식기계: 생리 불순

  ∙ 저항 기전: 연조직염, 패혈증, 혈청병

  ∙ 호흡기계: 성인 호흡곤란증후군, 하기도 감염(폐렴 포함), 흉막삼출, 흉막염, 폐부종, 호흡부족

  ∙ 피부와 부속기관: 발한증가, 궤양

  ∙ 비뇨기계: 신결석, 신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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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관(심장외): 뇌경색, 폐색전, 혈전정맥염

  ∙ 백혈구와 세망내피계: 백혈구감소증, 림프절병증

특별군에 대한 추가 정보: 어린이 및 청소년

1) 어린이 및 청소년 크론병 환자:

다음의 이상반응이 성인 크론병 환자에서보다 REACH 시험의 어린이 및 청소년 크론병 환자

에서 더 자주 보고되었다: 빈혈 (10.7%), 혈변 (9.7%), 백혈구감소증 (8.7%), 홍조 (8.7%), 

바이러스 감염 (7.8%), 호중구감소증 (6.8%), 뼈의 골절 (6.8%), 세균 감염 (5.8%), 호흡기 

알레르기 반응 (5.8%). 기타 특별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주입관련 반응: 전반적으로, REACH에서, 무작위 배정된 환자의 17.5%가 하나 이상의 주입

관련 반응을 경험하였다. 중 한 주입관련 반응은 없었으며, REACH에서 2명의 환자가 중

하지 않은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나타내었다.

  ② 면역원성: 인플릭시맵에 한 항체는 3명(2.9%)의 어린이 및 청소년 환자에서 검출되었다.

  ③ 감염: REACH 시험에서, 감염은 인플릭시맵을 투여받은 무작위 배정된 환자의 56.3%에서 

보고되었다. 감염은 12주마다 주입을 받은 환자에서 보다 8주마다 주입을 받은 환자에서 

더 빈번히 보고되었다(각각 38.0%, 73.6%). 반면, 중 한 감염은 8주 유지요법군에서는 

3명, 12주 유지요법군에서는 4명의 환자에서 보고되었다. 가장 자주 보고된 감염은 상기도 

감염과 인후염이었고, 가장 자주 보고된 중 한 감염은 농양이었다. 폐렴은 3례 (중 한 

폐렴은 1례), 상포진은 2례(2례 모두 중 하지 않았음.)가 보고되었다.

  ④ 시판 후 경험: 이 사례들은 전체 크기를 모르는 집단으로 자발적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빈

도를 정확하게 추정하거나 이 약에의 노출과의 인과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이 항상 가능하

지는 않다. 어린이 및 청소년에서의 시판 후 경험에서 가장 자주 보고된 중 한 이상반응

은 기회감염과 결핵을 포함한 감염(때로 치명적이었음.), 주입관련 반응, 과민반응이었다.

어린이 및 청소년에서 인플릭시맵의 시판후 자발적 중 한 이상반응으로는 간비장 T-세포 

림프종 포함 악성종양, 일시적 간효소의 이상, 루푸스양 증후군, 자가항체 양성 등이 있었다.

2) 어린이 및 청소년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

이 약을 메토트렉세이트 투여에도 불구하고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활성인 어린이 및 청소년 

(연령: 4-17세) 환자 120명을 상으로 임상시험을 하였다. 환자는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하

여, 인플릭시맵 3 또는 6mg/kg을 3회 용량 유도 요법(각각 0, 2, 6주 또는 14, 16, 20주)을 

투여받고 8주마다 유지요법을 받았다.

  ① 주입관련 반응: 주입관련 반응은 3mg/kg을 투여받은 어린이 및 청소년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의 35%에서, 6mg/kg을 투여받은 환자의 17.5%에서 발생하였다. 가장 흔한 주입관련 

반응은 구토, 발열, 두통, 저혈압이었다. 이 약 3mg/kg 투여군에서, 60명의 환자 중 4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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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한 주입관련 반응을 나타내었고 3명의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이 있는 반응을 보

고하였다(이 중 2명은 중 한 주입관련 반응을 나타낸 환자였다.). 6mg/kg 투여군에서, 

57명의 환자 중 2명이 중 한 주입관련 반응을 나타내었고, 그 중 한 명이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이 있는 반응을 보고하였다. 중 한 주입관련 반응을 경험한 6명의 환자 중 2명은 

이 약을 짧은 시간 내에 (2시간 미만) 주입받았다.

  ② 면역성: 인플릭시맵에 한 항체는 3mg/kg 투여군 환자의 38%에서, 6mg/kg 투여군 환자

의 12%에서 발생하였다. 항체가는 6mg/kg 투여군에서 보다 3mg/kg 투여군에서 현저히 

높았다.

  ③ 감염: 메토트렉세이트와 이 약 3mg/kg을 52주간 병용투여받은 어린이의 68%(41/60)와 메

토트렉세이트와 이 약 6mg/kg을 38주간 병용투여받은 어린이의 65%(37/57)가 감염을 경

험하였다. 가장 자주 보고된 감염은 상기도 감염, 인후염이었고 가장 자주 보고된 중증의 

감염은 폐렴이었다. 이외에 관찰된 감염으로는 환자 1명에서 일차 수두감염과 환자 1명에

서 상포진이 있었다.

3)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

  (1) 강직성척추염, 류마티스성관절염, 판상건선 및 건선성관절염 환자를 상으로 실시한 시

판 후 조사

국내에서 1,028명(강직성척추염 766명, 류마티스관절염 261명, 건선성관졀염 1명)을 상

으로 실시한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결과, 유해사례 발현증례율은 10.02%(103명/1,028명, 

159례)로 보고되었다. 본 제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약물유해사례의 발현증례

율은 5.45%(56명/1,028명, 81건)이며, 두드러기 6명(0.58%), 발진 5명(0.46%), 간효소증

가, 가려움증 각 4명(0.39%), 연조직염, 구역, 구토, 오한, 가슴불편함, 호흡곤란 각 3명

(0.29%), 코인두염 모낭염, 폐결핵, 복통, 관절통, 기침 각 2건(0.19%), 기관지염, 만성편

도선염, 박테리아성관절염, 인두편도염, 파종결핵, 폐렴, 아토피피부염, 여드름, 소화불량, 

설사, 잇몸병, 혈변, 루푸스세포존재, 혈압상승, 가슴통증, 말초부종, 열, 근육통, 윤활낭염, 

감각이상, 두통, 어지러움, 고혈압, 저혈압, 홍조, 간염, 고콜레스테롤혈증, 혈뇨, 심계항진, 

아나필락시스반응, 복부불편감, 홍반 각 1명(0.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 한 유해사

례는 6건으로 연조직염, 폐결핵 각 2건, 파종결핵, 폐렴 각 1건이 있었다.

중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약물유해반응은 없었으며, 중 하지 않았으나 예상하지 못했던 

약물유해반응은 구토, 가슴불편함 각 3건, 모낭염, 코인두염 각 2건, 혈변, 혈뇨, 만성편도

선염, 윤활낭염, 아토피피부염, 여드름, 박테리아성관절염, 인두편도염, 잇몸염, 복부불편

감, 고콜레스테롤혈증, 루푸스세포존재 각 1건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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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적 주의

1) 운전 및 기계조작 능력에 이 약이 미치는 영향에 해서는 연구된 바 없으나 피로를 느끼는 

환자는 운전 또는 기계조작을 피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2)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 하기 전 이 약의 부작용에 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만일 감염이 

있는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매 방문시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상호작용

1)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환자에서 이 약을 메토트렉세이트 및 기타 면역조절

제와 병용 투여하였을 때 인플릭시맵에 한 항체형성이 감소하고 인플릭시맵의 혈장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는 인플릭시맵과 이에 한 항체의 혈청분석 

방법의 한계로 불명확하다.

2)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류는 인플릭시맵의 약물동력학에 임상적 연관성이 있는 정도의 영향을 주

지 않는 것 같다.

3) 이 약과 아나킨라 또는 아바타셉트와의 병용투여 : 이 약과 아나킨라 또는 아바타셉트와의 

병용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4) 인플릭시맵과 다른 주성분 간의 가능한 상호작용에 해 알려진 바는 없다.

5) 이 약과 생백신의 병용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부: 인플릭시맵에 노출된 약 300명의 임부로부터의 시판후 보고에서 임신 결과에 해 예상

치 못한 효과의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약은 TNFα를 억제하므로 임신 중 투여되면 신생아의 정상적인 면역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선택적으로 마우스 TNFα의 기능활성을 저해하는 동종항체를 사용한 마우스 발생독성 

연구에서는 모체독성, 배자독성이나 기형유발성의 암시가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까지의 임상 경험이 위험성을 배제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이므로, 임신 중에 이 약의 투여

는 권장되지 않는다.

2) 가임 여성: 가임 여성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피임을 시행하고 이 약으로 치료 후 

최소 6개월까지 피임해야 한다.

3) 수유부: 이 약이 모유중으로 분비되거나 태아에게 섭취된 후 전신적으로 흡수되는 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람 면역글로불린은 모유 중으로 이행되므로, 이 약으로 치료한 후 최소한 

6개월까지는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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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투여

안전성 및 유효성에 한 자료가 충분치 않으므로, 이 약은 17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에서의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크론병인 경우 제외)

이 약은 6세 미만의 크론병 환자에게 연구된 바 없다.

어린이 및 청소년 크론병 환자에게 이 약을 장기간(1년이상) 투여시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임상

시험에서 확립되지 않았다.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고령의 환자에서의 이 약의 약물동력학은 연구되지 않았다. 간 또는 신장 질환 환자에서의 연구

는 수행되지 않았다.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판상 건선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투여받은 65세 이상의 류마티스성 관절

염 환자 181명과 판상 건선 환자 75명을 더 젊은 환자들과 비교할 때 유효성과 안전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약 투여군과 위약군에서 모두 65세 이상의 환자에

서의 중 한 이상반응의 발현율은 더 젊은 환자보다 높았다. 크론병, 궤양성 장염, 강직성척추염, 

건선성관절염 시험에서, 65세 이상의 환자가 18세에서 65세 환자와 다르게 반응하는지 보기에는 

65세 이상의 환자수가 충분치 않았다. 일반적으로 고령군에서의 감염율이 더 높으므로, 고령자에의 

투여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0. 과량투여시의 처치

과량투여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독성을 나타내지 않고 단일용량으로 20mg/kg까지 투여된 바 

있다. 과량투여가 일어난 경우에는 환자에게 이상반응 또는 유해반응의 증상증후가 있는지 관찰하

고, 즉시 적절한 증요법을 행해야 한다.

11. 적용상의 주의

1) 이 약은 바이알 당 인플릭시맵 100mg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여량을 계산하여 필요한 바이

알수 및 전체를 용해시킬 용액량을 계산한다.

2) 21-게이지 (0.8mm) 이하의 바늘을 가진 주사기로 이 약 1 바이알을 주사용 증류수 10mL에 

용해시킨다. 용해된 액은 1mL 당 10mg의 인플릭시맵을 함유하게 된다.

바이알 마개를 열고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고무마개의 중앙에 주사기 바늘을 넣어 주사용 

증류수를 바이알의 유리벽을 따라 넣는다. 진공상태가 유지되지 않은 바이알은 사용하지 않

는다. 바이알을 가만히 돌려 분말을 용해시킨다. 이 때, 지속적이거나 격렬한 교반은 피하며, 

절 로 흔들지 말아야 한다. 거품이 형성될 수도 있다. 용액을 5분간 그 로 둔다. 용액이 

무색에서 옅은 황색/유백색인지 확인한다. 인플릭시맵은 단백질이므로 미세한 반투명 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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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나타날 수 있다. 만일 불투명한 입자, 변색 또는 그 밖의 이물질이 존재하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조제할 이 약의 총 용액을 0.9w/v％ 염화나트륨 주사액으로  희석하여 250mL이 되도록 한

다.  조제할 이 약의 총 용량과 같은 분량을 0.9w/v％ 염화나트륨 주사액  250mL 병 또는 

주입백으로부터 빼내고 조제할 이 약의 총 분량을 서서히 주입한다. 부드럽게 혼합한다.

4) 주입용액은 2mL/분 이하의 속도로 2시간 이상에 걸쳐 투여하며, 일렬의 (in-line), 멸균성 비

발열성 단백결합이 적게 되는 필터 (구멍크기 1.2㎛ 이하)를 가진 주입세트를 사용한다. 이 

약은 보존제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용해 및 희석한 3시간 이내에 주입을 시작할 것이 

권장된다. 이 약을 철저한 무균상태에서 용해, 희석하였다면 이 주입액은 2-8℃에서 보관하였

을 때 24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고 남은 용액은 버린다.

5) 이 약은 다른 약물과 병용투여하였을 때의 물리적 생화학적 배합적합성에 한 연구는 수행

된 바 없으므로, 이 약과 다른 약물과 병용하여 같은 정맥주입 관에 넣지 않도록 한다.

6) 투여 전 육안으로 주사액의 변색 및 미립자 혼입여부를 관찰한다. 불투명한 입자, 변색, 이물

질이 육안으로 보이면 사용하지 않는다.

7) 사용하고 남은 용액은 버린다.

12. 저장상의 주의

1) 냉장온도 (2-8℃)에서 보관한다.

2)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한국얀센 레미케이드주사100mg(인플릭시맵)(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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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부위 이상반응 시험군 (칼로덤) 대조군 (바세린거즈)

위장관계
구  역 1 (2.9%) 1 (2.9%)

구  토 1 (2.9%) 1 (2.9%)

호흡기계 기  침 0 (0.0%) 1 (2.9%)

사람유래피부각질세포 (외용제)
(Keratinocyte allograft)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 겐타마이신 (Gentamicin)에 아나필락시스를 보인 병력이 있는 환자 

2) 소유래 물질에 예민반응을 보이는 환자 

3) 화농성 감염이 있는 환자

2. 이상반응

1) 때때로 적용부위 감염, 피부염, 삼출물 생성, 외면의 약한 부종, 과민증,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2) 바세린거즈를 조군으로 하여 35명의 심부이도화상환자를 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보

고된 모든 이상반응은 <표 1>과 같다.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사람유래피부각질세포(외용제) (Keratinocyte Allograft)

 분류 번호 ∙ [04390]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정보 구분 ∙ 의약품 재심사

 정보원 ∙ 테고사이언스(주)

 정보 사항 ∙ 이상반응(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추가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바이오의약품정책과-752호, 2012. 2.23.)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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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부위 이상반응 시험군 (칼로덤) 대조군 (바세린거즈)

인두염 0 (0.0%) 1 (2.9%)

상기도감염 1 (2.9%) 1 (2.9%)

피   부
가려움 3 (8.6%) 3 (8.6%)

감  염 1 (2.9%) 1 (2.9%)

기   타 두  통 0 (0.0%) 1 (2.9%)

3)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

  (1) 심부이도화상 환자를 상으로 실시한 사용성적조사

    - 국내에서 681명을 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결과 유해사례 발현증례율은 

8.52%(58명/681명, 67건)로 보고되었다. 이 중 동 품목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된 약물유해사례는 없었다. 

    - 다만,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의 발현증례율은 5.29%(36명/681명, 

40건)이며, 발열 2.79%(19명/681명, 19건), 고체온증 0.73%(5명/681명, 5건), 안구건조증 

0.29%(2명/681명, 2건), 부종 0.29%(2명/681명, 2건), 관절염, 다리부종, 배뇨장애, 복통, 

불면증, 설사, 소화불량, 시력저하, 오한, 정신착란증, 피부당김, 혈소판증가가 각각 

0.15%(1명/681명, 1건)로 보고되었다.

4) 바세린거즈를 조군으로 하여 59명의 당뇨성 족부궤양 환자를 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에

서 보고된 모든 이상반응은 <표 2>와 같다.

발현부위 이상반응 시험군 (칼로덤) 대조군 (바세린거즈)

환부

(족부)

감  염 2 (7.41%) 2 (6.25%)

외과수술 1 (3.70%) 0 (0.00%)

전신
부  종 1 (3.70%) 0 (0.00%)

무기력증 0 (3.70%) 1 (3.13%)

위장관계 장폐색 0 (0.00%) 1 (3.13%)

호흡기계 상기도감염 0 (0.00%) 1 (3.13%)

근골격계 골수염 0 (0.00%) 1 (3.13%)

기타 NPN 증가 1 (3.70%) 0 (0.00%)

3. 일반적 주의

1) 이 약은 면역억제제, 부신피질호르몬제, 세포독성제제를 투여받는 환자에 해서는 평가되지 

않았다.

2) 심부이도화상에서 다음의 경우에 해서는 안전성·유효성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 출혈성 질환, 혈액응고성 질환이 있는 환자

  - 항응고제를 투여 받고 있는 환자나 투여를 필요로 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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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성 감염이 있는 환자

3) 당뇨성 족부궤양에서 다음의 경우에 해서는 안전성·유효성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 패혈증, 골수염, 농양이 있는 환자, 괴사조직 제거 후 표적궤양이 제거되지 않는 괴저성 또는 

괴사성 조직, 화농성 농루관이 있는 환자

  - 심부정맥 혈전 등을 동반한 궤양, 정맥부전, 당뇨병성 유지방 괴사로 진단된 환자

  -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섬유성 근통 같이 상처의 치유를 방해하는 결체 

조직 질환이 있는 환자

  - 샤코씨 관절 또는 sickle cell disease 로 진단된 환자

  - 만성 소모성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환자로 현재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있지 않는 환자

  - 악성 종양 및 악성 질환의 병력을 가진 환자

  - 영양상태가 좋지 않는 환자 (albumin ＜ 3.0 g/dl)

4. 임부, 수유부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않았다.

5. 적용상의 주의

1) 유효기간이 지난 칼로덤은 시술에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제품은 무균 하에서 조작되어야 하며, 포장용기로부터 꺼낸 후 즉시 깨끗하게 정리된 상처

부위에 적용하여야 한다.

3) 무균포장이 개봉되었거나 파손된 경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6.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칼로덤은 절 로 재사용, 재동결, 멸균하지 않는다.

2) 칼로덤은 사용 준비 전까지 제조소에서는 영하 60℃ 이하, 운반 시 드라이아이스, 병원에서는 

영하 15℃ 이하에 보관할 수 있다.

3) 칼로덤은 영하 15℃이하에서 3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테고사이언스(주) 칼로덤 9, 16, 25, 56㎠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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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플루메이트 단일제 (정제)
(Morniflumate)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 약이나 다른 해열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이 이 약을 복용하면 위 장출혈이 

유발될 수 있다.

2) 심혈관계 위험: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중 한 심혈관계 혈전 반응,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투여 기간에 

따라 이러한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심혈관계 질환 또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에서는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의사와 환자는 이러한 심혈관계 증상의 발현에 하여 신중히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이는 심혈

관계 질환의 병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환자는 중 한 심혈관계 독성의 징후 

및/또는 증상 및 이러한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취할 조치에 하여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3) 위장관계 위험: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위 또는 장관의 출혈, 궤양 및 

천공을 포함한 중 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러한 이상반응은 투여 기간 동안에 과거병력이나 경고 증상 없이 어느 때나 발생할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모니플루메이트 단일제 (정제) (Morniflumate)

 분류 번호 ∙ [01140] 해열진통소염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재심사

 정보원 ∙ 코오롱제약(주)

 정보 사항 ∙ 이상반응(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추가하는 등 변경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관리과-1060호, 2012. 2.28.)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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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고령자는 이러한 중 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이 더 클 수 있으며, 더 나쁜 결과

를 나타낼 수 있다.

투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 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으나 단기 

투여시 이러한 위험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위장관계 궤양 또는 출혈의 증상 및 징후에 하여 신중히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추가적인 평가 및 치료를 실시

하여야 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완전히 배제될 때까

지 투여 중단하는 것도 치료법이 될 수 있다. 고위험군의 환자에게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

통제와 관련 없는 다른 체 치료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4)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처럼 아나필락시양 반응을 포함한 알레르기 반응이 이전에 약물

에 노출된 적이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

5)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처럼, 이 약의 약리학적 특성상 염증의 다른 증상과 징후를 불현

성화하여 통증성 및 비감염성 조건하에서 감염성 합병증의 진단을 지연시킬 수 있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소화성궤양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위장관 출혈이 있는 환자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3) 중증의 혈액 이상 환자

4) 중증의 간장애 환자

5) 중증의 신장애 환자

6) 중증의 심기능부전 환자

7) 중증의 고혈압 환자

8)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9) 아스피린이나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COX-2 저해제 포함)에 하여 천식, 두드러

기 또는 알레르기 반응 병력이 있는 환자(이러한 환자에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

후 치명적인 중증의 아나필락시양 반응이 드물게 보고되었다.) 

10)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

11) 임부 및 수유부

12) 어린이 및 유 ․ 소아(어린이 및 유․소아에 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13)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

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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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환자에 신중히 투여할 것.

1) 혈액이상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출혈경향이 있는 환자(혈소판기능이상이 생길 수 있다.)

3) 간장애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4) 신장애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5)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6) 신혈류량이 저하되기 쉬운 환자 (심기능장애 환자, 이뇨제 투여중인 환자, 복수를 수반하는 

간경변 환자, 수술후, 고령자 등에서 유효 순환혈류량을 저하시켜 신혈류량이 저하되기 쉬

우므로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

7) 고혈압환자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저해작용에 의해 Na․수분저류경향이 있으므로 혈압을 상승

시킬 수 있다)

8) 심기능 부전 환자(프로스타글란딘 합성저해작용에 의해 Na․수분저류경향이 있으므로 심기능

을 악화시킬 수 있다)

9) SLE(전신성 홍반성 루푸스)환자 및 혼합 결합조직 질환(MCTD)환자 (SLE증상(신장애 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10) 기관지 천식 환자(기관지천식 환자중에는 아스피린천식 환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환자에는 중증의 천식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11) 궤양성 장염 환자(증상이 악화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12) 크론병 환자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13) 식도 통과장애 환자 (식도에 저류되어 식도궤양을 일으킬 수 있다)

14) 고령자

4. 이상반응

1) 쇼크 : 드물게 쇼크 증상 (흉내고민, 냉한, 호흡곤란, 사지마비감, 혈압저하, 부종, 발진, 가려

움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소화기계 : 구역, 구토, 위통, 가슴앓이,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은 약물 

용량에 의존적이며, 부분 과용량 투여시 발생한다. 장기투여시 출혈이나 천공을 수반한 소

화성궤양, 위장출혈(토혈, 혈변, 출혈, 설사), 식도궤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또한 때때로 식욕부진, 구역, 구토, 위통, 소화불량, 흑변, 아프타성 구내염, 

구강건조, 점막건조, 혈액성 설사, 식욕변화, 췌장염, 장염, 설사 복부경련, 복부팽만감, 위

부불쾌감, 매우 드물게 위염, 설염, 식도병변, 횡경막양 소장협착, 구내염, 구각염, 구갈, 변비, 

소장 ․ 장의 궤양이 있는 협착, 하부장관장애(비특이성출혈성 장염, 크론병 또는 궤양성 

장염의 악화)등이 나타날 수 있다.

3) 혈액 : 드물게 과립구 감소, 헤모글로빈 감소,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빈혈, 재생불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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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혈, 용혈성 빈혈, 무과립구증, 출혈경향, 혈소판기능저하(출혈시간 연장), 호산구 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4) 피부 : 드물게 피부발진, 두드러기, 수포성 포진, 홍피증(박탈성 피부염), 자반, 알레르기성

자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피부점막안 증후군), 라이엘 증후군(중독성 표피괴사증), 광과민

증, 발적, 가려움, 습진, 피부염, 혈관부종, 다형성 홍반, 홍조, 삼출성 피부염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다.

5) 간장 : 드물게 간염, 황달을 동반한 간염, 황달, 때때로 간장애, AST․ALT․ALP 상승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아주 드물게 전격성 간염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금제제와 병용 투여시 주의한다.

6) 신장 : 드물게 급성 신부전(간질성신염, 신유두괴사 등)(증상 ․ 검사소견 : 핍뇨, 혈뇨, 단백뇨) 

증상, 네프로제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고칼슘혈증, 저알부민혈증, 간질성 신염, 신증후

군, 드물게 혈중 크레아티닌 상승, 때때로 BUN 상승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과민증 : 아주 드물게 혈관염, 폐렴, 드물게 천식발작, 혈관부종, 저혈압을 포함한 아나필락시

양 전신반응 등의 과민반응, 때때로 발진, 두드러기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다.

8) 정신신경계 : 드물게 무균성 수막염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심한 두통, 구역, 구토, 불면, 목이 

뻣뻣함, 발열 또는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투여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며, 

특히 자가면역질환(SLE, MCTD)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한다. 또한 불면, 우울, 자극 과민성, 

불안, 복시가 나타날 수 있다. 드물게 기억장애, 방향감각 상실, 악몽, 떨림, 정신병적 반응, 

두통, 졸음, 어지러움, 신경과민, 마비, 착란, 환각, 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다.

9) 감각기계 : 드물게 시야혼탁, 귀울림, 청각장애, 미각장애, 일과성의 동통, 건조감, 가려움, 

표층각막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10) 순환기계 : 드물게 혈압상승, 혈압저하, 두근거림, 빈맥, 울혈성 심부전, 심실성 기외수축, 

심근경색, 가슴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11) 호흡기계 : 때때로 비출혈, 중증 천식 발작, 인두부종, 간질성 폐렴 등이 나타날 수 있다.

12) 비뇨생식기계 : 드물게 핍뇨, 혈뇨, 단백뇨, 빈뇨, 야뇨증, 발기부전, 질출혈, 유두괴사가 나

타날 수 있다.

13) 근골격계 : 횡문근융해증(급격한 신기능 악화와 병행하여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으로는 근

육통, 탈력감, 크레아틴키나아제(creatine kinase)상승, 혈중 또는 뇨중의 미오글로빈상승 등

이 있다.)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14) 기타 : 때때로 부종, 탈모, 드물게 전신권태감, 발한, 발열, 가슴통증, 입술부종 등이 나타날 

수 있다.

15)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6,499명의 환자를 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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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4.86%(316명/6,499명, 368건)로 보고되었다.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재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4.62%(300명

/6,499명, 349건)이었다. 가슴앓이 0.78%(51명/6,499명, 51건), 복통 0.71%(46명/6,499명, 

46건), 위장장애 0.68%(44명/6,499명, 44건), 부종 0.58%(38명/6,499명, 38건), 소화불량 

0.45%(29명/6,499명, 29건), 구역 0.38%(25명/6,499명, 25건), 복부불쾌 0.37%(24명/6,499

명, 24건), 얼굴부종 0.25%(16명/6,499명, 16건), 구토 0.23%(15명/6,499명, 15건)순으로 보

고되었다. 그 밖에 보고된 약물유해반응을 신체기관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위장관계 이상: 위염, 복부팽만, 설사, 변비, 위궤양, 구내염, 복부경련, 위장관출혈

  - 전신이상: 체중증가, 발열, 효과없음, 말초부종

  - 피부 및 부속기관 이상: 발진, 가려움증, 두드러기

  - 중추 및 말초신경계 이상: 두통, 어지러움

  - 호흡기계 이상: 쌕쌕거림, 상기도감염, 호흡곤란

  - 심혈관계 이상: 두근거림, 혈압저하

  - 요로계 이상: 배뇨곤란, 요실금, 혈중크레아티닌증가, BUN증가

  - 사 및 영양 이상: 고혈당증, 저혈당증

  - 시각 이상: 시력감소

  - 정신신경계 이상: 부유감, 불면증

국내 시판 후 조사기간 동안 발생한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0.23%(15명/6,499

명, 15건)이었으며, 체중증가 0.05%(3명/6,499명, 3건), 효과없음, 쌕쌕거림, 시력감소 각각 

0.03%(2명/6,499명, 2건), 상기도감염, 배뇨곤란, 요실금, 고혈당증, 저혈당증, 부유감 각각 

0.02%(1명/6,499명, 1건)이었다. 모두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재할 수 없는 약물유해반응이

었다.

국내 시판 후 조사기간 동안 발생한 중 한 유해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5. 일반적 주의

1) 이 약을 투여하기 전에 이 약 및 다른 체 치료법의 잠재적인 위험성과 유익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약은 각 환자의 치료 목적과 일치하도록 가능한 최단 기간동안 최소 유효용량으로 

투여한다.

2) 소염진통제에 의한 치료는 원인요법이 아닌 증요법임에 유의한다.

3) 만성질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이 약을 장기간 투여하는 환자는 정기적으로 임상검사(뇨검사, 전혈구 검사(CBC) 및 이화

학적 검사 등 혈액 검사, 간기능 검사 등)를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감량, 휴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간질환 또는 신질환과 관련된 임상 증상이나 전신적인 징후(예: 호산

구증가증, 발진)가 발현되거나 비정상적인 간기능 검사 또는 신기능 검사 결과가 지속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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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악화되면,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② 약물요법 이외의 치료법도 고려한다.

4) 급성질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급성염증, 동통 및 발열의 정도를 고려하여 투여한다.

  ② 원칙적으로 동일한 약품의 장기투여는 피한다.

  ③ 원인요법이 있으면 그것을 실시한다.

  ④ 감기, 인후두염에 사용하는 경우 투여기간을 원칙적으로 5일 이내로 한다.

5)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반응의 발현에 유의한다. 과도한 체온 하강, 허탈,사지냉

각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특히 고열이 따르는 고령자 및 소모성질환의 환자에는 

투여 후의 환자의 상태에 특히 유의한다.

6) 이 약의 약리학적 특성상 염증의 다른 증상과 징후를 불현성화하여 통증성 및 비감염성 조건

하에서 감염성 합병증의 진단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 약을 감염에 의한 염증에 해 사용할 

경우에는 적절한 항균제를 병용하고 관찰을 충분히 하여 신중히 투여한다.

7) 위장관계 질환의 증후를 나타내거나, 위장관 궤양의 병력이 있는 환자, 궤양성 장염, 크론씨

병 환자, 간기능 부전환자에게는 세 한 의학적 관찰이 수행되어야 한다.

8) 간성 포르피린증이 있는 환자에서 이 약 사용으로 발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9) 위장관계 이상반응 :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궤양성 질환의 병력이 있

는 환자에게 처방시 극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화성 궤양 질환 및/또는 위장관 출혈의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이러한 위험인자가 없는 환자에 비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시 위장관 출혈의 발생 위험이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위장관계 출혈을 증가시키는 다른 

위험인자로는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항응고제 병용,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장기 사용 알콜 섭취, 고령, 허약한 건강상태 등이 있다. 치명적인 위장관계 이상반응에 한 

자발적 보고의 부분은 고령자 및 허약자에 한 것이므로, 이러한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0) 고혈압: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고혈압을 일으키거나, 기존의 고혈압

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혈관계 유해사례의 발생률이 증가될 수도 있다. 치아짓

계 이뇨제 또는 루프형 이뇨제를 복용중인 환자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복용시 이들 

요법에 한 반응이 감소될 수 있다.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고혈압 

환자에서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이 약의 투여 초기와 투여기간 동안에 혈압을 면 히 모니

터링해야 한다.

11) 울혈성심부전 및 부종: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는 일부 환자에

서 체액 저류 및 부종이 관찰되었다. 이 약은 체액저류 또는 심부전이 있는 환자에서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12)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장기간 복용시 신장유두괴사나 기타 신장 손상이 일어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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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신혈류를 유지하는데 프로스타글란딘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심장이나 신기능이 

손상된 환자, 심부전 환자, 신기능 부전 환자, 간기능 부전 환자, 이뇨제나 ACE 저해제를 

투여 중인 환자, 고령자 및 중요 외과수술 전후 등 어떤 원인으로 세포적의 감소가 있는 

환자 등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 이 약을 사용할 때는 예방적 조치로 

신기능을 검사해야 한다. 투약을 중단하면 부분 치료 전 상태로 회복된다.

13) 진행된 신질환: 진행된 신질환 환자에서 이 약 사용에 한 통제된 임상 시험은 실시된 바 

없다. 따라서, 진행된 신질환 환자에 해서는 이 약의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이 약의 

투여를 개시해야 한다면, 환자의 신장 기능에 해서 면 히 관찰해야 한다.

14)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투여로 간기능 수치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검사수치는 치료가 지속됨에 따라 악화되거나 변화가 없거나 또는 일시

적일 수 있다. 또한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황달, 치명적 전격성 

간염, 간괴사, 간부전(일부는 치명적임)을 포함한 중증의 간 관련 이상반응이 드물게 보고되

었다. 간염은 전구증상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간기능 이상을 암시하는 증상 및/또는 징후가 있는 환자 또는 간기능 시험 결과 비정상이거

나 악화된 환자에 있어서는 투여기간 동안 주의깊게 간기능의 악화 여부를 관찰하고, 간질환

과 관련된 임상 증상이나 전신적인 징후(예: 호산구증가증, 발진)가 발현되는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한다.

15)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투여로 빈혈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약의 

장기 투여에 의해 빈혈의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헤모글로빈치 또는 헤마토크

리트치 검사를 해야 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며, 일부 환자에서는 출혈 시간을 연장

시키는 것이 확인되었다. 아스피린과 달리 이 약의 혈소판 기능에 한 영향은 상 적으로 

작고 지속기간이 짧으며 가역적이다. 응고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투여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혈소판 기능 변경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자 또는 지혈작용에 

결함이 있는 환자는 이 약 투여시 신중히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16) 아나필락시양 반응: 눈꺼풀, 입술, 인두, 후두의 부종, 두드러기, 천식, 기관지 경련, 혈압저하 

등의 아낙필락시양 반응은 약물에 노출된 경험이 없는 환자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복합 

증상은 아스피린이나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 후 비측 폴립을 동반하거나 동반하

지 않거나 또는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중증의 기관지 경련을 나타내는 천식 환자에게 전형적으

로 발생한다. 이러한 아나필락시양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응급처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7) 피부반응: 이 약은 탈락성 피부염,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및 독성 표피괴사 같은 중 한 피부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들 중 한 이상반응은 경고 증상 

없이 발생할 수 있다. 부분의 경우 이러한 이상반응은 투여 초기 1개월 이내에 발생한다. 

환자는 중 한 피부 발현 증상 및 증후에 해 알고 있어야 하며 피부 발진 또는 다른 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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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의 최초 증상 및 징후가 나타날 때 약물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18) 천식 환자 중 일부는 아스피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 환자에게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경우 치명적일 수 있는 중증의 기관지경련과 관련될 수 있다. 이러한 

아스피린 민감성 환자에게서 아스피린과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간의 기관지경련

을 포함하는 교차반응이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이 약은 이러한 아스피린 민감성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하며, 천식 환자에게는 주의깊게 사용하여야 한다.

19) 이 약은 코르티코이드 제제를 체하거나 코르티코이드 결핍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로 사

용될 수 없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갑작스러운 투여 중단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 반응성 

질환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장기간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복용해 온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서히 용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6. 상호작용

1) 다른 소염진통제와 병용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병

용투여시 위장 출혈, 소화성궤양의 위험이 상승하며, 전신적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와의 병용

은 이상반응 발현을 증가시킬 수 있다.)

2) 당질 코르티코이드와 병용투여시 위장 출혈, 소화성궤양의 위험이 상승한다.

3) ACE 저해제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의해 ACE 저해제의 항고혈압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이 약과 ACE 저해제를 병용투여하는 경우 이러한 상호작용을 염두

에 두어야 한다.

4) 아스피린 : 아스피린과의 병용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사용과 관련된 중 한 심혈관

계 혈전반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일관된 증거는 없다.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

통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과 아스피린의 병용에 의해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발생 위험

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두 약물의 병용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5) 이뇨제(푸로세미드 등)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들은 이뇨제의 활성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 

임상시험 및 시판후 조사 결과 이 약의 신장에서의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에 의해 일부 

환자에서 푸로세미드 및 티아지드계 이뇨제의 나트륨뇨배설 효과가 감소할 수 있음이 확인되

었다. 이들 약물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병용투여하는 동안 신부전 징후를 면 히 

관찰해야 한다. 

푸로세미드 및 칼륨저류형 이뇨제와 병용시에 혈청 중 칼륨 농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혈청 

칼륨 농도를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티아지드계 이뇨제와 병용투여시 상호 작용이 감

소될 수 있다.

6) 리튬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신장에서의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에 의해 혈청 리튬

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리튬의 신청소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

통제와 리튬 제제의 병용투여시 그 의약품을 감량하고 리튬의 독성 징후를 주의깊게 관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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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

7) 메토트렉세이트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의 병용투여로 메토트렉세이트의 독성이 증가

될 수 있으므로 두 약물을 병용투여하는 경우 그 의약품을 감량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

8) 디곡신과 병용투여시 그 작용을 증강시킬 수 있으므로 병용하는 경우에는 그 의약품을 감량

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

9) 항응고제(와파린 등) : 위장관계 출혈에 하여 와파린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상승

작용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두 약물을 함께 사용하는 환자는 단독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비해 

중증의 위장관계 출혈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항응고제와 병용투여시 그 작용을 증강시키

므로 병용하는 용량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10)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의 신장의 프로스타글란딘에 한 효과로 인해 사이클로스포린의 신

독성이 증가할 수 있다.

11) 퀴놀론계 항균제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의 병용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련 발작의 

예가 매우 드물게 보고된 바 있다.

7. 임부에 대한 투여

1) 이 약을 임부에게 투여한 임상자료는 없다.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마찬가지로 

임신 말기에 이 약을 투여 시 태아의 동맥관을 조기 폐쇄시킬 수 있다.

2) 랫트에 한 실험에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저해하는 다른 

약물과 마찬가지로 난산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고, 분만을 지연시키며 새끼의 생존율을 감

소시켰다.

3) 임부에 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게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여한다.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고령자는 이상반응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소량에서 투여를 시작하여 필요한 최소량으로 투여하고 

이상반응 발현에 특히 유의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

9. 적용상의 주의

1) 식도에 정류시 붕괴하여 식도궤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량의 물과 함께 투여하며 특히 취침 

직전의 투여에 유의한다. 이 약은 씹어서 복용하지 않도록 하며, 공복시 복용하지 않는다.

2) 위장장애를 줄이기 위해 식사직후 또는 음식물, 제산제, 점막보호제 등과 함께 복용하거나, 

감량하여 복용한다.

3) 이 약은 졸음과 둔한 감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빠른 반사능(운전, 기계조작등)을 요하는 

활동의 경우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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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과량투여시의 처치

1) 증후와 증상 : 과량 투여에 한 정보가 부족하며 전형적인 임상 증상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2) 처지 : 이 약은 신체에서 빠르게 가수분해되어 2-〔3-(trifluoromethyl)-phenyl〕amino-3- 

pyridinecarboxylic acid를 생성하므로, 일반적으로 모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경우

처럼 과량 복용시 다음과 같은 처치를 한다.

  ① 구토, 위내용물의 흡인, 위세척, 활성탄 또는 필요에 따라 염류 하제를 투여한다.

  ② 저혈압, 신부전, 경련, 위장장애, 호흡억제에는 증요법을 실시한다. 강제이뇨, 혈액 투석 

같은 특별한 처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의 높은 단백결합율과 광범위한 사로 인해 

제거에 유용하지 않다.

11.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유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

를 주의할 것.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코오롱제약(주) 모니플루정(모니플루메이트) 제조

2 코오롱제약(주) 모니플루정350 리그람(모니플루메이트) 제조

3 명문제약(주) 명문모니플루메이트정350 리그램 제조

4 (주)파마킹 파마킹모니플루메이트정350 리그램(모니플루메이트) 제조

5 동광제약(주) 동광모니플루메이트정350mg 제조

6 안국약품(주) 슈니펜정(모니플루메이트) 제조

7 삼아제약(주) 모노펜정(모니플루메이트) 제조

8 초당약품공업(주) 오토펜정(모니플루메이트) 제조

9 (주)동구제약 동구모니플루메이트정 제조

10 케이엠에스제약(주) 케이엠에스모니플루메이트정350 리그람 제조

11 한국웨일즈제약(주) 모니펜정(모니플루메이트) 제조

12 (주)하원제약 모니트정350 리그램(모니플루메이트) 제조

13 알리코제약(주) 모니메르정(모니플루메이트) 제조

14 한국맥널티(주) 모니맥정(모니플루메이트) 제조

15 (주)테라젠이텍스 모니필정350 리그램(모니플루메이트) 제조

16 경동제약(주) 모니메이트정(모니플루메이트) 제조

17 광동제약(주) 모니큐정(모니플루메이트) 제조

18 제이더블유중외신약(주) 모딤정350 리그램(모니플루메이트) 제조

19 (주)엘지생명과학 플루메이트정(모니플루메이트)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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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라시돈염산염일수화물 단일제 (경구)
(Ziprasidone hydrochloride monohydrate)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QT 연장과 Pro-arrhythmia :

자원한 환자를 상으로 지프라시돈에 의한 QT/QTc 연장 효과를 정신분열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다른 여러 약물과 직접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첫번째 단계에서는, 

약물을 단독으로 투여하였을 때 최고 혈장 농도에 이른 시점에서 ECG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연구의 두번째 단계에서는, 각 약물에 특징적인 CYP450 사에 한 적절한 저해제를 

약물과 병용투여하는 동안 최고 혈장 농도에 이른 시점에서 ECG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연구의 첫번째 단계에서, 투여전과 비교한 QTc 평균 변화량을 sample-based correction

법(QT 간격에 한 심장 박동수의 영향을 제외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각 약물에 해 계산

하였습니다. 지프라시돈군에서 투여전과 비교하여 관찰된 평균 QTc 증가량은 4가지 비교약

제 (리스페리돈, 올란자핀, 퀘티아핀, 할로페리돌)에 비해 약 9~14msec 정도 더 높게 측정되

었으나, 치오리다진 비해서는 약 14msec 정도 더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지프라지돈염산염일수화물 단일제 (경구) 

(Ziprasidone Hydrochloride Monohydrate)

 분류 번호 ∙ [01170] 정신신경용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재심사

 정보원 ∙ 한국화이자제약(주)

 정보 사항 ∙ 이상반응(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추가하는 등 변경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관리과-1063호, 2012. 2.28.)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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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두번째 단계에서, QTc 길이에 미치는 지프라시돈의 영향은 사 저해제 (케토코나

졸 200mg 1일 2회 투여)에 의해 증 되지 않았습니다.

  위약 조 임상시험에서, 지프라시돈을 최  권장 용량인 1일 160mg으로 투여했을 때 위약에 

비하여 QTc 간격이 약 10msec가 증가되었습니다. 지프라시돈 임상시험에서, 지프라시돈을 

투여받은 환자 3095명 중 2명 (0.06%)와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 440명 중 1명 (0.23%)의 

ECG에서 QTc 간격이 임상적으로 상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역치인 500 msec를 초과하

였습니다. 지프라시돈 투여군에서 관찰된 2명 모두 지프라시돈에 의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QT/QTc 간격을 연장시키는 일부 약물이 torsade de pointes의 발생이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돌연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시판후 조사에서 다른 여러 위험요인을 가진 환자에서 드물게 

torsade de pointes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약과의 인과관계는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항정신병 약물과 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권장 용량의 지프라시돈을 복용한 환자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돌연사가 보고되었으나, 다른 항정신병 약물이나 위약에 비해 사망에 한 

위험도가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QTc 간격을 연장하는 약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torsade de pointes 및/

혹은 돌연사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1) 서맥 (2) 저칼륨혈증 혹은 저마그네슘혈증 (3) QTc 간격을 연장하는 다른 약물의 병용

(4) 선천적으로 QT 간격의 연장이 있는 경우

  심각한 전해질 이상, 특히 저칼륨혈증의 위험이 예상되는 환자에게 지프라시돈의 투여를 고

려하는 경우 투여전에 혈청내 칼륨과 마그네슘을 측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저칼륨혈증은 이

뇨제 치료, 설사 및 기타 다른 이유들로 인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청내 칼륨 및/혹은 마그

네슘 농도가 낮은 환자는 약물투여가 시작되기 전에 이러한 전해질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합

니다. 지프라시돈을 투여받는 동안 이뇨제 치료가 시작되는 환자의 경우 혈청내 전해질을 정

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QTc 간격 연장은 더 큰 연장과 

부정맥에 한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ECG 스크리닝 방법이 

그러한 환자를 발견해내는 데에 효과적인 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프라시돈은 심

각한 심혈관계 질환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피해야 합니다. QTc가 지속적으로 500msec

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환자에 해서는 지프라시돈의 투여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지프라시돈 복용 환자가 torsades de pointes을 암시하는 증상 (예, 어지러움, 두근거림, 실

신)을 경험하는 경우, 처방의는 추가적인 평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예, 홀터 모니터링이 유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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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경이완제 악성 증후군 (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NMS) : 

신경이완제 악성 증후군은 치명적일 수 있는 복합적 증상으로서 이 약을 포함하여 항정신병 

약물과 관련하여 보고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임상적 증상은 고열, 근육강직, 정신적 상

태의 이상 및 불규칙한 맥박과 혈압, 빈맥, 심장 부정맥, 발한과 같은 불안정한 자율신경계 

증상 등입니다. 다른 증상으로는 크레아틴 포스포키나아제의 증가, 횡문근융해 및 급성 신부

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NMS가 나타난 경우 혹은 NMS와 관련된 다른 임상 증상없이 이유

를 알 수 없는 발열이 있는 경우, 지프라시돈을 포함한 모든 항정신병 약물의 투여를 중단하

여야 합니다.

3) 지연성 운동장애 : 

최고 6주간 고정용량, 위약 조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지프라시돈을 투여받은 환자군에서 

보고된 약물투여와 관련된 지연성 운동장애의 빈도가 위약군과는 등한 정도이고 활성 조 

약물군보다는 낮았습니다 (지프라시돈 0.4%, 할로페리돌 1.2%, 위약 0.7%). 52주간의 위약

조 임상시험에서, 지프라시돈을 투여받은 환자 219명 중 단 1명만이 지연성 운동장애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항정신병 약물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투여할 경우 지연성 운동

장애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지연성 운동장애의 증상 혹은 증후가 지프라시돈을 복

용 중인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경우 감량이나 약물투여의 중단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일시적으로 나빠지거나 혹은 약물투여 중단 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4) 치매와 관련된 정신병을 가진 노인들에서 사망률 증가 : 

치매와 관련된 정신병을 가진 노인들에게 일부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했을 때 위약 투여시보

다 사망의 위험성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노인 치매 환자들에게 이 약을 투여한 

연구 결과, 이 약 투여시 위약에 비해 사망의 위험성이 증가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충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약은 치매와 관련된 정신병을 가진 노인들에 한 적응증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5) 뇌혈관 질환 이상반응 위험 증가 :

일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치매환자에 한 무작위, 위약 조 임상 시험 

결과 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세 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험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거나 다른 환자군에 사용할 경우

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약을 뇌졸중 위험요소를 

가진 환자에게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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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계 / 이상반응 이상반응이 보고된 환자의 비율

지프라시돈 (N=1063) 위약 (N=424)

전신계

무력 1.5 0.5

두통 2.1 1.9

소화기계

변비 1.4 1.0

구갈 1.7 0.5

6) 정맥혈전증 위험 :

항정신병 약물 사용시 이상반응으로 정맥혈전증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을 투

여 받은 환자들에서 정맥혈전증에 한 후천적 위험요소가 자주 나타남에 따라 이 약을 사용

하기 전과 사용하는 중에 정맥혈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를 확인해야 하며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물의 성분에 한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환자

2) 최근에 급성 심근 경색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3) 비보상성 심부전 환자

4) QT 간격 연장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의 환자

  - QT 간격의 연장이 나타나는 환자 혹은 QT 연장의 병력이 있는 환자

  - 선천적인 QT연장증후군 환자

  - QT 간격을 연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다른 약물을 사용하는 환자

  - Class I과 Class III에 속하는 항부정맥 약물로 치료받는 부정맥 환자

5)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

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됩니다.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및 수유부

4. 이상반응

1) 외국에서 실시된 정신분열병에 관한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① 다음의 표는 위약 조 임상시험에서 지프라시돈에 한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관

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혹은 관련성이 알려지지 않은 이상반응이지만 임상시험에서 1% 

이상의 비율로 보고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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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계 / 이상반응 이상반응이 보고된 환자의 비율

지프라시돈 (N=1063) 위약 (N=424)

타액분비증가 1.0 0.7

구역 2.9 1.4

구토 1.6 1.2

사 및 영양계

체중감소 1.4 1.7

신경계

초조 1.4 0.9

정좌불능 6.8 5.2

불안 1.0 1.9

어지러움 2.6 2.1

운동장애 1.0 1.9

근긴장이상 2.5 1.2

추체외로 증후군 4.1 2.4

과다근육긴장증 1.2 0.5

불면 3.9 5.0

졸림 8.9 2.6

떨림 1.5 1.7

  ② 다음은 위약 조 임상시험에서 1% 미만의 빈도이면서 위약에 비해 높게 나타난 이상반응

입니다.

신체계
흔하지 않은 

(0.1%≤빈도＜1%)
드문 

(0.01%≤빈도＜0.1%)

전신계 실험실 검사 이상, 동통 알러지반응, 발열, 자살상상

심혈관계 저혈압, 체위성저혈압, 빈맥 서맥, 울혈성심부전, 편두통

소화기계 소화불량, 고창, 혀부종 위염, 지방침착성간

혈액 및 림프계 호산구증가증

사 및 영양계 ALT증가, 목마름
알칼라인 포스파타아제 증가, 탈수증, 

LDH 증가

근골격계 관절질환, 다리경련 관절통, 근육통, 근무력증

신경계

무도병아테토제, 차골성경축, 우울증, 구

음장애, 발작, 환각, 적개심, 운동기능

감소증, 근력저하, 안구운동발작, 지각이

상, 언어장애, 지연성 운동장애, 현기증

꿈이상, 비정상적 보행, 운동불능증, 운동

실조, 혼돈, 신경병증, 마비, 혼미, 정동둔

마

호흡기계 비염

피부 및 

부속기관
반점상구진성 발진, 발진, 두드러기 건선, 피부질환

특수기관 시각이상 약시, 결막염, 안구건조증, 시신경염

요로비뇨기계 요실금 배뇨곤란, 여성형유방증, 발기부전

  ③ 추체외로 증후군 : 이중맹검, 활성약물 조 임상시험에서, 추체외로 증후군에 한 복합적 

척도인 Movement Disorder Burden Scale이 할로페리돌과 리스페리돈에 비해 지프라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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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더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p＜0.05). 뿐만 아니라, 정좌불능의 보고 빈도와 항콜린성 

약물의 사용 빈도가 지프라시돈에 비해 할로페리돌과 리스페리돈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

니다. 단기간, 위약 조 임상시험에서 지프라시돈을 투여받은 환자와 위약을 투여받은 환

자로부터 보고된 추체외로 증후군의 빈도는 각각 5%와 1%이었습니다.

  ④ QT 간격 : 임상시험에서, 스크리닝 단계와 비교했을 때 연장된 QT 간격의 평균치가 

3.3msec이었습니다. 60msec를 초과하는 연장은 지프라시돈과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로부

터 각각 추적한 결과의 1.3%와 0.7%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시판전 임상시험 데이터베이스

에서, QTc 연장에 있어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이상 (≥500 msec)으로 보고된 임상

례가 지프라시돈을 투여받은 환자의 경우 총 3095례 중 2례 (0.06%), 위약을 투여받은 환

자의 경우 총 440례 중 1례 (0.23%)이었습니다.

  ⑤ 단기간, 위약 조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이상반응의 용량의존성 : 4개 임상시험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가지고 용량반응 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에 해 명백한 용량상

관성이 확인되었습니다 : 무력증, 체위성 저혈압, 식욕부진, 구갈, 타액분비 증가, 관절통, 

불안, 어지러움, 근긴장이상, 과다근육긴장증, 졸림, 떨림, 비염, 발진, 시각이상

  ⑥ 활력징후 (vital sign)의 변화 : 지프라시돈은 기립성 저혈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⑦ 프로락틴 농도 : 제2상/3상 임상시험에서, 지프라시돈을 투여받은 환자에서의 프로락틴 농

도는 때때로 위약군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위약군 vs. 지프라시돈군, 3% vs. 12%), 그로 

인해 나타난 임상적인 증상은 드물었습니다 (예, 여성형유방증, 유방비 ). 부분의 환자

에서 프로락틴의 수치는 약물투여의 중단없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프

로락틴 증가의 정도와 빈도는 할로페리돌 (29%)이나 리스페리돈 (60%)을 투여받은 환자에 

비해 지프라시돈 환자에서 더 낮았습니다.

  ⑧ 육체적 및 정신적 의존성 : 동물이나 사람에게 있어서 지프라시돈에 한 남용, 내성 혹은 

육체적 의존성에 한 가능성은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약물 탐닉 

행위에 한 어떠한 경향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찰은 체계적으로 이루

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정된 경험에 근거하여 시판 후 지프라시돈이 어느 

정도로 오용 혹은 남용될 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환자가 약물 남용

의 경험이 있는 지를 주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그러한 환자들은 지프라시돈의 오남용을 

나타내는 증상 (예, 내성발현, 용량증가, 약물을 찾는 행동 등)에 해 면 히 관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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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에서 실시된 양극성 조증에 관한 임상시험 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① 단기간, 위약 조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약물투여 중단과 관련된 이상반응 :

단기간, 위약 조 임상시험에서 지프라시돈을 투여받은 환자의 약 6.5% (18/279),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의 약 3.7% (5/136)가 이상반응으로 약물투여를 중단하였습니다. 지프라시

돈 투여 환자군에서 중도탈락과 관련된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정좌불능, 불안, 우울증, 어

지러움, 근긴장이상, 발진 및 구토이었으며, 지프라시돈 투여군에서는 이들 이상반응 각각

에 해 2명의 중도탈락환자 (1%)가 있었던 반면 위약 투여군에서는 이 이상반응 중 근긴

장이상과 발진에 해서만 각각 1명씩의 중도탈락환자 (1%)가 있었습니다.

  ② 단기간, 위약 조 임상시험에서 흔하게 관찰된 이상반응 :

지프라시돈의 사용과 관련하여 가장 흔하게 관찰되었고 (발현율이 5% 이상인 경우) 위약 

투여 환자군에서는 그와 등한 발현율로 관찰되지 않은 (지프라시돈군에서의 발현율이 

위약군에 비해 최소 2배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상반응

이상반응이 보고된 환자의 비율

지프라시돈 
(N=279)

위약 
(N=136)

졸림 31 12

추체외로 관련 증상1) 31 12

어지러움2) 16 7

정좌불능 10 5

시각이상 6 3

무력 6 2

구토 5 2

    - 추체외로 관련 증상
1)
 : 추체외로 증후군, 과다근육긴장증, 근긴장이상, 운동장애, 운동기

능감소증, 떨림, 마비 및 연축 (움찔수축) 등을 포함함.

    - 어지러움2) : 어지러움 (dizziness)과 두부경중감 (lightheadedness)을 포함함.

  ③ 단기간, 위약 조 임상시험에서 지프라시돈 투여 환자 중 2% 이상의 발현율로 관찰된 이상

반응 :

다음 표는 양극성 조증 환자의 급성 치료기 동안 (최  3주) 발생한 약물투여와 관련된 

이상반응의 발현율을 정리한 것으로, 지프라시돈 투여군에서 2% 이상 발생한 것으로서 위

약 투여군에 비해 지프라시돈 투여군에서의 발현율이 더 높게 나타난 이상반응만을 포함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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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계/이상반응
이상반응이 보고된 환자의 비율

지프라시돈 (N=279) 위약 (N=136)

전신계

  두통 18 17

  무력 6 2

  우연하게 생긴 손상 4 1

심혈관계

  고혈압 3 2

소화기계

  구역 10 7

  설사 5 4

  구갈 5 4

  구토 5 2

  타액분비증가 4 0

  혀부종 3 1

  연하곤란 2 0

근골격계

  근육통 2 0

신경계

  졸림 31 12

  추체외로 관련 증상1) 31 12

  어지러움2) 16 7

  정좌불능 10 5

  불안 5 4

  감각저하 2 1

  언어장애 2 0

호흡기계

  인두염 3 1

  호흡곤란 2 1

피부 및 부속기관

  진균성 피부염 2 1

특수기관

  시각이상 6 3

    - 추체외로 관련 증상1) : 추체외로 증후군, 과다근육긴장증, 근긴장이상, 운동장애, 운동기

능감소증, 떨림, 마비 및 연축 (움찔수축) 등을 포함함. 이들 중 어느 것도 양극성 조증에 

관한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개별 발현율이 10% 이상인 것은 없었음.

    - 어지러움2) : 어지러움 (dizziness)과 두부경중감 (lightheadedness)을 포함함

  ④ 장기간, 위약 조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체중증가

리튬 또는 발프로산의 보조요법으로서 성인환자를 상으로 지프라시돈을 투여한 6개월, 

위약 조, 양극성 장애의 유지요법에 한 임상시험에서, 이중맹검기간동안 임상적으로 유

의한 체중증가(체중의 7%이상 증가)의 발현율은 지프라시돈 그룹과 위약 그룹 모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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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로 관찰되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지프라시돈에 적절한 내약성을 보였던 환자들만 유

지기로 들어가 투약을 지속했음을 고려하여 이러한 결과에 한 해석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 밖에 보고된 이상반응들은 이전에 실시되었던 정신분열증 임상시험이나 양극성 조증 

임상시험과 유사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유사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나타내었습니다.

3) 국내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①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상으로 실시한 단일맹검, 활성약물 조 임상시험(정신분열병

에 관한 임상시험)에서 지프라시돈과 리스페리돈을 투여받은 환자의 각각 8.9% (5/56)와 

7.1% (4/56)가 이상반응으로 인하여 시험을 중단하였습니다. 지프라시돈 투여군에서 중도

탈락과 관련된 이상반응은 저혈압, 자살시도, 추체외로 증후군, 불규칙한 맥동 및 약진 등

이었습니다. 

  ② 지프라시돈을 투여받은 환자군에서 1% 이상의 비율로 보고된 이상반응 (시험약물과의 인

과관계와 관계없이 보고된 모든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신계 : 복통, 사고로 인한 상해, 무력, 요통, 가슴통증, 오한, 발열, 두통, 경부통(neck 

pain), 동통, 자살시도

심혈관계 : 부정맥, 저혈압

소화기계 : 변비, 설사, 구갈, 소화불량

위장관계 : 구역, 치아변색, 구토

근골격계 : 근육통, 근무력증

신경계 : 비정상적인 보행, 불안(흥분), 정좌불능, 불안, 어지러움, 말더듬증, 근긴장이상, 추

체외로 증후군, 환각, 불면, 과다근육긴장증, 신경증, 정신병, 졸림, 비정상적인 사고, 진전

호흡기계 : 호흡기 감염, 비염

피부 및 부속기관 : 박탈성 피부염, 가려움증, 발진, 피부이상, 두드러기

특수기관 : 시각 이상

비뇨생식기계 : 배뇨곤란, 발기불능, 빈뇨

  ③ 지프라시돈 투여군의 안전성 평가 결과,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시험약물관련 이상반응의 

발생은 없었고 실험실적 검사결과 및 활력징후 등의 변화도 리스페리돈 투여군에 비해 유

의한 변동이 없었습니다. 실험실적 검사결과 중, 프로락틴은 스크리닝 검사결과가 정상이

었다가 각 평가시점 검사에서 정상범위를 벗어나 증가된 경우가 지프라시돈 투여군과 리스

페리돈 투여군에서 각각 48.3%, 62.5%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최종 평가시점

에서 프로락틴 정상 상한치의 1.1배 초과한 상승을 보인 피험자는 지프라시돈 투여군과 

리스페리돈 투여군에서 각각 60.4%, 88.7%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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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08). 체중과 BMI 변화 측면에서는, 지프라시돈 투여군에서 베이스라인과 최종 방

문시점의 체중 및BMI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 (p=0.4902, 0.4808)된 반면 리스페리돈 

투여군에서는 베이스라인과 최종 방문시점의 체중 및 BMI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p＜0.0001).

4) 국외 시판 후 조사 결과

  심혈관계 : 체위성저혈압, 빈맥, torsade de pointes, 실신, 혈전색전증(폐색전증과 심부정맥혈

전증 포함, 빈도불명)

  위장관계 : 구토, 연하곤란, 혀부종

  신경계 : 신경이완제 악성 증후군, 얼굴처짐(facial droop), 세로토닌 증후군 (단독, 또는 세로

토닌성 약물과 병용시), 지연성운동장애

  정신계 : 불면, 조증/경조증

  생식기계 및 유방 이상 : 유루증, 지속발기증

  피부 및 부속기관 : 알러지 반응(알러지성 피부염, 혈관부종, 구강안면부종, 두드러기), 발진

  신장 및 비뇨기계 : 야뇨증, 요실금

5)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3,391명의 환자를 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결과 

유해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1.65%(395명/3,391명, 557건)로 보고되었다.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11.35%(385명

/3,391명, 536건)로 보고되었다. 정좌불능 2.36%(80명/3,391명, 80건), 졸림(진정포함) 

2.03%(69명/3,391명, 69건), 추체외로증후군 2.01%(68명/3,391명, 68건), 불면 1.62%(55명

/3,391명, 55건), 불안 1.09%(37명/3,391명, 37건), 무력 1.03%(35명/3,391명, 35건)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1% 미만으로 보고된 약물유해반응을 기관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심혈관계: 두근거림, 저혈압, QT 간격 연장, 빈맥

- 호흡기계: 호흡곤란

- 위장관계: 구역, 변비, 구갈, 구토, 소화불량, 약물중독, 타액분비증가

- 정신신경계: 어지러움, 근긴장이상, 떨림, 초조, 환각, 말더듬증, 비정상적인 보행, 운동기능

감소증, 과다근육긴장증, 기억장애, 비정상적인 사고, 수면장애, 과다진정, 마비, 망상, 안구운

동발작, 연축, 운동장애, 정신병, 감각이상

- 전신: 두통, 복통, 효과부족, 발열, 자살시도, 흉곽의 개방성 상처

- 사 및 영양계: ALT증가, 체중감소, 체중증가

- 근골격계: 근무력증, 근육통

- 비뇨생식계: 배뇨곤란, 빈뇨, 유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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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계 및 림프계: 백혈구감소증

- 특수기관: 시각이상(시야흐림 포함)

- 피부 및 부속기관: 발진, 피부이상, 가려움증

국내 시판 후 조사기간 동안 발생한 중 한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0.06%(2명/3,391명, 6건)이었으며, 어지러움, 정신병, 무력, 자살시도, 흉곽의 개방성 상처, 

QT간격연장 각각 1 건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모두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

유해반응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시판 후 조사기간 동안 발생한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

이 0.29%(10명/3,391명, 10건)이었으며, 기억장애, 효과부족, 수면장애 각각 0.06%(2명

/3,391명, 2건), 과다진정, 망상, 흉곽의 개방성상처, 약물중독 각각 0.03%(1명/3,391명, 1건)

이었다.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0.26%(9명

/3,391명, 9건)이었으며, 기억장애, 효과부족 각각 0.06%(2명/3,391명, 2건), 수면장애, 과다

진정, 망상, 흉곽의 개방성상처, 약물중독 각각 0.03%(1명/3,391명, 1건)로 보고되었다.

5. 일반적 주의

1) 발진 : 

지프라시돈에 한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 환자의 약 5%에게서 발진 및/혹은 두드러기가 나

타났으며 이들 중 약 1/6이 투여를 중단했습니다. 발진의 발현은 지프라시돈의 용량과 관련

성이 있었으나, 이러한 결과는 고용량을 복용한 환자의 경우 약물에의 노출시간이 더 길다는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발진이 나타난 몇몇 환자에서 이와 관련된 전신성 질환의 증상 

및 증후 (예, WBCs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부분의 환자들은 항히스타민제 혹은 스테로이

드의 보조적 투여 및/혹은 지프라시돈의 투여 중단으로 즉시 증상이 개선되었으며, 이러한 

증상을 경험한 모든 환자들이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른 병인이 확인되지 

못한 발진이 나타난 경우, 지프라시돈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2) 기립성 저혈압 : 

지프라시돈은 특히 용량조절단계의 초기에 어지러움, 빈맥, 일부 환자에서는 실신과 관련된 

기립성 저혈압을 유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지프라시돈의 α1-아드레날린 수용체에 한 

길항작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신은 지프라시돈을 투여받은 환자의 0.6%에서 보

고되었습니다.

지프라시돈은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자 혹은 저혈압이 나타

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있는 환자의 경우 특히 주의하여 투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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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코올 : 

지프라시돈의 주된 CNS 작용을 고려할 때,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4) 발작 : 

다른 항정신병 약물과 마찬가지로, 발작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주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5) 고프로락틴혈증 :

도파민성 D2 수용체에 해 길항작용을 하는 다른 약물과 마찬가지로, 지프라시돈은 사람에

서 프로락틴의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프로락틴 농도의 증가는 지프라시돈에 한 동물실험에

서도 또한 관찰되었으며, 마우스에서는 유선 종양의 증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영향

이 랫트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조직 배양 실험에서 사람 유방암의 약 1/3이 in vitro상

에서 프로락틴-의존성으로 나타났는데, 프로락틴은 이전에 유방암이 발견되었던 환자에게 지

프라시돈의 처방을 고려할 경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유루증, 무월경증, 여성형유방 및 발

기부전과 같은 이상이 프로락틴을 상승시키는 물질과 관련하여 보고되어 있으나, 부분의 

환자에서 혈청 프로락틴 증가의 임상적 의미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어

떠한 임상시험이나 역학 조사에서도 이러한 계열의 약물의 장기 투여와 사람에서의 종양발생 

사이의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현재 존재하는 증

거들이 너무 제한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6) 지속발기증

시판 전 자료에서 지속발기증이 1례 보고되었습니다. 지프라시돈 투여와의 상관관계는 밝혀

지지 않았으나, α1-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저해 작용이 있는 다른 약물들이 지속발기증을 유발

시키는 것이 보고되어 있고 지프라시돈이 이러한 작용을 일부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

니다. 중증의 지속발기증은 외과적인 처치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7) 체온 조절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 지프라시돈과 관련하여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심부체온을 낮추는 신체

능력의 이상이 항정신병 약물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심부체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상태 (예, 격렬한 운동, 극심한 고온에 노출되는 경우, 항콜린성 작용을 나타내는 약

물을 병용하는 경우, 혹은 탈수되기 쉬운 상태)를 경험하게 될 환자에게 지프라시돈을 처방할 

경우 적절한 주의가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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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하곤란

식도운동장애와 흡인이 항정신병 약물의 사용과 관련되어 왔습니다. 흡인성 폐렴은 고령 환

자의, 특히 진행된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있는 환자의 사망과 이환에 한 흔한 원인 중 하나

입니다. 흡인성 폐렴에 한 위험성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 지프라시돈과 그 외 다른 항정신병 

약물을 주의하여 투여하여야 합니다.

9) 자살

정신질환에는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고위험군 환자에 한 면

한 관찰이 약물 투여와 병행되어야 합니다. 과량복용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

자 관리와 함께 최소량의 지프라시돈을 처방하여야 합니다.

10) 병용질환이 있는 환자에 한 투여

어떤 특정 전신 질환이 함께 있는 환자에 한 지프라시돈의 임상 사용 경험이 매우 제한적

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불안정형 심질환을 최근 경험한 환자를 상으로 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프라시돈을 사용하거나 지프라시돈에 해 평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진단을 받은 

환자는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지프라시돈으로 인한 QTc 연장과 기립성저

혈압의 위험 때문에 심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합니다.

11) 다른 항정신병 약물과 마찬가지로 지프라시돈은 졸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이

나 기계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적절한 주의를 요합니다. 

12) 백혈구감소증, 호중구감소증 및 무과립구증 :

임상시험 및/또는 시판 후 경험에 의하면 항정신병약물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백혈구감소

증/호중구감소증 및 무과립구증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백혈구감소증/호중구감소증의 위

험인자로 임상적으로 유의한 기존의 백혈구수 감소 및 약물에 의한 백혈구감소증/호중구감

소증 병력이 포함된다. 임상적으로 유의한 백혈구수 감소 또는 약물에 의한 백혈구감소증/

호중구감소증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치료 초기 몇달간 총혈구수를 모니터링하고 다른 

의심되는 요인 없이 백혈구수가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는 징후가 처음 관찰되면 이 

약의 투여 중지를 고려해야 한다. 임상적으로 유의한 호중구감소증 환자의 경우 열이나 감

염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나는 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고 해당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나

면 즉시 치료한다. 중증의 호중구감소증 환자(절 호중구수＜1000/㎣)의 경우 이 약을 중지

해야 하고 회복될 때까지 백혈구수를 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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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호작용

1) 지프라시돈이 다른 약물에 미치는 영향

  ① 사람의 간 마이크로좀을 사용한 실험에서 지프라시돈은 CYP1A2, CYP2C9 혹은 CYP2C19

에 해 저해작용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시험관 내 시험에서 CYP2D6와 CYP3A4를 저해

하는 데에 필요한 지프라시돈의 농도는 생체 내 시험에서 예상되는 유리 농도에 비해 최소

한 1000배 더 높았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임상적인 연관성은 불확실하지만, 지프라시돈이 

이들 효소를 매개로 하여 임상적으로 중요한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되지 않

습니다.

  ② QTc 연장 : 다른 항정신병 약물과 마찬가지로, Type IA와 IIIA 항부정맥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QTc 연장의 가능성은 높습니다. 강력한CYP3A4 저해제인 케토코나졸과의 병용

이 지프라시돈을 단독으로 투여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QTc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③ 덱스트로메톨판 : CYP2D6의 기질인 덱스트로메톨판의 약동학적 특성과 사가 지프라시

돈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④ 경구 피임제 : 지프라시돈 20mg 1일 2회 투여가 에스트로젠 (CYP3A4의 기질인 에치닐 

에스트라다이올 0.03mg)이나 프로게스테론 성분 (레보노르게스테롤 0.15mg)의 약동학적 

특성에 유의성있는 변화를 가져 오지 않았습니다. 

  ⑤ 리튬 : 지프라시돈 40mg 1일 2회 투여와의 병용이 리튬을 450mg 1일 2회 용법으로 7일간 

투여한 경우 리튬의 약동학적 특성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양극성 장애 환자의 

유지요법에 한 임상시험에서 지프라시돈은 리튬의 평균치료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

습니다. 

  ⑥ 발프로산 : 발프로산과 지프라시돈의 공통되는 사경로가 없기 때문에 두 약물의 약동학

적 상호작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극성 장애 환자의 유지요법에 한 임상시험에

서 발프로산에 보조적으로 투여된 지프라시돈은 발프로산의 평균치료농도에 영향을 미치

지 않았습니다.

2) 다른 약물이 지프라시돈에 미치는 영향

  ① 강력한 CYP3A4 저해제와의 병용투여가 지프라시돈의 혈청내 농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의 임상적 중요성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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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케토코나졸 : 강력한 CYP3A4 저해제인 케토코나졸 (400mg/day)이 지프라시돈의 혈청 농

도를 약 35~40% 정도 증가시켰습니다. 케토코나졸을 투여하는 동안, 지프라시돈의 예상 

Tmax 시점에서 S-methyl-dihydroziprasidone의 혈청 내 농도가 55% 증가되었습니다. 추

가적인 QTc 연장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③ 카바마제핀 : CYP3A4 유도제인 카바마제핀은 지프라시돈의 AUC와 Cmax를 감소시켰습니

다 (AUC와 Cmax에서 각각 36%와 25%).

  ④ 시메티딘 : CYP3A4 저해제인 시메티딘은 800mg을 1일 1회 투여하는 용법으로 2일간 투여

했을 때 지프라시돈의 약동학적 특성을 유의하게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⑤ CNS 작용 약물 : 지프라시돈의 주된 CNS 작용을 고려할 때, 다른 중추신경계 작용 약물과 

병용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지프라시돈이 in vitro 상에서 도파민성 길항작용을 나타

내므로 도파민 수용체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효현제들의 작용을 길항할 수 있

습니다.

  ⑥ 제산제 :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을 포함하는 제산제를 반복 투여하는 것이 지프라시돈의 약

동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⑦ 기타 : 이외에도, 임상시험에서 약동학적 특성을 스크리닝한 환자들에서 벤즈트로핀, 프로

파놀롤 혹은 로라제팜과 임상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에 한 어떠한 증거도 관찰되지 않았

습니다.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부에 한 투여

동물실험에서, 지프라시돈은 랫트와 토끼의 태반을 통과하고, 사람의 치료용량과 유사한 용

량에서 최기형성이 있을 가능성을 포함하여 발달단계에서의 독성이 관찰되었습니다. 지프라

시돈을 기관형성기에 있는 임신한 토끼에 투여했을 때, 30mg/kg/day 용량 (mg/㎡으로 했을 

때 사람의 최고 권장용량인 160mg/day의 3배에 해당)에서 태아의 구조적 이상 (심실중격결

손 및 다른 심혈관계 기형, 신장 변형)의 빈도가 증가된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발달단계에 

미치는 이와 같은 영향이 모체독성으로 인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발달단

계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관찰되지 않은 용량이 10mg/kg/day (mg/㎡으로 했을 때 사람의 

최고 권장용량에 해당)이었습니다. 랫트를 상으로 한 실험에서 지프라시돈을 최고 

160mg/kg/day의 용량 (mg/㎡으로 했을 때 사람의 최고 권장용량인 160mg/day의 8배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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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으로 기관형성기관동안 투여했을 때, 모체독성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배태자 발달단계에 

한 이상반응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랫트에서 임신기간동안 지프라시돈을 10mg/kg/day 

이상의 용량 (mg/㎡으로 했을 때 사람의 최고 권장용량의 0.5배에 해당)으로 투여했을 때 

사산의 빈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출산전후의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용량 (5mg/kg/day)

에서 예측되는 전신노출도가 사람의 최고 권장용량에서 관찰되는 수치보다 낮았습니다. 지프

라시돈 40mg/kg/day (mg/㎡으로 했을 때 사람의 최고 권장용량의 2배에 해당)를 랫트에 

임신 및 수유기간동안 경구로 투여한 경우, 새끼들에서 출생후 사망률의 증가, 성장 저해 및 

발달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새끼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용량 (5mg/kg/day)을 투여했을 

때 모체에서 예측되는 전신노출도가 사람에서 최고 권장용량으로 투여했을 때 관찰되는 것보

다 낮았습니다.

임신한 여성을 상으로 이루어진 적절히 잘 통제된 임상시험은 없습니다. 사람에서의 경험

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임신기간 중 지프라시돈을 투여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임신 3기에 항정신병약을 복용한 임부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추체외로장애 및/또는 금단 증

상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생아에게 초조, 근육긴장항진, 근육긴장저하, 진

전, 졸음, 호흡곤란, 섭식장애가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증상은 그 중증도에 있어서 다양했습

니다. 일부 경우 이러한 증상들은 스스로 조절되었으나 다른 경우의 신생아들은 장기 입원 

및 중환자실에서의 치료를 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임부에게 이 약의 사용은 태아에게 잠재

적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 한해서 투여합니다.

2) 수유부에 한 투여

지프라시돈이 동물이나 사람의 유즙을 통해 배설이 되는 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프라

시돈 40mg/kg/day (mg/㎡으로 했을 때 사람의 최고 권장용량의 2배에 해당)를 랫트에 임신 

및 수유기간동안 경구로 투여한 경우, 새끼들의 출생후 사망률의 증가, 성장 저해 및 발달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새끼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용량 (5mg/kg/day)을 투여했을 때 

모체에서 예측되는 전신노출도가 사람에서 최고 권장용량으로 투여했을 때 관찰되는 것보다 

낮았습니다. 지프라시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수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8. 소아에 대한 투여

18세 미만의 소아 환자에 한 지프라시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9. 과량투여시의 처치

1) 지프라시돈의 과량복용에 한 경험은 매우 적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되어 있는 최고 단회투

여용량은 12,800mg입니다. 이 사례에서 추체외로 증후군, 446msec의 QTc 간격 연장(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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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후유증 없이)이 보고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량복용시에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증상

은 추체외로 증후군, 졸림, 떨림, 불안입니다. 

2) 과량복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약물을 반복적으로 복용했을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지프

라시돈에 한 특정한 해독제는 없습니다. 급성 과량복용의 경우, 기도 확보를 유지하고 적절

한 호흡과 산소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과량복용으로 인한 둔감, 경련 혹은 

머리와 목 부위의 근긴장이상 반응의 가능성으로 구토가 수반되어 흡인의 위험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에 한 모니터링을 즉시 시작하고, 부정맥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 

심전도상의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프라시돈의 단백결합이 높은 점을 

고려했을 때 혈액투석은 과량복용의 치료에 유익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환자가 회복

될 때까지 면 한 의학적 모니터링과 관찰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10.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이 약의 변질변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실온(1∼30℃)에서 보관하십시오. 

2)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3)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의 원인이 되거나 품질 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1) 발암성 : 랫트와 마우스의 먹이에 지프라시돈을 섞어서 투여하여 평생에 걸친 발암성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최고 12mg/kg/day (사람에게 최고 권장용량을 투여했을 때에 관찰되는 전

신노출도 (혈장 AUC0-24h)와 유사한 전신노출도가 관찰되는 용량)까지 랫트에 투여했을 때 

종양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컷 마우스에서 최고 200mg/kg/day 

(사람에게 최고 권장용량을 투여했을 때에 관찰되는 전신노출도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전신

노출도가 관찰되는 용량)까지 투여했을 때 종양 발생 빈도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암컷 마우

스에 50~200mg/kg/day (사람에게 최고 권장용량을 투여했을 때에 관찰되는 전신노출도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전신노출도가 관찰되는 용량)을 투여했을 때, 뇌하수체와 유선의 과다

형성 및 종양의 빈도가 용량의존적으로 증가한 것 (뇌하수체의 경우, 면역조직학적으로 프로

락틴에 의해 유도되는 것으로 보이는 증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증상에 해 아무 영향

을 미치지 않는 용량수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설치류의 뇌하수체와 유선에서의 증식성 

변화는 다른 항정신병 약물의 장기 투여 후에 관찰되었던 증상으로 프로락틴 농도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임상시험과 역학 조사를 통해 이러한 계열에 속하는 약물의 투여와 사람에

서의 종양형성 사이에 상관성이 있음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이전에 유방암이 관찰된 적이 

있거나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환자에게 지프라시돈을 투여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뇌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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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종양이 있는 환자에게 지프라시돈의 투여를 고려할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2) 돌연변이성 : 유전자 돌연변이와 염색체 손상에 한 시험에서 지프라시돈의 유전독성 가능성

을 알아보았습니다. Ames 시험 결과 사성 활성이 없는 상태에서 S. typhimurium에 속하는 

한 종이 재현성있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In vitro 상에서의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유전

자 돌연변이 시험과 사람의 림프구를 이용한 in vitro상의 염색체이상 시험에서는 해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마우스 골수에 한 in vivo 상의 염색체이상 시험에서 지프라

시돈이 음성반응을 보였습니다.

3) 생식기능 장애 : 랫트에서 지프라시돈을 10~160mg/kg/day (mg/㎡로 했을 때 사람의 최고 

권장용량인 160mg/kg/day의 0.5~8배에 해당하는 용량)의 용량으로 투여했을 때 교미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증가된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랫트에 경구로 160mg/kg/day의 용량 

(mg/㎡로 했을 때 사람의 최고 권장용량의 8배에 해당하는 용량)을 투여했을 때 생식기능에 

장애가 있었으며,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용량은 40mg/kg/day (mg/㎡로 했을 때 사람의 

최고 권장용량의 2배에 해당하는 용량)이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랫트에 미치는 도파민 길

항제의 약리학적 작용인 발정주기 길이의 연장에 기인하여 암컷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

다. 160mg/kg/day를 투여한 수컷과 약물을 투여하지 않은 암컷을 교미했을 때 생식기능에 

이상이 없었고, 수컷 랫트에 200mg/kg/day (mg/㎡로 했을 때 사람의 최고 권장용량의 11배

에 해당하는 용량)을 투여한 한 실험에서 약물투여와 관련된 어떠한 결과도 관찰되지 않았습

니다.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한국화이자제약(주) 젤독스캡슐20 리그램 수입

2 한국화이자제약(주) 젤독스캡슐40 리그램 수입

3 한국화이자제약(주) 젤독스캡슐60 리그램 수입

4 한국화이자제약(주) 젤독스캡슐80 리그램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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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툭시맙 (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 (주사)
(Rituximab)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진행성 다초점백색질뇌증 (Progressive Multifocal Leukoencephalopathy, PML) :

전문의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위하여 이 약을 투여 받는 환자에게 감염 위험의 증가, 진

행성 다초점백색질뇌증에 관한 안전성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약의 투여는 진행성 다초점백색질뇌증(PML) 위험의 증가를 수반할 수 있다. PML과 관련

된 신경학적 증상 및 징후가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해야 한

다. PML이 의심되면 PML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전문의는 나타난 증상이 신경학적 장애를 나타내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확인된 경우 이 증상

이 PML과 관련된 것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임상적으로 필요 시 신경 전문의의 진료를 고려해

야 한다. PML이 의심될 경우, MRI scan(되도록이면 조영제를 투여하여), JC viral DNA에 

한 CSF testing, 반복 신경학적 평가가 고려되어야 한다.

전문의는 환자가 인지하지 못한 PML 관련 증상에 해 특히 주의해야 한다(e.g. 인지, 신경

계 또는 정신계 증상). 환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증상을 주변사람이 인지할 수 있으므로, 환자

는 주변사람에게 이 약의 치료에 해 알려야 한다.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리툭시맙 (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 (주사) (Rituximab)

 분류 번호 ∙ [04210] 항악성종양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재심사

 정보원 ∙ (주)한국로슈

 정보 사항 ∙ 이상반응(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추가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바이오의약품정책과-879호, 2012. 3. 6.)

조치 내용



137

1. 의약품 재심사 결과 현황

PML이 나타난 환자에서는 이 약의 투여를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면역억제된 PML환자에서 면역계 회복 후, 안정화 또는 결과의 개선이 나타났다. PML의 조기 

발견 및 이 약의 중단이 유사한 안정화 또는 결과의 개선을 나타내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림프종 및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1)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와 같이 종양부하가 높거나 혈중 종양세포수가 높은(25×10
9
/L 초

과) 환자는 중증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의 위험이 보다 크므로 매우 주의해서 투여해야 한다. 

이러한 환자들은 1차 주입이 이루어지는 동안 계속 면 히 관찰해야 한다. 이와 같은 환자들에 

해서는 첫 주입시 점적주입속도를 낮추거나 첫 주기 및 림프구수가 여전히 25×10
9
/L를 초과

하는 경우에 이후 주기에서도 이틀에 걸쳐 분할투여 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중증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은 중증 호흡곤란(기관지연축 및 저산소증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음), 발열, 오한, 경직, 두드러기 및 혈관부종을 특징으로 한다. 이 증후군은 고요산혈증, 

고칼륨혈증, 저칼슘 혈증, 고인산혈증, 급성신부전, LDH 증가와 같은 종양용해증후군의 일부 

증상과 급성 호흡부전 및 사망을 수반할 수 있다. 급성 호흡기부전은 간질성 폐침윤이나 부종

을 수반할 수가 있는데 이는 흉부 X선 촬영으로 확인 가능하다. 이 증상은 최초 주입으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주로 발생한다. 폐기 능부전 병력이 있거나 종양의 폐침윤이 있는 환자는 예

후가 좋지 않을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치료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증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이 발생한 환자는 약물주입을 즉시 중지하고, 적극적인 증요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상증상이 초기에는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환자들은 종양용해증후

군 및 폐침윤이 소실 또는 치유 될 때까지 면 히 관찰해야 한다. 징후 및 증상이 완전히 

소실된 후에 치료 받은 환자에서 중증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의 재발은 드물었다.

모든 종류의 주입관련 이상반응은 이 약을 투여한 77%의 환자에서 나타났다(저혈압 및 기관

지연축을 수반한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 등의 주입관련 반응이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의 

10%에서 나타났다). 이 증상들은 보통 이 약 주입의 중단, 해열제, 항히스타민제, 때때로 산

소, 식염수주사, 기관지 확장제, 필요한 경우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투여시 가역적이다.

3) 단백제제의 정맥투여 후에는 아나필락시스 및 기타 과민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과 달리 순수 과민반응은 통상적으로 주입개시 후 수분 내에 발생한다.

아나필락시스의 임상증상은 상기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의 임상증상과 비슷할 수 있다. 과

민반응에 속하는 반응은 사이토카인 분비로 인한 것보다 덜 빈번하게 보고되었다.

4) 심근경색, 심방세동, 폐부종 및 가역적 혈소판감소증이 일부 환자에서 보고되었다.

5) 이 약 주입 중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약 주입 12시간 전에 항고혈압 약물 투여 

중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협심증, 심방조세동과 같은 심부정맥, 심부전, 심근경색이 이 약 투여 환자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심장 질환 병력이 있거나 심장독성 화학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는 면 히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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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해야 한다.

7) 이 약 단독요법 시 골수억제작용이 없지만, 호중구수 1.5×109/L 미만이거나 혈소판수가 

75×10
9
/L 미만인 경우 임상 경험이 제한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가 골수이식을 받은 

환자 21명 및 골수독성은 없으나 골수기능 저하가 추정되는 기타 위험군 환자들에 이 약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호중구 및 혈소판 수치를 포함하는 전혈구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8) 치명적인 경우를 포함한 중 한 감염이 이 약 치료중 발생할 수 있다. 활동성 및/또는 중증 

감염(e.g. 결핵, 패혈증, 기회감염)이 있는 환자에게는 이 약을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재발

성, 만성 감염 또는 중 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이 약의 

투여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전격성 간염과 관련된 B형 간염 재활성화

  ① 이 약을 투여 받은 일부 혈액종양 환자에서 일부 치명적인 전격성 간염, 간기능 부전, 사망 

등과 관련된 B형 간염바이러스의 재활성화가 보고되었다. 다수 환자는 화학요법과 병용

하여 이 약을 투여 받았고, 간염진단시기는 이 약 투여 시작 후 약 4개월, 마지막 투여 후 

약 1개월이었다. 이 보고는 기존 질환 및 세포독성 화학요법에 의한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② HBV 감염의 위험이 높은 환자는 이 약을 투여하기 전에 선별되어야 하고, B형 간염 보균

자는 이 약 투여 중 및 투여 후 몇 개월간(7개월 까지) 활성 HBV 감염의 임상적, 실험실적 

증후와 간염증후를 면 히 모니터해야 한다.

  ③ 바이러스성 간염이 발생한 환자는 이 약과 병용하는 화학요법 사용을 중단하고 항바이러스 

치료를 포함한 적절한 치료가 시작되어야 한다. HBV 재활성화로 간염이 발생한 환자에서 

이 약 치료재개에 하여는 안전성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10) 비호지킨성 림프종 및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한 이 약의 시판 후 조사에서 매우 드물게 

진행성 다초점 백색질뇌증(PML)이 보고되었다. 부분의 환자는 이 약을 화학요법과 병용하

거나 조혈모세 포이식의 일부로 투여 받았다.

11) 비호지킨성 림프종 및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서 이 약 치료 후 백신 접종, 특히 생바

이러스 백신 접종에 한 안전성은 연구된 바 없다.

백신에 한 일차 또는 이차 체액성 면역반응도 연구된 바 없다.

12) 이 약 투여 환자의 약 50%에서 점적주입과 관련한 이상반응이 발생하며 이러한 반응들은 

체로 경미하고 인플루엔자양 반응과 유사하지만 환자의 10% 정도에서 저혈압, 호흡곤란 

및 기관지경축으로 인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 약 점적주입을 중지하고 해열제 및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면 회복될 수 있다. 때때로 산소, 생리식염수 점적투여, 기관지확장제 

및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필요할 수 있다.

13) 중증 점액피부반응이 이 약을 투여한 특정군의 환자에서 보고되었는데 일부는 치명적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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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일 으켰다. 이러한 반응은 치료개시 후 1∼13주 사이에 발생하였다. 이러한 반응이 발

생한 환자는 이 약 의 투여를 중지하고,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른 피부반응과 구분하

고 후속치료법을 결정하기 위 해 피부생검이 유용하다. 점액피부반응으로 보고된 이상반응

으로는 방종양성 천포창,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태선성 피부염, 소수포성 피부염 및 중독

성 표피괴사증이 있다. 이 중 이 약 재투여시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은 없다.

○ 류마티스 관절염 및 항호중구세포질항체(ANCA)-연관성 혈관염(AAV)

1) 투여에 따른 유익성-위험 관계가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메토트렉세이트 투여경험이 없는 류마

티스 관절염 환자에는 이 약의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2) 주입관련 반응

  - 이 약의 투여 시 주입관련 반응(IRR)이 수반될 수 있으며 이는 사이토카인 및/또는 다른 

화학 전달 물질 방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 약 투여 전, 진통제/해열제 및 항히스타민제

를 전투약해야 한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주입관련반응의 빈도 및 중증도를 감소시

키기 위하여, 이 약 투여 이 전에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전투약해야 한다.

  -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부분의 주입관련반응은 경증-중등도였

다. 치명 적인 결과를 보인 중증의 주입관련반응이 시판후조사에서 보고되었으며, 심폐 이상

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기저질환으로 심장 증상이 있는 환자는 면 하게 모니터해야 한

다. 가장 흔한 증상은 두통, 가려움, 인후 자극감, 홍조, 발진, 두드러기, 고혈압, 발열과 같은 

알러지 반응이었다. 일반적으로, 주입 반응을 경험한 환자 비율은 각 치료 코스의 2차 주입 

이후보다 1차 주입 이후에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 코스가 진행될수록 주입관련반응의 발생

이 감소하였다. 보고된 이상반응은 일반적으로 이 약의 주입속도 감소 또는 주입 중단 및 

해열제, 항히스타민제의 투여, 때때로 산소, 정맥용 생리식염 수, 기관지확장제 투여 그리고 

필요한 경우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투여에 따라 가역적이었다. 주입관련 반응 중증도 및 중재

적 치료의 필요여부에 따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한다. 부분의 

경우 증상이 완전히 소실되었을 때 속도를 절반으로 감소시켜(e.g. 100mg/h에서 50mg/h) 

주입을 재개할 수 있다.

  - 이 약 투여 중 알러지 반응 발생 시, 신속한 치료를 위해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 항히스타

민, 글루 코코르티코이드와 같은 과민반응 치료제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 AAV 환자에서 나타난 주입관련반응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경

우와 유사하였다. AAV 환자는 이 약과 병용하여 고용량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투여 받아 

주입관련반응의 빈도와 중증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3) 심혈관계 : 중등도 심장질환(NYHA class III) 또는 중증의, 조절되지 않는 심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에 한 이 약의 안전성 자료는 없다. 이 약으로 치료받은 환자에서 기존의 허혈성 심장

질환이 협심증 또는 심방조세동과 같은 증후성으로 발현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 약으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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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받은 환자에서 심방조세동, 심장기능상실,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부정맥, 협심증이 발생하였

다. 그러므로 기지의 심장병력이 있는 환자는 이 약 투여 전 주입관련 반응으로 인한 심혈관

계 합병증의 위험을 고려해야 하며 투여 중 주의 깊게 모니터해야 한다. 이 약 주입 중 저혈압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약 주입 12시간 이전에는 항고혈압 약물의 투여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4) 감염

  - 치명적인 경우를 포함한 중 한 감염이 이 약 치료중 발생할 수 있다. 활동성 및/또는 중증 

감염(e.g. 결핵, 패혈증, 기회감염)이나 중증 면역 장애 환자(e.g. CD4 또는 CD8 수치가 

매우 낮은 경우)에게는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재발성 또는 만성 감염이 있거나 중 한 

감염, 저감마글로불린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이 약의 투여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이 약 투여 후 감염의 증상 및 징후가 보고된 환자는 즉시 평가 및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약의 다음 코스 투여 전, 감염에 한 잠재 위험에 해 재평가해야 한다.

  - 류마티스 관절염 및 전신 홍반성 루푸스, 혈관염 등의 자가면역 질환 치료를 위해 이 약 

투여시 매우 드물게 치명적인 진행성 다초점 백색질뇌증(PML)이 보고되었다.

  - 이 약을 투여 받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및 AAV 환자에서 B형 간염 재활성화가 보고되었다.

5) B형간염

  - 이 약을 투여 받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및 WG, MPA 환자에서 B형 간염 재활성화가 보고

되었으며, 일부는 치명적이었다.

  - 고위험 환자는 이 약을 투여하기 전에 B형간염 바이러스(HBV) 스크리닝을 하여야 한다. 

B형간염 보균자와 B형간염 병력이 있는 환자는 이 약 투여 중 및 투여 후 몇 개월간 활성 

HBV 감염의 임상적, 실험실적 증후를 면 히 모니터해야 한다.

6) 예방접종

  -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전문의는 이 약으로 치료받을 환자의 예방접종 상태를 점검하고 

감염성 질환에 한 국내성인 예방접종 지침을 따라야 한다. 예방접종은 이 약의 초회 투여 

최소 4주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 이 약 투여 후 생바이러스 백신 사용의 안전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생바이러스 

백신은 이 약 투여 중 또는 B 세포가 고갈된 환자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는 비생백신을 투여할 수 있다. 그러나, 비생백신에 한 반응율은 

감소할 수 있다. 무작위 연구에서, 이 약과 메토트렉세이트를 투여 받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메토트렉세이트 단독으로 투여한 환자와 비교하여, 이 약 투여후 6개월이 지났을 때 

파상풍 회상 항원에 한 반응율이 유사하였고 (39% vs. 42%), 폐렴구균 다당질 백신에 

한 반응율이 감소하였으며 (적어도 두개의 폐렴구균 항체 혈청형에 해 (43% vs. 82%), 

KLH 신생항원에 한 반응율 (47% vs. 93%) 이 감소하였다. 혹시 이 약 치료기간 동안 비



141

1. 의약품 재심사 결과 현황

생백신 투여가 필요하다면, 다음 코스 시작 전 적어도 4 주전에는 백신 투여를 완료해야 한다.

  -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이 약을 1년 이상 반복 투여한 전체적인 경험상, 폐렴 연쇄상구

균, 인플루엔자, 볼거리, 풍진, 수두, 파상풍 독소에 한 양성 항체역가를 지닌 환자의 비율

은 기처지 비율과 체로 유사하였다.

7) 다른 DMARD와의 병용/연속 투여

  - 이 약과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 및 용법에 명시되지 않은 항 류마티스 약물과의 병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 임상시험 자료는 이 약 투여 후 다른 DMARD(TNF 저해제 포함)의 사용에 한 안전성을 

평가하기 에는 불충분하다. 이 약 투여 후 생물학적 제제 및/또는 DMARD 사용 시 감염 

징후에 해 면 히 관찰해야 한다.

8) 악성종양

  - 면역조절약물은 악성종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비록 현재까지의 자료를 근거로 할 

때 악성종양의 위험 증가가 예상되지 않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반복 투여를 포함하

여 이 약의 사용경 험이 제한적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고형 종양 발생의 위험 가능성을 배제

할 수는 없다.

2. 다음 환자에는 사용하지 말 것

1) 이 약의 구성성분이나 설치동물유래 단백에 한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활동성, 중증 감염 환자

3) 중증 면역장애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감염증(폐혈증, 폐렴, 바이러스감염 등)을 동반하고 있는 환자(면역억제작용에 의해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HBs 항체양성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한 후 HBs 항체가 음성인 급성 B형 

간염이 발병한 예가 보고되어 있다)

2) 심질환(예 : 협심증, 부정맥 또는 심부전)의 병력이 있는 환자(투여 중 또는 투여 후에 부정맥, 

협심 증 등이 악화 또는 재발될 수 있다)

3) 폐침윤, 폐기능장애 환자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투여 중 또는 투여직후에 기관지경련이나 

저산소증을 수반하는 급성호흡기장해가 나타나고 폐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

4) 중증의 골수기능저하가 있는 환자 또는 종양세포의 골수침윤이 있는 환자(호중구감소 및 혈

소판감소 를 더욱 악화시켜 증세가 더 악화될 수 있다)

5) 혈압강하제를 복용중인 환자(이 약 투여 중에 일과성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다)

6) 약물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7) 알레르기의 소인이 있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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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흔함 흔함 흔하지 않음 빈도불명

감염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 
+기관지염

패혈증, +폐렴, 
+열성감염, + 상포진,
+호흡기감염,

진균감염, 미지의 

원인에 의한 감염 
+급성 기관지염, 
+부비강염, B형 간염1

중 한 바이러스 

감염2, 

혈액 및 

림프계 

호중구감소증, 

백혈구감소증, 
+열성 호중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빈혈, 
+범혈구감소증
+과립구감소증

응고장애,  

재생불량성 빈혈, 

용혈성 빈혈, 

림프절병증 

지연형 

호중구감소증3,

일시적인 혈청 

IgM치 상승3

8) 호중구수가 1.5×109/L 미만 및/또는 혈소판수 75×109/L 미만인 환자

4. 이상반응

○ 림프종 및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비호지킨 림프종 및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한 이 약의 전체 안전성 양상은 임상시험 및 시판 

후 조 사를 근거로 한다. 이 환자들은 주로 이 약 단독요법(유도요법 또는 유도 후 유지요법) 또는 

화학요법과 병용하여 치료를 받았다.

이 약을 투여한 환자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된 이상반응은 주입 관련 반응으로 부분이 초회 

주입 중 발생하였다. 주입관련증상의 발생률은 이후 주입시 훨씬 감소했으며 이 약의 8회 투여 후 

1% 미만이었다.

감염(주로 세균 및 바이러스)은 비호지킨림프종 환자에 한 임상시험 중 약 30~55 % 및 만성 

림프구 성 백혈병 환자에 한 임상시험 중 약 30~50%의 환자에서 발생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된 중 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 주입관련반응(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 종양용해 증후군)

• 감염

• 심혈관계 이상반응

보고된 기타 중 한 이상반응으로는 B형 간염 재활성화 및 PML이 있었다. 이 약 단독 또는 화학

요법과 병용투여시 보고된 이상반응의 발생빈도가 다음 표에 요약되어 있다. 발생빈도별 그룹 내에

서 이상반응은 중 한 순서 로 나열되었다. 발생빈도는 매우 흔함(≥ 1/10), 흔함(≥ 1/100 - 

＜1/10), 흔하지 않음(≥ 1/1,000 - ＜1/100)으로 정의되었다. 시판 후 조사에서만 보고되었거나 그 

빈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빈도불명’항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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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흔함 흔함 흔하지 않음 빈도불명

면역계
주입관련반응,

혈관부종
과민반응

종양용해증후군4,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4, 혈청병, 

아나필락시스

사 및 영양

고혈당증, 체중감소, 

말초부종, 안면부종 

LDH 증가, 저칼슘혈증

정신계 우울증, 신경과민

신경계

감각이상, 감각저하,

초조, 불면,

혈관확장, 현기증, 불안 

미각이상

뇌신경병증, 

말초신경병증, 

안면신경마비5, 

기타 감각 상실4

눈 유루장애, 결막염 중증 시력 상실5

귀 및 미로 이명, 귀의 통증 청력 상실5

심장

+심근경색4,6, 

부정맥, +심방세동,

빈맥, +심장 장애

+좌심실부전,
+심실위빈맥,
+심실빈맥, 
+협심증,
+심근허혈, 서맥

심부전4,6, 중증 

심장 이상반응4,6

혈관
고혈압, 기립성저혈압, 

저혈압

혈관염(주로 피부), 

백혈구파괴 혈관염 

호흡기, 흉부 

및 종격

기관지연축4, 호흡기 

질환, 흉통, 호흡곤란, 

기침 증가, 비염

천식, 

폐쇄세기관지염, 

폐장애, 저산소증

호흡부전4, 폐침윤, 

간질성 폐렴

위장관계 오심

구토, 설사, 복통, 

연하곤란, 구내염, 

변비, 소화불량, 

식욕부진, 후두 자극

복부비
위장관천공7

피부 및 

피하조직
소양증, 발진, +탈모

두드러기, 발한, 

야간발한, +피부장애

중증 수포성 

피부반응, 독성 

표피 괴사7

근골격계, 

결합조직, 뼈

긴장항진, 근육통, 

관절통, 요통, 경부통, 

통증,

신장 및 

비뇨기계
신부전4

전신 및 

주입부위상

태

발열, 오한, 무력, 

두통

종양통, 홍조, 권태, 

감기 증후군, +피로, 
+떨림, +다기관부전3 

주입부위 통증

연구 IgG 수치 감소

“+” 표시는 중증반응(NCI 일반 독성 기준 3 이상)만을 근거 한 것이며, 이외에는 모든 등급의 

이상반응 발생률을 나타낸 것이다(경증에서 중증). 각 시험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이 보고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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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성화 및 일차 감염 포함 : 재발성/불응성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 한 R-FC요법에서

의 빈도
2
 2) 감염 참조

3 3) 혈액학적 이상반응 참조
4 1) 주입관련 반응 참조. 드물게 치명적 사례가 보고됨.
5
 뇌신경병증의 징후 및 증상이 이 약 치료 종료 후 수개월까지 발생됨

6 이전에 심장질환이 있었거나 심장독성 화학요법을 받았던 환자에서 주로 발생되었으며 부분

이 주입 관련 반응과 연관되어 있었다.
7
 치명적인 사례 포함

임상시험 중 이 약 투여군에서 조군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비율로 보고된 이상반응으로는 혈

액독성, 호중구감소성 감염, 요로감염, 감각장애, 발열이 있다.

1) 주입관련 반응

임상시험에서 주입관련 반응의 증상 및 징후가 50% 이상의 환자에서 보고되었으며 주로 초

회 주입 후 1~2시간 내에 나타났다. 이 증상은 주로 발열, 오한 및 경직이었다. 이외에 홍조, 

혈관부종, 기관지경축, 구토, 오심, 두드러기/발진, 피로, 두통, 인후자극, 비염, 소양증, 통증, 

빈맥, 고혈압, 저혈압, 호흡곤란, 소화불량, 무력, 종양 용해 증후군 양상을 포함한다. 중증 

주입관련반응(기관지경축, 저혈 압)이 최  12%의 환자에서 나타났다. 일부의 환자에서 심근

경색, 심방세동, 폐부종, 급성 가역성 혈 소판 감소증이 보고되었다. 협심증, 울혈성 심부전 

또는 중증 심장 반응(심부전, 심근경색, 심방세동)과 같은 기존의 심장 상태 악화, 폐부종, 

다기관부전, 종양용해증후군,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 신부전, 호흡부전이 낮은 빈도 또는 

빈도 불명으로 보고되었다. 주입관련반응의 발생률은 이후 주입시 점차 감소되었으며 이 약

의 8차 주입시 1% 미만이었다.

2) 감염

이 약은 환자의 70-80%에서 B세포 고갈을 유발하지만 소수의 환자에서만 혈청 면역글로불린

의 감 소를 초래하였다. 상포진, 국소성 칸디다 감염증이 이 약 투여군에서 더 높은 발생률

을 나타내었다. 이 약 단독 요법시 중증 감염이 약 4%의 환자에서 보고되었다. 2년간 이 약 

유지요법 시 3-4등 급 감염을 포함한 총 감염이 조군에 비해 더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2년 

치료기간 중 감염으로 축적된 독성은 없었다. 일부 치명적인 새로운, 재활성화된 또는 악화된 

중 한 바이러스 감염이 이 약 투여 시 보고되었다. 부분의 환자가 화학요법과 병용하였거

나 조혈모세포 이식의 한 부분으로 이 약을 투여 받았다. 이러한 중 한 바이러스 감염에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MV), 수두 상포진 바이러스, 단순헤르페스 바이

러스), JC 바이러스(진행성 다초점백색질뇌증),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있다. 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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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서, 질병 진행 및 재치료 이후 치명적인 다초점백색 질뇌증(PML)이 보고된 경우가 있었

다. B형 간염의 재활성화가 보고되었으며 부분이 이 약과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병용한 환

자에서 발생했다. 재발성/불응성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서 3-4등급 B형 간염(재활성화 

및 일차 감염)의 발생률은 R-FC군에서 2%, FC군에서 0%였다. 기존에 카포시 육종이 있는 

환자에서 이 약 투여시 카포시 육종의 진행이 발생하였다. 이는 허가받지 않은 적응증에 사용 

시 발생된 것으로 부분의 환자가 HIV 양성이었다.

3) 혈액학적 이상반응

4주간 이 약 단독요법 임상시험 중 소수의 환자에서 혈액학적 이상이 나타났으나 개 경증

이었고 가역적이었다. 중증(3-4등급) 호중구감소증은 4.2%, 빈혈은 1.1%, 혈소판감소증은 

1.7%의 환자에서 보고되었다. 2년간 이 약 유지요법 중 백혈구감소증(5% vs 2%, 3-4등급), 

호중구감소증(10% vs 4%, 3-4등급)이 조군과 비교하여 더 높은 비율로 보고되었다. 혈소판

감소증의 발생률은 낮았으며(＜1%, 3-4등급) 두 치료군간 차이가 없었다. 이 약을 화학요법

과 병용투여한 시험에서 치료 코스 중 3-4등급 백혈구감소증(R-CHOP 88% vs CHOP 79%, 

R-FC 23% vs FC 12%), 호중구감소증(R-CVP 24% vs CVP 14%; R-CHOP 97% vs CHOP 

88%,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경우 R-FC 30% vs FC 19%), 

범혈구 감소증(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경우 R-FC 3% vs 

FC 1%)은 화학요법만 투여 받은 군과 비교시 일반적으로 더 높은 빈도로 보고되었다. 이 

약과 화학요법 병용시 호중구 감소증 발생률이 높았으나 화학요법만 투여 받은 군과 비교시 

높은 감염 발생률과는 관련이 없었으며, 이 약과 화학요법을 병용한 투여군에서 호중구 감소

증이 지속되지는 않았다.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재발성/불응성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환

자를 상으로 한 시험 결과, 이 약과 FC 병용 투여군 (R-FC) 일부 환자에서 지연형 또는 

투여 후 늦게 발병하는 호중구감소증이 보고되었다. 빈혈의 발생률에는 차이가 없었다.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한 1차 요법 임상시험에서 Binet stage C인 환자는 FC군과 비교했을 

때 R-FC군에서 이상반응 발생률이 더 높았다(R-FC 83% vs FC 71%). 재발성/불응성 만성림

프구성 백혈병 환자를 상으로 한 시험에서 3-4등급 혈소판 감소증이 R-FC군의 11%, FC군

의 9% 환자에서 보고되었다. 일부 환자에서 이 약 마지막 주입 후 4주 이상이 지나서 지연형 

호중구 감소증이 보고되었다.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 환자에 한 임상시험에서 치

료 시작 후 혈청 IgM 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며 고점도 및 관련 증상을 수반할 수 있다. 

일시적인 IgM 상승은 보통 4개월 이내에 적어도 치료 전 수치로 회복되었다.

4) 심혈관계 반응

이 약 단독요법 임상시험에서 심혈관계 반응은 치료 기간 중 18.8%에서 보고되었으며, 가장 

빈번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저혈압 및 고혈압이었다. 이 약 주입 중 3-4등급의 부정맥(심실

성 및 심실상성 빈맥 포함) 및 협심증이 보고되었다. 유지요법 중 3-4등급 심장이상반응의 

발생률은 이 약 투여군 및 조군에서 비슷했다. 심장이상반응은 조군에서 1% 미만인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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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이 약 투여군의 3% 환자에서 중 한 이상반응으로 보고되었다(심방세동, 심근경색, 좌

심실 부전, 심근허혈).

이 약과 화학요법의 병용투여를 평가하는 시험에서 주로 빈맥 및 심방 조동/세동과 같은 심

실상 부 정맥 위주인 3-4등급 심부정맥 발현률은 CHOP군(3명, 1.5%)에 비해 R-CHOP군(14

명, 6.9%)에서 더 높았다. 여기서 부정맥은 모두 이 약의 점적투여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열, 감염증, 급성 심근 경색과 같은 질병소인 혹은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원 질환에 의한 

것들이었다. 기타 심부전, 심근질 환 및 관상동맥질환 등의 3-4등급 심장 질환 발생율은 

R-CHOP군과 CHOP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CLL에 한 시험에서 3-4등급의 심장 장애 총 

발생률은 일차 요법 시험(R-FC 4%, FC 3%) 및 재발성/불응성 환자를 상으로 한 시험(R-FC 

4%, FC 4%) 모두에서 낮았다.

5) 신경계 반응

치료기간 중 R-CHOP군 환자 4명(2%)이 1차 투약 주기 동안 혈전색전 혈관발작(뇌졸중)을 

경험하였 는데 모두 심혈관성 위험 인자를 지닌 환자들이었다. 기타 혈전색전증 발현율에 있

어서는 치료군 간 차이가 없었다. 반면, CHOP 군 환자 3명(1.5%)이 뇌혈관 이상반응을 나타

내었는데, 모두 추적기간 중 발생하였다. CLL에 한 시험에서 3-4등급의 신경계 장애 총 발

생률은 일차 요법 시험(R-FC 4%, FC 4%) 및 재발성/불응성 환자를 상으로 한 시험(R-FC 

3%, FC 3%) 모두에서 낮았다. 가역적 후두부 뇌병증 증후군(PRES) / 가역적 후백질 뇌병증 

증후군(RPLS)이 일부 환자에서 보고 되었다. 증후 및 증상은 고혈압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시력장애, 두통, 발작 및 각성상태를 포함하였다. PRES/RPLS의 진단은 뇌영상으로 확진

한다. 질병, 고혈압, 면역억제치료 및/또는 화학요 법 중에 있는 환자는 PRES/RPLS의 위험인

자로 보고되었다.

6) 위장관계 반응

이 약을 투여한 비호지킨림프종 환자에서 위장관 천공이 발생하였으며, 일부는 사망했다. 

부분의 경우 이 약을 화학요법과 병용하여 투여하였다.

7) IgG 수치

재발성/불응성 여포형 림프종에서, 이 약 유지요법에 한 임상시험에서 IgG 중앙값은 조

군 및 이 약 투여군 모두에서 유도요법 후 정상 최저 한계치(lower limit of normal, LLN) 

미만(＜7g/L)이었다. IgG 중앙값은 이 후 조군에서 LLN 이상으로 증가되었으나, 이 약 치

료 군에서는 그 로 유지되었다. LLN 미만의 IgG 수치를 가진 환자의 비율은 이 약 투여군에

서 2년 치료기간에 걸쳐 약 60%였고, 반면 조군에서는 감소되었다(2년 후 36%).

8) 하위군

  ① 이 약 단독요법

고령 환자(65세 이상) : 전체 이상반응 및 3-4등급 이상반응의 발생률은 고령 환자와 젊은 

환자(65세 미만)에서 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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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종양(bulky disease) : 거  종양 환자의 경우 비 거  종양 환자에 비해 3-4등급 이

상반응 발생률이 더 높았다(25.6% vs 15.4%). 전체 이상반응의 발생률은 두 군에서 유사

했다.

재투여 : 이 약의 재투여 시 전체 이상반응 및 3-4등급 이상반응이 나타난 환자의 비율은 

최초 투여 시와 유사했다.

  ② 이 약 병용요법

고령 환자(65세 이상) : 이전에 치료받지 않았거나 재발성/불응성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에서 3-4등급 혈액 및 림프계 이상반응의 발생률은 젊은 환자(65세 미만)와 비교했을 때 

고령 환자에서 더 높았다.

9) 국내 시판후 조사결과

  - 국내에서 6년 동안 림프종 환자 675명을 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 결과 유해

사례 발현율은 47.7%(322명/675명, 1007건)이었고, 약물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

해사례(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37.5%(253명/675명, 720건) 이었다.

  - 약물유해반응은 호중구감소 18.2%(123명/675명, 266건), 백혈구감소증 8.6%(58명/675명, 

105건), 발열성호중구감소 3.4%(23명/675명, 27건), 발열 2.8%(19명/675명, 29건), 혈소판

감소증 2.7%(18명/675명, 27건), 욕지기 2.5%(17명/675명, 21건), 오한 2.4%(16명/675명, 

18건), 구토, 식욕부진 각 2.1%, 무력 1.6%, 변비 1.3%, 근육통, 복통, 설사, 입안염, 점막염, 

빈혈, 폐렴 각 1.2%였으며, 그 밖에 1% 미만의 약물유해반응으로는 간독성작용, 간염, 간효

소증가, 고콜레스테롤혈증, 고혈당증, 당뇨병, 얼굴부종, 저칼슘혈증, 종양용해증후군, 체중

감소, 혈액젖산탈수소효소 증가, 상포진, 패혈성쇼크, 패혈증, 폐포자충감염, 심방 잔떨림, 

고혈압, 저혈압, 요로감염, 복막염, 위쪽복통, 소화불량, 혀통증, 가슴통증, 과민, 다리부기, 

등통증, 상태악화, 인플루엔자유사증후군, 통증, 피로, 불면증, 불안, 감각이상, 두통, 신경병

증, 어지러움, 얼굴마비, 연조직염, 주사부위감염, 가려움, 두드러기, 발진, 탈모, 피부장애, 

홍조, 기관지염, 기침, 목구멍자극, 상기도 감염, 호흡곤란이 보고되었다.

  - 중 한 약물유해반응은 3.9%(26명/675명, 33건)으로 발열성호중구감소 14건, 호중구감소 6

건, 패혈증, 폐렴 각 2건, 저혈압, 요로감염, 구토, 복막염, 다리부기, 오한, 얼굴마비, 연조직

염, 혈소판감소증 각1건 이었다.

  -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은 총 26건으로 점막염 9건, 간효소증가 5건, 당뇨병 3건, 연조

직염 2건, 간독성작용, 간염독성, 폐포자충감염, 복막염, 혀통증, 상태악화, 주사부위감염 각 

1건 이었다.

○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시험에서 3100명 이상의 환자가 최소 1 치료 코스를 투여 받았으며 6개월에서 5년 이상 추

적관찰되었다; 약 2400명의 환자가 2 코스 이상을 투여 받았으며, 1000명 이상의 환자가 5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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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관 매우 흔함 흔함 흔하지 않음 매우 드뭄

감염
상기도감염,

요도감염

기관지염,

굴염, 위창자염, 

족부 백선

진행성다초점백질

뇌증(PML), 

B형간염재활성화

혈액 및 림프계 혈청병유사반응

면역계
*주입관련반응 

(고혈압, 구역, 발진, 

발열, 가려움, 

두드러기, 인후 

자극감, 안면홍조, 

저혈압, 비염, 경직, 

빈맥, 피로, 입인두 

통증, 말초부종, 

홍반)

*주입관련반응 

(전신 부종, 

기관지연축, 천명, 

후두부종, 

맥관신경증성부종, 

전신 가려움, 

아나필락시스, 

아나필락시스유사

반응)

전신 및 주사부위

사 및 영양 고콜레스테롤혈증

신경계 두통

지각이상, 편두통,

어지러움, 

좌골신경통

피부 및 피하조직 탈모

정신계 우울증, 불안

위장관계

소화불량,

설사, 위식도역류, 

구강궤양,

상복부통증

이상을 투여 받았다. 이 약의 시판 후 조사 과정 중 수집된 안전성 정보는 이 약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 한 임상 시험에서 나타난 이상반응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환자들은 이 약 2×1000mg을 2주 간격으로 분할하여 투여 받았으며 추가로 메토트렉세이트를 

투여 받았다(10-25mg/week). 메칠프레드니솔론 100mg 정맥주입 후 이 약을 주입하였으며 환자들

은 또한 15일간 경구로 프레드니손을 투여 받았다.

이상반응이 다음 표에 나열되어 있다. 발생빈도는 매우 흔함(≥1/10), 흔함(≥1/100 - ＜1/10), 

흔하지 않음(≥1/1,000 to ＜1/100), 매우 드뭄 (＜1/10,000)으로 정의되었으며 발생빈도별 그룹 

내에서 이상반응은 중 한 순서로 나열되었다.

이 약 투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는 가장 빈번한 이상반응은 주입관련 반응이었다. 임상시

험에서 주입관련반응(IRR)의 전체 발생율은 1차 주입 시 23%였고, 다음 주입이 계속됨에 따라 감소

하였다. 중 한 주입관련반응은 흔하지 않았고 (환자의 0.5%), 초회 코스 중 부분 발생하였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이상반응 이외에, 진행성 다초점 백

색질뇌증 (PML) 및 혈청병 유사반응이 시판 후 사용경험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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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관 매우 흔함 흔함 흔하지 않음 매우 드뭄

근골격계

관절통

/근골격통,

골관절염, 

윤활낭염 

  
* 주입 중 또는 주입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이상반응. 아래 주입관련 반응 참조. 주입관련반

응은 과민성 및/또는 매커니즘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다.

1) 반복 투여(multiple course)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반복 투여 시 나타난 이상반응 양상은 최초 투여 시와 유사한 것으

로 나 타났다. 이 약의 1차 투여 후 이상반응의 비율은 최초 6개월간 가장 높았으며, 그 후에

는 감소하였다. 부분 주입관련반응(1회 투여 코스 중 가장 빈번함), 류마티스 관절염 악화, 

감염 이었으며, 이들 모두 최초 6개월 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2) 주입관련 반응

임상시험에서 이 약 투여 후 가장 흔히 발생한 이상반응은 주입관련반응 (IRR)이었다. 이 약

을 투여 한 3189명의 환자 중, 1135명(36%)은 적어도 1번 이상의 주입관련반응을 경험하였

고, 3189명 중 733 명(23%)는 이 약의 1차 주입 후 주입관련반응을 경험하였다. 주입관련반

응의 발생은 다음 주입이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였다. 임상시험에서, 3189명 중 17명의 환자 

(1%미만)가 중 한 주입관련반응을 경험하였다. 임상시험에서 CTC 4등급 환자는 없었으며, 

주입관련반응으로 인한 사망도 없었다. CTC 3등급, 투여중단에 이른 주입관련반응의 비율은 

코스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였고, 3 코스 이후에는 드물게 나타났다. 정맥 글루코코르티코

이드 전투여 시, 주입관련반응의 발생빈도 및 정도가 현저히 감소되었다.

3) 감염

감염률은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약 0.94/patient year였다. 감염은 부분 경미하거나 

중등도였으며, 부분 상기도 감염 및 요로감염이었다. 중증 또는 항생제 정맥투여가 요구되

었던, 임상적으로 유의한 감염 발생률은 이 약 투여군에서 0.04/patient year였다.

이 약을 반복 코스로 투여한 후 중 한 감염의 비율은 유의하게 높아지지 않았다. 임상시험에

서 하기도 감염 (폐렴 포함)이 보고되었으나, 이 약 투여군에서의 발생율은 조군과 유사하

였다.

이 약을 자가면역질환(류마티스 관절염 및 허가 사항 이외에 전신 홍반성 루푸스, 혈관염을 

포함한다.) 치료에 사용한 후 치명적인 진행성 다초점 백색질뇌증이 보고되었다. 보고된 모든 

예에서 기저질환 또는 장기간 면역억제제 또는 화학요법제의 사용을 포함한 PML에 한 여

러 가지 위험인자가 있었다.

화학요법과 병용하여 이 약을 투여받은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에서, B형 간염 재활성화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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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 이 약 투여군 (n=99) 사이클로포스파미드 (n=98)

감염

감염a 61 (61.6%) 46 (46.9%)

위장관계

구역

설사

18 (18.2%)

17 (17.2%)

20 (20.4%)

12 (12.2%)

신경계

두통 17 (17.2%) 19 (19.4%)

고되었다. 이 약을 투여받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도 B형 간염 재활성화가 매우 드물게 

보고되었다.

4) 심혈관계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중 한 심장이상반응이 환자 0.013/patients year로 발생하였으

며, 위약 투여군에서도 0.013/patients year로 발생하였다. 이 약을 반복 코스로 투여한 후 

심장이상반응 (모두 또는 중증)을 경험환 환자의 비율은 증가하지 않았다.

5)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

  - 국내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220명을 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 결과 유해

사례 발현율은 15.5%(34명/220명, 56건)이었고, 본 제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유

해사례 발현율은 14.1%(31명/220명, 51건)이며, 발진 2.7%(6명/220명, 6건), 발열 2.3%(5명

/220명, 5건), 상포진, 두드러기 각 1.8%(4명/220명, 4건), 호흡곤란 1.4%(3명/220명, 3

건)이었으며 그밖에 1% 미만의 약물유해반응으로는 패혈성관절염, 백혈구감소증, 심방세동, 

저혈압, 상복부불쾌감, 상복부통증, 오심, 가슴 긴장감, 가슴불쾌, 아나필락시스, 오한, 인플

루엔자양증상, 흉통, 감각이상, 어지러움, 가려움증, 기침, 부비동염, 숨참, 인후자극, 후두부

종이 보고되었다. 이중 중 한 약물유해사례는 1.8%(4명/220명, 5건)으로 패혈성관절염, 저

혈압 각 2건, 호흡곤란 1건 이었다.

  -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은 총 22건 발생하였으며, 이중 중 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

해반응은 총 2건으로 모두 패혈성관절염이었다. 중 하지 않았으나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

반응은 총 20건으로 상포진 4건, 백혈구감소증, 상복부불쾌감, 가슴불쾌, 부비동염 각 2건, 

패혈성관절염, 오심, 가슴 긴장감, 오한, 인플루엔자양증상, 흉통, 기침, 숨참 각 1건 이었다.

○ 항호중구세포질항체(ANCA)-연관성 혈관염(AAV)

임상시험에서, 99명의 환자가 이 약(주1회 375mg/㎡ 용량으로 4주간 투여) 및 글루코코르티코

이드를 투여 받았다.

이 약 투여군에서 10% 이상(매우 흔함) 발생한 약물이상반응이 다음 표에 나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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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 이 약 투여군 (n=99) 사이클로포스파미드 (n=98)

근골격계 및 결합 조직

근육 연축

관절통

17 (17.2%)

13 (13.1%)

15 (15.3%)

9 (9.2%)

혈액 및 림프계

빈혈

백혈구감소증

16 (16.2%)

10 (10.1%)

20 (20.4%)

26 (26.5%)

전신 및 주사부위

말초 부종

피로

16 (16.2%)

13 (13.1%)

6 (6.1%)

21 (21.4%)

정신계

불면증 14 (14.1%) 12 (12.2%)

연구 관련

ALT 상승 13 (13.1%) 15 (15.3%)

호흡기, 흉부 및 종격

기침 

코피 

호흡곤란

13 (13.1%)

11 (11.1%)

10 (10.1%)

11 (11.2%)

6 (6.1%)

11 (11.2%)

혈관

고혈압 12 (12.1%) 5 (5.1%)

면역계

주입관련반응b 12 (12.1%) 11 (11.2%)

피부 및 피하조직

발진 10 (10.1%) 17 (17.3%)

  
* 본 임상 디자인에 따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교차 치료가 허용되었으며, 각 치료군의 13명 

피험자는 6개월 간의 임상연구 기간 내 2차 치료를 받았다.
a
 이 약 투여군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한 감염은 상기도 감염, 요로감염, 상포진을 포함하였다.

b 이 약 투여군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은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 홍조, 인후 자극, 

진전을 포함하였다.

1) 주입관련 반응

임상시험에서 주입관련반응(IRR)은 주입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이상반응 중 연구자가 주

입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한 이상반응으로 정의된다. 이 약을 투여한 99명의 환자 중, 12%는 

적어도 1번 이상의 주입관련반응을 경험하였으며, 모두 CTC 1등급 또는 2등급이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한 주입관련반응은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 홍조, 인후 자극, 진전이었다. 이 약

과 병용하여 글루코코르이코이드를 정맥 투여하여 이상반응의 빈도 및 중증도를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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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

이 약을 투여 받은 99명의 환자에서, 전체적인 감염 발생율은 210/100 patient year인 것으로 

나타났 다(95% 신뢰구간 173-256/100 patient year). 감염은 거의 경증-중등도였으며, 부분 

상기도감염, 상포진, 요로감염이었다. 중 한 감염 비율은 25/100 patient year로 나타났고, 

이 약 투여군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한 중 한 감염은 폐렴으로 4% 빈도였다.

3) 악성종양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 중 악성종양의 발생은 2.05/100 patients year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준화된 발생율을 기초로 했을 때 AAV 환자에서 이전에 보고된 비율

과 유사하였다.

5. 일반적 주의

1) 적절한 심폐소생술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장소에서 혈액종양학 전문가의 감독 하에 점적투여

토록 한다. 호흡기계 증상이나 저혈압이 발생한 환자는 24시간 이상 관찰해야 한다.

2)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이 발생하는지를 면 히 관찰해야 하며 중증 반응의 징후, 특히 중증

의 호흡 곤란, 기관지경축 또는 저산소증이 나타난 환자의 경우 점적주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환자에 해서는 종양용해증후군(tumor lysis syndrome)의 징후가 있는지를 적

절한 임상병리검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능부전이나 폐부위로의 종양침윤이 있었던 

환자는 흉부 X선 촬영을 실시하여야 한다. 모든 증상이 완전 소실되고 임상병리검사치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이 약의 투여를 재개해서는 안 된다. 이 때 점적주입은 종전의 투여

속도의 1/2 이하로 재개할 수 있다. 동일한 중증 이상반응이 두 번째 발생한 경우에는 투약중

단을 고려해야 한다.

3) 이 약 단독요법 시 정기적으로 혈소판수를 포함한 전 혈구수를 측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 약을 CHOP 또는 CVP 화학요법과 병용할 경우 통상적인 의료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혈구수를 측정해야 한다.

4) 이 약 투여 중 발생하는 알레르기 반응에 해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과민반응 처치용 약물

(아드레 날린, 항히스타민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5) 이 약이 운전 및 기계조작증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 보고

된 약리 활성과 이상반응으로는 이런 영향이 우려되지는 않는다.

6)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 한 재투여 : 재투여에 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비교임상시험에서 

평가된 바 없으며, 비비교임상시험에서 제한적인 수의 환자들이 2~5코스(코스당 2회 점적주

입)를 추가로 투여받았다. 임상시험에서 첫 투여 후 16주 이내에는 어떤 환자도 2번째 코스를 

시작하지 않았다. 부 분 환자가 이전 약물투여 완료 후 24개월에 추가로 약물을 투여받았다.

7) 이전 TNF 길항제에 반응이 불충분하지 않은 환자에 한 투여 : 이 약의 효과는 이전 비생물

학적 항류마티스제(non-biological DMARD)에 반응이 불충분한 환자를 상으로 한 2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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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임상시험에서 입증되었으나, TNF 길항제에 반응이 불충분하지 않은 환자에서의 위험/유

익성 관계는 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하나 이상의 TNF 길항제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 한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8) 이 약을  비호지킨림프종에 사용한 시판 후 조사에서 매우 드물게 진행성 다초점  백색질뇌증 

(Progressive Multifocal Leukoencephalopathy : PML)이 보고되었다. 부분의 환자들은 이 

약을 화 학요법과 병용하였거나 조혈모세포이식의 한 부분으로 투여 받았다. 비호지킨림프종

을 치료하는 전 문의는 신경계 증상을 보고하는 환자에 한 감별진단시 PML여부를 고려하여

야 하며 임상적으로 필요시, 신경전문의의 진료도 고려하여야 한다.

9) 자가면역질환 치료를 위해 이 약 투여시 치명적인 진행성 다초점 백색질뇌증(Progressive 

Multifocal Leukoencephalopathy : PML)이 보고되었다. 보고된 사례의 경우 기저질환, 장기

간의 면역억제요법실 시 또는 화학요법 등 PML에 한 여러 가지 위험인자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이 약을 투여받지 않은 자가면역질환 환자에서도 PML이 보고된 바 있다. 자가면역질환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는 신경 계 증상을 보고하는 환자에 한 감별진단 시 PML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임상적으로 필요시 신경 전문의의 진료도 고려하여야 한다.

10)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항호중구세포질항체(ANCA)-연관성 혈관염 이외의 다른 자가면역질환

에서 이 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11)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환자에서 이전에 이 약을 포함한 단클론항체 요법을 투여받은 적이 

있거나 이 약과 병용투여시 저항성인 환자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한 자료는 제한적이다.

6. 상호작용

1) 이 약의 약물상호작용과 관련한 자료는 제한적이다.

2)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서 이 약의 병용투여는 플루다라빈 또는 사이클로포스파미드의 

약물 동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플루다라빈 및 사이클로포스파미드도 이 약의 약물동

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 사람 항설치동물 항체(HAMA) 또는 사람 항키메릭 항체(HACA)를 지닌 환자들에서는 기타 

진단용이나 치료용 단클론항체 투여시 알레르기 반응 내지 과민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4) 류마티스 관절염환자에 이 약과 병용투여된 메토트렉세이트나 싸이클로포스파미드는 이 약의 

약물동태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5) 예방접종

  ① 비호지킨 림프종

이 약 투여 후 생바이러스백신 투여에 한 안전성은 연구된 바 없으므로 생바이러스백신

에 의한 예방접종은 권장되지 않는다.

이 약을 투여 받는 환자에게 비-생백신을 접종할 수 있으나, 비-생백신에 한 반응률이 

감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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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을 단독으로 투여 받은 재발성 저등급 비호지킨림프종 환자는 이 약을 투여 받지 않은 

건강한 사람과 비교하여 파상풍 면역 항원(16% vs 81%), Keyhole Limpet Haemocyanin(KLH) 

신생항원(4% vs 69%, 2배 초과 증가된 항체가로 평가)에 해 더 낮은 반응률을 나타내었

다. 항원 패널(폐렴구균, 인플루엔자A,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에 한 치료 전 평균 

항체가는 이 약 투여 후 최소 6개월간 지속되었다.

  ② 류마티스 관절염

전문의는 이 약 투여 전 환자의 예방접종 상태를 검토하고 최근 예방접종 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 약 최초 투여일로부터 최소 4주 전에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이 약 투여 후 생바이러스백신 접종에 한 안전성은 연구된 바 없으므로 이 약 투여 중 

또는 말초 B 세포 고갈상태에서 생바이러스백신 접종은 권장되지 않는다.

이 약을 투여 받는 환자에게 비-생백신을 접종할 수 있으나, 비-생백신에 한 반응률이 

감소될 수 있다. 이 약과 메토트렉세이트를 투여 받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메토트렉세

이트만 투여 받은 환자와 비교하여 이 약 투여일로부터 최소 6개월 후 접종한 백신에 해 

파상풍면역 항원에 해서는 동등한 반응을 나타내었고(39% vs 42%), 폐렴구균 다당류 

백신(43% vs 82%, 최소 2가지 폐구균 항체 serotype에 한 반응) 및 KLH 신생항원(47% 

vs 93%)에 해 더 낮은 반응률을 나타내었다.

이 약 치료 중 비-생백신 접종이 필요한 경우, 이 약의 다음 치료를 시작하기 최소 4주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1년간 이 약을 반복 투여 했을 때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유행성이

하선염, 풍진, 수두, 파 상풍 톡소이드에 한 항체가 양성을 나타낸 환자의 비율은 일반적

으로 치료 전에서와 유사했다.

6)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 한 연구에서 283명의 환자가 이 약 투여 후 생물학적 DMARD를 

투여 받았다. 이 환자들에서 이 약 투여 중 임상적으로 관련이 있는 감염의 비율은 100patient 

year 중 6.01 이었으며 생물학적 DMARD 치료 후에는 4.97였다.

7) 이 약과 염화폴리비닐 또는 폴리에칠렌 재질의 수액백이나 점적주입기구와의 부적합성은 확

인되지 않았다.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면역글로불린 IgG는 태반관문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약을 투여 받은 모체에서 태어난 신생아에 한 B세포 수치는 임상시험에서 연구된 바 

없다. 임부에 한 적절하고 잘 비교된 시험으로부터 얻은 자료는 없으나, 임신 중 이 약을 

투여 받은 모체에서 태어난 유아 일부에서 일시적인 B 세포 고갈 및 림프구감소증이 보고되

었다. 그러므로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지 않는 한 이 약을 임부에게 투여해서는 안된다.

B세포 고갈 환자에서 이 약의 잔류기간이 길기 때문에 가임여성은 이 약 투여기간 및 투여종

료 후 12개월까지 적절한 피임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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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nomolgus 원숭이에 해 실시된 발생독성시험에서 자궁내 배자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약을 투여한 원숭이 모체로부터 태어난 자손에서 출생 후 B 세포 고갈이 보고되었다.

2) 이 약이 사람의 모유 중으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는 알려진 바 없다. 단, 모체의 IgG가 모유중

으로 유입되며, 원숭이의 모유에서 리툭시맙이 검출되었으므로 이 약을 투여 받고 있거나 이 

약으로 치료받은 후 12개월 동안 수유해서는 안된다.

  

8. 소아에 대한 사용

소아에 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검토되지 않았다.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1) 이 약을 단독요법으로 투여한 임상시험에 등록된 환자 331명 중 24%가 65세에서 75세였으며 

5%는 75세 이상이었다. 반응율은 65세 이상에서 더 높았으나(각 52%와 44%) 카플란-마이어

로 평가한 결과 반응의 기간은 젊은 사람에서 보다 고령자에서 더 짧았다(각 11.4개월과 10.1

개월). 그러나 이 차이는 유의적이지 않다. 빈도, 중증 정도 및 이상반응의 타입은 두 군간 

유사하였다.

2)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상으로 한 3상임상시험에서 517명중 16%가 65세에서 75세이었으

며 2%는 75세이상이었다. 이 약의 ACR20 반응은 65세이상 환자군과 65세미만 환자군간에 

유사하였다(53% vs 51%). 이상반응의 발생율, 정도 및 형태도 두 군간에 유사하였다.

10. 과량투여

사람을 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과량투여가 이루어진 예는 없었으며, 자가면역질환 환자를 

상으로 하는 조 임상시험에서 1회 1000mg를 초과하여 시험한 예는 없었다. 현재까지 만성 림프

구성 백혈병 환자에서 5g을 투여한 것이 가장 고용량이었다. 어떤 추가적인 안전성 신호는 확인되

지 않았다.

시판후 조사에서, 이 약 과량투여는 5건이 보고되었다. 3건은 이상반응이 보고되지 않았다. 2건

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은 이 약 1.8g 투여 환자에서 감기유사증상, 이 약 2g 투여 환자에서 치명적

인 호흡 기능상실이었다.

과량 투여한 환자는 즉시 투여 중단 또는 감량해야 하며 면 히 감독해야 한다. B 세포가 고갈된 

환자의 경우 정기적인 혈구수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감염 위험의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

11. 적용상의 주의

1) 이 약은 희석하지 않은 채로 정맥주사하거나 점적투여용액으로 조제한 상태에서 bolus 주입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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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약은 멸균, 무방부제, 비발열성의 단회투여용 주사 바이알에 든 무색투명한 액이다.

무균조건 하에서 이 약을 필요한 양만큼 취하여 멸균, 비발열성, 0.9% 생리식염액이나 5% 

포도당액이 들어 있는 주입백에서 이 약을 농도 1-4mg/1mL가 되게 희석한다. 용액혼화시 

주입백을 조심스럽게 뒤집어 거품 발생을 방지한다. 이 약은 항균성 보존제나 정균제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무균조작을 하여야 한다. 주사용 의약품을 투여에 앞서 이물 또는 변색이 있는

지 육안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12.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

1) 바이알은 2-8℃에서 보관한다.

2) 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투여 전까지 외부포장 그 로 보관한다.

3) 조제된 주입액은 2∼8℃에서 24시간동안 및 이후 실온에서 12시간 동안 물리 화학적으로 안

정하다. 미생물학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조제된 주입액은 즉시 사용해야 한다. 즉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전 기시간 및 보관조건에 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검증된 무균조건

하에서 희석하지 않은 경우 개 2-8℃에서 24시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지는 않는다.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한국로슈 맙테라주(리툭시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 100mg/10ml, 500mg/50ml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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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메사탄메독소밀 단일제 (경구)
(Olmesartan medoxomil)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임신 2, 3기인 임부에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약물 투여시, 태아 및 신

생아에게 손상 및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임신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이 약의 투여

를 중단해야 한다.(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6. 임부에 한 투여 및 7. 수유부에 한 

투여 항 참조)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이 약에 함유된 성분에 하여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임부 또는 수유부(6. 임부에 한 투여 및 7. 수유부에 한 투여 항 참조)

3) 신장투석 환자 (사용경험이 없음) 

4) 중증 간장애환자 (사용경험이 없음)

5) 담도폐쇄환자 

6)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

해효소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올메사탄메독소밀 단일제 (경구) (Olmesartan Medoxomil)

 분류 번호 ∙ [02140] 혈압강하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재심사

 정보원 ∙ (주)대웅제약

 정보 사항 ∙ 이상반응(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추가하는 등 변경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관리과-1756호, 2012. 4. 4.)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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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혈액량이나 염이 감소된 환자

혈액량이나 염이 감소된 환자 (예: 고용량의 이뇨제를 투여한 경우)와 같이 레닌-안지오텐신계

가 활성화된 환자에게서 이 약을 투여한 초기에 저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환자는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면서 치료

를 시작해야 한다. 만약 저혈압이 발생하면, 환자를 바로 누이고, 필요시 생리식염수를 점적 

정맥주사한다. 일시적으로 저혈압 반응이 나타난다 해도 이후 치료가 금기사항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혈압이 안정화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치료를 계속 할 수 있다.

2)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 저해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를 저해하기 때문에, 이 약을 투여한 민감한 환자의 경우 신장

기능의 변화가 올 수 있다. 신기능이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의 활성에 의존하는 환자

(예; 심한 울혈성 심부전 환자)에서 ACE저해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저해제를 사용한 치료는 

핍뇨증, 진행성 고질소혈증, (드물게) 급성 신부전 또는 사망이 수반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결과가 이 약을 투여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 

3) 신장애환자 및 신장이식환자 

신장기능이상 환자에게 이약을 투여한 경우 혈청 칼륨과 크레아티닌, 요산 수치를 주기적으

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중증 신장애 환자(creatinine clearance ＜20mL/min)에서 이 약

의 사용이 권장되지 않으며,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에 한 이약의 투여에 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4) 신혈관성 고혈압 환자 

단측성 또는 양측성 신동맥협착증 환자에게 ACE 저해제를 투여한 연구에서 혈청크레아티닌

농도와 혈중요소질소(BUN)의 증가가 보고되었다. 이 약을 단측성 또는 양측성 신동맥협착증 

환자에게 장기간 투여한 경우는 없었으나 비슷한 결과가 예상된다.

5) 간장애환자 

경증 및 중등도 간장애 환자에 한 사용경험이 적으며, 중증 간장애 환자에 한 사용경험이 

없어, 이 약의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6) 고칼륨혈증 : 레닌안지오텐신계에 영향을 주는 약물과 같이 이 약 투여시 특히 심부전이나 

신장애 환자의 경우에 고칼륨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

할 경우 혈청 칼륨치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7) 동맥 및 승모판 협착, 폐색ㆍ비후성 심근 질환자 : 다른 혈관확장제와 마찬가지로 동맥이

나 승모판 협착증 환자 또는 폐색ㆍ비후성 심근증 환자에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8) 원발성알도스테론증 환자 : 일반적으로 원발성알도스테론증이 있는 환자는 레닌안지오텐신계를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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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는 항고혈압제에 해서 반응성이 없으므로 이런 환자에게 이약의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9) 혈압강하작용에 의해 어지러움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고소작업이나 자동차운전 등 위험이 수

반되는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기타 : 이 약 및 다른 안지오텐신 길항제들은 다른 인종보다는 흑인에게서 혈압 저하작용이 

다소 적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흑인 고혈압 환자들 중에서, 레닌 수치가 낮은 환자의 

빈도가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4. 이상반응

이 약은 3,825명 이상을 상으로 안전성이 평가되었고, 여기에는 고혈압증상을 치료받고 있는 

환자 3,275명 이상이 조임상시험을 통해 포함되었다. 이 임상시험에서 약 900명은 최소한 6개월, 

525명 이상은 적어도 1년 동안 투약을 받았다. 이 약은, 위약을 투여했을 경우 나타나는 것과 비슷

한 내약성을 보였다. 이상반응은 일반적으로 경미하고, 일시적이며 이약의 투여용량과의 상관관계

는 없었다.

전체적인 이상반응 발현빈도는 용량과 관계가 적었다. 이 약과 위약을 투여한 환자간에 성별, 

나이, 인종별로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었다. 고혈압 환자에 한 모든 임상시험에서 이상반응 발현

으로 투약을 중단한 경우는 이 약을 투여한 환자의 2.4%(즉, 79/3278)였고 조군 환자에서는 

2.7%(즉, 32/1179)였다. 위약 조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투여한 환자에서 유일하게 1% 이상 나타

났고, 위약 투여환자보다 더 빈번하게 나타난 이상반응은 어지러움이었다(3% vs. 1%).

위약 조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투여한 환자에서 1% 이상이고, 위약투여 환자에서 유사하거나 

더 높은 발현을 보인 다른 이상반응은 요통, 기관지염, 크레아틴인산활성효소 증가, 설사, 두통, 혈

뇨, 고혈당증,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 인플루엔자양 증상, 인두염, 비염, 부비강염이다.

기침의 발현은 이 약을 투여한 환자(0.9%)와 위약을 투여한 환자(0.7%)에서 유사하였다.

이 제제의 투여에 기인한 것인지 확실하진 않으나, 조임상시험 또는 공개시험에서 이 약을 단

독투여한 3,100명 이상의 고혈압 환자 중 0.5% 이상에게서 발현된 것으로 보고된 이상반응은 다음

과 같다.

전신 : 가슴통증, 말초부종

중추 및 말초신경계 : 현기증 

위장관 : 복통, 소화불량, 위장염, 구역

심장 : 두근거림

사, 영양장애 :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지혈증, 고요산혈증 

근골격 : 관절통, 관절염, 근육통 

피부 및 기타 : 발진

안면부종이 이 약 투여환자 중 5명에게서 관찰되었다. 혈관부종은 다른 안지오텐신 Ⅱ 저해제에

서 보고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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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치 : 조 임상시험에서 표준검사치에 나타난 임상적으로 중요한 변화는 이 약의 투여와는 

관계가 없었다. 

․ 헤모글로빈과 적혈구용적율 : 수치가 약간 저하되었다. (평균 감소 각각 0.3g/dL, 0.3 용량비율)

․ 간기능시험 : 간효소나 빌리루빈 수치가 증가되는 것이 드물게 관찰되었다. 이 약 투여환자 중 

5명(0.1%)과 위약투여환자 1명(0.2%)이 간기능 검사치 이상(트랜스아미나아제 또는 총빌리루

빈)으로 투약이 중지되었다. 5명의 환자 중 3명은 알콜 섭취로 인한 트랜스아미나아제 증가로 

중단하였고, 한 명의 환자는 빌리루빈 수치가 증가하였으나 치료가 진행되면서 정상화되었다.

국외 시판 후 조사 결과

1) 전신 : 무력증, 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반응

2) 소화기계 : 구토

3) 근골격계 : 횡문근융해증

4) 사 및 영양 : 고칼륨혈증

5) 비뇨생식계 : 급성신부전, 혈중 크레아티닌 상승

6) 피부 및 부속기관 : 탈모, 가려움증, 두드러기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3,164명의 환자를 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결과 유해

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0.88%(28명/3,164명, 34건)로 보고되었다. 어지러움(체위성어

지러움 포함) 0.32%(10명/3,164명, 10건), 두통 0.22%(7명/3,164명, 7건), 두근거림 0.06%(2명

/3,164명, 2건), 고칼륨혈증, 혈압상승, 안면부종, 요통, 혈중크레아티닌 증가, 복통, 설사, 가슴통

증, 말초부종, 가려움증, 기침, 비출혈, 상기도감염, 천식 각각 0.03%(1명/3,164명, 1건)이었다.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0.41%(13명/3,164명, 16건)로 

어지러움(체위성어지러움 포함) 0.19%(6명/3,164명, 6건), 두통 0.13%(4명/3,164명, 4건), 고칼륨

혈증, 혈압상승, 안면부종, 혈중크레아티닌 증가, 말초부종, 기침 각각 0.03%(1명/3,164명, 1건)로 

조사되었다. 이 중 중 한 유해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는 혈압상승, 비

출혈, 천식 각각 0.03%(1명/3,164명, 1건)이었으며,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

인 약물유해반응은 혈압상승이었다.

5. 약물상호작용 

1) 칼륨 보급제 및 칼륨 보존 이뇨제 : 레닌안지오텐신계에 작용하는 다른 약물들의 투여를 살펴

보면, 칼륨보존 이뇨제, 칼륨보급제, 칼륨염을 함유하고 있는 제제 또는 혈청칼륨치를 증가시

킬 수 있는 제제(헤파린)와 이 약을 병용투여할 경우 혈청칼륨치는 상승할 수 있다. 

2) 다른 항고혈압제와 병용투여시 이 약의 혈압 강하 효과는 증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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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튬 : ACE저해제와 리튬을 병용 투여할 경우 혈청 리튬이 가역적으로 상승, 독성이 나타났다

는 보고가 있다. 이 약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매우 드물게 보고되었으므로 이 약과 리튬의 병

용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4)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다른 안지오텐신 Ⅱ 저해제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예,1일 3그람 이상의 아스피린, 

COX-2 저해제) 병용시 사구체여과율 감소가 증가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급성 신부전

환자에서 증가된다. 따라서, 치료를 시작할 때 수분을 보충하면서 신기능을 모니터링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다른 안지오텐신 Ⅱ 저해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의 항고혈압 작용은 비스테로

이드성 소염진통제에 의해 약해질 수 있다.

5) 기타

이 약을 건강한 지원자에게 디곡신 또는 와파린과 병용투여 했을 때 심각한 약물 상호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 약의 생체내 이용률은 제산제[AI(OH)3/Mg(OH)2]와 병용 투여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 약은 cytochrome P450 시스템에 의해 사되지 않으며 P450 효소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 효소에 의해 억제되거나, 유도 또는 사되는 약물들과의 상

호작용은 예상되지 않는다.

6. 임부에 대한 투여

태아/신생아 이환율 및 사망률 : 임부에게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약물

을 투여하면 태아나 신생아의 손상 및 사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ACE: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저해제를 복용한 환자에서도 세계적으로 수십 례가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 본제의 복용을 되도록 빨리 중지하여야 한다. 

임신 2, 3기 동안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을 복용하면, 저혈압, 신생아 두개

골 발육부진, 무뇨증, 가역적 혹은 비가역적 신부전 및 사망 등의 태아 및 신생아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태아의 신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한다고 알려진 양수과소증도 보고된 바 있다. 양수

과소증은 사지연축, 두개안면 기형, 폐 발육부진등과 관련이 있다. 또한 약물과의 관련성은 명확하

지 않으나, 미숙아 출산, 자궁내 발육부진, 개방 동맥관등도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이상반응은 

임신 1기에만 국한되는 자궁내에서의 약물 노출에 의해 발생되는 것 같지는 않다. 배아와 태아가 

임신 1기에 한해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에 노출된 경우 임부에게 반드시 위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환자가 임신을 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빨리 본제의 복용을 중단토록 해야 한다. 드물

게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외에는 선택할 약물이 없을 경우( 체로 천명의 임부 중 한명 꼴 

이하로 발현)도 있다. 이 때에는 태아에 한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임부에게 알려주어

야 하며, 지속적인 초음파 검사로 양수내 환경을 평가해야 한다.

양수과소증이 나타나면, 임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제의 복용을 중단하여

야 한다. 임신 주수에 따라서 수축스트레스검사(Contraction Stress Testing), 비부하검사(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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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ss Test) 혹은 생물이학적 프로파일(Biophysical Profiling) 등의 검사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

다. 하지만 태아에게 이미 비가역적 장애가 발생한 이후에도 양수과소증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자궁 내에서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약에 노출된 적이 있는 유아의 경우에는 저혈압, 요량감

소 및 고칼륨혈증이 있는지 면 하게 관찰하여야 한다. 만약 요량감소 현상이 있다면 혈압과 신장

관류액의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저혈압을 회복시키고, 저하된 신기능을 신하기 위해 교환수

혈이나 투석을 할 수도 있다.

이 약을 임산부에게 투여한 임상 경험은 없다. 이 약을 1000mg/kg/day (평방미터 당 리그램

의 기준으로 볼 때 사람 최  투여 권장량 (MRHD : maximum recommended human dose)의 

 240배)까지 임신한 랫트에게 경구로 투여한 경우와 임신한 토끼에게 1 mg/kg/day(사람 최  투

여 권장량의 절반; 더 높은 용량은 토끼에서는 치사량이므로 태아발육에 한 영향을 평가할 수 

없었음)까지 투여했을 때에도 최기형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랫트에서, 1.6mg/kg/day이상 

 용량 투여 시, 새끼의 출생 시의 체중, 체중증가가 유의적으로 감소되었고, 발생학적인 중요시점

에 도달하는 시기가 지체되었으며(귓바퀴 분화, 아래 앞니가 나는 것, 복부 털이 나는 것, 고환 강

하, 눈꺼풀 분화 등의 지체), 8mg/kg/day 이상 용량 투여 시에는 신우의 이완 발생이 용량의존적으

로 증가했다. 랫트에서 발생독성에 영향이 관찰되지 않는 용량은 0.3mg/kg/day로, 이는 사람 최  

투여 권장량인 40mg/day의 약 1/10 이다.

7. 수유부에 대한 투여

사람에서 모유로 이행되는지 여부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랫트의 경우 낮은 농도로 이행되었다. 

영아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유부에게 이 약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수유를 

중지하거나 이 약 투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8. 소아에 대한 투여

소아에 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고혈압 환자 중 젊은 환자에 비해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 항정상태(steady state)에서 AUC

가 33% 증가하였고, 75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 44%가 증가하였다.

10. 과량 투여시의 처치

사람의 과다복용에 한 자료는 한정되어 있다. 과다복용으로 인해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증상

은 저혈압, 두근거림 등이다. 부교감흥분성 자극이 일어나는 경우는 서맥이 발생할 수 있다. 증후성

저혈압이 일어날 경우, 그에 한 보조적인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이약이 혈액투석으로 제거되는

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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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이 약을 랫트에게 2년까지 경구투여 했을 때 발암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최  시험용량

(2000mg/kg/day)은 평방미터 당 리그램 기준으로 볼 때, 사람 최  투여 권장량인 40mg/day의 

480배였다, 1000mg/kg/day(MRDH의 약 120배) 용량까지 투여한, p53 녹아웃 마우스에서의 6개

월 투여실험과 Hras2 형질전환 마우스에서의 6개월 투여실험 결과, 이 약의 발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올메사탄메독소 과 올메사탄은 in vitro 시리아 햄스터 배아세포 형질전환 실험(Syrian hamster 

embryo cell transformation assay) 결과 음성이었으며, 박테리아 변이원성 시험(Ames test)에서도 

유전독성의 증거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두 약물 모두 in vitro에서 배양한 세포(Chinese 

hamster lung)에서의 염색체 변이를 증가시켰다, 두 약물은 또한 in vitro 마우스 임파종 시험에서 

티미딘 키나아제 변성에 해 양성을 나타내었다. 올메사탄 메독소 은 2000mg/kg까지 경구 투여

했을 때, MutaMouse 장과 신장에서 in vivo 돌연변이 시험과 마우스 골수에서의 소핵유도를 측정

하는 실험 결과 음성을 나타내었다. (올메사탄은 시험하지 않았음.) 

이 약을 1000mg/kg/day의 고농도 (MRDH의 240배)로 수컷은 교미 9주전, 암컷은 2주전에 투여

를 시작한 시험에서, 랫트의 수태능력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경보제약 오르메탄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2 (주)그린제약 유메텍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3 (주) 웅제약 올메텍정10 리그람(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4 (주) 웅제약 올메텍정20 리그람(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5 (주) 웅제약 올메텍정40 리그람(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6 (주)동구제약 동구올메사탄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7 (주)메디카코리아 올메딜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8 (주)바이넥스 바이올메탄정1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9 (주)바이넥스 바이올메탄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10 (주)비씨월드제약 올메탑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11 (주)서울제약 올메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12 (주)유영제약 올레사탄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13 (주)일화 올메잘탄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14 (주)종근당 벨메텍정1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15 (주)종근당 벨메텍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16 (주)종근당 벨메텍정4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국내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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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7 (주)태준제약 올메라정1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18 (주)태준제약 올메라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19 (주)태평양제약 올데사르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20 (주)테라젠이텍스 이텍스올메사탄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21 (주)파마킹 올텐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22 (주)하원제약 메사르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23 (주)한국파비스제약 올틴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24 건일제약(주) 썬메텍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25 경남제약(주) 올메란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26 광동제약(주) 올살텍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27 구주제약(주) 올메진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28 국제약품공업(주) 올사텐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29 근화제약(주) 베니칸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30 원제약(주) 올메르탄정1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31 원제약(주) 올메르탄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32 한약품공업(주) 한올메사탄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33 화제약(주) 화올메사탄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34 동광제약(주) 동광올메사탄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35 동국제약(주) 올메텐정1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36 동국제약(주) 올메텐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37 동성제약(주) 올메딘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38 동화약품(주) 제메텍정1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39 동화약품(주) 제메텍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40 동화약품(주) 제메텍정4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41 명문제약(주) 올메산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42 명인제약(주) 프리살탄정1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43 명인제약(주) 프리살탄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44 삼남제약(주) 올사탄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45 삼성제약공업(주) 올메랙스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46 삼익제약(주) 에스올정1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47 삼익제약(주) 에스올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48 삼익제약(주) 에스올정4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49 삼진제약(주) 에이알비-에스정1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50 삼진제약(주) 에이알비-에스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51 삼천당제약(주) 올살탄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52 신풍제약(주) 오메르텍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53 신풍제약(주) 오메르텍정40 리그람(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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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54 안국약품(주) 안국올메사탄정1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55 안국약품(주) 안국올메사탄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56 안국약품(주) 안국올메사탄정4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57 에스에스팜(주) 메살탄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58 영일제약(주) 올베카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59 영풍제약(주) 올메살탄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60 우리들제약(주) 올스텍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61 위더스제약(주) 위메탄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62 유니메드제약(주) 올탄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63 일성신약(주) 올드렌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64 일양약품(주) 일양올메사탄정1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65 일양약품(주) 일양올메사탄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66 일양약품(주) 일양올메사탄정4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67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올멕정1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68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올멕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69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올멕정4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70 진양제약(주) 오메탄정1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71 진양제약(주) 오메탄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72 진양제약(주) 오메탄정4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73 코오롱제약(주) 올코탄정1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74 코오롱제약(주) 올코탄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75 태극제약(주) 올메스타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76 풍림무약(주) 유메탄정1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77 풍림무약(주) 유메탄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78 풍림무약(주) 유메탄정4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79 하나제약(주) 올프레정1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80 하나제약(주) 올프레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81 한국웨일즈제약(주) 오사탄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82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올레텐정1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83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올레텐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84 한국콜마(주) 한국콜마올메사탄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85 한국프라임제약(주) 올레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86 한국휴텍스제약(주) 휴메텍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87 현 약품(주) 현 올메사탄정1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88 현 약품(주) 현 올메사탄정2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89 현 약품(주) 현 올메사탄정40 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 )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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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메사탄메독소밀 /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복합제 (경구)
(Olmesartan medoxomil / Hydrochlorothiazide)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임신 2, 3기인 임부에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약물 투여시, 태아 및 신

생아에게 손상 및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임신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이 약의 투여

를 중단해야 한다.(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7. 임부에 한 투여 및 8. 수유부에 한 

투여 항 참조)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이 약에 함유된 성분에 하여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티아지드계 이뇨제 및 설폰아미드 계열 약물에 과민증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3) 임부 또는 수유부(7. 임부에 한 투여 및 8. 수유부에 한 투여 항 참조)

4) 급성 또는 중증의 신장애 환자 (creatinine clearance ＜ 30mL/min), 무뇨환자

5) 중증 간장애환자

6) 담도폐쇄환자, 담즙성간경변, 담즙분비정지환자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올메사탄메독소밀/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복합제 (경구)

(Olmesartan Medoxomil/Hydrochlorothiazide)

 분류 번호 ∙ [02140] 혈압강하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재심사

 정보원 ∙ (주)대웅제약

 정보 사항 ∙ 이상반응(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추가하는 등 변경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관리과-1757호, 2012. 4. 4.)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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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나트륨혈증, 저칼륨혈증, 고칼슘혈증 및 증상성 고요산혈증(통풍 또는 요산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을 치료중인 환자 

8) 애디슨병 환자

9)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

해효소결핍증(Lapp lacto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혈액량이나 염이 감소된 환자

혈액량이나 염이 감소된 환자 (예: 고용량의 이뇨제를 투여한 경우)와 같이 레닌-안지오텐신계

가 활성화된 환자에게서 이 약을 투여한 초기에 저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환자는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면서 치료

를 시작해야 한다. 만약 저혈압이 발생하면, 환자를 바로 누이고, 필요시 생리식염수를 점적 

정맥주사한다. 일시적으로 저혈압 반응이 나타난다 해도 이후 치료가 금기사항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혈압이 안정화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치료를 계속 할 수 있다.

2)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 저해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를 저해하기 때문에, 이 약을 투여한 민감한 환자의 경우 신장

기능의 변화가 올 수 있다. 신기능이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의 활성에 의존하는 환자

(예; 심한 울혈성 심부전 환자)에서 ACE저해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저해제를 사용한 치료는 

핍뇨증, 진행성 고질소혈증, (드물게) 급성 신부전 또는 사망이 수반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결과가 이 약을 투여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 

3) 신장애환자 및 신장이식환자 

신장기능이상 환자에게 이약을 투여한 경우 혈청 칼륨과 크레아티닌, 요산 수치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중증 신장애 환자 (creatinine clearance ＜30mL/min)에서 이 약의 사

용이 권장되지 않으며,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에 한 이약의 투여에 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4) 신혈관성 고혈압 환자 

단측성 또는 양측성 신동맥협착증 환자에게 ACE 저해제 또는 angiotensin II receptor 

antagonist를 투여한 연구에서 심한 저혈압과 신장애의 위험이 증가한다. 이 약을 단측성 또

는 양측성 신동맥협착증 환자에게 장기간 투여한 경우는 없었으나 비슷한 결과가 예상된다. 

5) 간장애, 간질환, 진행성 간경변 환자(간성 혼수가 나타날 수 있다.) 

티아지드계 이뇨제는 간기능이 손상되었거나 진행성 간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될 때 혈액

량과 전해질의 약간의 변형도 간성혼수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약은 경증 및 중등도 간장애 환자에 한 사용경험이 적으며, 중증 간장애 환자에 한 사용

경험이 없어, 이 약의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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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맥 및 승모판 협착, 폐색ㆍ비후성 심근질환자 

다른 혈관확장제와 마찬가지로 동맥이나 승모판 협착증 환자 또는 폐색ㆍ비후성 심근증 환

자에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7) 원발성알도스테론증 환자 

일반적으로 원발성알도스테론증이 있는 환자는 레닌-안지오텐신계를 억제하는 항고혈압제에 

해서 반응성이 없으므로 이런 환자에게 이약의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8)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환자

티아지드계 이뇨제는 전신성홍반성루푸스를 악화 혹은 활성화시킨다고알려져있다.

9) 과민반응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에 한 과민반응은 알러지나 기관지천식의 기왕력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병력이 있는 경우 과민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

10) 이뇨제를 연용하는 환자 

11) 디기탈리스, 당질부신피질호르몬 또는 부신피질자극호르몬의 투여를 받고 있는 환자

12) 심한 관동맥경화증 또는 뇌동맥경화증 환자 (급격한 이뇨가 나타날 경우, 급속한 혈장량 감

소로 혈액농축을 일으켜 혈전색전증이 나타날 수 있다.)

13) 부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

14) 염제한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

15) 교감신경절제후의 환자(이 약의 혈압강하작용이 증가할 수 있다.)

16) 설사, 구토 환자

17) 고령자

18) 영아 (전해질평형실조가 나타나기 쉽다.)

19) 본인 또는 양친이나 형제에 통풍이나 당뇨병이 있는 환자

20) 급성 폐쇄각 녹내장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설폰아미드는 급성 일과성 근시 및 급성 폐쇄각 녹내장을 유발한다. 

시력 저하 또는 눈의 통증이 급성으로 시작되고 전형적으로 투여 개시 후 수 시간에서 수 

주 이내에 발생한다. 설폰아미드 또는 페니실린 알레르기의 병력이 급성 폐쇄각 녹내장을 

발생시키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급성 폐쇄각 녹내장을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 시력 

손실이 될 수 있다. 

일차 치료는 가능한 빨리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의 투여를 중지하는 것이다. 만약 안압이 조

절되지 않는 다면 즉각적인 약물 또는 외과적 처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이상반응

○ 올메사탄 메독소밀/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의 이상반응

1,243명의 환자에 해 올메사탄 메독소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의 안전성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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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메사탄 메독소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의 내약성이 좋았으며, 이상반응의 발생률이 위약과 유

사하였다. 이상반응은 일반적으로 경증이었고, 일시적이었으며 올메사탄 메독소 /히드로클로로티

아지드의 복용량과는 관련이 적었다.

임상시험에서, 이상반응의 전체 발현빈도는 용량과 관련이 적었다. 성별, 연령과 인종 군에 한 

분석에서 올메사탄 메독소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과 위약 투여 환자간에 차이가 없었다. 모든 고

혈압 환자에 한 임상시험에서 이상반응으로 인한 시험중단율은 올메사탄 메독소 /히드로클로로

티아지드 투여 환자의 경우 2.0%(25/1243), 위약 투여 환자에게서 2.0%(7/342)이었다.

위약 조 임상 시험에서, 약물과의 관련성과 무관하게 2% 이상에서 발생하고 위약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한, 약물관련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Olmesartan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N=247) (%)

위약 
(N=42) (%)

Olmesartan 
(N=125) (%)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N=88) (%)

위장관     

  구역 3 0 2 1

사     

  고요산혈증 4 2 0 2

신경계     

  어지러움 9 2 1 8

호흡기계     

  상기도 감염 7 0 6 7

2%이상의 비율로 발생했으면서 위약군과 비슷하거나 위약군에서 더 많았던 이상반응은 두통과 

요로감염이었다.

올메사탄 메독소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으로 1,200명 이상의 고혈압환자를 상으로 한 조

군, 오픈 라벨 임상시험에서, 치료약물과 관련이 있거나 없거나 1.0% 이상 보고된 다른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 전신: 가슴통증, 요통, 말초부종

- 중추 및 말초신경계: 현기증

- 위장관계: 복통, 소화불량, 위장염, 설사

- 간 및 담즙계: AST상승, GGT 상승, ALT 상승

- 사 및 영양: 고지혈증, 크레아틴포스포키나아제 상승, 고혈당증

- 근골격계: 관절염, 관절통, 근육통

- 호흡기계: 기침

- 피부 및 부속기관: 발진

- 비뇨기계: 혈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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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메사탄 메독소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을 투여받은 환자 중 안면부종이 1,243명 중 2명에게

서 보고되었다. 혈관부종은 올메사탄 메독소 이나 올메사탄 메독소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에 

해서는 보고된 바 없으나, 다른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에 해서는 보고되었다.

검사치 : 조 임상실험에서 표준검사치에 나타난 임상적으로 중요한 변화는 올메사탄 메독소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투여와는 거의 관계가 없었다.

․ 크레아티닌, 혈액요소질소(BUN): 50%가 넘는 BUN과 혈청 크레아티닌 증가가 관찰된 환자는 

1.3%이었다. BUN 또는 크레아티닌 증가로 올메사탄 메독소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의 임상

시험을 중단한 환자는 없었다.

․ 헤모글로빈과 적혈구용적율: 20%가 넘게 헤모글로빈과 적혈구용적율이 감소된 경우는 위약 투

여군에서 각각 0.0%, 0.0%이었으며, 올메사탄 메독소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을 투여한 군에

서는 각각 0.0%, 0.4%(환자 1명)이었다. 빈혈로 시험을 중단한 환자는 없었다.

국외 시판 후 조사 결과

전신 : 무력증, 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반응, 말초부종

소화기계 : 구토, 설사

사 및 영양 : 고칼륨혈중

근골격계 : 횡문근융해증

비뇨생식계 : 급성신부전, 혈중 크레아티닌 증가

피부 및 부속기관 : 탈모, 가려움증, 두드러기

국내 시판후 조사 결과 :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1,164명의 환자를 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결과 유해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12%(13명/1,164명, 18건)로 보고되었

다. 두통, 어지러움 각각 0.34%(4명/1,164명, 4건), 소화불량 0.17%(2명/1,164명, 2건), 저나트륨혈

증, 빈뇨, 기침 각각 0.09%(1명/1,164명, 1건)으로 조사되었다.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유해반응의 발현율은 0.69%(8명/1,164명, 8건))이었다. 어지러움 0.34%(4명/1,164명, 4건), 두

통 0.17% (2명/1,164명, 2건), 저나트륨혈증, 빈뇨 각각 0.09%(1명/1,164명, 1건)로 조사되었다. 

이 중 중 한 유해사례는 저나트륨혈증 0.09%(1명/1,164명, 1건)이었으며,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

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이었다.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는 빈뇨 0.09%(1명/1,164

명, 1건)이었으며,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이었다.

○ 올메사탄 메독소밀의 이상반응

이 약은 3,825명 이상을 상으로 안전성이 평가되었고, 여기에는 고혈압증상을 치료받고 있는 

환자 3275명 이상이 조임상시험을 통해 포함되었다. 이 임상시험에서 약 900명은 최소한 6개월, 



171

1. 의약품 재심사 결과 현황

525명 이상은 적어도 1년 동안 투약을 받았다. 이 약은, 위약을 투여했을 경우 나타나는 것과 비슷

한 내약성을 보였다. 이상반응은 일반적으로 경미하고, 일시적이며 이약의 투여용량과의 상관관계

는 없었다.

전체적인 이상반응 발현빈도는 용량과 관계가 적었다. 이 약과 위약을 투여한 환자간에 성별, 

나이, 인종별로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었다. 고혈압 환자에 한 모든 임상시험에서 이상반응 발현

으로 투약을 중단한 경우는 이 약을 투여한 환자의 2.4%(즉, 79/3278)였고 조군 환자에서는 

2.7%(즉, 32/1179)였다. 위약 조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투여한 환자에서 유일하게 1% 이상 나타

났고, 위약 투여환자보다 더 빈번하게 나타난 이상반응은 어지러움이었다(3% vs. 1%).

위약 조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투여한 환자에서 1% 이상이고, 위약투여 환자에서 유사하거나 

더 높은 발현을 보인 다른 이상반응은 요통, 기관지염, 크레아틴인산활성효소 증가, 설사, 두통, 혈

뇨, 고혈당증,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 인플루엔자양 증상, 인두염, 비염, 부비강염이다.

기침의 발현은 이 약을 투여한 환자(0.9%)와 위약을 투여한 환자(0.7%)에서 유사하였다.

이 제제의 투여에 기인한 것인지 확실하진 않으나, 조임상시험 또는 공개시험에서 이 약을 단

독투여한 3,100명 이상의 고혈압 환자 중 0.5% 이상에게서 발현된 것으로 보고된 이상반응은 다음

과 같다.

전신 : 가슴통증, 말초부종

중추 및 말초신경계 : 현기증 

위장관 : 복통, 소화불량, 위장염, 구역

심장 : 두근거림 

사, 영양장애 :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지혈증, 고요산혈증 

근골격 : 관절통, 관절염, 근육통 

피부 및 기타 : 발진

안면부종이 이 약 투여환자 중 5명에게서 관찰되었다. 혈관부종은 다른 안지오텐신 Ⅱ 저해제에

서 보고되어 왔다. 

검사치 : 조 임상시험에서 표준검사치에 나타난 임상적으로 중요한 변화는 이 약의 투여와는 

관계가 없었다. 

․ 헤모글로빈과 적혈구용적율 : 수치가 약간 저하되었다. (평균 감소 각각 0.3g/dL, 0.3 용량비율) 

․ 간기능시험 : 간효소나 빌리루빈 수치가 증가되는 것이 드물게 관찰되었다. 이 약 투여환자 중 

5명(0.1%)과 위약투여환자 1명(0.2%)이 간기능 검사치 이상(트랜스아미나아제 또는 총빌리루

빈)으로 투약이 중지되었다. 5명의 환자 중 3명은 알콜 섭취로 인한 트랜스아미나아제 증가로 

중단하였고, 한 명의 환자는 빌리루빈 수치가 증가하였으나 치료가 진행되면서 정상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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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시판 후 조사 결과 :

전신 : 무력증, 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반응

소화기계 : 구토

근골격계 : 횡문근융해증

사 및 영양: 고칼륨혈증

비뇨생식계 : 급성신부전, 혈중 크레아티닌 상승

피부 및 부속기관 : 탈모, 가려움증, 두드러기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3,164명의 환자를 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결과 유해

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0.88%(28명/3,164명, 34건)로 보고되었다. 어지러움(체위성어

지러움 포함) 0.32%(10명/3,164명, 10건), 두통 0.22%(7명/3,164명, 7건), 두근거림 0.06%(2명

/3,164명, 2건), 고칼륨혈증, 혈압상승, 안면부종, 요통, 혈중크레아티닌 증가, 복통, 설사, 가슴통

증, 말초부종, 가려움증, 기침, 비출혈, 상기도감염, 천식 각각 0.03%(1명/3,164명, 1건)이었다.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0.41%(13명/3,164명, 16건)로 

어지러움(체위성어지러움 포함) 0.19%(6명/3,164명, 6건), 두통 0.13%(4명/3,164명, 4건), 고칼륨

혈증, 혈압상승, 안면부종, 혈중크레아티닌 증가, 말초부종, 기침 각각 0.03%(1명/3,164명, 1건)로 

조사되었다. 이 중 중 한 유해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는 혈압상승, 비

출혈, 천식 각각 0.03%(1명/3,164명, 1건)이었으며,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

인 약물유해반응은 혈압상승이었다.

○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의 이상반응

1) 사 : 저칼륨혈증, 저나트륨혈증, 저마그네슘혈증, 저염소혈증성 알칼리증, 고칼슘혈증 등의 

전해질평형실조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또한 고요산혈증, 고혈당증이 나타

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인정될 경우에는 감량 또는 휴약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또한 통풍,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2) 혈액 : 드물게 혈소판감소, 백혈구감소, 재생불량성 빈혈, 용혈성 빈혈, 자반 등의 혈액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인정될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3) 소화기계 : 때때로 식욕부진, 구역, 구토, 구갈, 복부불쾌감, 변비, 복부선통, 췌장염, 황달, 

(간내 담즙울체성 황달), 설사, 타액선염, 구강건조, 변비 드물게 위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4) 정신신경계 : 어지러움, 두통, 피로, 졸음, 감정둔마, 안절부절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5) 호흡기계 : 드물게 간질성 폐렴, 폐부종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

한다. 

6) 순환기계 : 두근거림, 때때로 기립성 저혈압, 드물게 부정맥 등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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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눈 : 드물게 일시적 시력불선명, 황시 등의 시력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8) 간장 : 드물게 황달, 간염, 급성 담낭염이 나타날 수 있다. 

9) 과민증 : 괴사성 혈관염(혈관염과 피부혈관염), 간질성 폐렴과 폐부종으로 인한 호흡곤란, 발

진, 두드러기, 안면홍조, 광과민증, 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10) 신장 : BUN.크레아티닌 상승, 급성 신장애, 간질성 신염, 신기능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11) 기타 : 때때로 권태감, 코막힘, 발기부전, 드물게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SLE)의 악화, 고칼슘

혈증 등을 수반하는 부갑상선장애, 근경련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감각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12) 전신 : 허약

13) 피부 :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을 포함한 다형홍반, 탈락피부염, 독성표피괴사용해

5. 약물상호작용

○ 올메사탄 메독소밀과 관련된 약물상호작용

1) 칼륨 보급제 및 칼륨 보존 이뇨제 : 레닌안지오텐신계에 작용하는 다른 약물들의 투여를 살펴

보면, 칼륨보존 이뇨제, 칼륨보급제, 칼륨염을 함유하고 있는 제제 또는 혈청칼륨치를 증가시

킬 수 있는 제제(헤파린)와 이 약을 병용투여할 경우 혈청칼륨치는 상승할 수 있다. 

2) 다른 항고혈압제와 병용투여시 이 약의 혈압 강하 효과는 증가될 수 있다.

3) 리튬 : ACE저해제와 리튬을 병용 투여할 경우 혈청 리튬이 가역적으로 상승, 독성이 나타났다

는 보고가 있다. 이 약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매우 드물게 보고되었으므로 이 약과 리튬의 병

용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4)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 다른 안지오텐신 Ⅱ 저해제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예,1

일 3그람 이상의 아스피린, COX-2 저해제) 병용시 사구체여과율 감소가 증가될 수 있다. 이

러한 위험성은 급성 신부전환자에서 증가된다. 따라서, 치료를 시작할 때 수분을 보충하면서 

신기능을 모니터링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다른 안지오텐신 Ⅱ 저해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의 

항고혈압 작용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의해 약해질 수 있다.

5) 기타 : 이 약을 건강한 지원자에게 디곡신 또는 와파린과 병용투여 했을 때 심각한 약물 상호

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 약의 생체내 이용률은 제산제[AI(OH)3/Mg(OH)2]와 병용 투여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 약은 cytochrome P450 시스템에 의해 사되지 않으며 P450 효소

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 효소에 의해 억제되거나, 유도 또는 사되는 약물들과

의 상호작용은 예상되지 않는다.

○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과 관련된 약물상호작용

1) 다른 이뇨제(푸로세미드)와 테르페나딘의 병용투여시 QT 연장, 심실성 부정맥을 일으켰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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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가 있으므로 이 약과 테르페나딘을 병용투여 하지 않는다.  또한, 이 약과 아스테미졸의 

병용투여시 QT 연장, 심실성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 하지 않는다.

2) 이 약은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혈압상승성 아민에 한 혈관벽의 반응성을 감소시키고 투보쿠

라린 및 그 유사화합물의 마비작용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수술전의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투여를 중지하는 등 주의한다. 

3) 바르비탈계 약물, 아편 알칼로이드계 마약과의 병용 또는 음주에 의해 기립성 저혈압이 증가

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4) 티아지드계 이뇨제는 다른 항고혈압약물(예, 구아네티딘, 메틸도파, 베타-차단제, 혈관이완제, 

칼슘통로차단제, ACE차단제, 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ARB) 및 직접적 레닌 차단제(DRI), 다

른 이뇨제, 마취제, 알코올)의 항고혈압 작용을 증강시킨다. 또한 ACE 저해제와 병용투여하

는 경우에는 혈압강하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5) 이뇨제의 저칼륨혈증 작용은 칼륨 배설성 이뇨제(예 : 푸로세미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ACTH, 암포테리신, 카르베녹솔론, 페니실린G 및 살리실산 유도체 또는 항부정맥제와의 병

용 투여에 의해 증가될 수 있다.

6) 이 약 투여 중 혈압강하제의 작용이 현저히 감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7) 티아지드계 이뇨제로 인한 저칼륨혈증 또는 저마그네슘혈증은 디기탈리스로 인한 심장부정맥

을 더 쉽게 유발시킨다.

8) 신장을 통한 리튬 배설이 감소되어 리튬에 의한 심독성 및 신경독성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모니터 하고 용량을 조절한다. 

9)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를 포함한 티아지드계 이뇨제의 흡수는 콜레스티라민 및 콜레스티폴로 

인해 감소된다.  

10)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예 : 살리실산 유도체, 인도메타신)와의 병용투여는 티아지드계 

이뇨제의 이뇨작용과 항고혈압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 합병증으로 저혈량증이 있을 경우 

급성 신부전증이 나타날 수 있다.

11) 염화칼륨을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이 약에 의해 소장궤양 또는 협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12) 고용량의 살리실산계 약물과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중추신경계에 한 살리실산계 약물의 

작용이 증가될 수 있다. 

13) 하제와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칼륨방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14) 부정맥용제인 퀴니딘과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퀴니딘의 베설이 감소될 수 있다. 

15) 빈카민, 에리스로마이신IV, 설토프라미드와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중증의 저칼륨혈증과 

서맥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병용 투여를 피한다. 

16) 티아지드계 이뇨제는 포도당의 내성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인슐린이나 경구용 당뇨병약의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메트포르민에 의한 젖산혈증의 위험이 있으므로 혈중크레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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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치가 남성 1.5㎎/㎗이상, 여성 1.2㎎/㎗ 이상일 경우에는 메트포르민과 이 약을 병용투여

하지 않는다. 

17) 이뇨제에 의한 체액감소 환자에게 요오드함유물질을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투여전에 수분

을 공급한다.

18) 티아지드계 이뇨제의 생체이용률은 항콜린성 약물(예 : 아트로핀, 비페리덴)과의 병용으로 

증가될 수 있으며 이것은 위장관계 운동이 감소되고 위배출시간이 느려지기 때문이다. 반

로 시사프리드와 같은 위장운동 촉진제는 티아지드계 이뇨제의 생체이용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19) 티아지드계 이뇨제는 디아족시드의 고혈당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20) 아만타딘과 티아지드계 이뇨제(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포함)의  병용 투여는 아만타딘에 의

한 이상반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20) 항종양제(예, 시클로포스파미드, 메토트렉세이트)와 티아지드계 이뇨제(히드로클로로티아지

드 포함)의 병용 투여는 세포독성약물들의 신장배설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골수억제 효과

를 강화시킬 수 있다. 

21) 메틸도파와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의 병용시 용혈성 빈혈이 보고된 바 있다.

22) 시클로스포린과의 병용은 고요산혈증과 통풍형(gout-type)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23) tetracycline계와  티아지드계 이뇨제의 병용 투여는   tetracycline에 의한 urea의 증가 위험

을 상승시킨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doxycycline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4) 티아지드계 이뇨제와 칼슘염류의 병용투여는 세뇨관에서 칼슘 재흡수를 증가시켜 고칼슘혈

증을 유발할 수 있다.

25) 티아지드계 이뇨제를 비타민 D 또는 칼슘염과 병용시 혈청 칼슘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26) 티아지드계 이뇨제(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포함)와 알로푸리놀의 병용 투여는 알로푸리놀에 

한 과민반응 발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27) 혈청 나트륨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와 카바마제핀을 병용투여하

는 환자에서 저나트륨혈증이 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들에게 저나트륨혈증 발현

의 가능성에 하여 알려주어야 하며 적절히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6. 일반적 주의

1) 사 및 내분비계에 미치는 영향

티아지드계 이뇨제의 투여는 포도당 불내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당뇨병 환자에서는 인슐린

이나 경구용 혈당 강하제의 용량 조절이 필요하다. 티아지드계 이뇨제 치료시 잠재성 당뇨병

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티아지드계 이뇨제 치료시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라이드의 혈중 

농도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약 중 함유하고 있는 12.5mg 용량에서는 효과가 

없거나 아주 미미한 것으로 보고된다. 티아지드계 이뇨제 치료를 받은 일부 환자에서는 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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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혈증이 발생하거나 명백한 통풍이 발현될 수 있다.

2) 전해질불균형

이뇨제를 투여받는 환자에 해 혈청 전해질 수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티아지드

계 이뇨제는 체액이나 전해질 불균형(저나트륨혈증, 저염소알칼리혈증, 저칼륨혈증)을 초래

할 수 있다. 

구강건조, 목마름, 허약, 졸음, 불안, 근육의 통증 또는 경련, 근육피로, 저혈압, 요량감소, 빈

맥, 오심/구토와 같은 위장관 장애는 체액 또는 전해질 불균형을 나타내는 경고증후이다.

  - 고칼륨혈증 : 레닌-안지오텐신계에 영향을 주는 약물과 같이 이 약 투여시 특히 심부전이나 

신부전 환자의 경우에 고칼륨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게 이 약을 투

여할 경우 혈청 칼륨치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칼륨 저류성 이뇨제, 칼륨보충제 

또는 칼륨 함유 염류들은 이 약과 주의하여 병용투여해야 한다.

  - 저칼륨혈증 : 티아지드계 이뇨제를 사용하면 저칼륨혈증이 발병될 수 있으나 올메사탄 메독

소 과의 병용투여에 의해 이뇨제에 의해 유발된 저칼륨혈증은 감소될 수 있다. 간경화환자

나, 강한 이뇨제를 투여받고 있던 환자. 전해질 섭취가 부적절한 환자.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나 ACTH를 병용투여받고 있는 환자에서 저칼륨혈증이 일어날 위험이 더 높다.

  - 고칼슘혈증 : 티아지드계 이뇨제는 칼슘의 뇨분비를 감소시킬 수 있고 칼슘 사의 이상 질환

이 없는 상태에서도 혈청 칼슘치를 일시적이고 경미하게 상승시킬 수 있다. 고칼슘혈증은 

잠재된 부갑상선 항진증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부갑상선기능검사를 실시하기 전에는 티

아지드류의 복용을 중단시키도록 한다.

  - 저마그네슘혈증 : 티아지드계 이뇨제는 뇨중 마그네슘 배설을 증가시킴으로써 저마그네슘 

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

3) 이 약의 이뇨효과는 급격히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전해질평형실조, 탈수에 특히 주의하고 저용

량에서 투여를 시작하여 천천히 증량한다.

4) 연용하는 경우에는 전해질평형실조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5) 혈압강하작용에 의해 어지러움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고소작업이나 자동차운전 등 위험이 수

반되는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임부에 대한 투여

1) 태아/신생아 이환율 및 사망률 : 임부에게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약물을 투여하면 태아나 신생아의 손상 및 사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안지오텐

신 전환 효소(ACE: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저해제를 복용한 환자에서도 세계적으

로 수십 례가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 본제의 복용을 되도록 빨리 

중지하여야 한다. 

임신 2, 3기 동안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을 복용하면, 저혈압,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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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발육부진, 무뇨증, 가역적 혹은 비가역적 신부전 및 사망 등의 태아 및 신생아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태아의 신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한다고 알려진 양수과소증도 보고된 

바 있다. 양수과소증은 사지연축, 두개안면 기형, 폐 발육부진등과 관련이 있다. 또한 약물과

의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으나, 미숙아 출산, 자궁내 발육부진, 개방 동맥관등도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이상반응은 임신 1기에만 국한되는 자궁내에서의 약물 노출에 의해 발생되는 

것 같지는 않다. 배아와 태아가 임신 1기에 한해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에 노출된 경우 

임부에게 반드시 위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환자가 임신을 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빨리 본제의 복용을 중단토록 해야 한다. 드물게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외에는 선택할 

약물이 없을 경우( 체로 천명의 임부 중 한명 꼴 이하로 발현)도 있다. 이 때에는 태아에 

한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임부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지속적인 초음파 검사로 

양수내 환경을 평가해야 한다. 

양수과소증이 나타나면, 임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제의 복용을 중단

하여야 한다. 임신 주수에 따라서 수축스트레스검사(Contraction Stress Testing), 비부하검사

(Non‐stress Test) 혹은 생물이학적 프로파일(Biophysical Profiling)등의 검사를 적절하게 수

행할 수 있다. 하지만 태아에게 이미 비가역적 장애가 발생한 이후에도 양수과소증이 나타나

지 않을 수 있다.

자궁 내에서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약에 노출된 적이 있는 유아의 경우에는 저혈압, 요량

감소 및 고칼륨혈증이 있는지 면 하게 관찰하여야 한다. 만약 요량감소 현상이 있다면 혈압

과 신장관류액의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저혈압을 회복시키고, 저하된 신기능을 신하기 

위해 교환수혈이나 투석을 할 수도 있다. 

이 약을 임산부에게 투여한 임상 경험은 없다. 이 약을 1000mg/kg/day (평방미터 당 리그

램의 기준으로 볼 때 사람 최  투여 권장량 (MRHD : maximum recommended human 

dose)의 240배)까지 임신한 랫트에게 경구로 투여한 경우와 임신한 토끼에게 1mg/kg/day

(사람 최  투여 권장량의 절반; 더 높은 용량은 토끼에서는 치사량이므로 태아발육에 한 

영향을 평가할 수 없었음)까지 투여했을 때에도 최기형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랫트에

서, 1.6mg/kg/day이상 용량 투여 시, 새끼의 출생 시의 체중, 체중증가가 유의적으로 감소되

었고, 발생학적인 중요시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지체되었으며(귓바퀴 분화, 아래 앞니가 나는 

것, 복부 털이 나는 것, 고환 강하, 눈꺼풀 분화 등의 지체), 8mg/kg/day 이상 용량 투여 

시에는 신우의 이완 발생이 용량의존적으로 증가했다. 랫트에서 발생독성에 영향이 관찰되지 

않는 용량은 0.3mg/kg/day로, 이는 사람 최  투여 권장량인 40mg/day의 약 1/10 이다.

2) 티아지드계 이뇨제는 신생아 또는 영아에서 고빌리루빈혈증, 혈소판감소 등을 일으킬 수 있

다. 또한, 이뇨효과에 의해 혈장량 감소, 혈액농축, 자궁·태반혈류량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

므로 임신 후기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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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올메사탄 메독소 의 경우 사람에서는 모유로 이행되는지의 여부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랫트

의 경우 낮은  농도로 이행되었다. 영아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유부에

게 이 약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수유를 중지하거나 이 약 투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2) 티아지드계 이뇨제는 모유 생성을 억제하고 모유중으로의 이행이 보고되어 있으며, 영아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유중에는 이 약의 투여를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유를 중단한다.

9. 소아에 대한 투여

소아에서의 안전성 ․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10.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이 약에 한 임상시험에는 65세 이상의 피험자에 해서 젊은 피험자와 다른 반응을 보일지를 

결정한 만큼의 충분한 숫자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 다른 보고된 임상 경험에서는 고령자와 젊

은 피험자간의 반응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고령자에 한 용량 선택은 조심스러워야 

하며, 보통 투여용량범위의 가장 저용량에서 시작을 하고, 고령자에게 빈발하는 간, 신장 및 심장의 

기능저하와 동반질환 또는 병용약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반적으로, 최 혈중농도는 젊은 층과 고령층에서 비슷하였고 반복투여했을 때 65세 이상의 고

령 환자에서 정상상태(steady state)에서 AUC가 33% 증가하였으며, 이는 신장클리언스에서 약 

30% 감소를 보인 것과 일치한다.

11. 과량 투여시의 처치

이 약의 과량투여시 환자를 면 히 관찰하고 증상이 나타난 경우 적절히 조치한다. 구토를 유도

하거나 위세척을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활성탄을 사용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다. 

혈청 전해질과 크레아티닌은 자주 모니터링해야 하며 만약 저혈압이 발생할 경우 환자를 바로 눕히

고 염과 체액 용제를 빨리 공급하여야한다.

올메사탄 메독소  과다복용으로 인해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증상은 저혈압, 심계항진 등이다. 

부교감흥분성 자극이 일어나는 경우는 서맥이 발생할 수 있다.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과량투여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흔한 증상과 징후는 과도한 이뇨작용으로 인해 생기는 전해질 결핍

(저칼륨혈증, 저염소혈증, 저나트륨혈증)과 탈수이다. 과량 투여시 가장 일반적인 증후 및 증상은 

오심과 기면이다. 만약 디기탈리스 또한 투여했다면, 저칼륨혈증은 심부정맥이 심화될 수 있다. 올

메사탄 메독소 은 혈액 투석에 의해 제거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혈액투석으로 히드로클로로

티아지드가 어느 정도 제거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179

1. 의약품 재심사 결과 현황

12. 기타 

1) 이 약 및 다른 안지오텐신 길항제들은 다른 인종보다는 흑인에게서 혈압 저하작용이 다소 

적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흑인 고혈압 환자들 중에서, 레닌 수치가 낮은 환자의 빈도

가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2) 야간에 휴식이 필요한 환자는 야간에 배뇨를 피하기 위하여 오전중에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경보제약 오르메탄플러스정20/12.5 리그램 제조

2 (주) 웅제약 올메텍플러스정20/12.5 리그램 제조

3 (주)메디카코리아 올메딜플러스정 제조

4 (주)바이넥스 바이올메탄플러스정 제조

5 (주)비씨월드제약 올메탑플러스정20/12.5 리그램 제조

6 (주)서울제약 올메플러스정20/12.5 리그램 제조

7 (주)유영제약 올레사탄플러스정 제조

8 (주)일화 올메잘탄플러스정 제조

9 (주)제이알피 제이메텍플러스정20/12.5 리그램 제조

10 (주)종근당 벨메텍플러스정20/12.5 리그램 제조

11 (주)태준제약 올메라플러스정20/12.5 리그램 제조

12 (주)태평양제약 올데사르플러스정20/12.5 리그램 제조

13 (주)파마킹 올텐플러스정20/12.5 리그램 제조

14 (주)하원제약 메사르플러스정20/12.5 리그램 제조

15 (주)한국파비스제약 올텍플러스정 제조

16 광동제약(주) 올살텍플러스정20/12.5 리그램 제조

17 구주제약(주) 올메진플러스정20/12.5 리그램 제조

18 국제약품공업(주) 올사텐플러스정20/12.5 리그램 제조

19 원제약(주) 올메르탄플러스정 제조

20 화제약(주) 화올메사탄플러스정 제조

21 동국제약(주) 올메텐플러스정20/12.5 리그램 제조

22 동화약품(주) 제메텍플러스정 제조

23 명인제약(주) 프리살탄플러스정20/12.5 리그램 제조

24 삼성제약공업(주) 올메랙스플러스정20/12.5 리그램 제조

25 삼익제약(주) 에스올플러스정 제조

국내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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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26 삼진제약(주) 에이알비-에스디정 제조

27 삼천당제약(주) 올살탄플러스정20/12.5 리그램 제조

28 슈넬생명과학(주) 올메가플러스정 제조

29 신풍제약(주) 오메르텍플러스정 제조

30 안국약품(주) 안국올메사탄플러스정20/12.5 리그램 제조

31 우리들제약(주) 올스텍플러스정20/12.5 리그램 제조

32 유니메드제약(주) 올탄플러스정20/12.5 리그램 제조

33 일양약품(주) 일양올메사탄플러스정20/12.5 리그램 제조

34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올멕플러스정20/12.5 리그램 제조

35 진양제약(주) 오메탄플러스정20/12.5 리그램 제조

36 코오롱제약(주) 올코탄플러스정20/12.5 리그램 제조

37 풍림무약(주) 유메탄플러스정20/12.5 리그램 제조

38 하나제약(주) 올프레플러스정20/12.5 리그램 제조

39 한국약품(주) 올플러스정 제조

40 한국웨일즈제약(주) 오사탄플러스정20/12.5 리그램 제조

41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올레텐플러스정 제조

42 한국프라임제약(주) 올레플러스정 제조

43 현 약품(주) 현 올메사탄플러스정20/12.5 리그램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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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프카펜피복실염산염수화물 단일제 (경구)
(Cefcapene pivoxil hydrochloride hydrate)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이 약에 함유되어 있는 인공감미제 아스파탐은 체내에서 분해되어 페닐알라닌으로 사되므로 

페닐알라닌의 섭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유전성 질환인 페닐케톤뇨증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아

스파탐 함유제제에 한함)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 성분에 의한 쇽의 병력이 있는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한

다. : 이 약 성분 또는 세펨계 항생물질에 한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페니실린계 항생물질에 한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3) 본인 또는 양친, 형제가 기관지천식, 발진, 두드러기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기 쉬운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세프카펜피복실염산염수화물 단일제 (경구)

(Cefcapene Pivoxil Hydrochloride Hydrate)

 분류 번호 ∙ [06180]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정보 구분 ∙ 의약품 재심사

 정보원 ∙ 일동제약(주)

 정보 사항 ∙ 이상반응(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추가하는 등 변경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관리과-1890호, 2012. 4.13.)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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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을 갖는 환자

4) 고도의 신장애가 있는 환자(혈중농도가 지속되므로, 투여량을 줄이거나 투여간격을 늘려서 

사용할 것)

5) 경구 섭취가 불량한 환자 또는 비경구 영양의 환자, 전신상태가 나쁜 환자(비타민 K 결핍증상

이 나타나는 일이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한다)

6) 고령자

4. 이상반응

1) 일본에서 염산세프카펜피복실 단일제(정제) 허가전 임상시험 결과, 안전성 평가 상 3,207명 

중 111명(3.46%)에서 이상반응이 보고되었다. 임상검사치의 이상 변동은 검사를 실시한 안전

성 평가 상 2,458명 중 199명(8.10%)에서 보고되었다. 재심사결과, 임상검사치의 이상 변

동을 포함한 이상반응이 안전성 평가 상 5,766명 중 149명(2.58%)에서 보고되었다.

세립제의 경우, 일본의 허가전 임상시험결과 안전성 평가 상 558명 중 18명(3.2%)에서 이

상반응이 보고되었다. 임상검사치의 이상 변동은 검사를 실시한 안전성 평가 상 309명 중 

19명(6.1%)에서 보고되었다. 재심사결과, 임상검사치의 이상 변동을 포함한 이상반응은 안전

성 평가 상 3,047명 중 131명(4.30%)에서 보고되었다.

2) 중 한 이상반응(자발 보고로 발현 빈도는 불명)

  ① 쇽, 아나필락시 양 증상

쇽, 아나필락시양 증상이 나타나는 일이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행하고, 불쾌감, 구내이

상감, 천명, 어지러움, 변의, 이명, 발한, 호흡곤란, 혈압저하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

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② 급성신부전

급성신부전 등의 중 한 신장애가 나타나는 일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행하는 등 

관찰을 충분히 행하고, 이상이 인지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③ 무과립구증, 혈소판감소, 용혈성빈혈

무과립구증, 혈소판감소, 용혈성빈혈이 나타나는 일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행하는 

등 관찰을 충분히 행하고, 이상이 인지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④ 위막성 장염, 출혈성 장염

위막성 장염, 출혈성 장염 등의 혈변을 수반한 중 한 장염이 나타나는 일이 있으므

로, 복통, 잦은 설사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⑤ 피부점막안증후군(Stevens-Johnson 증후군), 중독성표피괴사증(Lyell 증후군), 홍피증(박탈

성피부염)

피부점막안증후군(Stevens-Johnson 증후군), 중독성표피괴사증(Lyell 증후군), 홍피증(박탈

성피부염)이 나타나는 일이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행하고, 이상이 인지된 경우에는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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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빈도 0.1～3% 0.1%미만 빈도불명

과민증
* 주1 발진 두드러기, 홍반, 발적, 종창, 

가려움, 발열

관절통

혈액 과립구감소, 호산구증다
빈혈(적혈구감소, 헤모글로빈감소, 

헤마토크리트감소), 혈소판감소 

간장
AST(GOT)상승, 

ALT(GPT)상승, LDH상승
Al-P상승, γ-GTP 상승 황달

신장 BUN상승
단백뇨, 혈뇨, 크레아티닌상승, 

부종

소화기
설사, 복통, 위불쾌감, 

구역, 위통 

구토, 식욕부진, 변비, 구갈, 

구내마비감 

균교 증 구내염 칸디다증

비타민결

핍증

비타민K결핍증상(저프로트롬

빈혈증, 출혈경향 등), 

비타민B군결핍증상(설염, 

구내염, 식욕부진, 신경염 등)

기타
CK(CPK)상승 두통, 권태감, 졸음, 현기증, 

알도라제상승, 심계항진

사지마비감, 근육통, 

혈청카르니틴 저하

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⑥ 간질성폐렴, 호산구성폐렴

간질성폐렴, 호산구성폐렴이 나타나는 수가 있으므로 발열, 기침, 호흡곤란의 증상이 나타

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빨리 흉부X선 검사,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고 부신피질호르

몬제의 투여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⑦ 급성간염, 간기능장애, 황달

급성간염등의 중 한 간염, AST(GOT), ALT(GPT), Al-P 등의 상승을 수반하는 간기능장

애, 황달이 나타나는 일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행하는 등 관찰을 충분히 행하고, 

이상이 인지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⑧ 횡문근융해증

근육통, 탈력감, CK(CPK) 상승, 혈중 및 요중 미오글로빈 상승을 특징으로 하는 횡문근융해증

이 나타나는 일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⑨ 저카르니틴혈증을 동반하는 저혈당

유아에서 피복실기를 가지는 항생물질의 장기 투여에 의해 저카르니틴혈증을 동반하는 저

혈당의 발현이 보고되었으므로 경련, 의식장애 등 저혈당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3) 기타 이상반응(자발 보고로 발현 빈도는 불명)

* 주1 :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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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5,805명의 환자를 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결과 

유해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57%(91명/5,805명, 99건)로 보고되었다. 주된 유

해사례로는 설사 0.84%(49명/5,805명, 49건), 구토 0.17%(10명/5,805명, 10건), 구역 0.10% 

(6명/5,805명, 6건)등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1.29%(75명/5,805명, 79건)으로 설사 0.81%(47명/5,805명, 47건), 구

토 0.10%(6명/5,805명, 6건), 상복부 불쾌감, 두통 각각 0.07%(4명/5,805명, 4건), 식욕부진 

0.05%(3명/5,805명, 3건), 구역, 홍반, 부종 각 0.03%(2명/5,805명, 2건), 복통, 소화불량, 위

막성 장염, 위장장애, 두드러기, 발진, 호흡곤란, 혈뇨, 혈중크레아티닌증가 각각 0.02%(1명

/5,805명, 1건)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시판 후 조사기간 동안 발생한 중 한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0.07%(4명/5,805명, 7건)이었다. 발열, 폐렴악화 각각 0.03%(2명/5,805명, 2건), 간기능이상, 

간효소증가, 황달 각각 0.02%(1명/5,805명, 1건)으로 보고되었으며, 모두 이 약과 인과관계는 

없었다.

국내 시판 후 조사기간 동안 발생한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

이 0.07%(4명/5,805명, 4건)이었으며, 폐렴악화 0.03%(2명/5,805명, 2건), 소화불량, 위장장

애 각각 0.02%(1명/5,805명, 1건)이었다.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

인 약물유해반응은 소화불량, 위장장애로 각각 1건이었다

5. 일반적 주의

1) 쇽이 나타날 염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문진을 한다.

2) 내성균의 발현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감수성을 확인하고 치료상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투여한다.

3) 이 약을 포함하여 피복실기를 가지는 항생물질(세프디토렌피복실, 세프테람피복실)의 투여에 

의해 피바린산(피복실기를 가지는 항생물질의 사물)의 사․배설을 동반하는 혈청카르니틴 

저하가 보고되었다. 또 유아에서는 피복실기를 가지는 항생물질(소아용 제제)를 단독 투여하거

나 다른 약과 체하면서 장기투여한 경우 저카르니틴혈증을 동반하는 저혈당의 발현이 보고되

었다. 따라서 피복실기를 가지는 항생물질의 투여시에는 카르니틴의 저하에 주의해야 한다.

6. 고령자에 대한 투여

고령자에게는 다음 점에 주의하여 용량 및 투여간격을 유의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한다.

1) 이 약은 신배설형의 약제이며, 고령자에서는 일반적으로 생리기능이 저하되는 수가 많고, 고

령자를 상으로 한 이 약의 약물동태 검토에서, 이상반응은 인지되지 않았지만, 건강 성인에 



185

1. 의약품 재심사 결과 현황

비해서 요중 회수율이 약간 낮고, 혈중반감기도 연장하는 경향이 인지되었다.

2) 고령자에서는 비타민 K 결핍에 의한 출혈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임신중의 투여에 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신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

는 부인에게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8. 소아에 대한 투여

1) 저출생 체중아, 신생아에 한 안전성은 확립되지 않았다.(사용경험이 없다)

2) 유아에서 피복실기를 가지는 항생물질(소아용 제제)의 장기 투여에 의해 저카르니틴혈증을 

동반하는 저혈당의 발현이 보고되었다.

9. 임상검사치에의 영향

1) 테스테이프 반응을 제외한 베네딕트시약, 펠링시약, 크리니테스트에 의한 요당검사에서는 위

양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2) 직접 쿰스시험 양성을 나타내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10. 적용상의 주의

1) 과립제 : 복용시 주약의 쓴맛을 피하기 위하여, 세립을 부수거나 녹이지 말고 물 등으로 신속

하게 복용한다. 부득이 물, 쥬스, 우유에 현탁하여 복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복

용한다.(시간 경과시 역가가 저하된다)

2) 정제 : PTP 포장의 약제는 PTP 시트로부터 꺼내 복용하도록 지도한다.

11. 기타

동물시험(개)에서 CK(CPK)의 상승을 동반하는 근세포장애(골격근의 병리조직학적 검사)가 인지

되었다.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 웅 웅세프카펜피복실염산염세립(세프카펜피복실염산염수화물) 제조

2 (주) 웅
웅세프카펜피복실염산염정100 리그램(세프카펜피복실염산염수

화물)
제조

국내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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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3 (주) 웅 웅세프카펜피복실염산염정75 리그램(세프카펜피복실염산염수화물) 제조

4 (주)유한양행 유로카펜정100 리그램(세프카펜피복실염산염수화물) 제조

5 경동제약(주) 세프피보정100 리그램(세프카펜피복실염산염수화물) 제조

6 삼아제약(주) 프로카펜정100 리그램(세프카펜피복실염산염수화물) 제조

7 신풍제약(주) 세파목스정100 리그램(세프카펜피복실염산염수화물) 제조

8 안국약품(주) 레스카펜정100 리그램(세프카펜피복실염산염수화물) 제조

9 영진약품공업(주) 세로카펜세립(세프카펜피복실염산염수화물) 제조

10 영진약품공업(주) 세로카펜정100 리그램(세프카펜피복실염산염수화물) 제조

11 영진약품공업(주) 영진세프카펜피복실염산염정100mg(수출용) 제조

12 영진약품공업(주) 영진세프카펜피복실염산염정75mg(수출용) 제조

13 일동제약(주) 소아용후로목스세립(세프카펜피복실염산염수화물) 제조

14 일동제약(주) 후로목스정100 리그램(세프카펜피복실염산염수화물) 제조

15 일동제약(주) 후로목스정75 리그램(세프카펜피복실염산염수화물) 제조

16 코오롱제약(주) 세프렌정100 리그램(세프카펜피복실염산염수화물) 제조

17 한미약품(주) 세카펜정100 리그램(세프카펜피복실염산염수화물) 제조

18 한미약품(주) 소아용세카펜세립(세프카펜피복실염산염수화물)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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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티플록사신 단일제 (점안제)
(Gatifloxacin)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이 약은 점안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결막하로 주사하거나, 안구의 전방

(anterior chamber)에 직접 주입하지 말아야 한다.

2) 이 약의 성분을 포함한 퀴놀론계 약물을 전신적 투여경로로 투여 받은 환자에서, 때로는 1회 

투여후에도 심각한, 때때로 치명적인 과민반응의 발생이 보고되었다. 심혈관허탈, 의식소실, 

혈관부종 (인두, 후두, 안면 부종 포함), 기도폐쇄, 호흡곤란, 두드러기, 가려움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였다. 이 약에 한 알러지 반응의 발생시 약의 투약을 중단해야한다. 중증의 

급성 과민반응의 경우에는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할 수 있다. 산소투여 및 기도관리는 임상

적 지시 로 실시되어야 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의 성분 또는 퀴놀론계 항균제에 해 과민반응을 보인 경험이 있는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임부 또는 수유부(참고 7. 임부 및 수유부에 한 투여)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가티플록사신 단일제 (점안제) (Gatifloxacin)

 분류 번호 ∙ [01310] 안과용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재심사

 정보원 ∙ (주)한독약품

 정보 사항 ∙ 이상반응(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추가하는 등 변경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관리과-1997호, 2012. 4.18.)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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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세 미만의 영아

4. 이상반응

1) 일본의 허가 전 및 소아(1~11세) 환자 상 임상시험결과와 시판후 사용성적조사(특정사용성

적조사)에서 1,866명 중 34명(1.82%)에서 이상반응이 보고되었다. 아래와 같은 이상반응이 

관찰되는 경우, 투여를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처치를 행한다.

빈도불명 0.1% 미만 0.1% 이상 ~ 5% 미만

과민증  발진 두드러기

눈
홍채염, 눈꺼풀염, 결막염, 

결막 출혈, 눈물분비

자극감, 가려움증, 시야흐림, 

점상 각막염

호흡기 콧물

기타 오심*

* 이는 쓴 맛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본제의 주성분이 점안 후 누관을 통해 입에 도달하여 점안 

시 주성분의 특성상 쓴 맛이 느껴질 수 있다.)

2) 경구용 제제에서 쇼크, 아나필락시스 양 증상(빈도 불명)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실시하고, 홍반, 발진, 호흡 곤란, 혈압 저하, 안검 부종 등의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에

는 투여를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처치를 행한다.

3) 국내 시판 후 조사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세균성 결막염, 검파선염, 각막염(각막궤양 포함) 환자 

및 안과 수술시 무균화 요법을 시행한 환자 703명을 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결과 유해

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관계없이 1.99%(14명/703명, 18건)로 보고되었다. 눈자극 1.0%(7

명/703명, 7건), 가려움증 0.71%(5명/703명, 5건), 눈부심, 눈 통증 각각 0.28%(2명/703명, 

2건), 눈곱, 눈충혈 각각 0.14%(1명/703명, 1건)로 조사되었다.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0.14%(1명/703명, 2건)로 눈자극과 눈 통증이 

각각 1건 보고되었다. 중 한 유해사례는 없었으며,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는 눈 통증 

0.28%(2명/703명, 2건)으로 이 중 1건은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

물유해반응이었다.

 

5. 일반적 주의

1) 이 약을 투여할 때 내성균의 발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감수성을 확인하고, 질병의 

치료상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동안 투여한다.

2) 다른 항균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의 장기사용은 진균을 비롯한 비감수성균의 과잉성장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장기사용하지 않는다. 중복감염시 투여를 중지하고 다른 요법으로 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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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상적 평가가 필요할 때는 세극같이 현미경등의 확 를 이용한 검사를 하며, 필요시 형광염

색을 이용해 검사한다.

4) 세균성 결막염의 징후나 증상이 있는 경우, 이 약을 사용하는 동안 콘택트렌즈의 사용을 피한다.

5) 점안용으로만 사용하고 주사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6) 잘 흔들어 사용하고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용기의 점안부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용기

의 끝이 눈꺼풀 및 속눈썹에 닿으면 눈곱이나 진균 등에 의해 약액이 오염 또는 혼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또한 혼탁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7)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6. 약물상호작용

1) 이 약으로 약물간 상호작용이 연구된 바는 없다.

2) 일부 퀴놀론계 약물을 전신 투여시 테오필린의 혈장농도를 상승시키고, 카페인 사를 저해하

며, 와파린 등 항응고제 및 그 유도체들의 효과를 상승시키고, 사이클로스포린을 전신으로 

병용하는 환자의 경우 혈청 크레아티닌치를 일시적으로 상승시킨다.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임신중 또는 수유중의 투여에 한 안전성은 확립된 바 없다. 따라서 임부, 임신한 가능성이 있

는 부인 및 수유중인 부인에게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

해야 한다.

가티플록사신을 최  50mg/kg/day(체중 50kg인 사람에서 안과용 1일 최  권장량 0.04 

mg/kg/day 기준, 1일 최  권장량의 약 1,000배 정도)까지 경구투여하였을 때 랫트나 토끼에서 

최기형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150mg/kg/day(사람에서 안과용으로 투여할 때 1일 최  권

장량의 약 3,000배 정도)이상 투여된 랫트의 태자에서 골/두개안면 기형 또는 골화지연, 심방 확장, 

태자 체중감소가 관찰되었다. 랫트를 이용한 출생전․후 발생 및 모체기능 시험에서 200mg/kg/day

(사람에서 안과용으로 투여할 때 1일 최  권장량의 약 4,500배 정도)를 투여하였을 때 착상 후 

소실과 신생아/주산기 사망률이 증가된 것이 관찰되었다.

가티플록사신은 랫트의 유즙을 통해 배설되지만, 인간 모유로의 이행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으므

로 수유부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한다.

8. 소아에 대한 투여

1) 1세 미만의 영아에 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2) 퀴놀론계 약물이 미발육 동물에 투여되었을 때 관절병을 야기한다고 하나, 이 약물을 토끼나 

개에게 점안 투여시 뼈 또는 연골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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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령자에 대한 투여

고령자와 젊은 환자 사이에 안전성과 유효성의 전반적인 차이가 관찰된 바 없다.

10. 기타

1) B6C3F1 마우스를 상으로 18개월 동안 이 약을 수컷 평균 81mg/kg/day 및 암컷 평균 90 

mg/kg/day로 경구 투여시 이 약의 발암성은 나타나지 않았다(사람에서 안과용으로 투여할 

때 1일 최  권장량의 약 2,000배 정도).

2) F344계 랫트를 상으로 2년간 이 약을 수컷 평균 47mg/kg/day(사람에서 안과용으로 투여할 

때 1일 최  권장량의 약 1,000배 정도) 및 암컷 평균 139mg/kg/day(사람에서 안과용으로 

투여할 때 1일 최  권장량의 약 3,000배 정도)로 투여시 이 약의 발암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F344계 수컷 랫트에게 이 약 100mg/kg/day(사람에서 안과용으로 투여할 때 1일 최  권장량

의 약 2,000배 정도)을 투여한 결과, 과립성(LGL) 백혈병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 

계의 랫트는 과립성 백혈병이 높은 비율로 자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약이 고용

량 투여된 수컷 랫트군의 과립성 백혈병 발생률은 과거 조군에서 축적된 기록범위

(historical control range)를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전 독성 시험에서 세균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 결과 S.typhimurium TA102 균주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체외염색체이상시험에서 양성을 나타내었

다. 랫트 간세포를 이용한 체외 부정기 DNA 합성 시험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사람 백혈

구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마우스 체내 소핵시험과 랫트에서 세포유전학 검사 및 DNA 수복검

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왔다

4) 랫트를 상으로 200mg/kg/day(사람에서 안과용으로 투여할 때 1일 최 권장량의 약 4,500

배 정도)로 경구 투여하였을 때 수태능에 영향이 없었다.

11.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직사광선을 피하여 되도록 서늘한 곳에 전하여 보관한다.

3) 오용을 막고 품질의 보존을 위하여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지 않는다.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한독약품 가티플로점안액(가티플록사신)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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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메피리드 / 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 (정제)
(Glimepiride / Metformin hydrochloride)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심한 유산산증 또는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다.

2) 심혈관계 사망률의 증가 위험

경구용 항당뇨병약의 투여는 식이 단독요법이나 식이와 인슐린의 병용치료와 비교하여 심혈

관계 사망률의 증가와 관련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경고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저하 약물이 혈관계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늦추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University Group Diabetes Program(UGDP)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 기초한다.

5~8년 동안 식이요법과 규정된 양의 톨부타마이드(1.5g/day) 혹은 식이 요법과 규정된 용량

의 펜폴민(100mg/day)을 투여받은 환자는 심혈관계 사망률의 비율이 식이요법만을 실시한 

환자의 약 2.5배라고 UGDP에 보고하였으며, 이 두 투여군의 투여중지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 해석에 한 반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UGDP 연구의 발견은 이러한 경고

에 한 합당한 기초를 제공한다. 환자에게 이 약과 다른 형태의 치료의 잠재적 위험과 이익

에 해 주지시켜야 한다.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글리메피리드/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 (정제)

(Glimepiride/Metformin Hydrochloride)

 분류 번호 ∙ [03960] 당뇨병용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재심사

 정보원 ∙ (주)한독약품

 정보 사항 ∙ 이상반응(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추가하는 등 변경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관리과-2000호, 2012. 4.18.)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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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설포닐우레아계 중 하나의 약물(톨부타마이드)과 비구아나이드계 중 하나(펜

폴민)만이 포함되어 있지만, 각계의 약물 중 작용기전과 화학적 구조의 유사성이라는 측면에

서, 이러한 경고를 다른 관련된 항당뇨병 약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인슐린-의존형(typeⅠ)당뇨병 환자(예:케톤혈증의 병력을 가진 당뇨병 환자), 당뇨병성 케톤

혈증, 당뇨병성 혼수 또는 전혼수 환자, 급성 혹은 만성 사성산증

2) 본제의 성분 또는 설포닐우레아계, 설폰아미드계, 비구아니드계 약제에 해 과민증의 기왕력

이 있는 환자

3) 중증 간기능장애 환자 또는 혈액투석 환자에 해서는 사용 경험이 없다. 중증 간기능 또는 

신기능장애 환자에서는 최적의 혈당조절을 이루기 위해 인슐린요법으로의 전환이 권장된다.

4)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수유부

5) 유산증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의 환자, 유산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심혈관계 허탈(쇽), 급성심

경색과 패혈증과 같은 상태로부터 야기될 수도 있는 신기능 이상이나 신기능 부전(혈장 크레

아티닌치가 1.5mg/dL이상[남성], 1.4mg/dL 이상[여성], 혹은 비정상적인 크레아티닌 청소율

인 경우)

6) 방사선 요오드 조영물질을 정맥내 투여하는 검사(예 : 정맥요로조영술, 정맥담관조영술, 혈관

조영술, 조영제를사용한컴퓨터단층촬영술등)를 받는 환자(급성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고, 이 

약을 투여 받는 환자에서는 유산산증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검사가 계획된 환자에서

는 이 약을 적어도 투여 48시간 전에 중지해야 하고, 48시간 이후에 신기능을 재평가하고 정

상으로 판명된 이후에만 치료를 재개한다.) 이외에도 신기능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급성 

증상(탈수, 중중의 감염, 쇼크 등)이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7) 중증 감염증, 수술전후[수술과정에서 이 약은 수술 48시간 전에 일시적으로 중지해야 하고(음

식과 수액의 섭취에 제한이 없는 가벼운 수술은 제외) 환자의 경구적 섭취가 회복되고 신기능

이 정상으로 판명된 후 다시 투여한다.], 중증의 외상환자 

8) 영양불량상태, 기아상태, 쇠약상태, 뇌하수체기능부전 또는 부신기능부전 환자 

9) 간기능장애(손상된 간 기능은 유산산증의 몇몇 경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상

적 또는 실험실적으로 간 질환의 증거가 있는 환자에게는 이 약의 투여를 피해야 한다.), 폐경

색, 중증의 폐기능 장애 환자 및 기타 저산소혈증을 수반하기 쉬운 상태(심부전 또는 호흡부

전, 최근의 심근경색, 쇼크 등), 과도한 알코올 섭취자, 탈수증, 설사, 구토 등의 위장장애환자 

10) 약물치료를 요하는 울혈성심부전 및 최근에 심근경색을 경험한 환자, 중증 순환장애가 있는 

환자 또는 호흡장애가 있는 환자 

11) 이 약은 유당을 포함하고 있어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

소 결핍증(Lapp lactose deficiency), 혹은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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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bsorption)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는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투약 첫 주에는 저혈당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히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저혈당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환자 또는 상태는 다음과 같다.

1) 비협조적 또는 협조불능(고령자에서 보다 자주 나타남)환자

2) 영양불량상태, 불규칙한 식사섭취, 식사를 거른 환자

3) 근육운동과 탄수화물 섭취가 불균형을 이루는 환자, 격한 근육운동 

4) 알코올섭취자 

5) 신기능부전 환자(글리메피리드의 혈당강하 작용에 좀더 민감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6) 중증 간기능부전 환자

7) 이 약을 과량복용한 환자

8) 비 상성 내분비계질환(예를 들어 갑상선이상, 뇌하수체전엽의 기능이상 또는 부신피질 부전

환자): 이들 질환은 당 사, 또는 저혈당에 한 신체의 역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9) 기타 약제와의 병용투여(6.상호작용 항 참조)

만약 이러한 저혈당 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에는 용량 또는 투약법 전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투약도중 기타 질환이 발생한 경우 또는 환자의 생활방식이 바뀐 경우에도 그러하다. 점

진적으로 진행된 저혈당, 고령자, 자율신경병 환자, 또는 교감신경억제제를 병용투여 받고 있는 환

자의 경우에는 신체의 아드레날린성 역조절에 의한 저혈당의 제증상(5. 일반적 주의 참조)이 완화

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4. 이상반응

1) 유산산증 : 경고, 일반적 주의 참조

2) 저혈당증 : 경고, 일반적 주의 참조 

3) 소화기계 : 위장관계 증상(설사, 구역, 구토, 복부 팽만, 식욕부진, 소화불량, 변비, 복통)은 

메트포르민 투여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반응이며, 특히 치료의 초기에는 위약 투여군에 

비해 메트포르민 단독투여 군에서 약 30% 정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증상은 일반적으

로 일시적이며, 치료를 계속하는 동안 자연적으로 사라진다. 때때로 일시적인 용량감소가 유

용할 수 있다. 임상 시험에서는 약 4%의 환자가 위장관계 반응으로 메트포르민을 중지하였

다. 치료초기동안 위장관계 증상은 용량과 관계있게 나타나므로, 용량을 점차적으로 증가시

키거나, 이 약을 식사와 함께 복용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다. 심각한 설사 그리고/혹은 구토

는 탈수와 신외성) 질소혈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런 조건하에서는 이 약은 일시적으로 

중지하여야 한다. 이 약에 안정화가 이루어진 환자의 경우, 비특이적인 위장관계 증상은 치료

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병발한 질병이나 유산산증의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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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메피리드 투여시 때때로 구역, 구토, 상복부의 포만감 또는 압박감, 복통, 설사 등의 소화

기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4) 특정감각계 : 메트포르민 치료초기 동안, 약 3%의 환자가 불쾌하거나 금속맛을 호소하나, 보

통 자연적으로 해결된다. 특히 투여초기에는 혈당치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시각부전이 나타

날 수 있다. 

5) 피부반응 및 과민증 : 때때로 알레르기 또는 알레르기 유사반응(예; 홍반, 가려움증, 두드러기, 

발진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반응들은 부분 경미하지만, 호흡곤란, 혈압강하 등

을 수반한 심각한 반응으로 발전할 수 있고, 때로는 쇼크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두드러기가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설포닐우레아, 설폰아미드 및 그 유도체와의 

교차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

6) 다음의 혈액학적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 드물게 혈소판감소증, 매우 드물게 백혈구감소증이

나 용혈성빈혈, 적혈구감소증, 과립구감소증, 무과립구증, 범혈구감소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다른 설포닐우레아계 약제에서 재생불량성 빈혈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

히 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7) 메트포르민을 장기간 복용해온 환자에게서 비타민 B12의 혈장농도가 감소하였다. 혈장 엽산 

농도는 유의적으로 감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단지 거 적아구성 빈혈이 이 약 투여와 관련하

여 보고되었고, 신경병의 증상이 증가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혈장 B12값을 적절하게 모니터

링하거나, 정기적으로 비경구적인 B12 보급을 고려해야 한다. 

8) 간장 : 경우에 따라 간내 효소 증가, 간기능 손상(예:담즙분비장애, 황달) 및 간염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간기능부전에 이를 수 있다.

9) 기타 : 매우 드물게 알레르기성 혈관염, 피부의 광과민증, 혈청나트륨 농도의 감소 등이 나타

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위에서 열거한 이상반응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못한 반응, 예상치 못했던 변화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에게 알려야 한다. 중증 저혈당, 혈액상의 특정한 변화, 중증 알레르

기 반응 또는 알레르기 유사반응, 간부전 등의 몇몇 이상반응은 특정 상황에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으므로, 돌발적이거나 심각한 반응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의사에게 알리고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복용을 중지한다. 

국내에서 실시한 제1상 및 공개 3상 임상시험에 의하면 본 제의 복용으로 인해 나타난 약물이

상반응 중 기존에 알려진 글리메피리드 및 메트포르민의 이상반응외에 예측되지 않은 약물이

상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메트포르민 단일제>

소아에서의 이상반응 : 소규모 소아 코호트인 10~16세 연령의 환자에 1년 동안 메트포르민을 

투여한 임상시험 뿐만 아니라 발표된 그리고 시판 후 조사결과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은 그 특

성 및 심각도 측면에서 성인에서 보고된 이상반응과 유사했다.



195

1. 의약품 재심사 결과 현황

10) 국내 시판 후 조사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환자 1,235명을 상으

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결과 유해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관계없이 2.75%(34명/1,235명, 

35건)로 보고되었다. 저혈당증 0.8%(10명/1,235명, 10건), 복통 0.56%(7명/1,235명, 7건), 

복부팽만 0.48%(6명/1,235명, 6건), 구토, 소화불량 각각 0.16%(2명/1,235명, 2건), 전립선

비 , 두근거림, 어지러움, 설사, 구역, 다리부종, 심정지, 직장암종 각각 0.08%(1명/1,235

명, 1건)이었다.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2.02%(25명/1,235명, 26건)로 저혈당증 0.8%(10명/1,235명, 10건), 복부팽만, 복통 각각 

0.48%(6명/1,235명, 6건), 두근거림, 구토, 소화불량, 어지러움 각각 0.08%(1명/1,235명, 1

건)로 보고되었다. 중 한 유해사례로는 심정지, 직장암종 각각 0.08%(1명/1,235명, 1건)이

었으며 이 약과 인과관계는 없었다.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는 소화불량 0.16%(2명/1,235

명, 2건), 전립선비 , 다리부종, 직장암종 각각 0.08%(1명/1,235명, 1건)이었으며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은 소화불량이었다. 

  - 글리메피리드 단일제(경구)의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12,056명을 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유해사

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관계없이 1.2%(149명/12,056명, 181건)로 보고되었다. 저혈당증 

0.75%(90명/12,056명, 102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현기증(어지러움) 0.08%(10명

/12,056명, 10건), 간기능이상 0.07%(8명/12,056명, 8건), 복통 0.06%(7명/12,056명, 7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유해사례로 관절통, 

소화불량, 얼굴부종이 각 2건, 발기불능, 탈모, 안면홍조, 위염이 각 1건씩 보고되었다.

5. 일반적 주의

1) 저혈당증 : 설포닐우레아계 약물을 투여했을 때 초기에 성공적으로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혈당이 재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사 또는 약사는 환자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저혈

당증의 증상으로는 두통, 심한 배고픔, 구역, 구토, 피로, 수면, 무력감, 졸림, 수면장애, 불안

정, 공격성, 집중 부전, 주의 불능, 반응 이상, 우울감, 착란, 언어장애, 언어상실증, 시각이상, 

떨림, 마비, 감각장애, 어지러움, 자기조절 불능, 섬망, 뇌성경련, 의식 소실, 혼수, 약한 호흡, 

느린 맥박이 있다. 또한 발한, 축축한 피부, 불안, 빠른 맥박, 고혈압, 두근거림, 협심증, 심부

정맥과 같은 아드레날린성 역조절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심한 저혈당의 임상 증상은 뇌졸중(stroke)과 유사할 수 있다. 심한 저혈당의 경우에는 의사

의 적극적인 처치 및 추적관찰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저혈당은 

당(글루코스 또는 설탕, 예를 들어 설탕덩어리, 당이 첨가된 과일쥬스, 당이 첨가된 차 등)을 

섭취함으로써 부분 즉시 조절된다. 이를 위해 환자는 최소 20그람 정도의 당을 항상 휴

하여야 한다. 저혈당의 위험성, 증상 및 치료, 저혈당 발생소인을 환자 및 환자가족에게도 



196

제50호_ 의약품 안전성 정보

설명한다.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인공감미제는 저

혈당을 조절하는데 효과가 없다.

2) 유산산증 : 유산산증은 드물기는 하나 심각하며, 이 약의 치료 중 메트포르민의 축적에 의해

서 나타나는 사성 합병증이다.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50%가 치명적이다. 유산산증은 조

직의 유의한 관류저하와 저산소증이 있을 때, 당뇨병을 포함하는 병리생리학적 상태와 결부

되어 나타날 수 있다. 유산산증은 혈중 유산농도 증가(5mmol/L 이상), 혈중 pH 저하, 음이온

간의 차이가 늘어나는 전해질 불균형과 유산/피루베이트의 비가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이 약이 유산산증의 원인이라고 여겨지는 경우, 혈중 농도는 일반적으로 5㎍/mL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메트포르민을 투여 받은 환자에 있어 유산산증의 발현에 한 보고는 매우 적다(연간 환자 

1,000명당 약 0.03건, 치명적인 경우는 연간 환자 1,000명당 약 0.015건). 보고된 경우는 주

로 많은 내 ․ 외과적인 문제가 병합된 경우와 많은 약물의 복합투여 등의 상태에서, 내인적 

신장질환과 신장 관류저하를 포함하는 신기능이 유의하게 저하된 당뇨병 환자에서 일차적으

로 발생된 것이다. 유산산증의 위험은 신기능 저하의 정도와 환자 나이에 따라 증가 된다. 

따라서 유산산증의 위험은 이 약을 투여하는 환자의 신기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최

저 유효량을 투여함으로써 유의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 덧붙여 이 약은 저산소증이나 탈수, 

패혈증과 관계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중지해야 한다. 손상된 간기능은 유산 배설능력을 

유의적으로 제한시킬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간질환의 임상적 혹은 실험실적 증가가 있는 

환자의 경우 이 약을 피해야 한다. 알코올은 이 약이 유산 사에 영향을 미치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받는 동안 급성 혹은 만성적인 알코올의 과량섭취는 조심해야 한다. 

또한 이 약은 혈관방사선 조영제검사나 수술전에는 일시적으로 투여중지하도록 한다.

유산산증의 시작은 때때로 구별이 어렵고 권태, 근육통, 호흡, 통증, 의식 장애의 증가와 비특

이적 복부 통증과 같은 비특이적 증상들을 수반한다. 체온저하, 저혈압과 특징적인 산증을 

수반하는 기립성 서부정맥이 나타날 수도 있다. 환자와 의사는 이러한 증상의 가능한 중요성

에 해 알고 있어야 하며, 환자는 만약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에게 즉시 알리도록 교육

받아야 한다. 혈장 전해질, 케톤체, 혈당, 혈중 pH, 유산농도와 이 약의 혈중 농도도 유산산증

을 확인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일단 환자가 이 약 어떤 용량에 안정화되면, 메트포르민 치료 

초기에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위장관 증상은 약물과 관련될 가능성이 적다. 이 후에 발생하

는 위장관 증상은 유산산증이나 다른 심각한 질병 때문일 수 있다.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의 

공복시 정맥 혈장 유산농도가 정상치의 상한 이상이며, 5mmol/L 이하인 경우, 유산산증이 

임박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며,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이나 비만, 지나친 육체 활동 혹

은 검체를 다루는데 있어 기술적인 문제와 같은 다른 기전으로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 유산

산증은 케토산증(케톤뇨증과 케톤혈증)의 증상이 없는 사성 산증이 나타나는 당뇨환자에서 

의심해야 한다. 유산산증은 입원치료를 해야만 하는 의학적 위급상황이다. 이 약을 투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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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서 유산산증이 일어난 경우, 약물을 즉시 투여 중지하고 즉각 일반적인 보조 요법을 

실시해야 한다. 이 약은 투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혈액동태학적 조건에서 170mL/min이

상의 청소율), 즉각적인 혈액 투석은 산증을 정상화하고 축적된 메트포르민을 제거하기 위해 

추천된다. 이러한 처치는 때때로 즉각적인 증상 호전과 회복을 가져온다. 

3) 최적의 혈당조절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약의 규칙적인 복용뿐만 아니라 식이요법․운동요

법 그리고 필요한 경우 체중감량 등을 병행해야 한다. 혈당조절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고혈당)의 임상징후는 빈뇨, 갈증, 구갈, 피부건조 등이다.

4) 투약을 시작할 때 의사 또는 약사는 이 약의 효과 및 위험성, 그리고 식이요법․운동요법과 

병행할 때 이 약의 효과 등을 환자에게 알려야하고, 또한 환자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5) 모든 당뇨병 치료의 반응은, 정상적인 범위로 수치를 강하시킬 목적으로 공복 시 혈당과 당화 

혈색소 수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모니터링해야 한다. 용량 결정 초기에는 치료 반응을 결

정하는데 공복시 혈당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혈당과 당화 혈색소 모두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당화 혈색소치는 장기간 조절을 평가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6) 다른 의사 또는 약사에게 치료받을 경우(예를 들어 입원시, 사고후, 공휴일에 아플때 등) 환자 

는 자신의 당뇨상태 및 이전의 투약경험 등을 이들에게 알려야 한다.

7) 예외적인 스트레스 상태(예: 외상, 수술, 발열성 감염증)에서 혈당조절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혈당 조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인슐린요법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8) 투여하는 경우에는 소량부터 시작하며, 혈당, 요당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또한 당화 혈색소

의 비율을 규칙적으로 측정하는 것도 권장된다). 약제의 효과를 확인하고 효과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속히 다른 치료법으로 바꾼다.

9) 특히 투여초기, 투여약물을 변경한 후, 또는 이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았을 때 저혈당 

또는 고혈당에 기인한 민첩성장애, 행동성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운전능력, 

기계조작능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0) 신기능에 한 모니터링: 메트포르민은 신장으로 부분 배설된다고 알려져 있고, 이 약의 

축적과 유산산증의 위험은 신기능의 부전 정도에 따라 증가된다. 따라서, 나이에 따라 정상 

상한치 이상의 혈장 크레아티닌 값을 갖는 환자는 이 약을 투여하면 안된다. 고령자에 있어 

노화는 신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 적절한 혈당 조절 효과를 얻는 최소용

량을 설정해야만 한다. 고령자는 정기적으로 신기능을 모니터링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최  

용량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이 약은 치료 시작 전과 그 후 적어도 1년에 1회는 신기능 검사

를 하여 정상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기능 부전의 발현이 예상되는 환자는 신기능을 좀 더 

자주 평가하고 신기능 부전의 징후가 있을 때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한다. 

11) 신기능이나 이 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약물과의 병용 투여: 신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유의적인 혈액 동태학적 변화를 야기시키거나 신세관 배출로써 배설되는 양이온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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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같이 이 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약물과의 병용투여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항고

혈압제나 이뇨제 치료를 시작했거나 NSAID 투여 초기와 같이 신기능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2) 당뇨병 유사증상 : 제 2형 당뇨병의 진단이 확립된 환자에 하여만 적용을 고려한다. 당뇨

병 이외에도 내당능 이상, 요당양성 등 당뇨병 유사증상(신성 당뇨, 노인성 당 사 이상, 갑

상선 기능 이상 등)을 가진 질환이 있는 것에 유의한다. 

13) 투여 중의 조절 : 투여 중에 투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나, 감량이 필요한 경우 또는 환자의 

악화, 감염증의 합병 등에 의해 효과가 없게 되거나 불충분하게 된 경우가 있으므로, 식사 

섭취량, 체중변화의 추이, 혈당치, 감염증의 유무 등에 유의하여 투여 지속의 여부, 투여량, 

약제의 선택 등에 유의한다. 

14) 저산소증 상태: 어떠한 원인에 의한 심혈관계 허탈(쇽), 급성 울혈성 심장마비, 급성 심경색

과 저산소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다른 조건은 유산산증과 연관되어 있고 또한 신외성 질

소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약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약물을 즉

시 투여 중지하여야 한다. 

15) 알코올 섭취: 알코올은 유산 사에 해 이 약이 영향을 미치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

서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급성 혹은 만성적인 알코올의 과량섭취는 경고해야 한다.

16) 비타민 B12치: 임상적 증후 없이, 29주 동안 지속된 임상시험에서 이 약의 성분 중 메트포르

민을 투여받은 환자의 약 7%에서 시험 전에 정상 혈장 비타민 B12값이었던 것이 정상 이하

로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는 B12 내부 인자 복합체로부터 B12흡

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빈혈과의 연관성은 거의 없으며, 이 약의 투여 중지나 비타

민 B12를 보충함으로써 빠르게 회복된다.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는 매년 혈액학적 수치들

을 검사해야 하며, 명백한 비정상치는 즉시 연구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특정 개인(비타민 

B12나 칼슘 섭취 혹은 흡수가 부적절한 사람들)은 정상 이하로 비타민 B12값이 감소할 소인

이 있다. 이러한 환자는 2~3년 간격으로 일반적 혈청 비타민 B12 측정을 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17) 전에 조절되었던 당뇨의 임상적 상태의 변화 : 실험실적 비정상이나 임상적질환 (특히, 피로, 

잘 정의되지 않은 질환)이 발현된, 전에 메트포르민 제제로 당뇨가 잘 조절되었던 환자는 

즉시 케토산증이나 유산혈증의 발현에 해 평가해야 한다. 혈장 전해질, 케톤체, 혈당에 

해 검사하고, 만약 나타났다면 혈중 pH, 유산, 피루베이트와 메트포르민염산염의 농도에 

해서도 검사한다. 만약 어떠한 형태의 산증이 나타났다면 메트포르민염산염을 즉시 투여 중

지하고 다른 적절하고 올바른 검사를 시작한다.

18) 혈당조절의 실패 : 어떤 당뇨병 치료법으로 안정화된 환자가 발열, 경련, 감염 또는 수술과 

같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혈당조절에 실패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는 이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일시적인 인슐린 투여가 요구될 수 있다. 메트포르민염산염과 설포닐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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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요법으로 2차적 실패가 되었다면, 인슐린 요법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19) 특정 직업의 환자 : 드물게 심한 유산산증, 중증의 지연성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고소

작업, 자동차 운전 등에 종사하고 있는 환자에 투여할 경우에는 주의한다. 또한, 유산산증 

및 저혈당에 한 주의에 하여 환자 및 그 가족에게 충분하고 철저하게 주의시킨다. 

20) 환자를 위한 정보 : 환자들에게 이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및 체요법에 해서도 알려야 

한다. 환자는 규칙적인 식사와 함께 지시된 식이요법을 준수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혈

당, 당화 혈색소, 신기능, 혈액학적 수치 등 임상실험실적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비만환자는 저열량 식이를 계속해야 한다. 의사는 이 약의 치료와 관련된 유산산증의 

위험, 그 증상, 발생 조건을 경고 및 주의에 나온 바와 같이 환자에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환자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과다, 근육통, 피로, 졸음, 또는 다른 비 특이적 증상이 발

생할 경우, 이 약을 즉시 중지하고, 의사에게 알리도록 지시해야 한다. 일단 환자가 이 약의 

어느 용량에 안정되면, 메트포르민 치료 개시 시에 흔히 나타나는 위장관계 증상은 약물과 

관련될 가능성이 적다. 이 후에 발생하는 위장관계 증상은 유산산증 또는 다른 심각한 질환

에 기인할 수 있다. 의사는 저혈당증의 위험, 그 증상, 발생 조건 등을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

해야 한다. 이 약을 투여받는 동안 급성 또는 만성적인 과도한 알코올 섭취를 하지 않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21) G6PD 결핍 환자가 설포닐우레아계 약물을 복용하면 용혈성 빈혈을 일으킬 수 있다. 글리메

피리드는 설포닐우레아계에 속하므로 G6PD 결핍 환자에게 투여 시 주의해야 하며 비설포닐

우레아계 약물로의 체를 고려해야 한다.

6. 상호작용

글리메피리드

이 약 투여중에 다른 약제를 병용투여하거나 다른 약제 복용을 중단한 환자에게 혈당조절이 변

할 수 있다. 이 약 또는 기타 설포닐우레아계 약제의 사용 경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상호작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 약은 cytochrome P4502C9(CYP2C9)에 의해 사된다. 그러므로, 이 약과 CYP2C9 유도

물질 (예: 리팜피신) 또는 억제제(예: 플루코나졸)를 병용투여할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이 고려

되어야 한다. 

2) 혈당강하작용을 증가시키는 약제: 인슐린제제 및 기타 경구용 혈당강하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ACE억제제, 알로푸리놀(allopurinol),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남성호르몬제, 클로람

페니콜(chloramphenicol), 쿠마린계 약제, 시클로포스파미드(cyclophosphamide), 디소피라

미드(disopyramide), 펜플루라민(fenfluramine), 페니라미돌(fenyramidol), 피브레이트(fibrates), 

플루옥세틴(fluoxetine), 구아네티딘(guanethidine), 이포스파미드(ifosfamide), MAO억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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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코나졸(miconazole), 플루코나졸(fluconazole), 파라아미노살리실산(para-aminosalicylic 

acid), 펜톡시필린(고용량을 비경구투여할 경우), 페닐부타존(phenylbutazone), 아자프로파

존(azapropazone), 옥시펜부타존(oxyphenbutazone), 프로베네시드(probenecid), 퀴놀론계 

항균제, 살리실산제, 설핀피라존(sulfinpyrazone), 클래리스로마이신(clarithromycin), 설폰아

미드(sulfonamide),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 트리토쿠알린(tritoqualine), 트로포스파미드

(trofosfamide), 교감신경 억제제 

3) 혈당강하작용을 감소시키는 약제: 아세타졸아미드(acetazolamide), 바르비탈산계 약제(barbiturates),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디아족사이드(diazoxide), 이뇨제,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 또는 기타 

교감신경흥분제, 글루카곤(glucagon), 완하제(장기간 복용후), 니코틴산(고용량을 투여할 경

우), 에스트로겐(oestrogens), 프로게스토겐(progestogens), 경구용피임약, 페노티아진계 약

제(phenothiazines), 페니토인(phenytoin), 리팜피신(rifampicin), 갑상선호르몬제, 클로로프

로마진, 이소니아지드 

4) 혈당강하작용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약제 : H2수용체길항제, 클로니딘(clonidine), 레세르

핀(reserpine)

5) β-차단제는 내당능을 저하시킨다. 당뇨병 환자에서 내당능 저하는 사조절을 변화시킬 수 

있다. β-차단제는 저혈당을 일으킬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역조절 실패에 기인함)

6) 저혈당에 한 신체의 아드레날린성 역조절 징후를 감소 또는 차단시키는 약제: 교감신경 차단

제, 예 : β-차단제, 클로니딘(clonidine), 구아네티딘(guanethidine), 레세르핀(reserpine) 등

7) 급성 또는 만성 알코올 섭취는 이 약의 혈당강하작용을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8) 이 약의 병용투여에 의해 쿠마린계 항응고제의 작용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

메트포르민

1) 다음 약제와 병용에 의해 유산산증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것과 병용할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고 투여할 것 : 요오드조영제, 신독성이 강한 항생물질(겐타마이신 등)

2) 다음 약제와 병용에 의해 혈당강하 작용이 증강 또는 감약될 수 있으므로 병용하는 경우에는 

혈당치 및 다른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면서 투여한다.

  - 혈당강하작용을 증가시키는 약제

인슐린제제, 설포닐아미드계 및 설포닐우레아계 약제, 메글리티나이드계(레파글리니드 등), 

알파-글리코시다제 저해제(아카보즈), 단백동화스테로이드, 구아네티딘, 살리실산제(아스피

린 등), β-차단제(프로프라놀롤 등), 모노아민산화 효소저해제,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 혈당강하작용을 감소시키는 약제

에피네프린, 교감신경약, 부신피질호르몬, 갑상선호르몬, 난포호르몬, 에스트로겐, 경구용피

임약, 치아짓과 기타 이뇨제, 피라진 아미드, 이소니아짓, 니코틴산, 페노치아진계 약제, 페



201

1. 의약품 재심사 결과 현황

니토인, 칼슘채널길항제, β2-작용제(살부타몰, 포모테롤 등) 

3) 글리부라이드 :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인 환자에 한 단회투여 연구에서 메트포르민염산염

과 글리부라이드의 병용 투여는 메트포르민염산염의 약물 동력학적 혹은 약물 동태학적 성질

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다. 글리부라이드의 AUC와 Cmax가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나, 

편차가 크다. 이 연구에서 단회 투여의 성격과 메트포르민염산염의 혈액 농도와 약물 동태학

적 효과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이런 상호 작용의 임상적 유의성이 불명확하다는 것을 나

타낸다.

4) 푸로세미드 : 건강한 사람에서 단회 투여로 메트포르민염산염과 푸로세미드의 약물 상호작용

에 한 연구는 병용투여에 의해 각 물질의 약물 동력학적 수치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냈다. 푸로세미드는 메트포르민염산염의 신장 청소율의 유의적인 변화없이 이 약의 혈장

농도를 증가시키며, 혈중 Cmax를 22%, 혈중 AUC를 15% 증가시킨다. 메트포르민염산염과 

함께 투여했을 때, 단일투여에 비해 푸로세미드의 Cmax와 AUC가 각각 31%와 12% 감소되었

으며, 푸로세미드의 신장 청소율의 변화없이 최종반감기를 32% 감소시킨다. 만성적으로 메트

포르민염산염과 푸로세미드를 병용투여시 상호작용에 관한 유용한 정보는 없다. 

5) 니페디핀 : 정상인 건강한 지원자에서 단회투여로 메트포르민염산염과 니페디핀의 약물 상호

작용에 한 연구는 니페디핀과의 병용투여가 이 약의 혈장 Cmax와 AUC를 각각 20%와 9% 

증가시키며, 뇨중 배설을 증가시킨다. Tmax와 반감기는 영향이 없다. 니페디핀은 메트포르민

염산염의 흡수를 촉진시킨다. 메트포르민염산염은 니페디핀에 최소한의 효과를 나타낸다. 

6) 양이온성 약물 : 이론적으로 신세관 분비로서 배설되는 양이온성 약물(예를 들어 아 로라이

드, 디곡신, 모르핀, 프로카인아미드, 퀴니딘, 퀴닌, 라니티딘, 트리암테렌, 트리메토프림과 반

코마이신)은 일반적인 신장세뇨관 이동계에 한 경쟁으로써 메트포르민염산염과 작용할 가

능성이 있다. 정상인 지원자에 한 단회 및 다회 투여시에서 관찰된 메트포르민염산염과 시

메티딘간의 상호작용에 한 연구는 메트포르민염산염의 최  혈장 농도와 전체 혈중 농도를 

60% 상승 시키고, 혈장과 전혈중의 메트포르민염산염 AUC를 40% 증가시킨다. 단회 투여시 

배설 반감기에는 변화가 없었다. 메트포르민염산염은 시메티딘의 약물동력학에는 아무런 영

향도 끼치지 않았다. 이러한 약물상호작용이 이론적인 여지가 있지만(시메티딘 제외), 근위세

뇨관 분비계를 통해 배설하는 양이온성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는 자세한 환자 모니터링과 

메트포르민염산염과/또는 상호작용이 있는 약물의 용량조절이 추천된다. 

7) 기타 : 건강한 지원자에 한 단회 병용 투여 연구에서, 메트포르민염산염과 프로프라놀올, 

메트포르민염산염과 이부프로펜의 약물동력학적 성질은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메트포르

민염산염과 혈장단백질과 결합하는 것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이므로, 혈장 단백질과 광범위하

게 결합하는 설포닐우레아와 비교할 때, 살리실산, 설폰아미드, 클로람페니콜과 프로베네시드

와 같이 단백질과 다량 결합하는 약물과는 상호작용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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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동물실험에서 기형형성 작용에 한 보고가 있어 태아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고 임부에게는 

유산산증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임산부에게는 이 약을 투여하지 않도록 한다. 임산부 또는 임

신할 계획이 있는 환자는 혈당치 이상과 관련된 태아 기형의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의사에게 

알리고 인슐린 요법으로 전환하여 혈당이 가능한 정상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2) 수유중인 랫트에서 글리메피리드 및 메트포르민은 유즙으로 분비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 

수유부에는 투여하지 않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인슐린요법으로 전환하거나 수유를 중단

해야 한다. 

8. 소아에 대한 투여

소아에 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다. 어린이의 성숙시기에 나타나는 당뇨병

(MODY) 에 해 행해진 연구는 없다.

<메트포르민 단일제>

메트포르민의 투여를 시작하기에 앞서 환자가 2형 당뇨병인지에 해 확인해야 한다. 1년간 지속된 

조 임상시험에서 메트포르민이 성장 및 성적 성숙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러한 

특정 포인트에 한 장기 시험결과는 없다. 따라서 소아, 특히 사춘기 이전의 소아를 이 약으로 

치료할 때 이러한 파라미터에 미치는 메트포르민의 영향을 주의 깊게 관찰할 것을 권장한다. 

10~12세 연령의 소아 : 소아 및 성장기 청소년에 한 조 임상시험에 단 15명의 10~12세 연령

의 소아가 참여했다. 비록 12세 이하의 소아에서 메트포르민의 유효성 및 안전성은 12세 이상의 

소아에서의 유효성 및 안전성과 차이가 없었으나 10~12세 연령의 소아에 메트포르민을 처방할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장한다.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고령자의 신기능감소와 관련하여 메트포르민염산염의 용량은 환자의 신기능에 근거하여 조절되

어야 하고, 정기적인 신기능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메트포르민염산염 및 글리메피리드는 부분 신

장으로 배설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글리메피리드는 신장을 통해 상당한 양이 배설되므로, 부적절한 

신기능을 갖는 환자에서는 심각한 약물 부작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기능을 가진 환

자에게만 사용하도록 한다. 

10. 임상검사치에의 영향

정기적인 혈액학적 수치(예를 들어 헤모글로빈/헤마토크리트, 적혈구지수)와 신기능(혈장크레아

티닌)의 모니터링은 최소 1년을 기준으로 행해져야 한다. 메트포르민으로 치료 중 거 적아구성빈

혈이 드물게 관찰되며, 이것의 의심이 있다면 비타민 B12 결핍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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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과량투여시의 처치

이 약은 글리메피리드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과량투여시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다. 글리메피리드

의 과량 복용이 발견되면 즉시 의사에게 알린다. 만약 의사의 처치 하에 있지 않다면, 환자는 가능

하면 포도당 형태로 즉시 당을 섭취한다. 의식의 소실 또는 신경학적 결과가 없는 경도의 저혈당 

증상은 경구용 포도당을 투여하거나 약물 용량 및/또는 식사 패턴을 조절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하여

야 한다. 환자에게 위험이 없다는 것을 의사가 확인할 때까지 면 한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한다. 

글리메피리드의 위장흡수를 막기위해 초기에는 구토를 유발시키고 다음에는 환자에게 활성탄(흡

착제) 및 황산나트륨(하제)을 함유하고 있는 청량음료 또는 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상당히 많은 

양이 흡수된 경우, 위세척을 실시해야 하고 활성탄 및 황산나트륨은 나중에 사용한다. 

이 약의 심각한 과다복용과 의식 소실, 심한 신경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응급상황으로, 즉각적

인 조치와 입원이 요구된다. 저혈당성 혼수상태가 진단 또는 의심되는 경우, 환자에게 농축 포도당 

용액을 정맥 투여(예를 들면, 50% 포도당 용액을 급속 정맥 내 주입 또는 20% 포도당 용액 40 

ml로 시작, 이후 혈당을 100 mg/dL가 넘는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속도로 보다 희석된(10%) 

포도당 용액을 점적주사)한다. 성인의 경우 글루카곤을 투여(예를 들어 0.5 내지 1 mg을 정맥, 피

하 또는 근육주사)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명백한 임상적 회복 후에도 저혈당이 재발할 수 있으

므로, 최소한 24시간 내지 48시간 동안 환자를 면 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영아 또는 소아가 사고로 글리메피리드를 복용한 경우에는 투여하는 포도당의 용량을 주

의하여 조정 투여하고 혈당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또한, 이 약은 메트포르민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유산산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메트포르민

염산염을 85그람까지 복용하여도, 저혈당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 약은 좋은 혈액 동태학적 조건하

에서 170mL/분에 이르는 청소율로 투석된다. 따라서 이 약의 과량 투여가 의심되는 환자에서 축적

된 약물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혈액투석이다.

12. 발암성, 변이원성, 수태의 부전

글리메피리드

1) 랫드에 해 30개월간 완전한 식이상태에서 최  5,000ppm의 용량으로 투여한 시험에서(표

면적을 기준으로 사람에 한 최  권장 용량의 약 340배) 발암성의 증거는 없었다. 마우스에

서 24개월간 글리메피리드를 투여한 결과 용량과 관련된, 만성적인 췌장 자극의 결과로 판단

되는 양성의 췌장선종이 증가하였다. 이 시험에서 마우스의 선종형성에 한 무영향 용량은 

완전식이 조건에서 320ppm 또는 46-54mg/kg/day였다. 이는 표면적을 기준으로 사람에 

한 최  권장용량인 1일 1회 8mg의 약 35배에 해당한다. 

2) 글리메피리드는 일련의 in vitro와 in vivo 돌연변이 시험에서 돌연변이가 없었다. 

3) 최  2,500mg/kg의 용량으로(표면적을 기준으로 사람에 한 최  권장 용량의 ＞1,7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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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된 수컷마우스 수태능에 한 글리메피리드의 영향은 없었다. 글리메피리드는 최  

4,000 mg/kg의 용량으로(표면적을 기준으로 사람에 한 최  권장 용량의 약 4,000배) 투여

하였을 때 수컷 및 암컷 랫트의 수태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메트포르민 

1) 메트포르민 단독으로 랫드(104주 지속)와 마우스(91주 지속)에 해 각각 900mg/kg/day와 

1500mg/kg/day의 용량으로 장기간 발암성시험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용량은 체표면적에 기

초한 사람의 일일 최  허용량의 약 3배이다. 암수 마우스 모두에서 이 약과 관련된 발암성의 

증거는 없었다. 유사하게 수컷 랫드에서 이 약에 의한 종양 유발가능성은 없었다. 그러나 

900mg/kg/day로 투여한 암컷 랫드에서 양성 간질성 자궁 용종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2) 복귀돌연변이시험(S. Typhimurium), 유전자 돌연변이시험(마우스 임파구 세포), 염색체 이상

시험(사람 임파구) 혹은 생체내 소핵시험(마우스 골수세포)에서 이 약의 변이원성 가능성에 

한 증거는 없다. 

3) 암수 랫드의 수태능은 600mg/kg/day의 고용량, 또는 체표면적을 기준으로 최  허용량의 

약 2배를 투여했을 때 이 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13. 기타

1) 체중에 한 영향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혈당강하제(설포닐우레아계, 치아졸린디온계 

등)와 비교할 때, 메트포르민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치료 시 체중 증가를 일으키지 않아 유

익하다. 체중을 유지하거나 감소시켜 체중 증가와 관련된 다른 위험 요소들을 제한한다. 장기

간 사용 시 보다 안정적인 혈당 조절 및 당뇨병 합병증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성인과 소아에 

한 임상시험에서 이 약은 체중증가 없이 혹은 약간의 체중 감소와 함께 혈당 조절을 개선시

켰다.

2) 약물남용과 의존성 : 메트포르민제제는 일차적 혹은 이차적으로 재생성되는 약물이나 탐닉으

로 남용을 야기시키는 약물동태학적 성질을 나타내지 않는다.

14. 적용상의 주의

운전 중이나 기계 사용시에는 주의하도록 알려야 한다.

15.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주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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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경보제약 케이마릴엠정1/250 리그램 제조

2 (주)경보제약 케이마릴엠정2/500 리그램 제조

3 (주)넥스팜코리아 디메릴엠정2/500 리그램 제조

4 (주)동구제약 글리파엠정1/250 리그램 제조

5 (주)동구제약 글리파엠정2/500 리그램 제조

6 (주)메디카코리아 로글리코엠정 제조

7 (주)서울제약 메피리드엠정2/500 리그램 제조

8 (주)셀트리온제약 글리메엠정1/250 리그램 제조

9 (주)셀트리온제약 글리메엠정2/500 리그램 제조

10 (주)스카이뉴팜 아마딘정 제조

11 (주)씨트리 지엠정1/250 리그램 제조

12 (주)씨트리 지엠정2/500 리그램 제조

13 (주)씨티씨바이오 리메트엠정 제조

14 (주)엘지생명과학 메아그릴엠정2/500 리그램 제조

15 (주)유한양행 글라포민엠정1/250 리그램 제조

16 (주)유한양행 글라포민엠정1/500 리그램 제조

17 (주)유한양행 글라포민엠정2/500 리그램 제조

18 (주)일화 글루폴민정2/500 리그램 제조

19 (주)제이알피 메포민플러스정 제조

20 (주)종근당 네오마릴엠정1/250 리그램 제조

21 (주)종근당 네오마릴엠정1/500 리그램 제조

22 (주)종근당 네오마릴엠정2/500 리그램 제조

23 (주)테라젠이텍스 아마리아엠정2/500 리그램 제조

24 (주)티디에스팜 아르민정 제조

25 (주)하원제약 그리마린엠정2/500 리그램 제조

26 (주)한국파비스제약 게리드엠정 제조

27 (주)한독약품 아마릴엠정1/250 리그람(수출명: 코아마릴1/250 리그람) 제조

28 (주)한독약품 아마릴엠정1/500 리그램 제조

29 (주)한독약품 아마릴엠정2/500 리그람(수출명: 코아마릴2/500 리그람) 제조

30 (주)휴온스 아베린엠정1/250 리그램 제조

31 (주)휴온스 아베린엠정2/500 리그램 제조

32 광동제약(주) 디아리드엠정2/500 리그램 제조

33 구주제약(주) 글리미드엠정 제조

34 국제약품공업(주) 다이메릴엠정2/500 리그램 제조

35 근화제약(주) 글루비엠정2/500 리그램 제조

국내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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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36 원제약(주) 메리클엠정2/500 리그램 제조

37 한뉴팜(주) 게리메트정2/500 리그램 제조

38 화제약(주) 포디엠정1/250 리그램 제조

39 화제약(주) 포디엠정2/500 리그램 제조

40 동광제약(주) 글리텍엠정1/250 리그램 제조

41 동광제약(주) 글리텍엠정2/500 리그램 제조

42 동국제약(주) 글리메론정 제조

43 동아제약(주) 글리멜엠정1/250 리그램 제조

44 동아제약(주) 글리멜엠정2/500 리그램 제조

45 동화약품(주) 글리필엠정1/250 리그램 제조

46 동화약품(주) 글리필엠정2/500 리그램 제조

47 명문제약(주) 메피릴엠정2/500 리그램 제조

48 부광약품(주) 디아그릴엠정2/500 리그램 제조

49 삼아제약(주) 글리멥엠정2/500 리그램 제조

50 삼익제약(주) 메디롤엠정2/500 리그램 제조

51 삼진제약(주) 글레딘엠정2/500 리그램 제조

52 삼천당제약(주) 디어메디엠정1/250 리그램 제조

53 삼천당제약(주) 디어메디엠정2/500 리그램 제조

54 신풍제약(주) 크리메릴엠정2/500 리그램 제조

55 씨제이제일제당(주) 글리원플러스정2/500 리그램 제조

56 아주약품(주) 아로 엠정2/500 리그램 제조

57 안국약품(주) 글리베타엠정 제조

58 알리코제약(주) 글리메릴엠정 제조

59 에스케이케미칼(주) 로트라엠정1/250 리그램 제조

60 에스케이케미칼(주) 로트라엠정2/500 리그램 제조

61 영일제약(주) 글리피론엠정2/500 리그램 제조

62 영진약품공업(주) 글리매핀엠정1/250 리그램 제조

63 영진약품공업(주) 글리매핀엠정2/500 리그램 제조

64 위더스제약(주) 글레아정1/250 리그램 제조

65 위더스제약(주) 글레아정2/500 리그램 제조

66 유니메드제약(주) 유니마릴엠정 제조

67 일동제약(주) 글리팜엠정1/250 리그램 제조

68 일동제약(주) 글리팜엠정2/500 리그램 제조

69 일양약품(주) 글리메드엠정2/500 리그램 제조

70 제일약품(주) 메트마릴정1/250 리그램 제조

71 제일약품(주) 메트마릴정2/500 리그램 제조

72 진양제약(주) 미아릴엠정1/250 리그램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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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73 진양제약(주) 미아릴엠정2/500 리그램 제조

74 하나제약(주) 다이리드엠정1/250 리그램 제조

75 하나제약(주) 다이리드엠정2/500 리그램 제조

76 한국넬슨제약(주) 아마리스엠정 제조

77 한국웨일즈제약(주) 글리엠정1/250 리그램 제조

78 한국웨일즈제약(주) 글리엠정2/500 리그램 제조

79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글리마릴엠정1/250 리그램 제조

80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글리마릴엠정2/500 리그램 제조

81 한국콜마(주) 글리포르민정1/250 리그램 제조

82 한국콜마(주) 글리포르민정2/500 리그램 제조

83 한국프라임제약(주) 아메리드엠정2/500 리그램 제조

84 한화제약(주) 윈글리엠정1/250 리그램 제조

85 한화제약(주) 윈글리엠정2/500 리그램 제조

86 환인제약(주) 다이피릴엠정2/500 리그램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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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스투주맙 (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 (주사)
(Trastuzumab)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심장독성 : 특히, 안트라싸이클린(독소루비신이나 에피루비신)을 포함한 화학요법후, 이 약 단

독 또는 파클리탁셀이나 도세탁셀과 병용투여 받은 환자에서 심부전[뉴욕심장학회 (NYHA)등

급 2-4등급]이 나타났다. 그 정도는 중등도-중증이었으며 사망과 관련이 있었다. 이 약물의 치

료 상환자, 특히 이전에 안트라싸이클린 및 싸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투여 받 은 환자는 치료

개시 전에 병력 및 신체검사와 ECG, 심초음파도, MUGA scan 또는 MRI등 의 심기능을 평가

해야 한다. 이 약 투여를 결정하기 전에 주의 깊게 위험-유익성에 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

잘 통제된 임상시험에서 심장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과 안트라싸이클 린

을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기존에 안트라싸이클린을 투여 받았던 환자의 경우에도 병용 투여 

했을 때 보다는 그 위험도가 낮으나 이 약의 투여로 인한 심장독성의 위험이 있다. 이 약의 

반감기는 약 4-5주이므로, 이 약 투여 중단후 20-25주까지 이 약이 순환계에 존재 할 수 있다. 

이 약 투여 중단 후 안트라싸이클린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심장독성이 증가될 수 있다. 가능하

다면 전문의는 이 약 투여 중단일로부터 25주까지 안트라싸이클린이 포함 된 치료요법을 피하

도록 해야 하며, 안트라싸이클린을 투여하는 경우 심장기능을 주의 깊게 모니터해야 한다.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트라스투주맙(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 (주사) (Trastuzumab)

 분류 번호 ∙ [04210] 항악성종양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재심사

 정보원 ∙ (주)한국로슈

 정보 사항 ∙ 이상반응(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추가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바이오의약품정책과-1363호, 2012. 4.19.)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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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유방암 환자에서 도세탁셀과 카보플라틴의 비-안트라싸이클린 요법과 이 약 투여시에 

에 비해 안트라싸이클린 포함 요법후 이 약 투여시 증후성 및 무증상성 심장 이상반응의 발생

율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증가는 탁산계 약물에 이어 순차적으로 투여시보다 탁산계 

약물과 병용투여시 더욱 현저했다. 사용된 요법에 상관없이, 부분의 증후성 심장 이상반응

은 첫18개월이내에 발생하였다. 중앙 추적조사기간인 5.5년이었던 3개 주요 임상시험 중 하

나(BCIRG006)에서 증후성 심장 이상반응이나 LVEF 이상반응의 누적 발생율의 지속 적인 증

가가 나머지 2 조군(안트라싸이클린+싸이클로포스파미드투여후 탁산투여, 탁산+ 카보플라

틴+허셉틴)에서 약 1%에 비해 안트라싸이클린투여후 탁산과 이 약을 병용한 군에서 최  

2.37%로 관찰되었다.

조기 유방암환자를 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입증된 울혈성 심부전 병력이 있는 환자, 조 

절되지 않은 고위험 부정맥환자, 약물치료가 필요한 협심증환자, 임상적으로 유의한 판막질 

환환자, ECG상 경벽성 경색증의 증거가 있는 환자, 조절이 어려운 고혈압환자들은 제외되 

었기 때문에 이 환자들에 한 유익성/위험비율에 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에 

이 약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치료 전 검사시 심혈관계 문제가 있는 환자의 경우 일반적인 심장 평가가 고려되어야 하며, 

치료 중에는 심장기능을 모니터해야 한다(예, 매 3개월마다). 모니터링을 통해 심기능장애를 

나타내는 환자를 발견할 수 있다. 조기유방암 환자의 경우 치료 전, 치료 중 매 3개월 마다, 

치료 종료 후 6, 12, 24개월째에 심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무증후성 심기능장애를 더 빈번

한 모니터링을 통해 알아낼 수 있다(예, 매 6-8주마다). 좌심박출률(LVEF)이 지속적으로 감소

된 환자가 계속 무증후성일 경우 이 약의 임상적 이점이 없다면 전문의는 이 약의 투여 중지

를 고려해야 한다. 증후성 심부전, 고혈압 병력 또는 입증된 관상동맥질환, 조기유방암 환자

에서 LVEF가 55% 이하인 경우 치료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LVEF가 치료 전 수치에서 10 

ejection point 및 50%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이 약 투여를 중단하고 약 3주 이내에 LVEF를 

다시 평가해야한다. LVEF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감소할 경우 치료상 유익성이 위험을 

상회하지 않는 한 이 약의 투여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심장 

전문의에 진료를 의뢰해야 하며 계속 관리되어야 한다.

이 약 투여 중 증후성 심부전이 발생할 경우, 표준 요법으로 치료되어야 한다. 임상적으로 

유의한 심부전이 발생한 환자에서 유익성이 위험을 상회하지 않는 한 이 약의 투여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심장독성을 경험한 환자에서 이 약 투여의 지속 또는 재투여에 한 안전성은 전향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다. 그러나 임상시험에서 심부전을 겪은 부분의 환자는 표준 요법으로 개선

되었다. 표준요법은 이뇨제, 강심배당체, 베타 차단제 및/또는 ACE 저해제를 포함하였다. 심

장 증상과 이 약 치료의 임상적 유익성을 나타낸 환자의 부분은 추가 심장 증상 없이 이 

약 투여를 계속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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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입관련 반응, 알러지양 반응 및 과민반응 : 이 약 주입에 따라 드물게 보고된 중 한 이 

상반응으로 호흡곤란, 저혈압, 천명, 고혈압, 기관지연축, 심실위부정빈맥, 산소 포화도 감소, 

아나필락시스, 호흡곤란증후군, 두드러기, 혈관부종이 있다. 이러한 이상반응의 부분은 초 

회 주입 중 또는 초회 주입 시작으로부터 2.5시간 이내에 발생하였다. 주입관련 반응이 나 

타나면 이 약의 주입을 중단시키거나 주입속도를 감소시키고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환자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부분의 환자에서 증상이 소실되었고 이후 이 약의 주입을 재개하였 다. 

중 한 이상반응은 산소, 베타작용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같은 보조 치료를 통해 성 공적

으로 치료되었다. 드물게 이러한 반응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임상 경과와 관련 이 있었

다. 진행성 종양의 합병증 및 동반질환으로 인해 안정시 호흡곤란인 환자는 치명적 인 주입관

련 반응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환자들에게는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초기 

개선 후 임상적 악화 및 급격한 임상적 악화를 동반한 지연 반응이 보고되었다. 주입 후 수시

간에서 일주일 이내에 사망이 발생하기도 했다. 매우 드물게 이 약 주입 시작으로부터 6시간 

이상 지난 후 주입반응 또는 폐 증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환자에게 이러한 지연성 반응의 

가능성을 경고해야 하며 증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전문의에게 연락하도록 해야 한다.

3) 폐이상반응 : 드물게 중증 폐 이상반응이 시판후조사에서 보고되었으며 이는 때때로 치명적 

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이상반응으로 폐침윤을 포함한 간질성 폐질환, 급성 호흡곤란 증후 군, 

폐렴, 간질성 폐렴, 흉막 삼출, 호흡곤란, 급성 폐부종 및 호흡부전 등이 보고되었다. 이는 

주입관련 이상반응의 일부분이거나 지연형 이상반응과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증후성 내재 폐

질환 또는 폐에 종양이 광범위하게 전이되어 안정시 호흡곤란을 나타내는 환자는 이러한 중

증 이상반응의 위험이 더욱 클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에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특히 탁산계 약물을 병용투여 받았던 환자의 경우 간질성 폐렴에 해 주의가 필요하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트라스투주맙, 설치류 유래 단백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 병력이 있는 환자

2) 진행성 악성종양에 의한 중증 안정시 호흡곤란 또는 산소보충이 필요한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안트라싸이클린계 약물을 투여 중인 환자 또는 이전에 치료경험이 있는 환자(심부전 등의 심

장장애가 나타나기 쉽다)

2) 흉부로 방사능을 조사 중인 환자(심부전 등의 심장장애가 나타나기 쉽다)

3) 심부전증상이 있는 환자(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4) 관상동맥질환(심근경색, 협심증 등)환자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 

다. 또는 심부전 등의 심장장애가 나타나기 쉽다)

5) 고혈압환자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심부전 등의 심장장애가 나타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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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관 이상반응 빈도

감염

+폐렴 흔함(＜1%)

호중구감소성 패혈증 흔함

방광염 흔함

상포진 흔함

감염 흔함

인플루엔자 흔함

비인두염 흔함

부비동염 흔함

피부 감염 흔함

비염 흔함

상기도감염 흔함

요로감염 흔함

단독 흔함

봉와직염 흔함

패혈증 흔하지 않음

양성, 악성 및 상세불명 종양

(낭 및 용종 포함)

악성 종양 진행 알려지지 않음

종양 진행 알려지지 않음

혈액 및 림프계

열성 호중구감소증 매우 흔함

빈혈 흔함

호중구감소증 흔함

혈소판감소증 흔함

백혈구수 감소/백혈구감소증 흔함

저프로트롬빈혈증 알려지지 않음

6) 안정시 호흡곤란(폐전이, 순환계질환 등에 의한)이 있는 환자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점 

적주입관련 반응이 중증화되기 쉽다)

4. 이상반응

1) 최근까지 이 약의 사용과 관련하여 보고된 가장 심각하고/또는 흔한 이상반응으로는 심장독 

성, 주입관련 반응, 혈액독성(특히, 호중구감소증) 및 폐이상반응이 있다.

이상반응들은 다음의 빈도를 근거로 분류되었다: 매우 흔함(≥1/10), 흔함(≥1/100~＜1/10), 흔

하 지 않음(≥1/1,000 ~ ＜1/100), 드문(≥1/10,000 ~ ＜1/1,000), 매우 드물게(<1/10,000), 알려지

지 않음(현재의 데이터로는 추정할 수 없음). 각 빈도 그룹내에서는 그 정도가 감소하는 순으로 

이상반응을 제시하였다.

다음 표에 제시된 이상반응은 전이성 유방암, 조기유방암, 전이성 위암에서 실시된 주요 

(pivotal)임상시험 및 시판후 환경에서 이약과 화학요법과 병용 또는 이약 단독요법시 보고된 이상

반응들이다. 포함된 이상반응은 주요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가장 높은 비율을 근거로 하고 있다.



212

제50호_ 의약품 안전성 정보

신체기관 이상반응 빈도

면역계

과민증 흔함
+아나필락시스성 반응 알려지지 않음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알려지지 않음

사 및 영양

체중감소 흔함

식욕부진 흔함

과칼륨혈증 알려지지 않음

정신계

불안 흔함

우울 흔함

불면 흔함

비정상적 사고 흔함

신경계

1진전 매우 흔함

어지러움 매우 흔함

두통 매우 흔함

말초 신경병증 흔함

지각이상 흔함

근육긴장항진 흔함

졸음 흔함

미각이상 흔함

운동실조 흔함

마비 드문

뇌부종 알려지지 않음

눈의 이상

안건조 흔함

눈물증가 흔함

유두부종 알려지지 않음

망막출혈 알려지지 않음

귀 및 미로 장애 난청 흔하지 않음

심장

1혈압감소 매우 흔함
1혈압상승 매우 흔함
1불규칙한 심장박동 매우 흔함
1심계항진 매우 흔함
1심장조동 매우 흔함
+심부전(울혈성) 흔함(2%)
+1상심실성빈맥 흔함

심근병증 흔함

박출계수 감소* 흔함

심낭삼출 흔하지 않음

심인성 쇼크 알려지지 않음

심낭염 알려지지 않음

서맥 알려지지 않음

분마음(Gallop rhythm)이 나타남 알려지지 않음

혈관계
+1저혈압 흔함

혈관확장 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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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관 이상반응 빈도

호흡기, 흉곽 및 종격동

+1천명 매우 흔함
+호흡곤란 매우 흔함(14%)

천식 흔함

기침 흔함

코피 흔함

천식 흔함

폐이상 흔함

인두염 흔함

콧물 흔함
+흉막 삼출 흔하지 않음

간질성 폐렴 드문
+폐섬유증 알려지지 않음
+호흡부전 알려지지 않음
+호흡기능상실 알려지지 않음
+폐침윤 알려지지 않음
+급성 폐부종 알려지지 않음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알려지지 않음
+기관지연축 알려지지 않음
+저산소증 알려지지 않음
+산소포화도 감소 알려지지 않음

후두부종 알려지지 않음

기좌호흡 알려지지 않음

폐부종 알려지지 않음

위장관계

설사 매우 흔함

구토 매우 흔함

오심 매우 흔함
1입술 부종 매우 흔함

복통 매우 흔함

췌장염 흔함

소화불량 흔함

치질 흔함

변비 흔함

입건조 흔함

간담도

간염 흔함

간압통 흔함

황달 드문

간부전 알려지지 않음

간세포 손상 알려지지 않음

피부 및 피하조직

홍반 매우 흔함

발진 매우 흔함
1안면부종 매우 흔함

여드름 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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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관 이상반응 빈도

탈모증 흔함

피부건조 흔함

반상출혈 흔함

다한증 흔함

반구진성 발진 흔함

손발톱 이상 흔함

소양증 흔함

혈관부종 알려지지 않음

피부염 알려지지 않음

두드러기 알려지지 않음

근골격계 및 연결조직

관절통 매우 흔함
1근긴장 매우 흔함

근육통 매우 흔함

관절염 흔함

요통 흔함

뼈통증 흔함

근육경련 흔함

경부통 흔함

비뇨기계

신장애 흔함

막성 사구체신염 알려지지 않음

사구체신병증 알려지지 않음

신부전 알려지지 않음

임신, 산욕기 및 주산기 이상 양수과소증 알려지지 않음

생식기 및 유방 유방염증/유방염 흔함

전신 및 투여부위

무력증 매우 흔함

흉통 매우 흔함

오한 매우 흔함

피로 매우 흔함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 매우 흔함

점적주입관련 반응 매우 흔함

통증 매우 흔함

발열 매우 흔함

말초부종 흔함

권태감 흔함

점막염증 흔함

부종 흔함

상처, 중독 및 처치와 관련된 합병증 타박상 흔함

+ 표시는 치명적 결과와 연관되어 보고된 이상반응들이다
1 표시는 개 주입관련 반응과 연관되어 보고된 이상반응들이다. 이들에 한 구체적인 %는 

유용하지 않다.

주의 : “흔함” 또는 “매우 흔함”으로 분류된 것 중 치명적 결과와 연관되어 보고된 이상반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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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구체적인 빈도 %를 괄호로 표시하여 제공하였다 구체적인 빈도 %는 치명적인 

것과 치명적이지 않은 이상반응의 전체 수를 나타낸다.

2) 다음의 이상반응은 주요 임상 시험(HERA, BO16348)에서 ≥1/10의 빈도로 보고되었으며, 이 

약 투여군과 조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들이다; 졸음증, 감각저하, 사지통증, 입인두 

통증, 결막염, 림프부종, 체중 증가, 손발톱독성, 근골격 통증, 인두염, 기관지염, 가슴 불쾌감, 

상복부 통증, 위염, 구내염, 어지러움, 홍조, 고혈압, 딸꾹질, 수족 증후군, 유방 통증, 손발톱

세 로갈림, 운동성 호흡곤란, 배뇨곤란.

3) 기타 선택된 이상반응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심장독성

뉴욕심장학회(NYHA) 2-4등급 심장독성(심부전)은 이 약 투여와 연관된 흔한 이상반응이며, 이

는 치명적일 수 있다. 심장독성을 경험한 환자에게 이 약 투여의 지속 또는 재투여에 한 안전성

은 전향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다. 그러나 임상 시험(H0648g, H0649g, M77001, BO16216, 

BO16348, BO18255)에서 심부전이 나타난 부분 환자들이 표준 요법으로 증상이 개선되었다. 표

준 요법은 이뇨제, 강심배당체, 베타-차단제 그리고/또는 ACE 억제제를 포함 하였다. 심장 증상과 

이 약 치료의 임상적 유익성을 나타낸 환자의 부분은 추가적인 임상적 심장 증상 없 이 이 약 

투여를 계속하였다.

주입관련, 알러지양 반응 및 과민반응

이 약 투여한 환자의 약 40%가 주입 관련 이상반응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주입 

관련 이상 반응의 부분이 경증-중등증(NCI-CTC등급체계)이었으며 투여 초기에 발생하였다. 즉 

1,2,3번째 투여중에 발생 하였고, 그 다음 투여에는 감소되었다. 이상반응은 오한, 열, 발진 구역 

구토, 호흡곤란, 두통을 포함하였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중 증 아나

필락시스 반응은 개 이 약 초회 주입 또는 두번째 주입 중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는 치명적인 

결과와 연관될 수 있다.

혈액 독성

열성 호중구 감소증이 매우 흔하게 발생 하였다. 흔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은 빈혈, 백혈구감소 

증, 혈소판 감소증과 호중구 감소증 이었다. 저트롬빈혈증의 발생 빈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폐 이상 반응

이 약 투여와 관련 있는 중증의 폐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치명인 결과와 연관될 

수 있다. 폐침윤,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 폐렴, 간질성 폐렴, 흉막 삼출, 호흡 곤란, 급성 폐부 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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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부전을 포함하였으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4)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

국내에서 679명을 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결과, 유해사례 발현증례율은 

37.7%(259명/679명, 701례)로 보고되었다.

본 제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약물유해반응의 발현증례율은 27.0%(183명/679명, 

444건)이며, 구역 31명(4.6%), 근육통 29명(4.3%), 호중구감소증 23명(3.4%), 신경병증 19명

(2.8%), 발열 17명(2.5%), 감각이상 14명(2.1%), 오한, 식욕부진, 말초신경병증 각 13명

(1.9%), 구토, 무력증 각 12명(1.8%), 호흡곤란 10명(1.5%), 두통 9명(1.3%), 관절통, 탈모증 

각 8명 (1.2%), 소양증 7명(1.0%), 백혈구감소증, 소화불량, 피로 각 6명(0.9%), 변비, 통증, 

흉통, 발진 각 5명(0.7%), 등통증 4명(0.6%), 뼈통증, 말초부종, 열성호중구감소증, 박출계수 

감소, 설사, 점막염, 전신 쇠약, 발적 각 3명 (0.4%), 간부전, 빈맥, 심계항진, 안면부종, 묽은

변, 상복부통증, 부종, 안면홍조, 불면, 무감각, 감기유사증상 각 2명(0.3%), ALP증가, 간염, 

상세불명의 간기능검사이상, 고콜 레스테롤혈증, 단순포진, 심부전, 심혈관질환, 방광염, 고

창, 질출혈, 복부불쾌감, 복통, 장폐색 증, 토혈, 과민반응, 등불편, 사지통증, 실신, 수면장애, 

발작, 어지러움, 주입부위반응, 두드러 기, 손발톱이상, 손발톱주위염, 여드름, 홍반, 상세불명

의 출혈, 객담, 상기도감염, 인후통, 코건 조, 코피 각 1명(0.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 한 유해사례는 총 5명(0.7%, 6건)이었으며 열성호중구감소증 2명(0.3%), 심부전 

1명 (0.1%), 장폐색증 1명(0.1%), 토혈 1명(0.1%)이었다.

중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약물유해반응은 없었으며, 중 하지 않았으나 예상하지 못했던 약 

물유해반응은 신경병증 19명(2.8%), 전신쇠약, 발적 각 3명(0.4%), 안면홍조, 무감각, 안면부

종, 묽은 변 각 2명(0.3%), ALP 증가, 간염, 상세불명의 간기능검사이상, 고콜레스테롤혈증, 

단순포 진), 질출혈, 고창, 복부불쾌감, 장폐색증, 토혈, 등불편, 신체불편, 실신, 수면장애, 

발작, 손발톱 주위염, 상세불명의 출혈, 객담, 코건조 각 1명(0.1%)이 나타났다.

5. 일반적 주의

1) 이 약물의 치료는 종양환자의 치료에 경험이 있는 전문의의 감독하에서 실시해야 한다.

2) 이 약 투여가 운전이나 기계조작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한 연구는 실시되지 않았다. 주입 

관련 증상을 경험한 환자들은 증상이 감소될 때까지 운전이나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해 

야 한다.

3) HER2 발현여부검사는 시험절차가 검증될 수 있는 실험실에서 숙련된 병리전문의에 의해 정

확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4) 전이성 위암에서 이 약은 정확하고 검증된 방법으로 측정된 IHC2+ 및 확증적 SISH나 FISH 

결과, 또는 IHC3+로 정의된 HER2 과발현 전이성 위암 환자에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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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호작용

인체에서 이 약을 가지고 실시한 약물상호작용 시험자료는 없다. 임상시험에서 투여한 병용투 

여약물과의 유의한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생식독성시험은 이 약의 사람  유지용량인 주 2mg/kg에 25배 용량을 암컷 cynomolgus 

monkeys에 투여하여 실시하였으며 수태능력의 손상 또는 태자에 한 악영향은 나타나지 않

았다. 태자발달 초기(임신 20-50일째) 및 말기(임신 120-150일째) 중 트라스투주맙의 태 반이

행이 나타났다. 임신 여성에 투여시 이 약이 태아독성을 유발하거나 수태능력에 영향 을 미치

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동물생식시험에서 사람의 반응을 항상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 약 

투여의 유익성이 태아에 한 위험성을 상회할 때만 이 약을 투여해야 한다.

시판 후 조사에서 이 약을 투여 받은 임부에서 태아의 치명적인 폐형성저하증과 관련 있는 

양수과소증이 보고되었다.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이 약 치료기간 중 및 치료 종료 후 

6개월 동안 효과적인 피임이 요구된다. 임신한 여성에게는 태아에 한 유해한 영향의 가능성

을 알려야 한다. 만약 임부가 이 약으로 치료 받았을 시에는 다학제적 팀에 의한 주 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2) 수유기 cynomolgus 원숭이를 상으로 이 약의 사람유지용량인 주 2mg/kg의 25배 용량을 

투여하여 실시한 시험에서 이 약은 모유중으로 이행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신생원숭이의 

혈청 중 트라스투주맙의 존재가 출생에서 1개월령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성장 및 발생에 어 

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이 약이 사람의 모유에 분비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

다. 사람 IgG는 사람 모유중으로 이행되며, 신생아에 한 위해 가능성은 알려져 있지 않 

기 때문에 이 약 치료기간 중 및 치료종료 후 6개월 동안은 수유를 피해야 한다.

8. 소아에 대한 투여

18세 이하의 소아환자에서 이 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9. 고령자 및 신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임상자료에서 이 약의 분포는 연령 또는 혈청 크레아티닌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임상시험에서 고령환자에게 이 약을 감량투여하지 않았다. 고령자 및 신, 간장해 환자만을 상

으로 한 약물동태 연구는 실시되지 않았으나, 이 환자군에 한 약물동태 분석에 따르면 연령 및 

신장해는 트라스투주맙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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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과량투여시의 처치

임상시험에서 과량투여 예는 없었으며 임상시험에서 이 약 단독으로 1회 10mg/kg를 초과하여 

투여된 적은 없다. 이 용량까지는 내약성이 좋았다.

11. 적용상의 주의

1) 복원 용액 조제(Reconstitution)

적절한 무균조건하에 조제해야 한다. 이 약 1 바이알에 멸균 주사용수(다른 복원 용매를 사 

용해서는 안된다.) 7.2 mL을 가하여 복원시킨 용액의 용적은 7.4 mL, pH는 6.0이며 농도는 

약 21mg/mL가 된다. 이 약 1 바이알에는 정확한 조제를 위해 표시 용량 150mg보다 약 4% 

가 더 충전되어 있다. 복원 중 이 약 취급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복원 중 과다하게 거품 

을 발생시키거나 복원된 용액을 흔들게 되면 바이알에서 적량을 취할 수 없다.

복원 용액 조제방법

- 멸균된 시린지를 사용하여 7.2mL의 멸균 주사용수를 바이알 내의 동결건조분말에 직접 닿도록 

서서히 주입한다.

- 복원이 잘 되도록 바이알을 서서히 회전시킨다(흔들지 말 것). 복원 시 제품에 미세한 거 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복원 후 바이알을 약 5분간 정치한다. 복원된 용액은 무색~미황색 투명한 

용액이며 육안으로 검출되는 입자가 없어야 한다.

2) 4mg/kg의 부하용량과 2mg/kg의 유지용량을 근거로 하여 투여용량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

다.:

용량  
복원용액의농도 

체중 ×부하용량또는유지용량

3) 점적주입용 희석액 조제

무균조건하에서 복원용액 적당량을 바이알로부터 취해 0.9% 생리식염액 250ml함유 주입백

에 넣는다. 포도당 주사액은 단백질 응집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거품이 생기

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백을 서서히 거꾸로 하여 혼합한다. 주사제는 투여 전 이물질 유무 

및 변색여부를 육안으로 검사해야 한다. 점적주입희석액은 조제 후 즉시 사용해야 한다. 무균

조 건하에서 조제하였다면 24시간동안 2-8℃에서 냉장 보관할 수 있다. 이 약과 폴리염화비

닐 (polyvinylchloride)백, 폴리에틸렌(polyethylene)백 또는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백간의 부적합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약은 다른 약물과 혼합하거나 희석해서는 안된다.

4) 이 약의 점적주입용 희석액 조제시 폴리염화비닐(polyvinylchloride)백, 폴리에틸렌(polyet 

hylene)백 또는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백에 든 0.9%생리식염주사액 만을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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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다른 재질의 용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국내에서 유리용기 및 다른 재질의 백 사용 

시 침전발생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5) 복원용액 및 점적주입용 희석액의 보관시 주의사항

• 복원용액 : 멸균 주사용수로 복원하였을 때 이 복원용액은 2-8℃에서 48시간동안 물리화학 적

으로 안정하다. 투여후 남은 복원용액은 버려야 하며 복원용액을 동결해서는 안 된다.

• 점적주입용액 : 9%염화나트륨 용액이 들어있는 폴리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백, 폴리에 

틸렌(polyethylene)백 또는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백내에서 주입용 희석액은 2-8℃에 

서에서 24시간까지 보관할 수 있다.

• 이 약의 복원용액이나 점적주입용 희석액은 미생물학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즉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제되고 검증된 무균조건하에서 복원 및 희석하지 않은 경우 보관해서 는 안된다. 

즉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전 기시간 및 보관조건에 한 책임은 사용자 에게 있다.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한국로슈 허셉틴주150 리그람(트라스투주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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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실릭시맙 (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 (주사)
(Basiliximab)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앰플 주사제는 용기 절단 시 유리파편 이 혼입되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유리

파편 혼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절단 사용하되, 특히 어린이, 노약자 사용 시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바실릭시맙 또는 다른 첨가제에 과민증인 환자

2) 임부 및 수유부

3. 이상반응

1) 이 약은 장기이식 환자들에서 기존의 질환이나 그에 따른 면역억제제 및 다른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이상반응외의 다른 이상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을 조군으로 한 4개

의 시험에서 이 약을 권장용량으로 투여한 590명의 환자의 부작용 발생 패턴은 위약 투여군 

595명의 환자와 다르지 않았으며 위약과 비교 시 중증의 이상반응 의 발생을 증가시키지 않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바실릭시맙(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 (주사) (Basiliximab)

 분류 번호 ∙ [01420] 자격요법제(비특이성면역원제제를포함)

 정보 구분 ∙ 의약품 재심사

 정보원 ∙ 한국노바티스(주)

 정보 사항 ∙ 이상반응(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추가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바이오의약품정책과-1524호, 2012. 5. 1.)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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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 다. 가장 자주 보고된 이상반응은 위장관 장애로 이약 투여 군에서 67%, 위약 투여군에서 

67%가 보고되었다. 효능약  조  임상시험에서 ATG/ALG 투여환자(41.5%)보다 이 약 투여

환자(11.4%)에서 이상반응이 적었다.

2) 성인 투여시 10%이상 나타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장관계 : 변비, 구역, 복통, 설사, 소화불량

  ② 전신 : 통증, 말초부종, 발열, 바이러스 감염, 체중증가

  ③ 사 및 영양장애 : 고칼륨혈증, 저칼륨혈증, 고혈당증, 고콜레스테롤혈증, 저인산혈증, 고

뇨산혈증, 혈중 크레아티닌 증가

  ④ 요로계 : 요로감염

  ⑤ 호흡기계 : 호흡곤란, 상기도감염

  ⑥ 피부 및 부속기계 : 수술상처 합병증, 여드름

  ⑦ 심혈관계 : 고혈압

  ⑧ 중추 및 말초신경계 : 두통, 진전

  ⑨ 정신신경계 : 불면

  ⑩ 적혈구 : 빈혈

3) 이 약으로 실시된 임상시험 중 3%이상 10%미만으로 보고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① 전신: 우발적 사고, 무력, 흉통, 증가된 약물 농도, 감염, 얼굴부종, 피로, 의존성 부종, 전신 

부종, 다리부종, 권태, 경직, 패혈증

  ② 심혈관계 : 비정상적인 심음, 고혈압의 악화, 협심증, 심부전, 흉통, 저혈압

  ③ 내분비계 : 증가된 당질 코르티코이드

  ④ 위장관계 : 복부비 , 식도염, 고창, 위장장애, 위장염, 위장관 출혈, 치은비 , 혈변, 모닐

리아 증, 궤양성 위염

  ⑤ 심박수 및 심 리듬 : 부정맥, 심방 세동, 빈맥

  ⑥ 사 및 영양 : 산성혈증, 탈수, 당뇨병, 수분과부하, 고칼슘혈증, 고지혈증, 고트리글 리세

라이드 혈증, 저칼슘 혈증, 저혈당증, 저마그네슘혈증, 저단백혈증, 체중증가

  ⑦ 근골격계 : 관절통, 관절병증, 등통, 뼈골절, 외경련, 탈장, 근육통, 다리통증

  ⑧ 정신, 신경계 : 어지러움, 신경병증, 감각마비, 지각감퇴, 격앙, 근심, 우울

  ⑨ 혈소판 및 출혈 : 혈종, 출혈, 자반, 혈소판 감소증, 혈전

  ⑩ 혈액계: 적혈구 증가 및 백혈구 감소

  ⑪ 생식계 : 성기부종, 발기부전

  ⑫ 호흡기계 : 기관지염, 기관지 경련, 비정상적인 흉부음, 기침, 인두염, 폐렴, 폐장애, 폐부종, 

비염, 비강염

  ⑬ 피부 및 부속기계 : 포낭, 단순 헤르페스, 상성 포진, 조모증, 소양증, 발진, 피부장 애, 

피부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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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⑭ 비뇨기계 : 알부민뇨, 방광장애, 배뇨곤란, 잦은 배뇨, 혈뇨, 증가된 비단백질소, 핍뇨, 비정

상적인 신기능, 신세뇨관 괴사, 수술, 뇨관장애, 뇨저류

  ⑮ 시각장애: 백내장, 결막염, 시각이상

이상반응 중 백혈구 감소 및 고트리글리세라이드 혈증은 삼중요법 시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

4) 소아에게 투여한 2개의 군(＜35kg 및 　35kg)에서 가장 자주 보고된(＞20%) 이상반응은 요로

감염, 다모증, 비염, 발열, 고혈압, 상기도 감염, 바이러스 감염, 패혈증, 변비였다.

5) 악성 종양의 발생 빈도는 이 약 및 비교약 투여군에서 비슷하였다. 전체적으로 임파종/임파 

증식성 질환은 위약군은 0.3%(2/595)였고, ATG/ALG 투여군은 0%(0/65)였으며, 이 약 투여

군에서는 0.1%(1/701)였다. 다른 악성 종양의 경우 위약군은 1.2%(7/595) 였고, ATG/ALG 

투여군은 4.6%(3/65)였으며, 이 약 투여군에서는 1.0%(7/701)였다. 2개의 5년간 연장임상시

험 분석 결과 악성종양과 임파증식성질환(LPD)의 발생율이 씨뮬렉트군 7% (21/295), 위약군 

7% (21/291)로 차이가 없었다.

6) 감염의 전체적인 발생 빈도와 양상은 이 약 투여군(75.9%)과 위약 투여군 또는 ATG/ALG 

투여군(75.6%)에서 유사하였다. 심각한 감염의 발생 빈도는 이 약 투여군에 서 26.1%였고 

비교약 투여군에서 24.8%였다. CMV 감염의 발생 빈도는 2종 요법을 시행한 군과 3종 요법

을 시행한 군에서 비슷하였다. (14.6% 및 17.3%).

7) 사망의 발생 빈도나 원인은 이 약 투여군(2.9%)과 위약 또는 ATG/ALG 투여군(2.6%) 이 비

슷하였고, 양군에서의 가장 흔한 사망원인은 감염이었다(이 약 투여군 = 1.3%, 위약 또는 

ATG/ALG 투여군 = 1.4%). 2건의 5 년간 연장 임상시험 분석결과, 두 치료 군 모두 사망의 

발생율 및 원인이 유사하였다(씨뮬렉트군 15%, 위약군 11%). 주 사망원인은 심부전이나 심

근경색증 같은 심장관련 질환이었다(씨뮬렉트군 5%, 위약군 4%)

8) 시판 후 조사에서 발진, 두드러기, 재채기, 저혈압, 빈맥, 호흡곤란, 가려움, 천명, 기관 지 

경련, 폐부종, 심부전, 호흡부전,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과 같은 과민반응/아나필락스 양 반응

과 사이토카인 누출 증후군이 보고되었다. 이 이상반응들은 시판 후 자발적인 보고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불분명한 인구집단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된 것으로 그 발생 빈도에 한 신뢰

성있는 평가는 어렵다.

9) 이 약으로 치료한 환자에게서 사람항쥐항체(HAMA, human antimurine antibody) 반응은 드

물었다(＜2%). 이 약 투여가 murine antilymphocyte antibody 제제로의 후속적인 치료에 지

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4. 일반적 주의

1) 이 약은 반드시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요법 사용에 경험이 있는 의사에 의해서만 처방되어야 

한다. 이 약을 투여받는 환자들은 심각한 과민반응 치료를 위해 투약을 포함해서 적절한 시험

실과 의료자원이 갖춰진 시설 및 의료진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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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약 최초 투여시와 재 투여시 심각한 급성(24시간 이내) 과민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

다. 과민반응에는 발진, 두드러기, 가려움, 재채기, 천명, 저혈압, 빈맥, 호흡곤란, 기관지 경련, 

폐 부종, 심부전, 호흡부전 및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과 같은 아나필락시양 반응이 포함된다. 

심각한 과민증이 나타나는 경우, 이 약 투여를 영구히 중지해야 하며, 더 이상 투여해서는 안

된다.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이 약을 포함한 치료요법을 다 시 처치할 때 신중해야 한다.

3) 일부 환자들에서 과민반응의 발생 위험이 더 높다는 증거가 축적되어 있다. 이 약의 최 초투

여 후, 병용하던 면역억제제를 조기에 중단한 (예를 들어 이식 포기 또는 이식편의 조기 소실 

때문에) 환자들 중에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환자들 중 몇몇에서 추후 이식으로 인하

여 이 약을 재 투여했을 때 급성 과민반응이 관찰되었다.

4) 이 약을 병용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이식 환자들은 진행성 임파 증식

성 질환(LPD)(이를테면 림프종) 및 기회 감염(이를테면 거 세포바이러스, CMV) 이 나타날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임상시험에서 기회감염의 발생율은 씨뮬렉트를 투여하였 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면역억제요법 군에서 유사하였다. 2개의 5년 연장임상시험을 분석한 결과, 악성

종양 및 임파 증식성질환(LPD)의 발생율에 한 씨뮬렉트(21/295)와 위 약(21/291)간의 차이

점은 없었다.

5) 이 약이 운전이나 기계조작에 미치는 영향에 한 것은 연구된 바 없다.

6) 이 약을 복용한 환자에게 생백신 또는 사백신의 효과나 생백신을 통한 감염의 전달은 연 구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백신은 면역이 저하된 환자에게 추천되지 않는다. 사백신은 

면역이 저하된 환자에게 투여가능하다. 그러나 백신에 한 반응은 면역이 저하된 정도에 의

존적일 수 있다.

5. 상호작용

1) 이 약은 면역글로불린이기 때문에 어떤 사성 약물-약물 상호작용도 예견되지 않는다.

2) 172명의 환자가 이 약을 투여받은 임상시험에서 human antimurine antibody (HAMA) 반응

이 보고되었다(임상적인 내약성에 한 예측치는 없었다.). muromonab-CD3에 노출되지 않

은 환자군에서의 발생율은 2/138이었고, muromonab-CD3를  동시에 투여 받은 환자군에 서

는 4/34이었다. 이 약의 투여가 murine anti-lymphocyte antibody의 투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3) 임상시험에서 이 약 투여군과 위약 투여군을 비교하였을 때 사이클로스 포린 마이크로 에멀

젼,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아자치오프린, 미코페놀레이트모페틸 및 장기 이식시 일상적으로 병

용투여되는 다른 약물들에 의해 이 약 투여군에서의 이상반응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병용투

여되는 약물로는 전신 항바이러스제, 항균제 및 항진균제, 진통제, 베타차 단제 또는 칼슘채

널차단제와 같은 항고혈압제, 이뇨제 등이 있다.

4) 최초의 3상 시험에서 이식후 첫 3개월동안 이 약 투여군의 14%와 위약 투여군의 27%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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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거부반응이 나타나서 항체요법(OKT3 또는 ATG/ALG)으로 처치하였으며 위약 투여군과 

비교시 이 약 투여군에서 부작용이나 감염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5) 3개의 임상시험에서 아자치오프린이나 미코페놀레이트모페틸을 포함한 3종 치료요법과 병용

하여 이 약의 사용을 연구하였다. 이 약의 총 클리어런스(total body clearance)는 사이클로스

포린 마이크로에멀젼과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의 병용 치료요법에 아자치오 프린을 추가했을 

때 평균 22% 감소하였고, 미코페놀레이트모페틸을 추가했을 때는 평균 51% 감소하였다.

6) 소아에서 이 약물투여기간 동안 백신, 감염 및 다른 항원 자극에 한 면역반응이 저해되는지 

여부 및 약물투여 종료 후에도 이러한 저해반응이 유지되는지에 해서는 알려 지지 않았다.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이 약은 임부와 수유부에게 금기이다. 바실릭시맙은 임신의 과정과 모유로 바실릭시맙에 노

출된 젖먹이 신생아에게 잠재적으로 해로운 약리학적 효과를 갖고 있다.

2) 가임기 여성은 이 약으로 치료 중 (치료 후 16주까지) 피임해야 한다

7. 소아에 대한 투여

소아에 한 사용 경험은 제한적이다.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고령자에 한 사용 경험은 제한적이다. 환자가 이식 장기 및 병용 투여하는 면역억제요법을 받

아들인다고 절 적으로 확신하지 않는한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된다.

9. 과량투여 시의 처치

1) 임상시험에서 이 약은 사람에게 단독으로는 60mg까지, 반복용량으로는 150mg까지 24일 동

안 어떤 예기치 않은 급성 효과 없이 투여된 적이 있다.

2) 붉은 털 원숭이에 한 13주 회복기간을 가진 39주 시험 결과, 최  24mg/kg/주 용량으로 

투여 시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고, 이때 전신 노출도는 신장이식 환자의 추천용량을 다른 

병용 면역억제제와 투여하였을 때 전신 노출도(AUC)의 1,000배 이상이었다.

10. 기타

장기간의 발암성 시험과 생식, 발생독성 시험 중 수태능 시험은 실시되지 않았다.

11.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

국내에서 신장이식환자 683명을 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결과, 유해사례 발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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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296명/683명, 638건)이었고, 본 제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 유해사례 발현율은 

3.51%(24명/683명,37건)이며, 당뇨병 1.02%(7명/683명, 7건)이 있으며 1% 미만의 약물유해반응으

로는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지혈증, 고혈당증, 복통, 알라닌아미노전이효소 상승, 혈중 크레아티닌 

상승, 아스파라진산아미노전이효소 상승, 간기능 검사 비정상,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 거 세포바이

러스 감염, 요로감염, 파르보바이러스 감염, 이식 거부, 다양한 약물의 독성, 백혈구감소증, 상성 

포진, 피하기종, 한랭감, 빈맥이 보고되었다. 이중 중 한 약물유해사례는 1.17%(8명/683명, 9건)

으로 거 세포 바이러스 감염 2건, 복통, 혈중 크레아티닌상승, 요로감염, 이식 거부, 상성 포진, 

피하기종 각 1건이었다.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은 총 10건 발생하였으며, 알라닌아미노전이효소 상승, 아스파라진

산아미노전이효소 상승 각 3건, 간기능검사 비정상, 다양한 약물의 독성, 피하기종, 한랭감 각 1건 

이었다.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한국노바티스(주) 씨뮬렉트주사(바실릭시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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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릭시맵(유전자재조합) 단일제(주사) 
(Infliximab)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감염

이 약으로 환자를 치료하기 전, 후 및 치료 중에 결핵을 포함한 감염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해

야 한다. 이 약이 소실되기까지 6개월까지 소요되므로 이 기간동안 계속하여 모니터링 해야 

한다. 심각한 감염 또는 패혈증이 발생될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만성 감염 환자나 재발성 감염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이 약 또는 이 약과 면역억제제의 

병용투여를 고려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환자는 감염에 대한 위험 가능 인자들을 조언 

받고 적절히 이 인자들에의 노출을 피해야 한다.

종양괴사인자 알파 (TNFα)는 염증반응을 매개하고 세포면역반응을 조절한다. 실험적 자료에 

의하면 TNFα는 세포내 감염 제거에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상적 경험에의하면 이 

약으로 치료받은 일부 환자에서 감염에 대한 방어기능이 약화되었다. TNFα억제시 발열과 같

은 감염증상을 은폐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진단과 치료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각한 감염의 비정형 임상 발현의 조기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폐포자충증, 히스토플라스마증, 거대세포바이러스증,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증, 리스테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인플릭시맵(유전자재조합) 단일제 (주사) (Infliximab)

 분류 번호 ∙ [04390]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정보 구분 ∙ 의약품 재심사

 정보원 ∙ (주)한국얀센

 정보 사항 ∙ 이상반응(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추가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바이오의약품정책과-1791호, 2012. 5.23.)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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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증, 아스페루길루스증, 칸디다증 등의 기회감염이 이 약을 투여받는 환자에서 나타났다. 

히스토플라스마증, 콕시디오이데스진균증 또는 분아균증과 같은 침습성 진균감염이 유행하는 

지역에 거주했거나 여행을 다녀온 환자의 경우 치료시작 전 이 약 사용의 유익성 및 위험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임상연구에서 성인환자보다 어린이 및 청소년 환자에서 더 많은 감염

증이 보고되었다.

2) 결핵

결핵, 바이러스 감염, 패혈증 및 폐렴을 포함한 세균감염, 침습성 그리고 다른 기회감염이 

이약 투여환자에서 보고되었고 이 중 몇몇은 치명적이었다. 이 약 투여환자에서 활성 결핵이 

보고되었는데, 부분의 결핵이 폐 이외의, 국소 또는 파종 질환으로 나타났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 약으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환자의 활성 및 비활성(잠복성)결핵에 하여 평가해야 

한다. 이 평가에는 개인의 결핵병력 또는 예전의 결핵 접촉가능성, 이전 및/또는현재의 면역

억제요법과 함께 자세한 의학적 병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투베르쿨린 피부시험과 흉부 X선 

검사와 같은 적절한 선별검사를 모든 환자에게 행해야 한다.(국가별 권장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검사 수행 여부를 환자의 주의 카드(Alert card)에 기록할 것이 권장된다. 이 

약을 처방하는 자는, 특히 중증 질환자나 면역기능저하 환자에서 투베르쿨린 위음성 결과가 

나타날 위험이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활성 결핵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 약으로 치료를 시작

해서는 안 된다.

아래에 기재된 모든 상황에서, 이 약 치료의 유익성과 위험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비활성(잠복)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결핵 치료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결핵에 한 복합 

또는 유의한 위험 인자를 가지며 잠복 결핵에 해 음성 결과를 보인 환자의 경우에는, 이 

약으로 치료하기 전에 결핵에 한 치료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잠복 혹은 활성결핵의 병력

이 있으나 적절한 치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는, 이 약으로 치료하기 전에 결

핵에 한 치료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비활성 (잠복) 결핵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이 약으

로 치료하기 전에 결핵에 한 치료가 먼저 시작되어야 하며 국가별 권장사항을 따른다.

활성 상태의 화농성 누공이 있는 누공성크론병 환자의 경우, 농양 등의 감염 가능성이 배제되

기 전까지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만일 이 약으로 치료하는 동안이나 치료 후 결핵을 암시

하는 증상/증후 (예 지속성 기침, 쇠약/체중감소, 미열)가 나타나는 경우는 의학적 조언을 구

하도록 모든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악성종양과 림프세포증식질환

TNF-α 길항제의 임상시험 중 조군을 둔 시험에서, 림프종을 포함한 악성종양이 TNF길항제

를 투여받은 군에서 조군보다 더 많이 관찰되었다. 이 약의 허가된 모든 적응증에 한 

임상시험에서 이 약 투여군에서의 림프종 발현율이 일반인에게서 예상되는 발현율보다는 높

았으나, 림프종의 발생은 드물었다. 더욱이, 위험도 추정을 어렵게 하는 장기간 매우 활성인 



228

제50호_ 의약품 안전성 정보

염증성 질환이 있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에서 림프종의 기저위험(background risk)은 증

가한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TNF 길항제를 투여받는 환자에서의 림프종이나 다른 악성

종양의 발생 위험도는 배제될 수 없다. 악성종양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TNF 길항제 치료를 

고려할 때 또는 악성종양이 발생한 환자에게 치료를계속할 것을 고려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판 후 조사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 특발성 관절염 (JIA), 크론병 또는 다른 질환의 치료를 

위해 이 약을 포함하여 TNF 길항제 치료를 18세 이전에 시작한 어린이, 청소년과 22세 이하 

성인에서 악성종양이 보고되었으며, 일부는 치명적이었다. 보고된 사례의 절반은 림프종이었

고, 나머지 사례들은 다양한 종류의 악성종양들로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악성종양도 포함되었다. 부분의 환자들은 메토트렉세이트, 아자치오프린 또는 6-머캅

토퓨린과 같은 면역억제제를 병용 투여받고 있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악성종양 발생에 있

어서의 TNF 길항제의 역할은 명확하지 않다.

시판 후 조사에서 이 약을 포함 TNF 길항제를 투여받은 환자에서 드물게 간비장 T-세포 림프

종이 보고되었다. 이 드문 유형의 T-세포 림프종은 매우 공격적인 질환 경과를보이며 일반적

으로 치명적이다. 모든 이 약의 사례는 크론병이나 궤양성 장염 환자에서 발생하였으며 

부분 청소년 또는 젊은 성인 남성에서 보고되었다. 이러한 모든 환자는 아자치오프린이나 6-

머캅토퓨린을 본제와 동시에 또는 본제 바로 직전에 투여받았다.

간비장 T-세포 림프종 사례는 또한 본제를 투여받지 않고 아자치오프린이나 6-머캅토퓨린만

을 투여받은 크론병 환자와 궤양성 장염 환자에서도 보고되었다. 만성 염증성 장 질환이 

있으며 아자치오프린이나 6-머캅토퓨린과 같은 면역억제제를 투여받고 있는환자에게 본제의 

투여를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전에, 면역억제요법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병용 치료의 위험 

가능성 측면에서 주의깊게 평가해야 한다. 본제만 단독으로 투여받은 환자에서는 간비장 T-

세포 림프종이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 간비장 T-세포 림프종과 본제 간의 인과관계는 명확하

지 않다.

중등도에서 중증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환자들에 해 이 약의 사용을 평가하기 위

해 실시한 탐색적 임상시험에서, 조군보다 레미케이드 투여군에서 더 많은 악성종양이 보

고되었다. 모든 환자들이 심한 흡연력이 있었다.

또한 건선환자로서 광범위한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았거나 장기간 PUVA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에 이 약을 투여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전에 광선요법으로 치료받은 환자

는 비흑색종피부암(NMSC)을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한다.

형성이상(dysplasia)이나 장암 발병 확률이 높은 궤양성 장염 환자(예 : 장기간 궤양성 

장염을 앓은 환자 또는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환자)나 형성이상이나 장암 병력이있는 환

자는 형성 이상에 해 치료 전 및 치료 중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에는 국가

별 권장사항에 따라 장내시경과 조직생검을 포함해야 한다. 현재의 자료에서 인플릭시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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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이상이나 장암의 발병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 중 새로이 형성이상이 진단된 환자에서의 종양 발생 위험 증가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환자 개개인별 위험  이익을 주의깊게 평가해야 하고 투여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다른 적응증에 한 TNF 길항제의 시판 후 사용에서 급성과 만성백혈

병 사례가 보고되었다. TNF 길항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류마티스성 관절염환자에서 

일반인보다 백혈병 발생 위험성이 (약 2배) 더 높을 수 있다.

4) 주입 관련반응 및 과민반응

이 약은 아나필락시스쇽을 포함한 급성 주입관련 반응 및 지연형 과민반응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발현시점이 다르다. 이 약으로 치료받는 환자는 투여 후 적어도 1-2시간 동안 관찰되

어야 한다.

주입관련 반응과 혈청병 유사반응을 포함한 과민반응의 발현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약

은 0, 2, 6주의 유도요법 후 표준 유지요법으로 투여되어야 한다.

  ①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포함한 급성 주입관련 반응은 주입을 하는 동안(수 초 이내에) 또는 

수 시간 이내에 나타날 수 있다. 만일 급성 주입관련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 약의 

주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반응에 즉시 처하기 위한 약물들(예: 아드레날린, 

항히스타민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류)과 인공기도유지기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경미

하고 일과성인 반응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항히스타민제, 하이드로코르티손 및/또는 

파라세타몰과 같은 약물로 전치료를 할 수 있다

  ② 임상시험에서 지연형 과민반응이 보고되었다. 약물 투여 중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연형 

과민반응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지연형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의

학적 조언을 구하도록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만일 환자가 오랜기간 후에 재치료를 

받는다면 지연형 과민반응의 증상 및 증후가 나타나는지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이 약에 한 항체가 일부 환자에서 생길 수 있으며 주입관련 반응의 빈도 증가와 연관성

이 있었다. 주입관련 반응 중 낮은 비율은 중 한 알레르기 반응이었다. 이 약에 한 항체

의 생성과 약효 지속 시간의 감소 사이에 연관이 있음이 발견되었으며 면역조절제와 병용

투여 시 이 약에 한 항체 생성 및 주입관련반응의 빈도가 감소하였다. 유지기 투여보다

는 일시적 투여에서 면역조절제의 병용투여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 약으로 치료받기 

전 또는 치료받는 동안 면역억제제 투여를 중단한 환자들은 이 항체들이 생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 항체들이 혈청시료에서 항상 검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중 한 반응이 

나타나면 증치료를 행하며 이 약을 더 이상 투여해서는 안 된다.

5) 재투여 후의 주입관련 반응

건선 임상시험에서 휴약기 후 이 약을 3회 재유도요법으로 투여한 경우, 중증 주입관련반응 

발현율은 류마티스성 관절염, 건선 및 크론병 임상시험에서 휴약기 후 재유도요법없이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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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요법으로 투여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건선에 이 약을 유지요법으로 투여하다가 중

단한 경우, 이 약은 유지요법으로 재시작한다. 일반적으로, 휴약기 후 이 약의 재투여시, 특히 

0, 2, 6주에 투여하는 재유도요법의 사용은 이익-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6) B형간염 재활성화

이 약을 포함 TNF 길항제를 투여받은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에서 B형간염 재활성화가 보

고되었다. 몇몇 사례는 치명적이었다. HBV 감염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기 

전에 HBV 감염에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약의 치료가 필요한 HBV 보균자들은 치료 

중 및 치료 후 수 개월간 활동성 HBV 감염 증상과 증후에 해 면 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HBV 재활성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HBV 보균자에게 항바이러스제와 TNF 길항제를 병용투여

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HBV 재활성화된 환자는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보조 

치료와 함께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치료를 시작하여야 한다.

7) 간 ․ 담도계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황달, 비감염성 간염(몇몇 경우는 자가면역 감염의 양상을 보였

다.), 담즙울체가 시판 후 드물게 보고되었다. 중증의 간 반응은 이 약 투여 2주 후에서 1년 

이상까지 나타났고, 많은 경우 간 아미노기전이효소 수치는 간 손상이 발견되기 전까지 상승

하지 않았다. 간 이식이나 사망을 초래한 간 부전사례들도 보고되었다.

간기능 이상의 증상 또는 증후를 보인 환자는 간 손상에 한 진단을 받아야 하며 황달 그리

고/또는 현저한 ALT의 상승(예, 정상범위의 최고한도의 5배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고 철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8) 심부전

이 약과 심부전 환자에서의 이상반응과 관련이 있으며 심부전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다른 치료방법 등을 우선 충분히 고려한 후 사용해야 한다.

NYHA Class III-IV 심부전 환자에서 이 약의 사용을 평가한 무작위 임상시험 결과 10mg/kg

를 투여받은 환자에서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심혈관계 이상반응 역시 5,10mg/kg를 

투여 받은 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시판 후 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 약을투여 받는 환자에

서 심부전이 악화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또한 드물게 이전에 심혈관계 질환의 병력이 없던 

환자에서 이 약 투여 후 심부전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도 있다. 이들 환자 중 일부는 50세이하

였다. 심부전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치료기간동안 면 히 모니터링 해

야 하며 투여기간 중 심부전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심부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9) TNF-알파 저해제와 아나킨라의 병용 투여

임상시험에서 에타너셉트 (TNFα저해제)와 아나킨라 (anakinra, 사람 인터류킨-1 수용체길항

제) 병용 투여 시 중증 감염과 호중구감소증이 발생하였고, 에타너셉트 단독투여와 비교 시 

별도의 유익성이 없었다. 에타너셉트와 아나킨라 병용 투여 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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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킨라와 다른 TNFα저해제를 병용 투여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독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인플릭시맵과 아나킨라의 병용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10) TNF-알파 저해제와 아바타셉트의 병용 투여

임상시험에서 TNF-저해제와 아바타셉트의 병용 투여 시 TNF-저해제 단독투여보다 중증 감

염을 포함한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임상적 유의성은 증가하지 않았다.

TNF-저해제와 아바타셉트의 병용투여에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특성으로 인하여, 인플릭시

맵과 아바타셉트의 병용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11) 생물학적 항류마티스약(Biological DMARDs) 간의 교체 : 한 생물학적 제제에서 다른 생물학

적 제제로 교체할 경우, 환자에게 감염의 징후가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12) 백신접종

생백신을 동시에 투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TNF 저해제를 투여받은 환자에게 생백신

을 투여한 경우 나타나는 백신 접종에 한 반응이나 생백신에 의한 이차적인 감염전파에 

한 자료는 없다. 어린이 및 청소년 크론병 환자는 가능하면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하기 전에 

현재의 백신접종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백신을 접종할 것이 권장된다.

13) 자가면역

항 TNFα 치료로 인한 TNFα의 상 적 결핍은 자가면역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만일 이 약으

로 치료 후 환자가 루푸스양 증후를 암시하는 증상을 나타내고 dsDNA에 한 항체가 양성

이라면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14) 신경계 반응

인플릭시맵 및 TNFα 저해제들은 드물게 시신경염, 발작 및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 중추신

경계 탈수초성 질환과 길랑-바레 증후군을 포함한 말초신경계 탈수초성 질환의 유발 또는 

임상증상 및/또는 방사선학적 검사 결과의 악화와 연관되었다. 탈수초성 질환이 이미 있었

거나 새롭게 증상을 나타낸 환자의 경우, 이 약의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이 약 치료의 유익

성과 위험성을 주의깊게 고려하여야 한다.

15) 혈액계 반응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백혈구 감소증, 호중구 감소증, 저혈소판증, 범혈구 감소증 사례

(일부는 치명적인 결과를 보였다.)가 보고되었으나, 이 약과의 인과관계는 분명치 않다. 고

위험군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이 약을 중증의 혈액계 이상이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투

여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이 약을 투여받는 중 혈액 질환이나 감염(예를 들면, 지속적인 

발열)을 암시하는 증상이나 증후가 나타나는 모든 환자는 즉시 의학적 조언을 받아야 한다. 

중증의 혈액이상이 나타나는 환자의 경우 이 약을 투여 중지를 고려해야 한다.

16) 어린이 및 청소년에 한 투여

안전 및 유효성에 한 자료가 충분치 않으므로, 이 약은 17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에서의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크론병인 경우 제외). 이 약은 6세 미만의 크론병 환자에게 연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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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없다. 어린이 및 청소년 크론병 환자에게 이 약을 장기간(1년 이상) 투여시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임상시험에서 확립되지 않았다.

17) 기타

  ① 이 약으로 치료받은 환자에서의 수술경험에 한 안전성은 제한적이다. 만일 수술이 계획

되어 있다면 이 약의 반감기가 길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이 약으로 투여받는 중 수술

이 필요한 환자는 감염에 해 면 히 관찰하고, 적절한 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이 약의 수정 및 일반 생식 기능에 한 효과에 해 결론을 내리기 위한 충분한 비임상 

자료가 없다.

  ③ 관절성형술을 시술받은 환자에서의 이 약의 치료경험에 한 안전성은 제한적이다.

  ④ 크론병 치료에서의 반응 실패는 수술을 필요로 하는 고정성 섬유증 협착이 존재함을 암시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약은 협착을 악화시키거나 초래하지는 않는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 및 부형제 또는 다른 마우스 단백질에 과민성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결핵 및 다른 중증감염(패혈증, 농양 등), 기회감염 환자

3) 중등도에서 중증의 심부전 환자 (NYHA class III/IV)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경미한 울혈성 심부전 환자 (NYHA class I/II)

(심장의 상태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해야 하고 심부전이 새로 나타나거나 증상이 악화될 경우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한다)

4. 유해사례

1) 이 약으로 행한 임상시험에서, 이 약 투여환자의 약 60%와 위약 투여환자의 40%에서 이상반

응이 관찰되었다. 주입관련 반응이 가장 흔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이었다. 주입관련 반응(호흡

곤란, 두드러기 및 두통)이 치료 중지의 가장 흔한 원인이었다.

<표 1>에 임상시험으로부터의 경험에 근거한 이상반응 뿐만 아니라 시판 후 조사로부터 보고

된 이상반응(일부는 치명적이었다.)을 열거하였다. 발현 부위별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이 

빈도를 분류하여 열거하였다: 매우 자주 (10% 이상) 자주 (1% ~ 10% 미만) 때때로 (0.1%~ 

1% 미만); 드물게 (0.01% ~ 0.1% 미만); 매우 드물게 (0.001% ~ 0.01% 미만). 시판 후 사례

는 크기를 모르는 모집단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보고되므로, 빈도를 추정하기가 불가능하다. 따

라서, 이러한 이상반응의 빈도는 빈도불명으로 분류하였다. 각 빈도별로, 이상반응은심각성이 

감소하는 순서로 나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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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발생빈도

감염증

자   주: 바이러스 감염 (예 : 인플루엔자, 헤르피스바이러스 감염)

때 때 로: 패혈증, 결핵, 농양, 세균감염, 진균감염, 연조직염, 칸디다증, 안와

연조직염

빈도불명: 원충감염, 기회감염(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증, 폐포자충증,히

스토플라스마증, 콕시디오이데스진균증,크립토콕쿠스증,아스페루

길루스증, 리스테리아증), B형간염 재활성화, 살모넬라증

양성, 악성 및

상세불명의 종양

(낭종 및 폴립 포함)

드 물 게: 림프종

빈도불명: 간비장의 T-세포 림프종(주로 크론병과 궤양성 장염이 있는 청소

년과 젊은 성인), 림프종(비호지킨림프종 및 호지킨병 포함), 어린

이및 청소년 악성종양, 백혈병

혈액 및 림프계통

질환

때 때 로: 호중구감소증,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빈혈, 림프구감소증, 림

프절병증, 림프구증가증 

빈도불명: 무과립구증,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범혈구감소증, 용혈성 

빈혈,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면역계질환

자    주: 혈청병 유사 반응

때 때 로: 아나필락시스 반응, 루푸스양 증후군, 알러지성 호흡기계 증상

빈도불명: 아나필락시스 쇼크, 혈청병, 혈관염

정신계질환 때 때 로: 우울증, 기억상실, 착란, 초조, 무관심, 신경과민, 졸음, 불면증

신경계질환

자   주: 두통, 어지러움, 현기증

때 때 로: 중추신경계 탈수초성 질환(다발성 경화증 유사 질환), 

다발성신경병증

드 물 게: 수막염

빈도불명: 말초 탈수초성 질환(예: 길랑-바레 증후군,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증, 다발성 운동 신경병증), 중추신경계 탈수초성 질환(예: 

시신경염), 횡단성 척수염, 경련, 신경병증, 감각저하, 감각이상

안질환계 때 때 로: 내안구염, 결막염, 각막염, 안와 부종, 다래끼

심장질환

때 때 로: 심부전의 악화, 부정맥, 실신, 서맥, 청색증, 심계항진

드 물 게: 빈맥

빈도불명: 심부전, 심막액

혈관계질환

자   주: 홍조

때 때 로: 저혈압, 말초성허혈, 고혈압, 점상출혈, 반상출혈, 혈전성정맥염, 혈

종, 혈관경련, 안면홍조

드 물 게: 순환부전

호흡기계 및

흉부질환

자    주: 하기도 감염 (예 : 기관지염, 폐렴), 상기도감염, 호흡곤란, 부비동염

때 때 로: 폐부종, 비출혈, 기관지수축, 흉막염

드 물 게: 흉막삼출

빈도불명: 간질성 폐질환(급속 진행성 질환, 폐섬유증 및 폐렴 포함)

위장관계

자 주: 구역, 설사, 복통, 소화불량

때 때 로: 게실염, 변비, 위식도 역류, 구순염

드 물 게: 장천공, 장협착, 위장관출혈

빈도불명: 췌장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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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발생빈도

간 및 담즙 질환

자    주: 간 트란스아미나제 상승

때 때 로: 간기능이상, 담낭염

드 물 게: 간염

빈도불명: 간부전, 자가면역성 간염, 간세포손상, 황달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

자    주: 발진, 가려움, 두드러기, 발한증가, 피부건조

때 때 로: 수포성발진, 피부진균증, 조갑진균증, 습진, 지루, 딸기코, 절종증, 

과각화증, 종기, 피부 이상착색, 탈모

빈도불명: 독성표피괴사용해,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건선(신규발생 및 농포

성(주로 손바닥 및 발바닥)), 다형성 홍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때 때 로: 근육통, 관절통, 요통

신장 및 비뇨기계 때 때 로: 신우신염, 요로감염

생식기계 질환 때 때 로: 질염

전신질환 및

투여부위반응

자    주: 흉통, 주입관련 반응, 피로, 발열

때 때 로: 상처치유 저해, 주사부위반응, 오한, 부종, 동통

드 물 게: 육아종성 병변

검사 때 때 로: 자가항체 양성, 보체 인자 이상

  ① 감염: 임상시험에서 이 약 투여환자의 36%(평균 51주 추적) 및 위약 투여환자의 25%(평균 

37주 추적)에서 감염이 보고되었는데, 이 감염은 치료되었다. 가장 자주 보고된 감염은 부

비동염, 인후염, 기관지염을 포함한 호흡기계 감염과 비뇨기계 감염이었다. 이 약 투여군에

서, 중증의 감염으로는 폐렴, 연조직염, 농양, 피부 궤양, 패혈증, 세균 감염 등이 있었다. 

임상시험에서 7건의 기회감염이 보고되었다 콕시디오이데스 진균증 2건(1건은 치명적이었

다.), 히스토플라스마증 2건(1건은 치명적이었다.), 폐포자충증 1건, 노카르디아 1건, 거  

세포바이러스증 1건. 결핵은 14명의 환자에서 보고되었는데, 그 중 4명은 속립성결핵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시판 후 조사에서는 파종결핵을 비롯한 다른 결핵의 사례들이 보고되었

다. 부분의 결핵 사례들은 이 약 투여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발생하였으며 잠복 질환이 

재발된 것일 수도 있다. 1년간의 위약 조 RA I과 RA II 시험에서, 매 8주마다 메토트렉세

이트를 병용 투여한 경우 이 약 투여환자의 5.3%와 위약 투여환자의 3.4%에서 중증 감염

이 발생하였다. 이 약 투여 환자 924명 중, 1.7%에서 폐렴이(위약군은 0.3%), 0.4%에서 

결핵이(위약군은 0.0%) 발생하였다. 0, 2, 6주에 무작위로 위약, 이 약 3mg/kg 또는 이 

약 10mg/kg을 투여하고 8주마다 메토트렉세이트를 투여한 1082명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

자를 상으로 한 22주간의 위약 조 시험에서, 중증 감염은 이 약 3 mg/kg 투여군 또는 

위약군(두 군 모두 1.7%)에서 보다 이 약 10 mg/kg 투여군에서(5.3%) 더 자주 보고되었

다. 54주간의 크론병 II 시험에서는, 누공성 크론병 환자의 15%에서 누공 관련 종양이 새

로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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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양성 장염 환자를 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는, 이 약 투여군 환자의 27%(평균 41주 

추적)와 위약 투여군 환자의 18%(평균 32주 추적)가 감염을 보고하였는데, 이 감염은 항균

제로 치료되었다. 중증 감염을 포함하여 궤양성 장염 환자에서 보고된 감염의 유형은 다

른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유형과 유사하였다.

여러 적응증에서의 시판 후 조사에서, 바이러스, 세균, 진균, 원충류를 포함한 다양한 병원

균으로 인한 감염이 관찰되었다. 감염은 모든 신체 기관에서 발생되었고 이 약을 단독으로 

투여 받은 환자 또는 면역억제제와 병용투여 받은 환자에서 보고되었다.

중증 감염의 발현에 앞서 발열, 오한, 체중감소, 피로와 같은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부분의 경우는 중증 감염의 발현에 앞서 감염 부위에 국한된 증상이나 증후가 

선행될 수 있다.

일부 환자는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보고된 사망례의 거의 50%는 감염과 연관되어 있

었다. 속립성결핵 및 폐외병소에 생긴 결핵을 포함한 결핵 (때때로 치명적이었다.)이 보고

되었다.

  ② 악성종양과 림프세포증식질환: 5459환자·년(patient·year)에 해당하는 임상시험들에서 

인플릭시맙을 투여받은 환자 5780명 중 5건의 림프종과 26건의 비림프종 악성종양이 보고

되었다. 반면 941환자·년(patient·year)에 해당하는, 1600명의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들

에서는 림프종은 보고되지 않았고 비림프종 악성종양은 1건이 보고되었다.

인플릭시맙 임상시험들에 한 장기 추적 조사 연구에서 5년까지 추적한 결과, 6234환

자·년(patient·year)(환자 3210명) 중 5건의 림프종과 38건의 비림프종 악성종양이 보고

되었다.

1998년 8월에서 2005년 8월까지 시판 후 조사, 임상시험 및 등록 환자군에서 1909건의 

악성종양 의심 사례가 보고되었다(크론병 환자 중 321건, 류머티스관절염 환자 중 1302건, 

다른/미확인 질환 환자 중 286건). 이 중 347건이 림프종이었다. 이 기간 중 추정 노출은

1,909,941 환자·년(patient·year)이다.

현재 흡연자이거나 이전에 흡연자였던, 중등도에서 중증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을 

상으로 실시한 탐색적 임상시험에서, 157명의 환자들이 크론병 혹은 류머티스관절염 치

료용량의 인플릭시맙을 투여받았다. 이 중 9명에서 악성종양이 발생했으며, 1건의 림프종

이 포함되었다. 추적 조사 기간의 중간값은 0.8년이었다(발생율 5.7% [95% 신뢰구간 

2.65% -10.6%]). 77명의 조군 환자 중 1건의 악성종양이 보고되었다(추적 조사 기간의 

중간값은 0.8년 발생율 1.3% [95% 신뢰구간 0.03% - 7.0%]). 다수의 악성종양은 폐 혹

은 두경부에 발생했다.

시판 후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에서도 비호지킨 림프종과 호지킨 질환을 포함한 악성종양

이 보고되었다.크론병 환자이며 본제로 치료받은 환자에서 드물게 간비장 T-세포 림프종이 

시판 후 보고되었는데, 다수가 청소년 또는 젊은 청년 남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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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심부전 : 울혈성심부전 (CHF) 환자에서 이 약을 평가하기 위한 제 II상 연구에서, 이 약으로 

치료받은 환자(특히 10mg/kg, 즉 허가된 최  용량의 두 배 이상의 용량으로 치료받은 환

자)에서 심부전 악화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YHA Class Ⅲ-Ⅳ인 울

혈성심부전환자 (좌심실 박출계수 ≤35%) 150명을 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는 6주간 3번

에 걸쳐 이 약 5mg/kg, 10mg/kg 투여 및 위약을 투여하였다. 38주째 이 약을 투여받은 

101명중 9명(5mg/kg 2명, 10mg/kg 7명)이 사망하였으며 위약 투여군에서는 49명중 1명이 

사망하였다. 위약에 비해 10mg/kg와 5mg/kg 투여군에서 호흡곤란, 저혈압, 협심증, 어지

러움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약은 경증의 심부전 환자에서는 연구된 바 없다.

시판 후 조사에서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 중 확인된 위험인자(precipitating factors)가 있을 

때 및 없을 때 심부전 악화가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시판 후 조사에서 기존에 다른 심혈관

계 질환을 가진 환자 중 심부전을 포함, 드물게 새로이 발생한 심부전도 보고되었다. 이 

환자 중 몇몇은 50세 미만이었다.

  ④ 주입관련 반응: 임상시험에서 주입관련 반응은 주입 도중 또는 주입 후 1~2시간 이내에발

생하는 모든 이상반응으로 정의되었다. 임상시험들에서 이 약 투여군 환자의 약 20%와 위

약 투여군 환자의 약 10%가 주입관련 반응을 경험하였다. 이 약을 주입했을 때, 3%가 발열

과 오한과 같은 불특정 증상을 나타내었고, 1%가 심폐질환(주로 흉통, 저혈압, 고혈압, 호

흡곤란)을 나타내었고, 1% 미만이 가려움, 두드러기, 가려움/두드러기와 심폐 반응의 복합

증상을 나타내었다. 중증 주입관련 반응은 1% 미만에서 아나필락시스, 경련, 홍반성 발진, 

저혈압 등이 나타났다. 주입관련 반응으로 인해 약 3%의 환자가 투약을 중단했으며, 모든 

환자가 발생한 반응에 한 치료를 받은 후, 혹은 받지 않고도 회복되었다. 류마티스성 관

절염 환자의 임상시험(ASPIRE)에서 환자의 66%(1040명 중 686명)가 90분 이하의 단축된 

주입을 한 번 이상 받았으며 환자의 44%(1040명 중 454명)가 60분 이하의 단축된 주입을 

한 번 이상 받았다. 한 번 이상의 단축된 주입을 받은 인플릭시맵 투여군 환자에서 주입관

련 반응은 환자의 15%에서 발생하였으며 중 한 주입관련 반응은 환자의 0.4%에서 발생

하였다.

인플릭시맵에 한 항체가 생긴 환자가 주입관련 반응을 더 잘 (약 2-3배) 나타내는 것 같

았다. 면역억제제를 병용투여하는 것이 주입관련 반응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것 같았다.

시판 후 조사에 의하면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인․후두 부종, 중증의 기관지경축), 발작이 발

현된 증례에서 이 약과 관련이 있었다. 시판 후 조사에서 이 약의 주입 도중 또는 주입 

후 2시간 이내에 일시적 시각상실과 심근허혈/심근경색이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것이 보고

되었다.

  ⑤ 재투여 후의 주입관련반응 :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및 건선 임상시험에서 휴약기 후 이 

약의 재투여시 표준 유지요법보다 주입관련반응의 발현율이 높게 나타났다. 중등도 및 중

증의 건선 환자에서 질병의 재발 후 유도요법으로 재투여 (최  0, 2, 6, 14주에 4회 주입)



237

1. 의약품 재심사 결과 현황

하는 군과 유지요법으로 장기 투여하는 군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

이 실시되었다. 환자는 어떠한 면역억제제도 병용투여받지 않았다. 재투여군 환자 중 

4%(8/219)가 중증 주입관련반응을 경험한 것에 반하여, 유지요법군에서는 1% 미만 

(1/222)이었다. 중증 주입관련반응의 부분은 2주째의 2회 주입시 발생하였다. 마지막 유

지 용량과 첫 번째 재유도용량 간의 간격은 35-231일이었다.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두드러

기, 안면부종, 저혈압 등이 포함되었다. 모든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고/거나 징후와 

증상이 완전히 소실되면 다른 치료를 실시하였다.

  ⑥ 지연형 반응/재투여 후의 반응: 판상건선: 건선 시험에서,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의 약 1%

가 일반적으로 혈청병으로 보고되는 지연형 과민성 가능성이 있는 반응 또는 관절통과/이

나 근육통과 발열과/이나 발진의 복합 증상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일반적으로 반복 

주입 후 2주 이내에 발생하였다.

크론병: 크론병 환자 41명 중 37명을 2~4년간 인플릭시맵을 투여하지 않은 후 인플릭시맵

으로 재투여한 시험에서, 10명의 환자가 주입 후 3~12일에 발현되는 이상반응을 경험하였

으며, 그 중 6건은 중증으로 간주되었다. 증상과 증후로는 발열과/이나 발진이 수반된 근육

통과/이나 관절통이 있었으며, 몇몇 환자는 또한 가려움, 얼굴, 손, 입술 부종, 연하곤란, 

두드러기, 인후통, 두통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이상반응은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액제를 

투여 받은 환자의 39%(9/23)와 동결건조제를 투여받은 환자의 7%(1/14)에서 발생되었다. 

이러한 반응의 발현이 제제가 다른 것에서 유래한 것인지 결정하기에는 임상자료가 충분치 

않다.

모든 경우 환자의 증상과 증후는 상당히 호전되거나 치료한 후 소멸되었다. 1~2년의 휴약

기 후에 이러한 사례들의 발현율에 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례들은 임상시험과 

시판 후 조사에서 재투여 간격이 1년 이내인 경우에만 드물게 관찰되었다.

크론병 환자에서 반복 주입을 한 일년 기간의 임상시험(ACCENT I 시험)에서, 혈청병양 

반응의 발현율은 2.4%이었다.

  ⑦ 면역원성: 이 약 1~20mg/kg의 단독용량 또는 반복용량으로 행한 임상연구에서, 인플릭시

맵에 한 항체는 면역억제요법을 받은 환자 중 14% 및 면역억제요법을 받지 않은 환자 

중 24%에서 검출되었다. 메토트렉세이트와 함께 이 약의 반복 권장용량을 투여받은 류마

티스관절염 환자들 중 8%에서 인플릭시맵에 한 항체를 나타냈다. 메토트렉세이트 병용 

유/무하여 인플릭시맙 5mg/kg을 투여 받은 건선성 관절염 환자 중 15%(메토트렉세이트 

병용환자 중 4%, 메토트렉세이트 병용하지 않은 환자 중 26%)가 항체를 나타내었다. 크론

병 유지요법으로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의 약 6~13%가 인플릭시맵에 한 항체를 생성했

으며이는 단기간 치료받은 환자 발생빈도의 2~3배이다. 방법론적 한계가 있으므로 음성결

과가 인플릭시맵에 한 항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인플릭시맵에 한 고역가

의 항체를 나타낸 환자에서는 유효성이 감소된다는 증거가 있었다. 면역조절제를 병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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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인플릭시맙 유지요법으로 치료받은 건선 환자 중 약 28%에서 인플릭시맙 항체가 생

성되었다.

  ⑧ 간 ․ 담도계: 이 약을 투여한 임상시험에서 경증-중등도의 ALT 및 AST 상승이 보고되었다. 

이들은 심각한 간손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정상치보다 5배 이상 높은 ALT 상승이 보

고되었다 (표 2 참조). 이 약을 단독 투여 시 및 다른 면역억제제와 병용 투여했을 때 조

군에 비해 이 약 투여군에서 더 많은 비율의 환자가 아미노전이효소치(AST보다 ALT가 더 

자주) 상승을 나타냈다. 부분의 아미노전이효소치 상승은 일시적이었으나, 소수의 환자

에서는 더 오래 지속되었다. 부분 AST 및 ALT 상승을 보인 환자들은 무증상이었으며, 

효소치 이상은 이 약 투여 지속 여부 또는 병용 투여 약물 변경과 상관없이 감소 또는 해소

되었다.

적응증

환자수
추적기간 중간값

(주)3
≥ 3×ULN ≥ 5×ULN

위약
인플릭
시맵

위약
인플릭
시맵

위약
인플릭
시맵

위약
인플릭
시맵

류마티스

관절염1 375 1087 58.1 58.3 3.2% 3.9% 0.8% 0.9%

크론병2 173 703 54.1 54.1 3.5% 5.1% 0.0% 1.7%

어린이 및

청소년

크론병

N/A 139 N/A 53.0 N/A 4.4% N/A 1.5%

궤양성

장염
242 482 30.1 30.8 1.2% 2.5% 0.4% 0.6%

강직성

척추염
76 275 24.1 101.9 0.0% 9.5% 0.0% 3.6%

건선성

관절염
98 191 18.1 39.1 0.0% 6.8% 0.0% 2.1%

판상 건선 281 1175 16.1 50.1 0.4% 7.7% 0.0% 3.4%

 1 인플릭시맵 투여군은 인플릭시맵과 메토트렉세이트를 모두 투여 받았으며, 위약 투여군은 메토

트렉세이트만 투여 받았음.

 2 2개의 크론병 임상 3상 시험(ACCENT I과 ACCENT II)에서 위약투여군은 임상시험 시작시점에

는 인플릭시맵의 초기 용량인 5mg/kg 을 투여하고, 유지기에서는 위약을 투여함. 위약 유지군

으로 무작위 배정된 다음 인플릭시맵으로 교차투여된 환자는 ALT 분석에서 인플릭시맵군에 포

함됨.

 3 추적기간의 중간값은 투여된 환자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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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 (n=350) 투여군 (n=1129)

평균 투여기간 59 66

위장관계

오심 20% 21%

복통 8% 12%

설사 12% 12%

소화불량 7% 10%

호흡기계

상기도감염 25% 32%

부비강염 8% 14%

인두염 8% 12%

기침 8% 12%

기관지염 9% 10%

비염 5% 8%

피부와 부속기관

발진 5% 10%

가려움증 2% 7%

전신

피로 7% 9%

통증 7% 8%

저항기전

발열 4% 7%

  ⑨ 항핵항체 (antinuclear antibodies, ANA) / 이중나선 (ds) DNA 항체: 임상시험에서 임상시

험 참여 전(baseline) ANA 음성이었던 인플릭시맵 투여환자 중 약 절반이 임상시험기간 

중 양성을 나타내었으며 위약 투여군에서는 약 1/5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항-dsDNA 항체는 인플릭시맵 투여군의 약 17%와 위약 투여군 환자의 0%에서 새로이 검

출되었다. 최종평가 시 인플릭시맵 투여군 환자의 57%는 항-dsDNA 항체 양성을 유지하였

다. 그러나, 루푸스 및 루푸스양 증후군은 때때로 보고되었다.

2)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1304명, 크론병 환자 1106명, 궤양성 장염 환자 484명, 강직성 척추

염 환자 202명, 건선성 관절염 환자 293명, 판상 건선 환자 1373명, 기타 질환 환자 17명을 

포함하여 이 약을 투여받은 성인 환자 4779명으로부터의 안전성 자료가 있다. 4회 이상 주입 

받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5%이상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은 <표 3>에 나와 있다. 이 약을 

투여받은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판상 건선, 크론병 환자에서 관찰

된 이상반응의 유형과 빈도는 복통만 제외하고 유사하였다. 복통은 이 약을 투여받은 크론병 

환자의 26%에서 발생하였다. 크론병 연구에는, 의미 있는 비교를 할 수 있는, 이 약을 한 번

도 투여받지 않은 환자의 수와 추적기간이 충분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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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 (n=350) 투여군 (n=1129)

모닐리아증 3% 5%

중추와 말초 신경계

두통 14% 18%

근골격계

요통 5% 8%

관절통 7% 8%

비뇨기계

요로감염 6% 8%

심혈관계

고혈압 5% 7%

  임상시험은 매우 다양한 조건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한 약제의 임상시험에서 관찰된 이상반

응율은 다른 약제의 임상시험에서의 이상반응율과 직접 비교될 수 없으며, 이것으로 실제 진

료시 보다 광범위한 환자군에서의 비율을 예측할 수도 없다.

임상시험에서 가장 자주 보고된 중 한 이상사례는 감염이었다. 이외의 중 한,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이상사례(0.2% 이상) 또는 발현부위별로 임상적으로 유의한 이상사례는 다음

과 같다.

  ∙ 전신: 알러지 반응, 횡격막 이탈, 부종, 수술/시술 후유증

  ∙ 혈액계: 범혈구 감소증

  ∙ 심혈관계: 순환 부전, 저혈압, 실신

  ∙ 위장관계: 변비, 위장관 출혈, 무력 장폐쇄, 장폐쇄, 장천공, 장협착, 췌장염, 복막염, 직장통증

  ∙ 중추와 말초 신경계: 수막염, 신경염, 말초신경병증, 어지러움

  ∙ 심박수와 리듬: 부정맥, 서맥, 심장정지, 빈맥

  ∙ 간담도계: 담도성 통증, 담낭염, 담석증, 간염

  ∙ 사영양계: 탈수

  ∙ 근골격계: 추간판탈출증, 힘줄 장애

  ∙ 심근, 심내막, 심장막, 심장동맥 판막: 심근경색

  ∙ 혈소판, 출혈, 응고: 혈소판감소증

  ∙ 종양: 기저세포, 유방, 림프종

  ∙ 정신계: 혼돈, 자살충동

  ∙ 적혈구: 빈혈, 용혈성 빈혈

  ∙ 생식기계: 생리 불순

  ∙ 저항 기전: 연조직염, 패혈증, 혈청병

  ∙ 호흡기계: 성인 호흡곤란증후군, 하기도 감염(폐렴 포함), 흉막삼출, 흉막염, 폐부종, 호흡부족

  ∙ 피부와 부속기관: 발한증가, 궤양

  ∙ 비뇨기계: 신결석, 신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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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관(심장외): 뇌경색, 폐색전, 혈전정맥염

  ∙ 백혈구와 세망내피계: 백혈구감소증, 림프절병증

특별군에 대한 추가 정보: 어린이 및 청소년

1) 어린이 및 청소년 크론병 환자:

다음의 이상반응이 성인 크론병 환자에서보다 REACH 시험의 어린이 및 청소년 크론병환자

에서 더 자주 보고되었다: 빈혈 (10.7%), 혈변 (9.7%), 백혈구감소증 (8.7%), 홍조(8.7%), 바

이러스 감염 (7.8%), 호중구감소증 (6.8%), 뼈의 골절 (6.8%), 세균 감염(5.8%), 호흡기 알레

르기 반응 (5.8%). 기타 특별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주입관련 반응: 전반적으로, REACH에서, 무작위 배정된 환자의 17.5%가 하나 이상의 주입

관련 반응을 경험하였다. 중 한 주입관련 반응은 없었으며, REACH에서 2명의 환자가 중

하지 않은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나타내었다.

  ② 면역원성: 인플릭시맵에 한 항체는 3명(2.9%)의 어린이 및 청소년 환자에서 검출되었다.

  ③ 감염: REACH 시험에서, 감염은 인플릭시맵을 투여받은 무작위 배정된 환자의 56.3%에서 

보고되었다. 감염은 12주마다 주입을 받은 환자에서 보다 8주마다 주입을 받은 환자에서 

더 빈번히 보고되었다(각각 38.0%, 73.6%). 반면, 중 한 감염은 8주 유지요법군에서는 

3명, 12주 유지요법군에서는 4명의 환자에서 보고되었다. 가장 자주 보고된 감염은 상기도 

감염과 인후염이었고, 가장 자주 보고된 중 한 감염은 농양이었다. 폐렴은 3례 (중 한 

폐렴은 1례), 상포진은 2례(2례 모두 중 하지 않았음.)가 보고되었다.

  ④ 시판 후 경험: 이 사례들은 전체 크기를 모르는 집단으로 자발적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빈

도를 정확하게 추정하거나 이 약에의 노출과의 인과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이 항상 가능하

지는 않다. 어린이 및 청소년에서의 시판 후 경험에서 가장 자주 보고된 중 한 이상반응

은 기회감염과 결핵을 포함한 감염(때로 치명적이었음.), 주입관련 반응, 과민반응이었다.

어린이 및 청소년에서 인플릭시맵의 시판후 자발적 중 한 이상반응으로는 간비장 T-세포 

림프종 포함 악성종양, 일시적 간효소의 이상, 루푸스양 증후군, 자가항체 양성 등이있었다.

2) 어린이 및 청소년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

이 약을 메토트렉세이트 투여에도 불구하고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활성인 어린이 및 청소년 

(연령: 4-17세) 환자 120명을 상으로 임상시험을 하였다. 환자는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하

여, 인플릭시맵 3 또는 6mg/kg을 3회 용량 유도 요법(각각 0, 2, 6주 또는 14, 16, 20주)을 

투여받고 8주마다 유지요법을 받았다.

  ① 주입관련 반응: 주입관련 반응은 3mg/kg을 투여받은 어린이 및 청소년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의 35%에서, 6mg/kg을 투여받은 환자의 17.5%에서 발생하였다. 가장 흔한 주입관련 

반응은 구토, 발열, 두통, 저혈압이었다. 이 약 3mg/kg 투여군에서, 60명의 환자 중 4명이 

중 한 주입관련 반응을 나타내었고 3명의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이 있는 반응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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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였다(이 중 2명은 중 한 주입관련 반응을 나타낸 환자였다.). 6mg/kg 투여군에서, 

57명의 환자 중 2명이 중 한 주입관련 반응을 나타내었고, 그 중 한 명이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이 있는 반응을 보고하였다. 중 한 주입관련 반응을 경험한 6명의 환자 중 2명은 

이 약을 짧은 시간 내에 (2시간 미만) 주입받았다.

  ② 면역성: 인플릭시맵에 한 항체는 3mg/kg 투여군 환자의 38%에서, 6mg/kg 투여군 환자

의 12%에서 발생하였다. 항체가는 6mg/kg 투여군에서 보다 3mg/kg 투여군에 서 현저히 

높았다.

  ③ 감염: 메토트렉세이트와 이 약 3mg/kg을 52주간 병용투여받은 어린이의 68%(41/60)와 메

토트렉세이트와 이 약 6mg/kg을 38주간 병용투여받은 어린이의 65%(37/57)가 감염을 경

험하였다. 가장 자주 보고된 감염은 상기도 감염, 인후염이었고 가장 자주 보고된 중증의 

감염은 폐렴이었다. 이외에 관찰된 감염으로는 환자 1명에서 일차 수두감염과 환자 1명에

서 상포진이 있었다.

3)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

  (1) 강직성척추염, 류마티스성관절염, 판상건선 및 건선성관절염 환자를 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국내에서 1,028명(강직성척추염766명, 류마티스관절염261명, 건선성관졀염1명)을 상으

로 실시한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결과, 유해사례 발현증례율은 10.02%(103명/1,028명, 159

례)로 보고되었다. 본 제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약물유해사례의 발현증례율은 

5.45%(56명/1,028명, 81건)이며, 두드러기 6명(0.58%), 발진 5명(0.46%), 간효소증가, 가

려움증 각 4명(0.39%), 연조직염, 구역, 구토, 오한, 가슴불편함, 호흡곤란 각 3명(0.29%), 

코인두염 모낭염, 폐결핵, 복통, 관절통, 기침 각 2건(0.19%), 기관지염, 만성편도선염, 박

테리아성관절염, 인두편도염, 파종결핵, 폐렴, 아토피피부염, 여드름, 소화불량, 설사, 잇몸

병, 혈변, 루푸스세포존재, 혈압상승, 가슴통증, 말초부종, 열, 근육통, 윤활낭염, 감각이상, 

두통, 어지러움, 고혈압, 저혈압, 홍조, 간염, 고콜레스테롤혈증, 혈뇨, 심계항진, 아나필락

시스반응, 복부불편감, 홍반 각 1명(0.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 한 유해사례는 6건

으로 연조직염, 폐결핵 각 2건, 파종결핵, 폐렴 각 1건이 있었다.

중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약물유해반응은 없었으며, 중 하지 않았으나 예상하지 못했던 

약물유해반응은 구토, 가슴불편함 각 3건, 모낭염, 코인두염 각 2건, 혈변, 혈뇨, 만성편도

선염, 윤활낭염, 아토피피부염, 여드름, 박테리아성관절염, 인두편도염, 잇몸염, 복부불편

감, 고콜레스테롤혈증, 루푸스세포존재 각 1건이 나타났다.

  (2) 중증의 활성 크론병, 누공성 활성 크론병, 궤양성 장염 환자를 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

국내에서 중증의 활성 크론병, 누공성 활성 크론병, 궤양성 장염 환자 869명을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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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 결과, 유해사례 발현율은 13.69%(119명/869명, 191건)이었

고, 본제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유해반응의 발현율은 6.33%(55명/869명, 81

건)이며, 모두 1% 미만의 약물유해반응으로 열, 가슴불편함, 국소부종, 무력증, 가슴통증, 

말초부종, 전신신체건강악화, 코인두염, 폐렴, 폐결핵, B 형간염, 결핵, 상포진, 안와연

조직염, 파종결핵, 복통, 복부불편감, 구토, 설사, 변비, 장 기종, 하복부통, 빈혈, 범혈구감

소증, 백혈구감소증, 호중구감소증, 발진, 식은땀, 가려움증, 약물발진, 여드름모양피부염, 

탈모, 피부탈락, 어지러움, 두통, 감각이상, 다발신경병증, 혼미, 헤모글로빈감소, c 반응단

백질증가, 혈압감소, 각막염, 복시, 과민증, 아나필락시스성쇼크, 빈호흡, 호흡곤란, 누공

분비물,약물독성, 간기능이상이 보고되었다. 이중 중 한 약물유해사례는 4.49%(39명

/869명, 54건)로 복부농양 3건, 폐렴 2 건, 항문농양 2건, 패혈성쇼크 2건, 폐결핵, 안와연

조직염, 거 세포바이러스감염, 감염성작은창자큰창자염, 배꼽주위농양, 감염, 파종결핵, 

박테리아성폐렴, 근육농양, B 형간염 각 1건, 복통 3건, 크론병 2건, 복막염, 항문루, 장피

누공, 장루, 장방광루, 구토, 설사, 장염, 복부내출혈 각 1건, 범혈구감소증 4건, 백혈구

감소증, 파종성혈관내응고 각 1건, 열 4건, 무력증 1건, 발진 3건, 다발성신경병증 1건, 

여성생식기누공 1건, 자살 1건 이었다.

예상하지 못한 약물 유해사례는 총 45건으로 구토 3건, 장 기종, 항문루, 장피누공, 장루, 

장방광루, 복부내출혈, 치질, 복부팽만, 혈변 각 1건, 헤모글로빈감소 4건, c 반응단백질증

가 2 건, 혈중알부민감소 1건, 식은땀 2건, 여드름모양피부염, 괴저고름피부증, 지루성피

부염, 피부탈락 각 1건, 무력증 2건, 감염성작은창자큰창자염, 상포진 1건, 누공분비물, 

골다공증 각 1건, 식욕부진, 연하저하 각 1건, 약물독성, 발골절 각 1건, 빈호흡, 비충혈 

각 1건, 고름뇨, 요정체 각 1건, 복시, 결막장애 각 1건, 여성생식기누공 1건 이었다.

5. 일반적 주의 

1) 운전 및 기계조작 능력에 이 약이 미치는 영향에 해서는 연구된 바 없으나 피로를 느끼는 

환자는 운전 또는 기계조작을 피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2)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 하기 전 이 약의 부작용에 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만일 감염이 

있는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매 방문시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상호작용

1)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환자에서 이 약을 메토트렉세이트 및 기타 면역조절

제와 병용 투여하였을 때 인플릭시맵에 한 항체형성이 감소하고 인플릭시맵의 혈장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는 인플릭시맵과 이에 한 항체의 혈청분석 

방법의 한계로 불명확하다.

2)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류는 인플릭시맵의 약물동력학에 임상적 연관성이 있는 정도의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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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 같다.

3) 이 약과 아나킨라 또는 아바타셉트와의 병용투여 : 이 약과 아나킨라 또는 아바타셉트와의 

병용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4) 인플릭시맵과 다른 주성분 간의 가능한 상호작용에 해 알려진 바는 없다.

5) 이 약과 생백신의 병용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부: 인플릭시맵에 노출된 약 300명의 임부로부터의 시판후 보고에서 임신 결과에 해 예상

치 못한 효과의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약은 TNFα를 억제하므로 임신 중 투여되면 신생아의 정상적인 면역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선택적으로 마우스 TNFα의 기능활성을 저해하는 동종항체를 사용한 마우스 발생독성 

연구에서는 모체독성, 배자독성이나 기형유발성의 암시가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까지의 임상 경험이 위험성을 배제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이므로, 임신 중에 이 약의 투여

는 권장되지 않는다.

2) 가임 여성: 가임 여성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피임을 시행하고 이 약으로 치료 후 

최소 6개월까지 피임해야 한다.

3) 수유부: 이 약이 모유중으로 분비되거나 태아에게 섭취된 후 전신적으로 흡수되는 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람 면역글로불린은 모유 중으로 이행되므로, 이 약으로 치료한 후 최소한 

6개월까지는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

8.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투여

안전성 및 유효성에 한 자료가 충분치 않으므로, 이 약은 17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에서의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크론병인 경우 제외)

이 약은 6세 미만의 크론병 환자에게 연구된 바 없다.

어린이 및 청소년 크론병 환자에게 이 약을 장기간(1년 이상) 투여시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임상

시험에서 확립되지 않았다.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고령의 환자에서의 이 약의 약물동력학은 연구되지 않았다. 간 또는 신장 질환 환자에서의 연구

는 수행되지 않았다.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판상 건선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투여받은 65세 이상의 류마티스성 관절

염 환자 181명과 판상 건선 환자 75명을 더 젊은 환자들과 비교할 때 유효성과 안전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약 투여군과 위약군에서 모두 65세 이상의 환자에

서의 중 한 이상반응의 발현율은 더 젊은 환자보다 높았다. 크론병, 궤양성 장염, 강직성척추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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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성관절염 시험에서, 65세 이상의 환자가 18세에서 65세 환자와 다르게 반응하는지 보기에는 

65세 이상의 환자수가 충분치 않았다. 일반적으로 고령군에서의 감염율이 더 높으므로, 고령자에의 

투여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0. 과량투여시의 처치

과량투여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독성을 나타내지 않고 단일용량으로 20mg/kg까지 투여된 바 

있다. 과량투여가 일어난 경우에는 환자에게 이상반응 또는 유해반응의 증상증후가 있는지 관찰하

고, 즉시 적절한 증요법을 행해야 한다.

11. 적용상의 주의

1) 이 약은 바이알 당 인플릭시맵 100mg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여량을 계산하여 필요한 바이

알수 및 전체를 용해시킬 용액량을 계산한다.

2) 21-게이지 (0.8mm) 이하의 바늘을 가진 주사기로 이 약 1 바이알을 주사용 증류수 10mL에 

용해시킨다. 용해된 액은 1mL 당 10mg의 인플릭시맵을 함유하게 된다.

바이알 마개를 열고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고무마개의 중앙에 주사기 바늘을 넣어 주사용 

증류수를 바이알의 유리벽을 따라 넣는다. 진공상태가 유지되지 않은 바이알은 사용하지 않

는다. 바이알을 가만히 돌려 분말을 용해시킨다. 이 때, 지속적이거나 격렬한 교반은 피하며,

절 로 흔들지 말아야 한다. 거품이 형성될 수도 있다. 용액을 5분간 그 로 둔다. 용액이무

색에서 옅은 황색/유백색인지 확인한다. 인플릭시맵은 단백질이므로 미세한 반투명 입자가 

약간 나타날 수 있다. 만일 불투명한 입자, 변색 또는 그 밖의 이물질이 존재하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조제할 이 약의 총 용액을 0.9w/v％ 염화나트륨 주사액으로 희석하여 250mL이 되도록 한다. 

조제할 이 약의 총 용량과 같은 분량을 0.9w/v％ 염화나트륨 주사액 250mL 병 또는 주입백

으로부터 빼내고 조제할 이 약의 총 분량을 서서히 주입한다. 부드럽게 혼합한다.

4) 주입용액은 2mL/분 이하의 속도로 2시간 이상에 걸쳐 투여하며, 일렬의 (in-line), 멸균성 비

발열성 단백결합이 적게 되는 필터 (구멍크기 1.2㎛ 이하)를 가진 주입세트를 사용한다. 이 

약은 보존제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용해 및 희석한 3시간 이내에 주입을 시작할 것이 

권장된다. 이 약을 철저한 무균상태에서 용해, 희석하였다면 이 주입액은 2-8℃에서 보관하였

을 때 24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고 남은 용액은 버린다.

5) 이 약은 다른 약물과 병용투여하였을 때의 물리적 생화학적 배합적합성에 한 연구는 수행

된 바 없으므로, 이 약과 다른 약물과 병용하여 같은 정맥주입 관에 넣지 않도록 한다.

6) 투여 전 육안으로 주사액의 변색 및 미립자 혼입여부를 관찰한다. 불투명한 입자, 변색, 이물

질이 육안으로 보이면 사용하지 않는다.

7) 사용하고 남은 용액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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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저장상의 주의

1) 냉장온도 (2-8℃)에서 보관한다.

2)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한국얀센 레미케이드주사100mg(인플릭시맵)(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 수입



2. 안전성 정보처리 현황

이 칼럼은 의약품 안전성 정보처리 결과에 따른 허가

(신고)사항 변경지시 내용을 게재하였으며, 동 책자의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통일조정 

내용 및 대상 품목을 확인코자 할 경우에는 '의약품정보

방'에서 성분명으로 검색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번 호에

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발행된 안전성

정보처리를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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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안전성 정보처리 현황

연
번

대상품목
시행일 정보원

찾아
가기성분명 제형

1 이소소르비드 Isosorbide 경구 2011.12.15. 근화제약(주) 251

2 탈리도마이드 Thalidomide 경구 2012. 1. 2. 독일 BfArM 254

3
브롬페리돌 Bromperidol 경구 2012. 1.13. 미국 FDA 269

4 브롬페리돌 Bromperidol 주사 2012. 1.13. 미국 FDA 269

5 블로난세린 Blonanserin 경구 2012. 1.13. 미국 FDA 275

6 설피리드 Sulpiride 경구 2012. 1.13. 미국 FDA 283

7
염산지프라시돈

일수화물  

Ziprasidone 

Hydrochloride 

Monohydrate

경구 2012. 1.13. 미국 FDA 288

8
클로르프로마진 

염산염

Chlorpromazine 

Hydrochloride
경구 2012. 1.13. 미국 FDA 306

9
트리플루오페라진 

염산염

Trifluoperazine 

Hydrochloride
경구 2012. 1.13. 미국 FDA 312

10 티오틱센 Thiothixene 경구 2012. 1.13. 미국 FDA 318

11 팔리페리돈팔미테이트
Paliperidone 

Palmitate
주사 2012. 1.13. 미국 FDA 323

12 피모지드 Pimozide 경구 2012. 1.13. 미국 FDA 345

13 할로페리돌 Haloperidol 경구 2012. 1.13. 미국 FDA 351

14 할로페리돌 Haloperidol 주사 2012. 1.13. 미국 FDA 358

15 옥살리플라틴 Oxaliplatin 주사 2012. 1.20. 일본 PMDA 365

16 엔테카비르 Entecavir 경구 2012. 1.27.
(유)한국비엠에스

제약
397

17 리바스티그민 Rivastigmine  경피흡수제 2012. 1.27. 한국노바티스(주) 409

18
닐로티닙염산염

일수화물

Nilotinib 

Hydrochloride 

Monohydrate

경구 2012. 1.27. 한국노바티스(주) 418

19 리바스티그민 Rivastigmine  경피흡수제 2012. 1.30. 한국노바티스(주)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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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대상품목
시행일 정보원

찾아
가기성분명 제형

20 테르비나핀염산염
Terbinafine 

Hydrohloride
경구 2012. 2. 3. 한국노바티스(주) 441

21 푸로세미드 Furosemide 경구 2012. 2. 3. (주)한독약품 447

22 푸로세미드 Furosemide 주사 2012. 2. 3. (주)한독약품 455

23
프로톤펌프 억제제 

(8개 성분)

Rabeprazole 

Sodium 외 7개
경구 2012. 2.29. 미국 FDA 463

24
프로톤펌프 억제제 

(라베프라졸)

Rabeprazole 

Sodium
경구 2012. 3.15. 미국 FDA 552

25 살카토닌 Salcatonin 주사 2012. 4. 9. 한국노바티스(주) 562

26 살카토닌 Salcatonin 비강분무 2012. 4. 9. 한국노바티스(주) 567

27
퍼플루트렌지질

미소구체

Perflutren Lipid 

Microsphere
주사 2012. 4. 9. (주)부경 에스·엠 572

28 스트론튬라네레이트
Strontium 

Renelate
경구 2012. 4. 9. (주)제일약품 577

29 수니티닙말산염 Sunitinib Malate 경구 2012. 4.19. 한국화이자제약(주) 582

30 아데포비어디피복실
Adefovir 

Dipivoxil
경구 2012. 4.19. 한국화이자제약(주) 602

31 티아넵틴나트륨 
Tianeptine 

Sodium
경구 2012. 4.19. 제일약품(주) 613

32 삭사글립틴수화물
Saxagliptin 

Monohydrate
경구 2012. 5. 4.

(유)한국비엠에스

제약
617

33 리바스티그민주석산염

Rivastigmine 

Hydrogen 

Tartrate

경구 2012. 5. 4. 한국노바티스(주) 626

34 에르타페넴나트륨
Ertapenem 

Sodium
주사 2012. 5.17. 한국엠에스디(주) 635

35 세레콕시브 Celecoxib 경구 2012. 5.17. 한국화이자제약(주) 647

36 알프로스타딜 Alprostadil

주사, 요도 

적용제제 

제외

2012. 5.29.
미쓰비시다나베파

마코리아(주)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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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소르비드 단일제 (경구)
(Isosorbide)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급성 두개강내 혈종이 있는 환자 (급성 두개강내 혈종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두개강내 혈종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 약을 투여한 경우 뇌압에 의해 일시적으로 지혈되어졌던 것이 

두개강내압의 감소와 함께 재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혈원인을 제거하고 재출혈

의 우려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이 약을 투여할 것)

2) 무뇨증 환자

3) 중증의 탈수상태의 환자

4) 급성 폐부종 환자

5) 중증의 심장 상부전 환자

6)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성이 있는 환자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탈수상태의 환자(이 약의 이뇨작용에 의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음)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이소소르비드 단일제 (경구) (Isosorbide)

 분류 번호 ∙ [01160] 진훈제, [02130] 이뇨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근화제약(주)

 정보 사항 ∙ 이상반응 항목

- 이상반응에 “쇼크 및 아나필락시스 증상(빈도 불명)”

   추가하는 등 변경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3132호, 2011.12.15)

조치 내용



252

제50호_ 의약품 안전성 정보

2) 요로 및 신장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이 약의 이뇨작용에 의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음)

3) 울혈성 심부전이 있는 환자(삼투압이뇨작용에 의해 순환혈액량이 증 하여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음)

3. 이상반응

이 약의 허가 및 시판 후 조사결과 (빈도불명의 자발적 이상반응 보고 포함) 1,126례 중, 83례

(7.4%)에서 88건의 이상반응이 보고되었다. 주 이상반응은 구역질(16건, 1.4%), 메스꺼움(13건, 

1.2%), 설사(13건, 1.2%), 구토(11건, 1.0%) 등의 소화기 관련 증상이었으며 그 외 보고된 이상반

응은 아래와 같다. 

1) 임상적으로 유의한 이상반응

쇼크 및 아나필락시스 증상 (빈도불명) : 쇼크 및 아나팔락시스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

서 발진, 호흡곤란, 저혈압, 심계항진의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기타 이상반응

기관 분류 빈도 0.1∼5% 미만 빈도 불명

소화기계 구역, 오심, 설사, 구토, 식욕부진

정신신경계 불면, 두통

피부 발진, 홍반

장기복용시에는 전해질 이상 (빈도불명)이 보고된 바 있다.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량, 투여중지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하며, 발진, 홍반의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4. 일반적주의

1) 이 약은 경구투여 한다.

2) 반복투여시 체액과 전해질균형을 유지하도록 주의하고, 특이 혈류저류와 관련된 질병을 가진 

환자에서는 주의하여 투여한다.

3) 요 배출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환자의 임상상태를 면 히 관찰하여야 한다. 이 약의 

축적에 의하여 세포외체액의 과다팽창이 발생할 수 있다. 

5. 임산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임산부 및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치료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될 경우

에만 투여한다(임신 중의 투여에 한 안전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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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아에 대한 투여

소아에서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여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7.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감량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8. 임상검사치에의 영향

장기투여시 혈청전해질이상 (빈도불명)을 일으킨다.

9.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가능한한 냉소보관 한다. 

3) 개봉 후에는 마개를 꼭 닫는다.

4) 이 약은 보관조건에 따라 약간 색이 변할 수 있으나 효능·효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다른 용기에 바뀌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 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용

기를 바꾸지 않는다. 

10. 기타

1)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삭카린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감미제로서 삭카린이 함유되어 있다.) (삭카린나트륨 함유 성분 제제에 한함)

2) 동물 또는 사람에 해 발암성, 돌연변이원성, 수정율에 관한 연구보고가 없다.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일양약품(주) 메니렛액(이소소르비드농축액) 제조

2 근화제약(주) 이소바이드액(이소소르비드액) 수입

3 일성신약(주) 리소반액(이소소르비드)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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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리도마이드 (경구)
(Thalidomide)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최기성

이 약은 임신 중 복용하면 태아에게 심각한 선천성 기형 또는 유산을 유발할 수 있다. 임산부

나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또는 이 약의 복용을 중단한 4주 이내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

은 절 로 이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단 1캡슐(50mg)의 1회 용량 복용으로도 선천성 기형

을 유발할 수 있다. 임신 중 이 약의 복용과 관련된 중 한 태아의 기형은 사지결손(사지의 

결여), 단지증(짧은 사지), 뼈의 저형성증, 외이의 이상(무이증, 귓바퀴가 작은 것, 외이도가 

작거나 없는 것 포함), 안면마비, 눈의 이상(무안구증, 소안구증) 및 선천성 심장 결함 등이

다. 소화기관, 요로 및 생식기 기형 또한 보고되었다. 출생 시 또는 출생 직후 사망률은 약 

40%로 보고되었다.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탈리도마이드 (경구) (Thalidomide)

 분류 번호 ∙ [04210] 항악성종양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독일 연방의약품 의료기기연구원(BfArM)

 정보 사항 ∙ 경고, 이상반응 항목

  - 경고에 “4) 심혈관질환 4.1) 심근경색증: 탈리도마이드 복

용환자에서 심근경색증이 보고된 바 있다. 혈전증을 포함하

여 위험요소를 지닌 환자들은 신중히 모니터링 되어야하고 

모든 위험요소 (예,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추가하는 등 변경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14호, 2012. 1. 2.)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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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약의 기형발생 독성 때문에 이 약이 태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해관리프로그램

에 등록한 의사와 약사만이 처방 및 조제할 수 있고, 이 프로그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동의하고, 서명한 환자에 한하여 처방할 수 있다. 환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조사로부터 동 프로그램에 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3) 이 약 투여 4주전과 투여 중, 투여 중단 후 4주까지의 기간 동안 피임하여야 한다. 이성간 

성교를 삼가거나 적어도 적절한 피임법 중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피임을 해야 한

다. (적절한 피임법은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5. 일반적 주의사항’ 항 참조한다.)

4) 심혈관질환

4.1) 심근경색증: 탈리도마이드 복용환자에서 심근경색증이 보고된 바 있다. 혈전증을 포함하여 

위험요소를 지닌 환자들은 신중히 모니터링 되어야하고 모든 위험요소 (예,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4.2) 정맥혈전증 및 동맥혈전증

다발성골수종에서의 이 약의 사용은 심부 정맥혈전증이나 폐색전증 같은 정맥 혈전증 및 

심근경색, 뇌혈관질환을 비롯한 동맥혈전증의 위험이 증가 할 수 있다. 정맥혈전증의 위험

은 덱사메타손을 포함한 표준 화학요법제의 병용으로 더욱 증가된다. 잘 조절된 한 임상시

험에서 덱사메타손을 단독 투여 방은 환자에서의 정맥혈전증 발생 비율이 4.9%이었으나, 

덱사메타손과 이 약을 병용 투여 받은 환자의 정맥혈전증의 발생 비율은 22.5%으로 보고되

었다(p=0.002). 위험 요소(예,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자와 임상의들은 혈전증의 증후나 증상이 발견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환

자는 숨가쁨, 흉통, 또는 팔 다리의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의에게 알려야 한다. 

항응고제 또는 항혈소판제의 예방적 투여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 예비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제안할 수 있다. 

5) 졸음, 진정, 기면: 이 약은 빈번하게 졸음, 기면 및 진정을 일으킨다. 환자들은 졸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며, 충분한 의학적 조언 없이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약을 복용하

지 말아야 한다. 이 약은 알코올에 의한 졸음을 강화시킬 수 있다. 다른 진정제들처럼, 의식 

장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음식, 토사물, 구강 분비물을 흡인할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환자

들은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 신체적 능력이 손상될 수 있다.

6) 말초 신경병증 : 말초신경병증은 빈번히 발생하고, 심각할 수 있고, 비가역적일 수 있다. 말초

신경병증은 일반적으로 수개월에 걸친 장기간 사용 후에 나타나지만 상 적으로 단기간 사용

한 후에도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 투여 총량(누적된 용량)과의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다. 증

상은 이 약의 치료 종료 얼마 후에 나타날 수 있으며 서서히 없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이 약을 장기간 사용하려면 치료 전 및 6개월마다 sensory nerve action potential 

(SNAP)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이러한 모니터링을 할 수 없으면 임상적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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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게 쑤시는 듯한 통증, 무감각, 이상감각이 발생되면 보고하도록 한다. 환자들은 손과 

발의 무감각, 따끔거림, 또는 통증과 같은 말초신경병증의 징후 및 증상에 해 매 월 질문 

및 임상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말초신경병증이 관찰되면 SNAP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만약 약물로 인한 신경병증임이 확인되면, 더 이상의 손상을 막기 위해 이 약을 중단하는 것

이 필요하다. 신경병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예 : 빈크리스틴, 보르테조밉)은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7) 어지러움 및 기립성 저혈압: 이 약은 어지러움과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다. 환자들은 

누워 있다가 일어설 때 수 분간 똑바로 앉아있도록 한다. 

8) 호중구감소증

호중구감소증이 나타나기 쉬운 골수종환자나 HIV-혈청양성인 환자에서는, 백혈구수 및 백분

율수를 계속 모니터해야 한다, 만약 치료 중에 ANC가 750/㎣ (0.75×109/L) 이하로 떨어지면 

환자들의 처방은 재평가되어야 하며 필요하면 이 약의 투여를 보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9) HIV 혈청양성환자

HIV 혈청양성환자를 상으로 실시한 이 약의 무작위, 위약 조 임상시험에서 혈장 HIV RNA 

수치가 증가하였고, HIV 혈청양성환자를 상으로 두 번째로 실시한 비발표된 임상시험에서

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바이러스 수치 증가에 한 임상적인 중요성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

으나 규명될 때까지 HIV 혈청양성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이 약을 투여한 후 

1개월 및 3개월째에 바이러스 수치를 측정하고, 그 이후에는 3개월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임산부

2)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다만, 체치료제가 없는 경우,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충분하게 주의사항을 알려 임

신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투여한다.  임신가능성이 있는 여성 환자는 임신진단 검사를 받아

야 한다(감도는 최소 25mlU/mL). 첫 번째 검사는 이 약 투여시작 10-14일 이내에, 두 번째 

검사는 탈리도마이드 투여 시작 24시간 이내에, 그 후에는 매달 임신검사를 실시한다. 환자의 

월경예정일이 지났거나 생리출혈에 이상소견이 보이면 임신진단 검사를 하고 전문가의 상담

을 받아야 한다. 만일 임신이 되면 이 약 복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는 

정  검사를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진찰 받아야 한다. 

3) 적절한 피임을 할 수 없거나 사용할 의사가 없는 남성

4) 중증 호중구 감소증 환자 : 호중구수(Absolute Neutrophil Count, ANC) 750/㎣(0.75×109/L) 

이하인 환자

5) 12세 미만의 환자

6) 이 약 또는 이 약의 다른 성분에 과민성이 있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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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

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ENL의 치료에 경험이 있는 나병 전문의 또는 재발성 또는 난치성 다발성골수종의 치료에 경

험이 있는 종양학, 혈액학 전문의만이 환자에게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할 수 있다. 

2) 환자들(또는 환자 보호자)은 이 약의 사용에 관하여 위해관리프로그램에 따라 개인별로 서명

한 서면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명한 서면동의서는 이 약이 야기할 수 있는 위해의 가능성

과 정도를 이해하고 왜 임신을 피해야 하는지(또한 필요한 경우 적절한 피임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해하며, 이 약의 치료효과의 한계(이 약의 치료 실패의 가능성 포함) 및 다른 체 

치료법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적절한 상담 및 정보가 환자의 성적 파트너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 환자들은 이 약을 복용할 때 알아야 하는 이 약의 위험성과 사용상의 주의

사항에 하여 매 달 상담 받아야 한다.

3) 혈전형성

혈전증의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진 질환(예, 골수종환자에서 파라프로테인수치가 

높고 점도가 높은 경우)으로 저용량의 항응고제를 투여받는 환자, 혈전을 생성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약을 투여받는 환자, 혈전증의 다른 위험인자(예, 부동화; immobilization)가 

있는 환자에게 투여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4) 이 약의 투여와 관련하여 서맥이 보고되었다. 이 경우 의학적 처치가 요구된 것이었다. 몇몇 

이 약의 치료환자에게서 보고된 서맥의 임상적 유효성과 원인은 현재 알려지지 않았다.

5) 탈리도마이드에 한 과민반응이 보고되었다. 증상은 반점 구진상 발진이며, 열, 빈맥, 저혈압

을 동반하기도 한다. 증상이 심하면 약의 복용을 중단한다.

6) 발작 : 임상시험에서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전신 간 성/강직성 경련을 포함하는 발작이 이 

약을 사용한 환자에서 보고되었다. 부분의 환자는 발작이 일어날 수 있는 질환을 갖고 있었

고, 현재 이 약이 간질을 일으키는 약물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약으로 치료하는 동안, 

발작을 경험한 병력이 있는 환자들 또는 발작이 생길 수 있는 다른 위험 요인들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급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임상적 변화에 해 면 히 관찰되어야 한다. 

7) 피부 반응 : 스티븐슨-존슨 증후군을 포함해서 치명적일 수 있는 중 한 피부 반응들이 보고

되었다. 피부 발진이 생기면 이 약을 중단해야 한다. HIV 환자와 같은 일부 치료군에서 재치

료는 열, 빈맥, 저혈압, 발진과 같은 심각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만약 이 약으로 인

한 발진이 박리성, 자반성, 수포성이거나 스티븐슨-존슨 증후군 또는 중독성 표피괴사증이 의

심되면 이 약의 사용이 재개되어서는 안 된다. 

8) 갑상선기능저하증이 보고되었으므로 갑상선 기능을 모니터링할 것이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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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 덱사메타손 (102명) 
[환자수 (%)]

덱사메타손 단독 투여 (102명)
[환자수 (%)] 

모든 경우 등급 3 등급 4 모든 경우 등급 3 등급 4

사/실험실 97(95.1) 30(29.4) 15(14.7) 96(94.1) 28(27.5) 6(5.9)

고혈당증 74(72.5) 12(11.8) 4(3.9) 81(79.4) 17(16.7) 2(2.0)

저칼슘혈증 73(71.6) 9(8.8) 6(5.9) 60(58.8) 4(3.9) 1(1.0)

저나트륨혈증 44(43.1) 11(10.8) 2(2.0) 49(48.0) 13(12.7) 2(2.0)

저칼륨혈증 23(22.5) 4(3.9) 1(1.0) 23(22.5) 0(0.0) 1(1.0)

고칼륨혈증 19(18.6) 1(1.0) 2(2.0) 20(19.6) 2(2.0) 0(0.0)

신경계 92(90.2) 27(26.5) 5(4.9) 76(74.5) 15(14.7) 4(3.9)

신경병-감각기관 55(53.9) 3(2.9) 1(1.0) 28(27.5) 1(1.0) 0(0.0)

혼돈 29(28.4) 6(5.9) 3(2.9) 12(11.8) 2(2.0) 3(2.9)

걱정/흥분 26(25.5) 1(1.0) 0(0.0) 14(13.7) 3(2.9) 0(0.0)

9) 상처 치유능의 손상 : 이 약의 항맥관형성 작용이 상처치유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제기되

었다. 이 약은 상처치유가 중요한 수술 후, 7일 이내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10) 약물남용과 의존 : 육체적 정신적 의존성은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에서 보고된 적 없다. 

그러나 다른 신경안정제, 수면제들과 같이 이 약을 과량 복용한 환자들에게서 이 약의 최면

효과 때문에 환각을 일으킨다고 보고되어 있다.

4. 이상반응

가장 흔히 관찰되는 이 약의 이상반응은 변비, 기면, 무력증이다. 기타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 

약의 이상반응은 감각 말초신경병증, 기립성저혈압, 호중구감소증, 스티븐슨-존슨 증후군 및 중독

성 표피괴사증과 같은 심각한 피부이상반응, 두통, 발진, 호산구증가증, 말초부종, 호흡곤란, 어지러

움, 저혈압, 서맥, 증후성 갑상선부전증, 혈소판수의 증가 혹은 감소, 빈혈, HIV환자에서 HIV바이

러스 수 증가 등이 있다. 

1) 다발성골수종 조 임상에서의 약물이상반응

무작위 임상에서 이 약을 복용한 204명의 환자에 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1>은 매우 

빈번-긴급한 증후와 증상(10% 이상 발생)에 한 이상반응 사례이다. 가장 빈번한 약물이상

반응은 변비, 말초신경병증, 혼동, 저칼슘혈증, 부종, 호흡곤란, 혈전증/색전증 그리고 발적/

박리 등이다. 환자의 20% 이상에서 발생하고, 이 약과 덱사메타손 병용투여 환자가 덱사메타

손 단독투여 환자보다 10% 이상의 빈도를 보인다. 환자의 23%(47명/204명)에서 약물이상반

응은 중단되었으며, 이 중 덱사메타손 병용투여군의 환자가 30%(31명/102명), 덱사메타손 단

독투여 환자가 16%(16명/102명)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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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 덱사메타손 (102명) 
[환자수 (%)]

덱사메타손 단독 투여 (102명)
[환자수 (%)] 

모든 경우 등급 3 등급 4 모든 경우 등급 3 등급 4

진전 26(25.5) 1(1.0) 0(0.0) 6(5.9) 0(0.0) 0(0.0)

불면증 23(22.5) 0(0.0) 0(0.0) 48(47.1) 5(4.9) 0(0.0)

우울증 22(21.6) 2(2.0) 0(0.0) 24(23.5) 1(1.0) 0(0.0)

신경병-운동신경 22(21.6) 7(6.9) 1(1.0) 16(15.7) 5(4.9) 1(1.0)

현기증/시야몽롱 20(19.6) 1(1.0) 0(0.0) 14(13.7) 0(0.0) 0(0.0)

체질적 증상 91(89.2) 17(16.7) 3(2.9) 84(82.4) 15(14.7) 2(2.0)

피곤 81(79.4) 14(13.7) 3(2.9) 72(70.6) 12(11.8) 2(2.0)

발열 24(23.5) 1(1.0) 0(0.0) 20(19.6) 3(2.9) 0(0.0)

체중감소 23(22.5 1(1.0) 0(0.0) 21(20.6) 2(2.0) 0(0.0)

체중증가 22(21.6) 1(1.0) 0(0.0) 13(12.7) 0(0.0) 0(0.0)

혈액/골수계 88(86.3) 25(24.5) 9(8.8) 96(94.1) 10(9.8) 10(9.8)

헤모글로빈(감소) 79(77.5) 13(12.7) 3(2.9) 88(86.3) 5(4.9) 1(1.0)

백혈구(감소) 36(35.3) 6(5.9) 1(1.0) 30(29.4) 1(1.0) 2(2.0)

호중구(감소) 32(31.4) 8(7.8) 5(4.9) 24(23.5) 3(2.9) 8(7.8)

혈소판(감소) 24(23.5) 2(2.0) 2(2.0) 34(33.3) 3(2.9) 0(0.0)

소화기계 83(81.4) 19(18.6) 3(2.9) 70(68.6) 8(7.8) 0(0.0)

변비 56(54.9) 8(7.8) 0(0.0) 29(28.4) 1(1.0) 0(0.0)

식욕부진 29(28.4) 4(3.9) 0(0.0) 25(24.5) 2(2.0) 0(0.0)

오심 29(28.4) 5(4.9) 0(0.0) 23(22.5) 1(1.0) 0(0.0)

구토 12(11.8) 2(2.0) 0(0.0) 12(11.8) 1(1.0) 0(0.0)

설사 12(11.8) 1(1.0) 0(0.0) 17(16.7) 3(2.9) 0(0.0)

소화불량 8(7.8) 1(1.0) 0(0.0) 19(18.6) 1(1.0) 0(0.0)

심혈관계 70(68.6) 24(23.5) 14(13.7) 60(58.8) 17(16.7) 5(4.9)

부종 58(56.9) 6(5.9) 0(0.0) 47(46.1) 4(3.9) 0(0.0)

혈전증/색전증 23(22.5) 13(12.7) 9(8.8) 5(4.9) 3(2.9) 2(2.0)

저혈압 16(15.7) 7(6.9) 2(2.0) 15(14.7) 2(2.0) 3(2.9)

고혈압 11(10.8) 1(1.0) 0(0.0) 12(11.8) 9(8.8) 0(0.0)

통증 64(62.7) 8(7.8) 2(2.0) 66(64.7) 15(14.7) 0(0.0)

뼈의 통증 31(30.4) 3(2.9) 2(2.0) 37(36.3) 11(10.8) 0(0.0)

통증-기타 25(24.5) 4(3.9) 0(0.0) 26(25.5) 3(2.9) 0(0.0)

두통 20(19.6) 3(2.9) 0(0.0) 23(22.5) 0(0.0) 0(0.0)

근육통 17(16.7) 0(0.0) 0(0.0) 14(13.7) 1(1.0) 0(0.0)

관절통 13(12.7) 0(0.0) 0(0.0) 10(9.8) 2(2.0) 0(0.0)

호흡기계 52(52.0) 15(14.7) 6(5.9) 51(50.0) 15(14.7) 5(4.7)

호흡곤란 43(42.2) 10(9.8) 3(2.9) 32(31.4) 12(11.3) 4(3.9)

기침 15(14.7) 0(0.0) 0(0.0) 19(18.6) 0(0.0) 0(0.0)

피부병/피부 48(47.1) 5(4.7) 1(1.0) 35(34.3) 2(2.0) 0(0.0)

발적/박리 31(30.4) 4(3.9) 1(1.0) 18(17.6) 2(2.0) 0(0.0)

피부 건조 21(20.6) 0(0.0) 0(0.0) 11(10.8) 0(0.0) 0(0.0)

간 47(46.1) 5(4.9) 2(2.0) 45(44.1) 3(2.9) 1(1.0)

Alkaline

phosphate 증가
27(26.5) 0(0.0) 0(0.0) 29(28.4) 1(1.0) 0(0.0)

SGOT(증가) 25(24.5) 1(1.0) 1(1.0) 24(23.5) 1(1.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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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결절홍반 환자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환자수,(%)]

3명 이상의 HIV 혈청양성환자에서 발생한 이상반응 
[환자수,(%)]

탈리도마이드 
50~300mg/day (24명)

탈리도마이드 
100mg/day

(36명)

탈리도마이드 
200mg/day

(32명)

위약투여군
(35명)

전신증상 16(66.7%) 18(50.0%) 19(59.4%) 13(37.1%)

복통 1(4.2%) 1(2.8%) 1(3.1%) 4(11.4%)

우연한 부상 1(4.2%) 2(5.6%) 0 1(2.9%)

무력증 2(8.3%) 2(5.6%) 7(21.9%) 1(2.9%)

요통 1(4.2%) 2(5.6%) 0 0

오한 1(4.2%) 0 3(9.4%) 4(11.4%)

안면부종 1(4.2%) 0 0 0

발열 0 7(19.4%) 7(21.9%) 6(17.1%)

두통 3(12.5%) 6(16.7%) 6(18.7%) 4(11.4%)

감염 0 3(8.3%) 2(6.3%) 1(2.9%)

권태 2(8.3%) 0 0 0

목통증 1(4.2%) 0 0 0

목경직 1(4.2%) 0 0 0

통증 2(8.3%) 0 1(3.1%) 2(5.7%)

소화기계 5(20.8%) 16(44.4%) 16(50.0%) 15(42.9%)

식욕부진 0 1(2.8%) 3(9.4%) 2(5.7%)

이 약 + 덱사메타손 (102명) 
[환자수 (%)]

덱사메타손 단독 투여 (102명)
[환자수 (%)] 

모든 경우 등급 3 등급 4 모든 경우 등급 3 등급 4

빌리루빈(증가) 14(13.7) 1(1.0) 1(1.0) 10(9.8) 1(1.0) 1(1.0)

신장/비뇨생식계 43(42.2) 3(2.9) 3(2.9) 49(48.0) 4(3.9) 3(2.9)

크레아티닌 36(35.3) 1(1.0) 1(1.0) 43(42.2) 2(2.0) 2(2.0)

근골격계 42(40.2) 8(7.8) 2(2.0) 41(40.2) 11(10.8) 3(2.9)

근무력 41(40.2) 6(5.9) 1(1.0) 38(37.3) 10(9.8) 3(2.9)

감염/발열, 

호중구감소증
23(22.5) 5(4.9) 2(2.0) 28(27.5) 6(5.9) 6(5.9)

호중구감소증

없는 감염
19(17.8) 4(3.9) 1(1.0) 18(17.6) 4(3.9) 2(2.0)

2) ENL 조임상시험에서의 이상반응

나성결절홍반 환자를 상으로 실시한 조임상시험 나타난 이상반응의 정도는 경증 내지 중

등증이었으며 투여를 중단한 사례는 없었다. 또한 HIV 혈청양성 환자를 상으로 8주간 실시

한 위약 조임상시험에서 3명 이상의 환자에서 발생한 이상반응을 아래 표에 포함하여 기술

하였다. 위약 투여군에서 더 많이 발생한 이상반응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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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결절홍반 환자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환자수,(%)]

3명 이상의 HIV 혈청양성환자에서 발생한 이상반응 
[환자수,(%)]

탈리도마이드 
50~300mg/day (24명)

탈리도마이드 
100mg/day

(36명)

탈리도마이드 
200mg/day

(32명)

위약투여군
(35명)

변비 1(4.2%) 1(2.8%) 3(9.4%) 0

설사 1(4.2%) 4(11.1%) 6(18.7%) 6(17.1%)

구강건조 0 3(8.3%) 3(9.4%) 2(5.7%)

헛배부름 0 3(8.3%) 0 2(5.7%)

간기능수치이상 0 0 3(9.4%) 0

오심 1(4.2%) 0 4(12.5%) 1(2.9%)

구강모닐리아증 1(4.2%) 4(11.1%) 2(6.3%) 0

치통 1(4.2%) 0 0 0

혈액 및 임파계 0 8(22.2%) 13(40.6%) 10(28.6%)

빈혈 0 2(5.6%) 4(12.5%) 3(8.6%)

백혈구감소증 0 6(16.7%) 8(25.0%) 3(8.6%)

임파선증 0 2(5.6%) 4(12.5%) 3(8.6%)

사 및 내분비계 1(4.2%) 8(22.2%) 12(37.5%) 8(22.9%)

말초부종 1(4.2%) 3(8.3%) 1(3.1%) 0

고지혈증 0 2(5.6%) 3(9.4%) 1(2.9%)

SGOT 상승 0 1(2.8%) 4(12.5%) 2(5.7%)

신경계 13(54.2%) 19(52.8%) 18(56.3%) 12(34.3%)

초조 0 0 3(9.4%) 0

현기증 1(4.2%) 7(19.4%) 6(18.7%) 0

불면 0 0 3(9.4%) 2(5.7%)

신경과민 0 1(2.8%) 3(9.4%) 0

신경병증 0 3(8.3%) 0 0

지각이상 0 2(5.6%) 5(15.6%) 4(11.4%)

졸림 9(37.5%) 13(36.1%) 12(37.5%) 4(11.4%)

진전 1(4.2%) 0 0 0

어지러움 2(8.3%) 0 0 0

호흡기계 3(12.5%) 9(25.0%) 6(18.7%) 9(25.7%)

인두염 1(4.2%) 3(8.3%) 2(6.3%) 2(5.7%)

비염 1(4.2%) 0 0 4(11.4%)

부비강염 1(4.2%) 3(8.3%) 1(3.1%) 2(5.7%)

피부 및 피하조직 10(41.7%) 17(47.2%) 18(56.3%) 19(54.3%)

여드름 0 4(11.1%) 1(3.1%) 0

진균성 피부염 1(4.2%) 2(5.6%) 3(9.4%) 0

손발톱장애 1(4.2%) 0 1(3.1%) 0

가려움증 2(8.3%) 1(2.8%) 2(6.3%) 2(5.7%)

발진 5(20.8%) 9(20.5%) 8(25.0%) 11(31.4%)

반점상 구진성 발진 1(4.2%) 6(16.7%) 6(18.7%) 2(5.7%)

발한 0 0 4(12.5%) 4(11.4%)

비뇨생식기계 2(8.3%) 6(16.7%) 2(6.3%) 4(11.4%)

알부민뇨증 0 3(8.3%) 1(3.1%)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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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결절홍반 환자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환자수,(%)]

3명 이상의 HIV 혈청양성환자에서 발생한 이상반응 
[환자수,(%)]

탈리도마이드 
50~300mg/day (24명)

탈리도마이드 
100mg/day

(36명)

탈리도마이드 
200mg/day

(32명)

위약투여군
(35명)

혈뇨 0 4(11.1%) 0 1(2.9%)

발기부전 2(8.3%) 1(2.8%) 0 0

3) 나성결절성홍반 환자에서 관찰된 기타 이상반응 : 나성결절홍반환자 1,465명을 상으로 미

국에서 19년 동안 이 약을 최  1일 400mg까지 투여한 연구와 나성결절홍반환자 1,678명을 

상으로 기술된 문헌에서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나타난 이상반응을 유사한 것끼리 

그룹화 하여 기술하였는데 상기 표에 기술되었던 조임상시험에서 나타난 이상반응은 제외

하였다. 이 자료는 비비교임상시험에서 취합한 이상반응이기 때문에 이 약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 전신증상 : 복부비 , 발열, 광과민성, 상부사지통증

   • 심혈관계 : 서맥, 고혈압, 저혈압, 말초혈관장애, 빈맥

   • 소화기계 : 식욕부진, 식욕항진/체중증가, 구강건조, 소화불량, 간비 , 트림, 복부팽만감, 

간기능검사치 증가, 장폐색, 구토

   • 혈액 및 임파계 : 적혈구침강속도 감소, 호산구증다증, 과립구감소증, 저색소빈혈, 백혈병, 

백혈구증다증, 백혈구감소증, 평균혈구용적 증가, 적혈구 이상, 비장 촉진, 혈소판 감소증

   • 사 및 내분비계 : 항이뇨호르몬 이상, 아 로이드증, 빌리루빈혈증, BUN 증가, 크레아티

닌 증가, 청색증, 당뇨병, 부종, 전해질 이상, 고혈당증, 고칼륨혈증, 고요산혈증, 저칼슘혈

증, 저단백혈증, LDH 증가, 인수치감소, SGPT 증가

   • 근골격계 : 관절염, 골압통, 과다근육긴장증, 관절장애, 다리경련, 근통, 근육무력증, 골막장애

   • 신경계 : 비정상적인 사고, 초조, 건망증, 불안, 작열통, 입주위 감각이상, 혼돈, 우울, 다행

증, 지각과민증, 불면, 신경과민, 신경통, 신경염, 신경병증, 감각이상, 말초신경염, 정신병, 

혈관확장

   • 호흡기계 : 기침, 폐기종, 비출혈, 폐색전, 수포음, 상기도감염, 변성

   • 피부 및 피하조직 : 여드름, 탈모, 피부건조, 습진성 발진, 표피박리성 피부염, 비늘증, 모낭

주위비후, 피부괴사, 지루, 발한, 두드러기, 수포성 발진

   • 특수 감각계 : 약시, 청각상실, 안구건조, 안구통증, 이명

   • 비뇨생식기계 : 크레아티닌청소율 감소, 혈뇨, 고환염, 단백뇨, 농뇨, 빈뇨

4) HIV 혈청양성환자에서 관찰된 기타 이상반응 : HIV 혈청양성환자 1,465명을 상으로 실시

한 비비교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투여하여 보고된 이상반응을 그룹화 하였는데 상기 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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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되었거나 이미 언급된 부작용은 제외하였다.

   • 전신반응 : 복수, AIDS, 알레르기반응, 봉와직염, 흉통, 오한 및 발열, 낭종, CD4 수치 감

소, 안면부종, 독감증후군, 헤르니아, 호르몬 수치 변화, 모닐리아증, 광과민증, 육종, 패혈

증, 바이러스감염증

   • 심혈관계 : 협심증, 부정맥, 심방세동, 서맥, 뇌허혈, 뇌혈관장애, 울혈성 심부전, 심부 혈전

성정맥염, 심장마비, 심부전, 고혈압, 저혈압, 청진잡음, 심근경색, 심계항진, 심막염, 말초

혈관장애, 체위성 저혈압, 실신, 빈맥, 혈전성 정맥염, 혈전증

   • 소화기계 : 담관염, 담즙정체황달, 장염, 소화불량, 연하곤란, 식도염, 위장염, 위장관장

애, 위장관출혈, 치은장애, 간염, 췌장염, 이하선비 , 치주염, 구내염, 혀변색, 치아장애

   • 혈액 및 임파계 : 재생불량성 빈혈, 적혈구빈혈, 거 적아구성 빈혈, 소적혈구 빈혈

   • 사 및 내분비계 : 비타민결핍증, 빌리루빈혈증, 탈수증, 고콜레스테롤혈증, 저혈당증, 알

칼리성 포스파타제 증가, 리파제 증가, 혈청크레아티닌 증가, 말초부종

   • 근골격근계 : 근통, 근무력증

   • 신경계 : 비정상적인 보행, 운동실조, 성욕감퇴, 반사기능 감소, 치매, 이상감각증, 운동장애, 

감정 불안정, 적개심, 통각감퇴증, 과운동증, 협동운동실조, 뇌수막염, 신경장애, 진전, 현훈

   • 호흡기계 : 무호흡증, 기관지염, 폐장애, 폐부종, 폐렴(Peumocystiscarnii 폐렴 포함), 비염

   • 피부 및 피하조직 : 혈관부종, 양성 피부신생물, 습진, 단순포진, 불완전 스티븐스-존슨 증

후군, 손발톱장애, 소양증, 건선, 피부변색, 피부장애

   • 특수감각계 : 결막염, 눈장애, 유루장애, 망막염, 미각 도착증

5) 발표된 논문 및 기타 자료에서 보고된 기타 이상반응 :  급성 신부전, 무월경, 아프타성 구내

염, 담관폐색, 손목굴증후군, 만성 골수성 백혈병, 복시, 이상감각증, 호흡곤란, 유뇨증, 결절

성 홍반, 적혈백혈병, 족하수, 유루증, 여성형 유방, 숙취효과, 저마그네슘혈증, 갑상선기능저

하증, 임파부종, 임파구감소증, 자궁출혈, 편두통, 점액수종, 결절경화성호지킨병, 안구진탕, 

핍뇨, 범혈구감소증, 점상출혈, 자반병, 레이노증후군, 위궤양, 자살기도

6) 주요임상시험 (Pivotal Studies)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나 시판후 경험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독

성표피괴사용해, 장폐쇄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성기능장애, 종양용해증후군, 위장 천공, 과민

질환, 난청, 신부전증, 심근경색 및 피킨슨병의 악화

5. 일반적 주의사항

1) 이 약은 다음과 같은 위해 관리 프로그램에 의하여 약물의 처방, 공급, 조제, 투약이 관리 

되어야 한다.

투약 환자를 다음의 위험 범주로 구분하여 임신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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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임 여성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 비-가임 여성 (임신 가능성이 없는 여성)

   – 남성

  (1) 가임 여성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탈리도마이드의 잠재적인 최기형성 위험이 있으므로 태아 노출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가

임 여성 (무월경 상태이더라도)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탈리도마이드 치료 4주 전부터, 치료를 받는 동안, 용량 투여를 일시 중단한 동안, 그리고 

치료 종료 후 4주 후까지 두가지의 믿을 수 있는 피임법을 사용한다. 또는 철저하고 지속

적인 금욕을 약속한다.

임신 상태가 아님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임 여성은 탈리도마이드 치료를 시작하기 전, 치

료를 실시하는 동안, 그리고 치료 이후, 의학적 관리 하에서 최소 민감도 25IU/mL인 임신 

검사에서 음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 1차 검사는 탈리도마이드 치료 시작 전 10-14일 전에, 2차 검사는 치료 시작 전 24시간 

전에 실시해야 한다.

    · 치료를 실시하는 동안, 임신 검사는 4주 간격으로 실시해야 한다 (난관 불임술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외)

    · 최종 임신 검사는 탈리도마이드 치료 종료 후 4주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

최종 임신 검사일과 최종 처방일 사이에 3일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

효과적인 피임법을 사용하지 않거나 환자가 지속적인 금욕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해당 

환자는 피임을 시작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은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피

임에 한 조언을 받도록 해야 한다.

   ※ 적절한 피임법 

   - 매우 효과적인 방법 : 자궁 내 장치, 호르몬 요법 (호르몬 임플란트, levonorgestrel을 방출

하는 자궁 내 시스템, medroxyprogesterone acetate 데포 주사, 배란 억제 progesterone 

함유 정제), 난관 결찰술, 남성의 정관절제술

   - 효과적인 방법 : 남성의 콘돔 사용, 격막법, 자궁경부 캡

탈리도마이드와 덱사메타손을 복용하는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서 정맥 혈관 색전증의 위험

이 증가하였으므로, 복합 경구용 피임제의 복용은 권고되지 않는다.

환자는 탈리도마이드를 투여받는 동안 임신이 발생하는 경우 치료를 중단하고 담당 의사에

게 즉시 알려야 함을 교육해야 한다.

  (2) 비-가임 여성 (임신 가능성이 없는 여성)

다음에 해당되는 여성은 임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임신 검사를 실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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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법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

   · 자궁적출술 또는 양측 난소 절제술을 받은 여성

   · 환자가 최소 연속 24개월 동안 자연적으로 폐경 된 상태인 경우 (즉, 지난 24개월 동안 

계속해서 월경을 하지 않은 경우. 단, 항암 치료 후 무월경인 경우에는 임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

주치의는 해당 환자가 비-가임 여성의 기준을 만족시키는지 여부에 해 조금이라도 불확

실할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의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환자를 의뢰해야 한다. 

  (3) 남성

미량의 탈리도마이드가 정액에서 확인되었으므로 

   · 남성 환자는 파트너가 가임 여성이고 적절한 피임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남성 환자가 

정관절제술을 받았더라도) 치료를 받는 동안, 용량을 일시 중단한 동안, 그리고 치료를 

완료한 후 4주 동안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 남성 환자는 치료를 받는 동안과 탈리도마이드 치료를 중단한 후 4주 동안 정액을 기증해

서는 안된다.

남성 환자에게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하는 동안 또는 탈리도마이드 치료를 중단한 직후 파

트너가 임신을 하는 경우 자신의 주치의에게 즉시 알리도록 교육해야 한다.

2) 탈리도마이드의 피부 또는 흡입을 통한 흡수가 최기형성의 유해사례를 일으키는지에 한 사

항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환자들은 복용전에는 탈리도마이드 캡슐을 블리스터 포장 형태에서 

유지해야하며, 탈리도마이드의 분말형태가 피부에 묻었을 경우, 비누와 물로 즉시 씻어 내도

록 한다.

6. 약물상호작용

1) 이 약은 다른 약물의 진정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 약은 바르비탈산, 알코올, 클로르프로

마진, 리세르핀의 진정효과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약은 모르핀 유도체, 벤조디아

제핀, 기타 항불안약, 수면제, 진정성 항불안제, 신경이완제, 진정성 H1 항히스타민제, 중추성 

항고혈압약 및 바클로펜의 효과를 증가시킨다.

2）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말초신경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들은 주의해서 투여

해야 한다. 

3）독소루비신 : 혈전증 및 혈전색전증의 위험이 증가한 것은 독소루비신 투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4）경구피임약

10명의 건강한 여성에게, 초산노르에친드론 1.0mg 및 에치닐 에스트라디올 75μg을 투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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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르에친드론 및 에치닐 에스트라디올의 약물동태를 연구하였다. 결과는 이 약을 1일 

200mg을 투여한 경우와 투여하지 않은 경우가 항정상태 농도는 유사하였다. 

6) 이 약의 약물 상호작용은 아니지만 중요한 피임약과 상호작용을 하는 약물HIV-프로테아제 

저해제, 그리세오풀빈, 리팜핀, 리파부틴, 페니토인, 카르바마제핀 또는 St. John's Wort와 같

은 생약보조성분과 호르몬성 피임제를 병용하면 피임제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약물 중 하나 이상을 복용해야 하는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두 가지의 효과적인 

피임법을 사용해야 한다. 

7. 임부,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이 약은 인간의 최기성 약물로 알려져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신 중인 여성 또는 두 

가지 효과적인 피임법을 사용하지 않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절  투여해서는 안 

된다. 임산부가 1회 용량만 복용해도 선천성기형을 일으킬 수 있다. 

2) 이 약은 이 약을 복용하는 남성의 정액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파트너가 임신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임법을 사용해야 한다.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한 남성의 정액에 의한 태아에 미치는 

위험은 알려지지 않았다.

3) 여성 환자 또는 남성 환자의 여성파트너가 월경예정일이 지났거나 출혈에 이상이 있거나, 임

신한 것으로 의심되면 임신테스트와 상담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환자가 

임신하면 즉시 약물의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

4) 임신한 암컷토끼를 상으로 출생전후 생식발생 독성시험이 수행되었으며 약물과 관련한 유

산의 빈도나 태자독성이 30mg/kg/day (체표면적에 근거한 사람에 한 최 용량 의 약 1.5

배)의 저용량과 고용량에서 증가 하였다. 수유하는 암컷 토끼의 경구용량(≥150mg/kg/day, 

체표면적에 근거한 사람에 한 최 용량 의 약 7.5배)에서 신생아 사망률이 증가하였으며 

학습 및 기억능력 등을 포함하는 발달장애는 나타나지 않았다.

5) 수유부에서의 사용 : 이 약이 유즙으로 배설되는 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약을 복용하는 

여성은 모유 수유를 해서는 안 된다.

8. 소아에 대한 투여

12세 미만의 환자에 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9. 고령자 및 신기능 및 간기능 저하환자에 대한 투여

1) 건강한 지원자를 상으로 한 약물동태 분석에서 연령과 관련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신기능 및 간기능 부전 환자를 위한 특정 용량은 확립되지 않았지만, 신기능부전은 다발성골

수종환자에서 흔한 합병증의 하나이고, 성인 추천용량은 신기능 부전인 환자를 포함한 환자군

에서 확립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장 또는 간장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에서 약물의 용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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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약성 및 독성을 관찰하여 정해져야 하며 내약 용량 중 가장 높은 용량이 선택되어야 한다.

10. 과량투여시의 처치

3건의 과량 복용례가 보고되었고 용량은 14.4g이었다. 사망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과량 복용한 

환자 모두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다. 

11. 운전 및 기계조작능력에 대한 영향

이 약은 진정, 졸음, 기면,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작용이 나타나면,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운전이나 기계의 사용, 위험한 업무수행을 하지 않도록 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2. 적용상의 주의 

1) 심각한 최기형의 가능성 때문에, 이 약에 노출될 태아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해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 약의 처방, 조제, 투약은 동 프로그램의 유통 관리 시스템에 따른다. 

환자에게 탈리도마이드를 처방하고자 하는 의사 및 조제하고자 하는 약사는 제조사로부터 이 

프로그램에 한 자세한 정보를 받아야한다.

2)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할 것 

3) 제품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이 경과된 약은 복용하지 말 것.

13. 기타

1) 암수 마우스와 랫트를 상으로 2년간의 발암성 연구가 진행되었다. 암수 마우스에 하여 

3,000mg/kg/day의 최고 용량(체표면적에 따른 사람의 일일 최고 권장용량의 38배), 암컷 랫

트에 하여 3,000mg/kg/day(체표면적에 따른 사람의 일이 최고 용량의 75배), 수컷 랫트에 

하여 300mg/kg/day(체표면적에 따른 사람의 일일 최고 용량의 7.5배)에서 발암과 관련된 

보고가 없었다.

2) 이 약은 Ames bacteria(S.typhimurim and E.coli), Chinese hamster 난소세포(AS52/XPRT), 

in vivo mouse-micronuleus test에서 돌연변이성이나 유전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3) 불임 연구는 암수 토끼에서 진행되었다. 암컷 토끼에서 최고 100mg/kg/day의 용량과 수컷 

토끼에서 최고 500mg/kg/day( 략 체표면적에 따른 사람의 일일 최고 용량의 5배에서 25배)

의 용량을 포함한 어떠한 경구 투여의 이 약의 용량에서도 불임과 관련된 효과는 없었다. 고

환과 조직의 병리적인 효과는 수컷 토끼에서 30mg/kg/day 이하의 용량( 략 체표면적에 따

른 사람의 일일 최고용량의 1.5배 정도)에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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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제이앤코리아 탈로다캡슐50 리그램(탈리도마이드) 수입

2 ㈜제이앤피코리아 탈로다캡슐100 리그램(탈리도마이드) 수입

3 세엘진(유) 세엘진탈리도마이드캡슐50 리그램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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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롬페리돌 단일제 (경구, 주사)
(Bromperidol)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외국에서 실시된 인지증에 관련된 정신병증상(승인 외 효능․효과)를 지닌 고령의 환자를 상으

로 한 17가지 임상 시험에서 비정형 항정신병약 투여군은 위약(placebo) 투여군과 비교하여 사망

률이 1.6~1.7배 높았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외국에서의 관찰조사에서 정형 항정신병약도 비정형 

항정신병약과 마찬가지로 사망률 상승에 관여한다는 보고가 있다.

뇌혈관 질환 이상반응 위험 증가 : 일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치매환자에 한 

무작위, 위약 조 임상 시험 결과 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세 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브롬페리돌 단일제 (경구, 주사) (Bromperidol)

 분류 번호 ∙ [01170] 정신신경용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정보 사항 ∙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항목

  -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항목에 “임신 3기에 항정신병

약을 복용한 임부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추체외로장애 및/

또는 금단 증상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신생아에게 

초조, 근육긴장항진, 근육긴장저하, 진전, 졸음, 호흡곤란, 

섭식장애가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증상은 그 중증도에 있어

서 다양했다. 일부 경우 이러한 증상들은 스스로 조절되었으

나 다른 경우의 신생아들은 장기 입원 및 중환자실에서의 치

료를 요하였다.” 추가하는 등 변경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142호, 2012. 1.13.)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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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른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거나 다른 환자군에 사

용할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약을 뇌졸중 위험요소를 

가진 환자에게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맥혈전증 위험 : 항정신병 약물 사용시 이상반응으로 정맥혈전증이 보고된 바 있다.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 받은 환자들에서 정맥혈전증에 한 후천적 위험요소가 자주 나타남에 따라 이 약을 

사용하기 전과 사용하는 중에 정맥혈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를 확인해야 하며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부티로페논계 약물 및 그 유사화합물에 과민증 환자

2) 혼수상태 환자 

3) 급성 알코올중독 환자

4) 바르비탈계 약물, 마취제 등 중추신경억제제의 강한 영향하에 있는 환자

5) 중증의 심부전 환자(심근에 한 장애작용, 혈압저하가 보고되어 있다.)

6) 우울증 환자

7) 기관지폐렴 환자

8) 뇌저신경절손상 환자

9) 파킨슨병 환자(추체외로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10) 에피네프린을 투여중인 환자  

11)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및 수유부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간·신장애 환자

2) 심혈관질환, 저혈압 또는 이러한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일시적인 혈압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3) 간질 등의 경련성 질환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경련역치를 저하시킬 수 있다.)

4) 갑상선기능 항진증·저하증 환자

5) 항혈액응고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

6) 과민증 또는 약물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7) 유·소아

8) 탈수·영양불량상태 등을 수반하는 신체적 피폐가 있는 환자

9) 크롬친화세포종 환자

10) 프롤락틴의존성 종양 환자

11) 협우각형 녹내장 환자

12) 중증의 근무력증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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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립선비  환자

4. 이상반응

1) 순환기계 : 심전도이상(QT간격의 연장, T파의 변화 등), 혈압저하, 고혈압, 빈맥, 심실성 빈맥

(torsades de pointes를 포함)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량 또는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또한 혈전색전증(폐색전증과 

심부정맥혈전증 포함. 빈도불명)이 나타날 수 있다.

2) 간장 : 황달, 간염, 담즙울체, 간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3) 혈액 : 빈혈, 백혈구증가증/감소증, 무과립구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4) 추체외로증상 : 급성 근긴장이상(안구운동발작 등), 사경(torticollis), 개구불능, 연하곤란, 파

킨슨증후성 강직, 진전, 운동불능, 정좌불능 등의 증상이 보고되어 있고 보통 치료초기에 나

타나지만 장기투여시에도 나타난다. 중증의 경우에는 항파킨슨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처치

를 한다(항파킨슨제는 중독성 착란상태의 발현 및 항콜린성 부작용을 증가시키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5) 지발성 운동장애 : 항정신병약의 장기투여시 나타나는 비가역적 불수의적인 상동성 운동장애

증후군으로서 저용량으로 단기간 투여시에도 나타나고 투여중지 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 고령

자(특히 여자)와 뇌손상 환자, 기분장애가 있을때 발생위험도가 높지만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

나고 만일 지발성 운동장애가 나타나면 투여를 중지한다. 항파킨슨제 투여로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 확립된 치료법이 알려져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진단하에 최저유효량을 단기간 투여하

도록 고려한다. 또한 항파킨슨제를 갑자기 투여중지하면 단기간의 운동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6)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 운동마비, 중증의 근육강직, 연하

곤란, 빈맥, 혈압변화, 발한 등이 나타나고 이러한 증상과 함께 발열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

여를 중지하고 체냉각과 수분보급 등의 전신적 치료와 함께 적절한 처치를 한다. 이 증상의 

발현시에는 백혈구 증가, 혈청 CPK의 상승이 자주 나타나고 미오글로빈뇨증을 수반한 신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고열이 지속되고 의식장애, 호흡곤란, 순환허탈과 탈수증상, 급

성신부전으로 발전해서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다.     

7) 눈 : 시력불선명 등 시각장애, 조절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유사화합물(할로페리돌 등)에

서 장기 또는 량투여에 의해 각막ㆍ수정체의 혼탁, 각막 등의 색소침착이 나타났다는 보고

가 있다.

8) 과민증 : 때때로 발진, 광선과민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9) 소화기계 : 식욕부진, 구역, 구토, 가슴쓰림, 위부불쾌감, 복부팽만감, 소화불량, 변비, 설사 등

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유사화합물(할로페리돌 등)에서 드물게 장관마비(식욕부진, 구역, 

구토, 현저한 변비, 복부팽만 또는 이완, 장내용물 울체 등의 증상)를 일으키고, 마비성 장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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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행된 경우가 보고되어 있으므로 장관마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10) 내분비계 : 고프롤락틴혈증, 여성유방화, 유즙분비, 월경이상, 체중증가 또는 감소 등이 나타

날 수 있다. 드물게 저나트륨혈증, 저침투압혈증, 요중 나트륨 배설량의 증가, 고장뇨, 경련, 

의식장애 등을 수반하는 항이뇨호르몬분비이상증후군(Syndrome of Inappropriate ADH)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수분섭취제한 등 적절한 처

치를 한다. 

11) 정신신경계 : 수면장애, 초조감, 졸음, 어지러움·비틀거림, 두통·두중, 역설적 반응, 때때

로 지각이상, 성욕의 변화, 경련발작, 드물게 의식장애, 우울, 헛소리 등이 나타날 수 있다.

12) 기타 : 구갈, 무력감, 권태감, 마비감, 코막힘, 발열, 발한, 홍조, 부종, 배뇨장애, 운동실조, 

기립성 조절장애, 전신성홍반성루푸스(SLE)양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5. 일반적 주의

1) 장기 연용시 환자를 주의하여 관찰하고 간기능검사,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다.

2) 졸음, 주의력·집중력·반사운동능력 등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중인 환

자는 자동차운전 등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이 약을 갑자기 투여중지하면 구역, 구토, 불면 등의 급성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감량한다.

4) 이 약은 진토작용이 있어 다른 약물에 기인한 중독, 장폐색, 뇌종양 등에 의한 구토증상을 

은폐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5) 치료초기에서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와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감량하

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6) 파라벤 감수성 환자는 이 약 투여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7) 백혈구감소증, 호중구감소증 및 무과립구증 : 임상시험 및/또는 시판 후 경험에 의하면 항정

신병약물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백혈구감소증/호중구감소증 및 무과립구증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백혈구감소증/호중구감소증의 위험인자로 임상적으로 유의한 기존의 백혈구수 감소 

및 약물에 의한 백혈구감소증/호중구감소증 병력이 포함된다. 임상적으로 유의한 백혈구수 

감소 또는 약물에 의한 백혈구감소증/호중구감소증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치료 초기 몇달

간 총혈구수를 모니터링하고 다른 의심되는 요인 없이 백혈구수가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감소

되는 징후가 처음 관찰되면 이 약의 투여 중지를 고려해야 한다. 임상적으로 유의한 호중구감

소증 환자의 경우 열이나 감염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나는 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고 

해당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치료한다. 중증의 호중구감소증 환자(절 호중구수

<1000/㎣)의 경우 이 약을 중지해야 하고 회복될 때까지 백혈구수를 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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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호작용

1) 바르비탈계 약물, 마취제 등의 중추신경억제제, 수면제, 진정제, 마약성 진통제, 혈압강하제 

또는 항콜린작용을 갖는 약물과의 병용, 유기인살충제와의 접촉, 알코올 섭취에 의하여 상호

작용이 증강될 수 있으므로 감량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

2) 에피네프린과 기타 교감신경흥분제의 작용에 길항하여 혈압강하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구아

네티딘, 클로니딘 등의 교감신경차단제의 혈압강하효과를 역전시키므로 이들약물과 병용투여

하지 않는다.

3) 레보도파의 항파킨슨효과를 저해하므로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4) 삼환계 항우울약의 사 및 당뇨병 조절을 저해할 수 있다.

5) 카르바마제핀, 페노바르비탈과 같은 효소유도약물의 병용으로 이 약의 혈중농도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6) 항파킨슨제와 병용시 이 약의 항콜린작용이 증가되어 지발성 운동장애가 촉진된다.

7) 이 약과 테르페나딘, 아스테미졸을 병용투여시 QT연장, 심실성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8) 신경근차단제의 작용을 연장시킬 수 있다.

9) 리튬과 병용투여시 상호 혈중농도를 상승시켜 부작용(신경독성, 추체외로증상)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10) 메토클로프라미드 및 피페라진과 병용할 경우 추체외로증상의 발현을 증가시킬 수 있다. 

11) 이 약은 제산제, 카페인에 의해 흡수가 저하되어 치료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동물실험에서 태자흡수 증가 등의 태자독성이 보고되어 있고 유사화합물(할로페리돌)에서 기

형발생이 의심되는 증례 및 동물실험에서 기형발생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2) 임신말기 또는 분만중에 항정신병약을 투여한 임부에서 태어난 신생아에 기면, 진전, 과흥분

성이 나타날 수 있다. 

임신 3기에 항정신병약을 복용한 임부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추체외로장애 및/또는 금단 증

상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신생아에게 초조, 근육긴장항진, 근육긴장저하, 진전, 졸

음, 호흡곤란, 섭식장애가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증상은 그 중증도에 있어서 다양했다. 일부 

경우 이러한 증상들은 스스로 조절되었으나 다른 경우의 신생아들은 장기 입원 및 중환자실

에서의 치료를 요하였다.

3) 동물실험에서 유즙중으로 이행이 보여지고 유사화합물(할로페리돌 등)에서 모유중으로의 이

행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투여중에는 수유를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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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아에 대한 투여

소아에 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사용경험이 적다.).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고령자에는 추체외로증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소량부터 투여를 시작하는 등 환자

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한다.

10. 과량투여시의 처치

1) 증상 : 주증상은 저혈압, 진정, 중증의 추체외로증상 등이다. 또한 쇽상태를 일으키는 등의 

중증의 호흡억제 및 저혈압을 수반하는 혼수상태가 일어날 수 있다.

2) 처치 : 특별한 해독제는 없고 증요법과 더불어 유지요법을 한다. 저혈압, 순환허탈이 나타

난 경우에는 수액, 혈압상승제(에피네프린 제외)투여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11. 기타

1) 이 약에 의한 치료중 원인불명의 돌연사가 보고되어 있다.

2) 마우스에 임상최  상용량의 15배(5mg/kg/일)이상을 18개월간 경구투여한 시험에서 유선, 

하수체 등의 종양발생빈도가 조군에 비해 높았다는 보고가 있다.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명인제약(주) 부롬정5 리그람(브롬페리돌) 제조

2 명인제약(주) 부롬정10 리그람(브롬페리돌) 제조

3 한국마이팜(주) 일브롬페리돌정1 리그람 제조

4 한국마이팜(주) 일브롬페리돌정5 리그람 제조

5 한국마이팜(주) 일브롬페리돌정10 리그람 제조

6 한국유니온제약(주) 브롬페린주(브롬페리돌) 제조

7 한성제약(주) 한성브롬페리돌정1 리그람 제조

8 한성제약(주) 한성브롬페리돌정5 리그람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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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난세린 단일제 (경구)
(Blonanserin)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외국에서 실시된 인지증에 관련된 정신병증상(승인 외 효능․효과)를 지닌 고령의 환자를 상

으로 한 17가지 임상 시험에서 비정형 항정신병약 투여군은 위약(placebo) 투여군과 비교하

여 사망률이 1.6~1.7배 높았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외국에서의 관찰조사에서 정형 항정신병

약도 비정형 항정신병약과 마찬가지로 사망률 상승에 관여한다는 보고가 있다.

2) 뇌혈관 질환 이상반응 위험 증가 : 일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치매환자에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블로난세린 단일제 (경구) (Blonanserin)

 분류 번호 ∙ [01170] 정신신경용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정보 사항 ∙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항목

  -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항목에 “임신 3기에 항정신병

약을 복용한 임부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추체외로장애 및/

또는 금단 증상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신생아에게 

초조, 근육긴장항진, 근육긴장저하, 진전, 졸음, 호흡곤란, 

섭식장애가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증상은 그 중증도에 있어

서 다양했다. 일부 경우 이러한 증상들은 스스로 조절되었으

나 다른 경우의 신생아들은 장기 입원 및 중환자실에서의 치

료를 요하였다. 그러므로 임부에게 이 약의 사용은 태아에게 

잠재적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 한해서 투여한

다.” 추가하는 등 변경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142호, 2012. 1.13.)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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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작위, 위약 조 임상 시험 결과 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세 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른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거나 

다른 환자군에 사용할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약

을 뇌졸중 위험요소를 가진 환자에게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정맥혈전증 위험 : 항정신병 약물 사용시 이상반응으로 정맥혈전증이 보고된 바 있다. 항정신

병 약물을 투여 받은 환자들에서 정맥혈전증에 한 후천적 위험요소가 자주 나타남에 따라 

이 약을 사용하기 전과 사용하는 중에 정맥혈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를 확인해

야 하며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혼수상태의 환자 [혼수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

2) 바르비탈산 같은 중추신경계(CNS) 억제제의 강한 영향 하에 있는 환자 [중추신경억제 작용이 

증강된다]

3) 아드레날린, 아졸계 항진균제 또는 HIV protease 억제제를 투여받는 환자 [“약물 상호작용”항 

참고]

4) 이 약의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5)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

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심혈관계 질환, 저혈압 또는 이런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2) 파킨슨병 환자 [추체외로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3) 간질 등의 경련성 질환 또는 이들 질환의 병력이 있는 환자 [경련의 역치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4) 자살시도 또는 자살 관념화 환자 [증상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5) 간장애 환자[약물의 혈중 농도가 증가할 수 있다]

6) 당뇨병, 당뇨병 병력, 당뇨병의 가족력, 고혈당 또는 비만과 같은 당뇨병의 위험 인자를 가진 

환자 [혈당수치가 높아질 수도 있다]

7) 고령자 [“고령자에 한 투여”항 참고]

8) 저체중 신생아, 신생아, 영아, 유아 또는 소아 [“소아에 한 투여”항 참고]

9) 약물 과민증 환자

10) 탈수증 또는 영양결핍으로 인한 신체적 피로상태의 환자 [신경이완악성증후군이 발생할 수

도 있다]

11)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및 수유부



277

2. 안전성 정보처리 현황

4. 이상반응

실험실적 이상반응들을 포함한 이상반응은 이 약의 허가 이전에 실행된 임상시험에서 891명의 

환자중 673명(75.5%)에게서 관찰되었다. 관찰된 주요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 진전, 운동완만, 

침분비 과다 등의 증상을 포함하는 파킨슨 증후군(35.0%); 정좌불능증(24.1%); 불면증(22.4%); 프

로락틴 상승(19.6%); 운동장애(14.0%); 졸음(11.8%); 불안/초조감/화를 잘냄(11.2%)

1)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상반응

  (1) 신경이완 악성증후군(5% 미만)

만약 무동성 무언증(움직이거나 말을 하지 못함), 심각한 근육 강직, 연하곤란, 빈맥, 혈압

변동, 발한 등의 증상이 열을 동반해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단하고 몸을 냉각하

고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신에 한 신체 보호를 함께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 신경이완악성증후군은 백혈구수 증가와 혈청 CK(CPK)의 상승에 의해 

미오글로빈뇨를 동반하는 신장기능의 손상이 자주 나타난다. 의식장애, 호흡곤란, 순환 허

탈, 탈수 또는 급성 신부전을 동반하여 고열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다.

  (2) 지연성 운동장애(5% 미만)

장기투여는 비자발적인 입주변 근육의 움직임을 일으킬 수도 있다. 만일 이러한 증상이 

계속 된다면, 용량을 줄이거나 약의 투여를 중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투여를 중단한 

이후에도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다.

  (3) 마비성 장폐색(빈도는 알려지지 않음)

장의 마비(식욕감퇴, 구역/구토, 심한 설사, 복부 팽만, 무기력, 장내용물의 정체와 같은 

징후와 증상을 포함)는 마비성 장폐색으로 발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비성 장폐색이 관

찰되면 투여의 중단과 같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개를 이용한 동물시험

에서 이 약의 구토억제 작용으로무증상의 구역/구토가 유발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4) 횡문근융해증(빈도는 알려지지 않음)

횡문근융해증은 근육통, 허약한 느낌, CK(CPK) 상승, 혈중 미오글로빈 상승, 뇨중 미오글

로빈 상승등이 관찰되었을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투여 중단과 같은 적절한 요법이 시행

되어야 한다. 또한 관리는 횡문근융해증에 의한 급성 신부전의 발생을 피하도록 주의한다.

  (5) 무과립구증, 백혈구 감소(빈도는 알려지지 않음)

무과립구증, 백혈구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깊게 모니터링한다. 이상이 관찰되면 

투여 중단 등의 적절한 처치가 필요하다.

2) 유사약물에서의 중요한 이상반응

  (1) 항이뇨호르몬부적절분비증후군(SIADH)

다른 항정신병약의 투여는 저나트륨혈증, 저삼투성, 뇨중 나트륨 과분비, 고장뇨, 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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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5% 이상 또는 빈도가 알려지지 

않음(<  > : 빈도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5%

과민반응1) 발진, 습진, 가려움증

심혈관계2)

혈압저하, 기립성 저혈압, 혈압 상승, 심전도 이상(QT

간격의 지체와 T-wave의 변화들), 빈맥, 서맥, 부정맥, 

심실성 기외수축, 상실성 기외수축, 심계항진, 심박수 

감소

추체외로 

증상3)

파킨슨 증후군

(진전, 근육강직, 침분비과다, 

운동불능증, 운동완만, 보행장

애, 가면을 쓴 듯한 무반응한 

얼굴), 정좌불능증, 운동이상증

(구음장애, 연하곤란, 구강근육

과 팔다리의 불수의 운동 등)

근육긴장이상(경직사경, 얼굴연축, 인두연축, 자궁연

축, 안구운동발작, 후궁반장)

간
AST(GOT), ALT(GPT), γ-GTP, LDH, ALP, 빌리루빈 

상승, 간기능 이상

눈 조절장애, 시야흐림

소화기계 변비, 식욕저하, 구역
구토, 식욕증가, 설사, 상복부통증, 복부통증, 위장장

애, 복부팽만, 구순염

내분비계 프로락틴 상승 월경 이상, 유즙분비장애, 사정장애

비뇨기계 배뇨 곤란, 요정체, 요실금, 빈뇨증

의식장애 등의 징후와 증상을 동반하는 항이뇨호르몬부적절분비증후군을 유발한다. 만약 

이러한 징후와 증상들이 계속된다면,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고 수분섭취 제한과 같은 적

절한 치료를 한다.

  (2) 과혈당, 당뇨성 케토산증, 당뇨성 혼수

다른 항정신병약의 투여는 당뇨성 케토산증과 혼수를 일으킬 수도 있는 과혈당, 당뇨병을 

증 시킨다고 보고되어 왔다. 이 약의 투여는 혈당수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목마름, 다음, 다뇨, 빈뇨증과 같은 징후와 증상에 한 신중한 주의를 기울이고 면 하게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또한 혈당수치 모니터링 또는 다른 방법으로 주의깊게 환자를 관

찰하여야 한다. 만일 비정상이 관찰되면,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고 인슐린의 투여와 같은 

적절한 처치를 한다[“신중투여와 일반적인 주의사항”항 참고]

3) 그 외의 이상반응

다음의 이상반응이 관찰된다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용량의 감소 또는 투여 중단과 같은 적절

한 처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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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5% 이상 또는 빈도가 알려지지 

않음(<  > : 빈도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5%

정신신경계

불면증, 불안/초조/화, 졸음, 어

지러움/현기증, 둔한 두통/두

통, 흥분

<손발저림>, <자살 시도>

과진정, 과억제, 우울, 환각/환청, 망상, 피해망상, 수

면장애, 비정상적 행동, 운동과다증, 뇌파(EEG)이상, 

조증 상태, 의식 장애, 감정이상, 언어장애, 수다스러

움, 긴장, 경련

혈액

백혈구 증가, 호중구 증가, 백혈구 감소, 림프구 감소, 

적혈구 증가, 빈혈, 적혈구 감소, 헤보글로빈 감소, 헤

마토크릿 감소, 혈소판 증가, 혈소판 감소, 무정형  림

프구

그 외 전신권태, 목마름, 허약한 느낌

발한, 발열, 체중증가, 체중감소, 가슴통증, 기침, 다음, 

CK(CPK) 상승, 트리글리세라이드 증가, 혈중 콜레스

테롤 상승, 혈중 인슐린 증가, 혈중 인지질 증가, 혈당 

증가, BUN증가, 혈중 총단백질 감소, 혈중 칼륨 증가, 

혈중 칼륨 감소, 혈중 나트륨 감소, 뇨단백질 양성, 뇨 

유로빌린 양성, 뇨당 양성

1) : 만약 비정상이 관찰될 경우, 약물 중단과 같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 이 약을 투여받는 환자의 상태는 주의깊게 관찰되어야 한다.

3) : 명시된 증상들 중 한가지라도 나타나면, 용량을 줄이거나 항파킨슨약을 복용하는 것과 같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4) 혈전색전증(폐색전증과 심부정맥혈전증 포함, 빈도불명)이 나타날 수 있다.

5. 일반적인 주의

1) 졸음, 주의력 ․ 집중력 ․ 반사운동능력 등의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 

중인 환자가 자동차 운전 등과 같은 위험한 기계를 조작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2) 흥분, 과 성, 적개심과 같은 정신분열증의 증상을 악화 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약을 

복용한 환자들의 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악화되면, 체요법 

같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이 약은 간효소에 의해 즉시 사되고, 약물 투여 후 혈중 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으므로, CYP3A4를 강하게 억제하는 약제(아졸계 항진균제 또는 HIV protease 억제제)를 

투여받는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약물상호작용 참고). 간장애 환자(신중투여 참고), 노

인 환자(노인에 한 투여 참고), CYP3A4를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받는 환자들은 혈중 약물

의 농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투여하고 주의깊게 모니터링 한다. 

4) 이 약의 투여에 의한 혈당수치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유사한 약물의 투여에 의해 

고혈당과 당뇨병이 악화되어 당뇨병성 케토산증 또는 당뇨병성 혼수에 이르는 일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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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명 징후, 증상, 치료 기전과 위험 요인

아드레날린(Bosmin)

심각한 혈압강하를 일

으킬 수도 있는 아드레

날린의 역전 효과

아드레날린은 아드레날린작용의 α-와 β-수

용체 자극제이며, 이 약에 의한 α-수용체 

차단 때문에, 혈압강하효과를  증 시키는 

β-수용체 자극 효과가 우세하게 된다.

CYP3A4를 강하게 억제하는 약물:

 - 아졸계 항진균제(외용제 제외)

 - 케토코나졸(경구제)

 - 이트라코나졸(Itrizole) 등

HIV 프로테아제 억제제:

 - 리토나비어(Norvir)

 - 사퀴나비어(Fortovase)

이 약의 혈중 약물 농

도를 증가시켜 작용을 

증 시킬 수도 있다.

이 약의 주요 사효소인  CYP3A4가 억

제되어 경구클리어런스의 감소를 일으킬 

수도 있다. 외국의 자료에 따르면, 케토

코나졸과의 병용은 이 약의 AUC와 Cmax

를 각각 17배와 13배 상승시켰다

약물명 징후, 증상, 치료 기전과 위험 요인

중추신경억제제

 - 알코올

두 약물의 작용이 모두 증 될 수도 있

기 때문에, 병용약물을 감량하는 등 신

중하게 투여한다.

중추신경계에 한 이 약과 병용약

물들의 진정효과에 의한다.

도파민성 제제

 - 레보도파 제제

 - 브로모크립틴 등

약물의 작용이 감소하거나 약해질 수 있

다.

이 약은 도파민수용체를 차단하여 

도파민성 신경들에 한 길항적 효

과를 나타낼 수 있다.

혈압강하제 혈압강하작용이 증 될 수도 있다.
이 약 및 혈압강하제의 혈압강하작

용에 의한다.

보고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약을 투여한 환자의 목마름, 다음, 다뇨, 빈뇨와 같은 증상에 한 

환자의 상태를 주의깊게 모니터링 한다. 특히, 당뇨병, 당뇨병 병력, 당뇨병에 한 위험인자

를 가진 환자들에 해서는 혈당측정을 병행하면서 주의깊게 관찰 한다. [“신중투여, 본 약제

와 비슷한 약물들(유사약)에서의 이상반응” 참고]

5) 투여하기 전에,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에게 위의 4)에 서술된 이상반응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

해야 한다. 목마름, 다음, 다뇨, 빈뇨증과 같은 비정상적인 징후나 증상들에 한 주의를 기울

이도록 환자에게 권고해야 하며, 만일 이러한 징후나 증상들이 악화된다면,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신중투여, 유사약물에서의 중요한 이상반응”항 참고]

6) 이 약은 공복시 투여하는 경우 식후 투여와 비교하여 흡수가 저하되어 작용이 줄거나 약해질 

우려가 있다. 또한 공복시 투여를 시작하여 식후 투여로 바꾸었을 경우에는 혈중 농도가 큰 

폭으로 상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약은 반드시 식후에 복용하도록 한다.

6. 약물 상호작용

이 약은 주로 약물 사효소 CYP3A4에 의해 사된다.

1) 병용투여 금기

2) 병용투여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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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스로마이신

이 약의 혈중 농도가 상승하여 작용이 

증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

하여 필요에 따라 감량하는 등 신중하게 

투여한다.

이 약의 주 사효소인 CYP3A4가 

저해되어 경구클리어런스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 외국의 연구에 따

르면, 에리스로마이신과의 병용은 

이 약의 AUC와 Cmax를 각각 2.7

배와 2.4배로 상승시켰다.

자몽 쥬스

이 약의 혈중 농도가 상승하여 작용이 

증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

하여 필요에 따라 감량하는 등 신중하게 

투여한다.

이 약의 주 사효소인 CYP3A4가 저

해되어 경구클리어런스 감소를 유도

할 수 있다.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자몽 쥬스와의 병용은 이 약의 AUC

와 Cmax를 1.8배 상승시켰다.

CYP3A4억제제

 - 클래리스로마이신

 - 싸이크로스포린

 - 딜티아젬 등

이 약의 혈중 농도가 상승하여 작용이 

증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

하여 필요에 따라 감량하는 등 신중하게 

투여한다.

이 약의 주요 사효소인 CYP3A4

가 억제되어, 경구클리어런스를 감

소시킬 수도 있다.

CYP3A4유도제

 - 페니토인

 - 카르바마제핀

 - 바비트레이트

 - 리팜피신 등

이 약의 혈중 농도가 저하되어 작용이 

약해질 수 있다.

이 약의 주 사효소인 CYP3A4가 

유도되어 경구클리어런스를 상승

시킬 수도 있다.

7. 고령자에 대한 투여

추체외로 증상과 같은 이상반응이 나타나기 쉽고 체로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하고 주의깊게 모니터링한다. 

8.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신 3기에 항정신병약을 복용한 임부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추체외로장애 및/또는 금단 증

상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신생아에게 초조, 근육긴장항진, 근육긴장저하, 진전, 졸

음, 호흡곤란, 섭식장애가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증상은 그 중증도에 있어서 다양했다. 일부 

경우 이러한 증상들은 스스로 조절되었으나 다른 경우의 신생아들은 장기 입원 및 중환자실

에서의 치료를 요하였다. 그러므로 임부에게 이 약의 사용은 태아에게 잠재적 유익성이 위험

성을 상회하는 경우에 한해서 투여한다. [임산부에 한 이 약의 안전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2)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수유는 중단해야 한다.[랫드를 이용한 동물시험에서 이 약이 유즙으로 

분비되는 것이 밝혀졌다.]

9. 소아에 대한 투여

저체중 신생아, 신생아, 영아, 유아, 또는 소아에 한 이 약의 안전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임상

적 경험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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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부광약품(주) 로나센정2,4 리그램(블로난세린)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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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피리드 단일제 (경구)
(Sulpiride)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외국에서 실시된 인지증에 관련된 정신병증상(승인 외 효능․효과)를 지닌 고령의 환자를 상으

로 한 17가지 임상 시험에서 비정형 항정신병약 투여군은 위약(placebo) 투여군과 비교하여 사망

률이 1.6~1.7배 높았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외국에서의 관찰조사에서 정형 항정신병약도 비정형 

항정신병약과 마찬가지로 사망률 상승에 관여한다는 보고가 있다.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설피리드 단일제 (경구) (Sulpiride)

 분류 번호 ∙ [01170] 정신신경용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정보 사항 ∙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항목

  -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항목에 “임신 3기에 항정신병

약을 복용한 임부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추체외로장애 및/

또는 금단 증상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신생아에게 

초조, 근육긴장항진, 근육긴장저하, 진전, 졸음, 호흡곤란, 섭

식장애가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증상은 그 중증도에 있어서 

다양했다. 일부 경우 이러한 증상들은 스스로 조절되었으나 

다른 경우의 신생아들은 장기 입원 및 중환자실에서의 치료

를 요하였다. 그러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

는 부인에는 이 약의 사용은 태아에게 잠재적 유익성이 위험

성을 상회하는 경우에 한해서 투여한다.” 추가하는 등 변경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142호, 2012. 1.13.)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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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질환 이상반응 위험 증가 : 일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치매환자에 한 

무작위, 위약 조 임상 시험 결과 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세 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른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거나 다른 환자군에 사

용할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약을 뇌졸중 위험요소를 

가진 환자에게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맥혈전증 위험 : 항정신병 약물 사용시 이상반응으로 정맥혈전증이 보고된 바 있다.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 받은 환자들에서 정맥혈전증에 한 후천적 위험요소가 자주 나타남에 따라 이 약을 

사용하기 전과 사용하는 중에 정맥혈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를 확인해야 하며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크롬친화세포종 환자(급격한 승압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2) 크롬락틴의존성 종양 환자 또는 상피성 유방종양 환장

3) 조증환자

4) 간질환자

5) 소아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심혈관계 질환, 저혈압 또는 그 소인이 있는 환자(일시적인 혈압강하가 나타날 수 있다).

2) 신장애 환자(혈중농도가 높게 지속될 수 있다.)

3) 탈수 영양불량 상태 등을 수반한 신체적 피혜환자

4) 고령자

5)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및 수유부

4. 이상반응

1)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 운동마비, 심한 근육강직, 연하곤

란, 빈맥, 혈압변화, 발한 등이 나타나고 이러한 증상과 함께 발열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

를 중지하고 체냉각과 수분보급 등의 전신적 치료와 함께 적절한 처치를 한다. 이러한 증상의 

발현시에는 백혈구 증가, 혈청 CPK 상승이 자주 나타나고 미오글로빈뇨증을 수반한 신기능저

하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고열이 지속되고 의식장애, 호흡곤란, 순환허탈과 탈수증상, 급성 

신부전으로 발전해서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다.

2) 경련 : 때때로 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3) 지발성 운동장애 : 장기투여에 의해 때때로 입주위 등의 불수의운동이 나타나고 투여중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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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지속될 수 있다.

4) 순환기계 : 급격히 증량한 경우에는 심전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또

한 때때로 혈압강하, 드물게 혈압상승, 흉내고민, 빈맥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혈전색전증(폐색

전증과 심부정맥혈전증 포함, 빈도불명)이 나타날 수 있다. 

5) 추체외로계 : 때때로 파킨슨증후군(진전, 근강직, 타액분비항진 등), 이상운동증(dyskinesia 

: 혀의 굳어짐, 언어장애, 안구회전, 주시경련, 연하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감량 또는 항파킨슨제의 병용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6) 내분비계 : 때때로 간뇌의 내분비기능조절이상(성선자극호르몬분비 및 프롤락틴분비 이상)에 

기인한다고 추정되는 유즙분비, 여성형 유방이 월경이상, 사정불능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신중히 투여한다.

7) 정신신경계 : 때때로 수면장애, 불안, 초조, 졸음, 흥분, 건망증, 몽롱한 상태, 배회, 다동, 억제

결여, 무욕상태, 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때때로 조전 및 조증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8) 자율신경계 : 드물게 무력증, 권태감, 구갈, 두통, 두증, 어지러움, 부유감, 손의 저림, 배뇨곤

란, 운동실조, 때때로 열감, 발열, 발한, 코막힘, 견통, 손의 탈력감이 나타날 수 있다.

9) 소화기계 : 때때로 구갈, 구역, 구토, 변비, 식욕부진, 위․복부불쾌감, 드물게 설사, 가슴쓰림, 

복통, 식욕촉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10) 간장 : 때때로 ALT, AST, ALP 등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11) 피부 : 때때로 발진, 드물게 습진악화, 가려움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12) 눈 : 드물게 시력장애, 안구 냉증감, 눈의 침침함 등이 나타날 수 있다.

13) 기타 : 때때로 부종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또한 체중증가, 

성욕감퇴, 빈뇨, 요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5. 일반적 주의

1) 졸음, 어지러움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중인 환자는 자동차운전 등 위험을 수

반하는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이 약은 진토작용이 있어 다른 약물에 기인한 중독, 장폐색, 뇌종양 등에 의한 구토증상을 

은폐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3) 백혈구감소증, 호중구감소증 및 무과립구증 : 임상시험 및/또는 시판 후 경험에 의하면 항정

신병약물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백혈구감소증/호중구감소증 및 무과립구증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백혈구감소증/호중구감소증의 위험인자로 임상적으로 유의한 기존의 백혈구수 감소 

및 약물에 의한 백혈구감소증/호중구감소증 병력이 포함된다. 임상적으로 유의한 백혈구수 

감소 또는 약물에 의한 백혈구감소증/호중구감소증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치료 초기 몇달

간 총혈구수를 모니터링하고 다른 의심되는 요인 없이 백혈구수가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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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징후가 처음 관찰되면 이 약의 투여 중지를 고려해야 한다. 임상적으로 유의한 호중구감

소증 환자의 경우 열이나 감염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나는 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고 

해당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치료한다. 중증의 호중구감소증 환자(절 호중구수

<1000/㎣)의 경우 이 약을 중지해야 하고 회복될 때까지 백혈구수를 모니터링한다.

6. 상호작용

1) 다른 벤자미드계 약물(메토클로프라미드, 티아프리드 등)과 병용투여시 내분비기능 이상 또는 

추제외로증상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신중히 투여한다.

2) 항콜린약(아트로핀, 메칠스코플라민 등)과 약리학적으로 길항하므로 이를 약물과는 병용투여 

하지 않는다.

3) 이 약은 디기탈리스제제 포화시의 지표인 구역, 구토, 식욕부진 증상을 은폐할 수 있으므로 

디기탈리스제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에는 충분히 관찰하고 신중히 투여한다.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동물실험에서 태자에 한 기형발생의 위험이 보고되어 있고 또한 임신 중의 투여에 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2) 임신 3기에 항정신병약을 복용한 임부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추체외로장애 및/또는 금단 증

상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신생아에게 초조, 근육긴장항진, 근육긴장저하, 진전, 졸

음, 호흡곤란, 섭식장애가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증상은 그 중증도에 있어서 다양했다. 일부 

경우 이러한 증상들은 스스로 조절되었으나 다른 경우의 신생아들은 장기 입원 및 중환자실

에서의 치료를 요하였다. 그러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이 약의 

사용은 태아에게 잠재적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 한해서 투여한다.

3) 신생아에 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8. 소아에 대한 투여

유 ․ 소아에 한 유효성 및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여하지 않는다.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이 약은 주로 신장을 통해 배설되며 고령자에서는 신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혈중농

도가 높게 지속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추체외로증상 등)의 발현에 주의하고 용량 및 투여간격에 

유의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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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1) 동물의 만성 독성시험에서 정소위축, 번식시험에서 임신율의 저하를 일으켰다는 보고가 있다.

2) 랫트에 임상최 용량의 4배 이상, 마우스에 임상용량의 60배 이상을 장기간 경구투여한 실험

에서 하수체, 유선 등의 종양발생빈도가 조군에 비해 높다는 보고가 있다.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 웅제약 곰마틸200 리그람정(설피리드) 제조

2 (주)바이넥스 막틸정200 리그람(설피리드) 제조

3 (주)유영제약 세드릴정(설피리드) 제조

4 (주)유영제약 세드릴정100 리그람(설피리드) 제조

5 명인제약(주) 설피딘정200mg(설피리드) 제조

6 삼남제약(주) 엠피딜엠정(설피리드) 제조

7 영일제약(주) 영일설피리드정 제조

8 태극제약(주) 태극설피리드정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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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지프라시돈일수화물 단일제 (경구)
(Ziprasidone Hydrochloride Monohydrate)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QT 연장과 Pro-arrhythmia :

자원한 환자를 상으로 지프라시돈에 의한 QT/QTc 연장 효과를 정신분열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다른 여러 약물과 직접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첫 번째 단계에서

는, 약물을 단독으로 투여하였을 때 최고 혈장 농도에 이른 시점에서 ECG 결과를 얻었습니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염산지프라시돈일수화물 단일제 (경구) 

(Ziprasidone Hydrochloride Monohydrate)

 분류 번호 ∙ [01170] 정신신경용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정보 사항 ∙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항목

  -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항목에 “임신 3기에 항정신병

약을 복용한 임부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추체외로장애 및/

또는 금단 증상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생아

에게 초조, 근육긴장항진, 근육긴장저하, 진전, 졸음, 호흡곤

란, 섭식장애가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증상은 그 중증도에 

있어서 다양했습니다. 일부 경우 이러한 증상들은 스스로 조

절되었으나 다른 경우의 신생아들은 장기 입원 및 중환자실

에서의 치료를 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임부에게 이 약의 사

용은 태아에게 잠재적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 

한해서 투여합니다.” 추가하는 등 변경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142호, 2012. 1.13.)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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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연구의 두번째 단계에서는, 각 약물에 특징적인 CYP450 사에 한 적절한 저해제를 

약물과 병용투여하는 동안 최고 혈장 농도에 이른 시점에서 ECG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연구의 첫번째 단계에서, 투여전과 비교한 QTc 평균 변화량을 sample-based correction

법(QT 간격에 한 심장 박동수의 영향을 제외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각 약물에 해 계산

하였습니다. 지프라시돈군에서 투여전과 비교하여 관찰된 평균 QTc 증가량은 4가지 비교약

제(리스페리돈, 올란자핀, 퀘티아핀, 할로페리돌)에 비해 약 9~14msec 정도 더 높게 측정되

었으나, 치오리다진에서 비해서는 약 14msec정도 더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두번째 단계에서, QTc 길이에 미치는 지프라시돈의 영향은 사 저해제 (케토코나

졸 200mg 1일 2회 투여)에 의해 증 되지 않았습니다.

위약 조 임상시험에서, 지프라시돈을 최  권장 용량인 1일 160mg으로 투여했을 때 위약에 

비하여 QTc 간격이 약 10msec가 증가되었습니다. 지프라시돈 임상시험에서, 지프라시돈을 

투여받은 환자 3095명 중 2명 (0.06%)와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 440명 중 1명 (0.23%)의ECG

에서 QTc 간격이 임상적으로 상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역치인 500msec를 초과하였습니

다. 지프라시돈을 투여받은 환자 중 어떠한 예에서도 지프라시돈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지 않았습니다.

QT/QTc 간격을 연장시키는 일부 약물이 torsade de pointes의 발생이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돌연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시판후 조사에서 다른 여러 위험요인을 가진 환자에서 드물게 

torsade de pointes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약과의 인과관계는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항정신병 약물과 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권장 용량의 지프라시돈을 복용한 환자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돌연사가 보고되었으나, 다른 항정신병 약물이나 위약에 비해 사망에 한 

위험도가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QTc 간격을 연장하는 약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torsade de pointes 및/

혹은 돌연사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1) 서맥 (2) 저칼륨혈증 혹은 저마그네슘혈증 (3) QTc 간격을 연장하는 다른 약물의 병용 

(4) 선천적으로 QT 간격의 연장이 있는 경우

심각한 전해질 이상, 특히 저칼륨혈증의 위험이 예상되는 환자에게 지프라시돈의 투여를 고

려하는 경우 투여전에 혈청내 칼륨과 마그네슘을 측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저칼륨혈증은 이

뇨제 치료, 설사 및 기타 다른 이유들로 인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청내 칼륨 및/혹은 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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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슘 농도가 낮은 환자는 약물투여가 시작되기 전에 이러한 전해질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합

니다. 지프라시돈을 투여받는 동안 이뇨제 치료가 시작되는 환자의 경우 혈청내 전해질을 정

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QTc 간격 연장은 더 큰 연장과 

부정맥에 한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ECG 스크리닝 방법이 

그러한 환자를 발견해내는 데에 효과적인 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프라시돈은 심

각한 심혈관계 질환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피해야 합니다. QTc가 지속적으로 500msec

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환자에 해서는 지프라시돈의 투여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지프라시돈 복용 환자가 torsades de pointes을 암시하는 증상 (예, 어지러움, 심계항진, 실

신)을 경험하는 경우, 처방의는 추가적인 평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예, 홀터 모니터링이 유용

할 수 있습니다).

2) 신경이완제 악성 증후군 (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NMS) : 

신경이완제 악성 증후군은 치명적일 수 있는 복합적 증상으로서 이 약을 포함하여 항정신병 

약물과 관련하여 보고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임상적 증상은 고열, 근육강직, 정신적 상

태의 이상 및 불규칙한 맥박과 혈압, 빈맥, 심장 부정맥, 발한과 같은 불안정한 자율신경계 

증상 등입니다. 다른 증상으로는 크레아틴 포스포키나아제의 증가, 횡문근융해 및 급성 신부

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NMS가 나타난 경우 혹은 NMS와 관련된 다른 임상 증상없이 이유

를 알 수 없는 발열이 있는 경우, 지프라시돈을 포함한 모든 항정신병 약물의 투여를 중단하

여야 합니다.

3) 지연성 운동장애 : 

최고 6주간 고정용량, 위약 조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지프라시돈을 투여받은 환자군에서 

보고된 약물투여와 관련된 지연성 운동장애의 빈도가 위약군과는 등한 정도이고 활성 조 

약물군보다는 낮았습니다 (지프라시돈 0.4%, 할로페리돌 1.2%, 위약 0.7%). 52주간의 위약

조 임상시험에서, 지프라시돈을 투여받은 환자 219명 중 단 1명만이 지연성 운동장애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항정신병 약물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투여할 경우 지연성 운동

장애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지연성 운동장애의 증상 혹은 증후가 지프라시돈을 복

용 중인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경우 감량이나 약물투여의 중단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일시적으로 나빠지거나 혹은 약물투여 중단 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4) 치매와 관련된 정신병을 가진 노인들에서 사망률 증가 : 

치매와 관련된 정신병을 가진 노인들에게 일부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했을 때 위약 투여시보

다 사망의 위험성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노인 치매 환자들에게 이 약을 투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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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이 약 투여시 위약에 비해 사망의 위험성이 증가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충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약은 치매와 관련된 정신병을 가진 노인들에 한 적응증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5) 뇌혈관 질환 이상반응 위험 증가 :

일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치매환자에 한 무작위, 위약 조 임상 시험 

결과 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세 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험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거나 다른 환자군에 사용할 경우

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약을 뇌졸중 위험요소를 

가진 환자에게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6) 정맥혈전증 위험 :

항정신병 약물 사용시 이상반응으로 정맥혈전증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을 투

여 받은 환자들에서 정맥혈전증에 한 후천적 위험요소가 자주 나타남에 따라 이 약을 사용

하기 전과 사용하는 중에 정맥혈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를 확인해야 하며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물의 성분에 한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환자

2) 최근에 급성 심근 경색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3) 비보상성 심부전 환자

4) QT 간격 연장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의 환자

  - QT 간격의 연장이 나타나는 환자 혹은 QT 연장의 병력이 있는 환자

  - 선천적인 long QT 증후군 환자

  - QT 간격을 연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다른 약물을 사용하는 환자

  - Class I과 Class III에 속하는 항부정맥 약물로 치료받는 부정맥 환자

5)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

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됩니다.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및 수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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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계 / 이상반응 이상반응이 보고된 환자의 비율

지프라시돈 (N=1063) 위약 (N=424)

전신계

  무력 1.5 0.5

  두통 2.1 1.9

소화기계

  변비 1.4 1.0

  구갈 1.7 0.5

  타액분비증가 1.0 0.7

  구역 2.9 1.4

  구토 1.6 1.2

사 및 영양계

  체중감소 1.4 1.7

신경계

  불안 (흥분) 1.4 0.9

  정좌불능 6.8 5.2

  불안 1.0 1.9

  어지러움 2.6 2.1

  운동장애 1.0 1.9

  근긴장이상 2.5 1.2

  추체외로 증후군 4.1 2.4

  과다근육긴장증 1.2 0.5

  불면 3.9 5.0

  졸림 8.9 2.6

  진전 1.5 1.7

신체계 흔하지 않은 (0.1%≤빈도<1%) 드문 (0.01%≤빈도<0.1%)

전신계 실험실 검사 이상, 동통 알러지반응, 발열, 자살상상

4. 이상반응

1) 외국에서 실시된 정신분열병에 관한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① 다음의 표는 위약 조 임상시험에서 지프라시돈에 한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관

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혹은 관련성이 알려지지 않은 이상반응이지만 임상시험에서 1% 

이상의 비율로 보고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② 다음은 위약 조 임상시험에서 1% 미만의 빈도이면서 위약에 비해 높게 나타난 이상반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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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계 흔하지 않은 (0.1%≤빈도<1%) 드문 (0.01%≤빈도<0.1%)

심혈관계 저혈압, 체위성 저혈압, 빈맥 서맥, 울혈성심부전, 편두통

소화기계 소화불량, 고창, 혀부종 위염, 지방침착성간

혈액 및 림프계 호산구증가증

사 및 영양계 SGPT 증가, 목마름
알칼라인 포스파타아제 증가, 탈수증, 

LDH 증가

근골격계 관절질환, 다리경련 관절통, 근육통, 근무력증

신경계

무도병아테토제, 차골성경축, 우울증, 

구음장애, 발작, 환각, 적개심, 

운동기능감소증, 근력저하, 

안구운동발작, 지각이상, 언어장애, 

지연성 운동장애, 현기증

꿈이상, 비정상적 보행, 운동불능증, 

운동실조, 혼돈, 신경병증, 마비, 혼미

호흡기계 비염

피부 및 부속기관 반점상구진성 발진, 발진, 두드러기 건선, 피부질환

특수기관 시각이상 약시, 결막염, 안구건조증, 시신경염

요로비뇨기계 요실금 배뇨곤란, 여성형유방증, 발기부전

  ③ 추체외로 증후군 : 이중맹검, 활성약물 조 임상시험에서, 추체외로 증후군에 한 복합적 

척도인 Movement Disorder Burden Scale이 할로페리돌과 리스페리돈에 비해 지프라시돈

에서 더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p<0.05). 뿐만 아니라, 정좌불능의 보고 빈도와 항콜린성 

약물의 사용 빈도가 지프라시돈에 비해 할로페리돌과 리스페리돈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

니다. 단기간, 위약 조 임상시험에서 지프라시돈을 투여받은 환자와 위약을 투여받은 환

자로부터 보고된 추체외로 증후군의 빈도는 각각 5%와 1%이었습니다.

  ④ QT 간격 : 임상시험에서, 스크리닝 단계와 비교했을 때 연장된 QT 간격의 평균치가 3.3 

msec이었습니다. 60 msec를 초과하는 연장은 지프라시돈과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로부터 

각각 추적한 결과의 1.3%와 0.7%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시판전 임상시험 데이터베이스에

서, QTc 연장에 있어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이상 (≥500 msec)으로 보고된 임상례

가 지프라시돈을 투여받은 환자의 경우 총 3095례 중 2례 (0.06%),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

의 경우 총 440례 중 1례 (0.23%)이었습니다.

  ⑤ 단기간, 위약 조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이상반응의 용량의존성 : 4개 임상시험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가지고 용량반응 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에 해 명백한 용량상

관성이 확인되었습니다 : 무력증, 기립성 저혈압, 식욕부진, 구갈, 타액분비 증가, 관절통, 

불안, 어지러움, 근긴장이상, 과다근육긴장증, 졸림, 진전, 비염, 발진, 시각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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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활력징후 (vital sign)의 변화 : 지프라시돈은 기립성 저혈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⑦ 프로락틴 농도 : 제2상/3상 임상시험에서, 지프라시돈을 투여받은 환자에서의 프로락틴 농

도는 때때로 위약군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위약군 vs. 지프라시돈군, 3% vs. 12%), 그로 

인해 나타난 임상적인 증상은 드물었습니다 (예, 여성형유방증 0.1%). 부분의 환자에서 

프로락틴의 수치는 약물투여의 중단없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프로락

틴 증가의 정도와 빈도는 할로페리돌 (29%)이나 리스페리돈 (60%)을 투여받은 환자에 비

해 지프라시돈 환자에서 더 낮았습니다.

  ⑧ 육체적 및 정신적 의존성 : 동물이나 사람에게 있어서 지프라시돈에 한 남용, 내성 혹은 

육체적 의존성에 한 가능성은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약물 탐닉 

행위에 한 어떠한 경향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찰은 체계적으로 이루

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정된 경험에 근거하여 시판 후 지프라시돈이 어느 

정도로 오용 혹은 남용될 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환자가 약물 남용

의 경험이 있는 지를 주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그러한 환자들은 지프라시돈의 오남용을 

나타내는 증상 (예, 내성발현, 용량증가, 약물을 찾는 행동 등)에 해 면 히 관찰하여야 

합니다.

2) 외국에서 실시된 양극성 조증에 관한 임상시험 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① 단기간, 위약 조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약물투여 중단과 관련된 이상반응 :

단기간, 위약 조 임상시험에서 지프라시돈을 투여받은 환자의 약 6.5% (18/279),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의 약 3.7% (5/136)가 이상반응으로 약물투여를 중단하였습니다. 지프라시

돈 투여 환자군에서 중도탈락과 관련된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정좌불능, 불안, 우울증, 어

지러움, 근긴장이상, 발진 및 구토이었으며, 지프라시돈 투여군에서는 이들 이상반응 각각

에 해 2명의 중도탈락환자 (1%)가 있었던 반면 위약 투여군에서는 이 이상반응 중 근긴

장이상과 발진에 해서만 각각 1명씩의 중도탈락환자 (1%)가 있었습니다.

  ② 단기간, 위약 조 임상시험에서 흔하게 관찰된 이상반응 :

지프라시돈의 사용과 관련하여 가장 흔하게 관찰되었고 (발현율이 5% 이상인 경우) 위약 

투여 환자군에서는 그와 등한 발현율로 관찰되지 않은 (지프라시돈군에서의 발현율이 

위약군에 비해 최소 2배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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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계/이상반응
이상반응이 보고된 환자의 비율

지프라시돈 (N=279) 위약 (N=136)

전신계

  두통 18 17

  무력 6 2

  우연하게 생긴 손상 4 1

심혈관계

  고혈압 3 2

소화기계

  구역 10 7

  설사 5 4

  구갈 5 4

  구토 5 2

  타액분비증가 4 0

  혀부종 3 1

  연하곤란 2 0

근골격계

이상반응
이상반응이 보고된 환자의 비율

지프라시돈 (N=279) 위약 (N=136)

졸림 31 12

추체외로 관련 증상1) 31 12

어지러움2) 16 7

정좌불능 10 5

시각이상 6 3

무력 6 2

구토 5 2

    - 추체외로 관련 증상1) : 추체외로 증후군, 과다근육긴장증, 근긴장이상, 운동장애, 운동기

능감소증, 진전, 마비 및 연축 (움찔수축) 등을 포함함.

    - 어지러움
2)
 : 어지러움 (dizziness)과 두부경중감 (lightheadedness)을 포함함.

  ③ 단기간, 위약 조 임상시험에서 지프라시돈 투여 환자 중 2% 이상의 발현율로 관찰된 이상

반응 :

다음 표는 양극성 조증 환자의 급성 치료기 동안 (최  3주) 발생한 약물투여와 관련된 

이상반응의 발현율을 정리한 것으로, 지프라시돈 투여군에서 2% 이상 발생한 것으로서 위

약 투여군에 비해 지프라시돈 투여군에서의 발현율이 더 높게 나타난 이상반응만을 포함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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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계/이상반응
이상반응이 보고된 환자의 비율

지프라시돈 (N=279) 위약 (N=136)

  근육통 2 0

신경계

  졸림 31 12

  추체외로 관련 증상1) 31 12

  어지러움2) 16 7

  정좌불능 10 5

  불안 5 4

  감각저하 2 1

  언어장애 2 0

호흡기계

  인두염 3 1

  호흡곤란 2 1

피부 및 부속기관

  진균성 피부염 2 1

  특수기관

  시각이상 6 3

    - 추체외로 관련 증상1) : 추체외로 증후군, 과다근육긴장증, 근긴장이상, 운동장애, 운동기

능감소증, 진전, 마비 및 연축 (움찔수축) 등을 포함함. 이들 중 어느 것도 양극성 조증에 

관한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개별 발현율이 10% 이상인 것은 없었음.

    - 어지러움2) : 어지러움 (dizziness)과 두부경중감 (lightheadedness)을 포함함

  ④ 장기간, 위약 조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체중증가

리튬 또는 발프로산의 보조요법으로서 성인환자를 상으로 지프라시돈을 투여한 6개월, 

위약 조, 양극성 장애의 유지요법에 한 임상시험에서, 이중맹검기간동안 임상적으로 유

의한 체중증가(체중의 7%이상 증가)의 발현율은 지프라시돈 그룹과 위약 그룹 모두에서 

5.6%로 관찰되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지프라시돈에 적절한 내약성을 보였던 환자들만 유

지기로 들어가 투약을 지속했음을 고려하여 이러한 결과에 한 해석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 밖에 보고된 이상반응들은 이전에 실시되었던 정신분열증 임상시험이나 양극성 조증 

임상시험과 유사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유사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나타내었습니다.

3) 국내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①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상으로 실시한 단일맹검, 활성약물 조 임상시험(정신분열병

에 관한 임상시험)에서 지프라시돈과 리스페리돈을 투여받은 환자의 각각 8.9% (5/56)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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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4/56)가 이상반응으로 인하여 시험을 중단하였습니다. 지프라시돈 투여군에서 중도

탈락과 관련된 이상반응은 저혈압, 자살시도, 추체외로 증후군, 불규칙한 맥동 및 약진 등

이었습니다. 

  ② 지프라시돈을 투여받은 환자군에서 1% 이상의 비율로 보고된 이상반응 (시험약물과의 인

과관계와 관계없이 보고된 모든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신계 : 복통, 사고로 인한 상해, 무력, 요통, 흉통, 오한, 발열, 두통, 경부통(neck pain), 

동통, 자살시도

심혈관계 : 부정맥, 저혈압

소화기계 : 변비, 설사, 구갈, 소화불량

위장관계 : 구역, 치아변색, 구토

근골격계 : 근육통, 근무력증

신경계 : 비정상적인 보행, 불안(흥분), 정좌불능, 불안, 어지러움, 말더듬증, 근긴장이상, 추

체외로 증후군, 환각, 불면, 과다근육긴장증, 신경증, 정신병, 졸림, 비정상적인 사고, 진전

호흡기계 : 호흡기 감염, 비염

피부 및 부속기관 : 박탈성 피부염, 가려움증, 발진, 피부이상, 두드러기

특수기관 : 시각 이상

비뇨생식기계 : 배뇨곤란, 발기불능, 빈뇨

  ③ 지프라시돈 투여군의 안전성 평가 결과,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시험약물관련 이상반응의 

발생은 없었고 실험실적 검사결과 및 활력징후 등의 변화도 리스페리돈 투여군에 비해 유

의한 변동이 없었습니다. 실험실적 검사결과 중, 프로락틴은 스크리닝 검사결과가 정상이

었다가 각 평가시점 검사에서 정상범위를 벗어나 증가된 경우가 지프라시돈 투여군과 리스

페리돈 투여군에서 각각 48.3%, 62.5%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최종 평가시점

에서 프로락틴 정상 상한치의 1.1배 초과한 상승을 보인 피험자는 지프라시돈 투여군과 

리스페리돈 투여군에서 각각 60.4%, 88.7%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p=0.0008). 체중과 BMI 변화 측면에서는, 지프라시돈 투여군에서 베이스라인과 최종 방

문시점의 체중 및BMI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 (p=0.4902, 0.4808)된 반면 리스페리돈 

투여군에서는 베이스라인과 최종 방문시점의 체중 및BMI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p＜0.0001).

4) 시판 후 경험을 통해 보고된 이상반응

심혈관계 : 체위성 저혈압, 빈맥, torsade de pointes, 실신, 혈전색전증(폐색전증과 심부정맥

혈전증 포함, 빈도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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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관계 : 구토, 연하곤란, 혀부종

신경계 : 신경이완제성 악성 증후군, 얼굴처짐(facial droop), 세로토닌 증후군 (단독, 또는 

세로토닌성 약물과 병용시), 지연성운동장애

정신계 : 불면, 조증/경조병

생식기계 및 유방 이상 : 유루증, 지속발기증

피부 및 부속기관 : 알러지 반응(알러지성 피부염, 혈관부종, 구강안면부종, 두드러기), 발진, 

혈관부종

신장 및 비뇨기계 : 야뇨증, 요실금

5. 일반적 주의

1) 발진 : 

지프라시돈에 한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 환자의 약 5%에게서 발진 및/혹은 두드러기가 나

타났으며 이들 중 약 1/6이 투여를 중단했습니다. 발진의 발현은 지프라시돈의 용량과 관련

성이 있었으나, 이러한 결과는 고용량을 복용한 환자의 경우 약물에의 노출시간이 더 길다는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발진이 나타난 몇몇 환자에서 이와 관련된 전신성 질환의 증상 

및 증후 (예, WBCs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부분의 환자들은 항히스타민제 혹은 스테로이

드의 보조적 투여 및/혹은 지프라시돈의 투여 중단으로 즉시 증상이 개선되었으며, 이러한 

증상을 경험한 모든 환자들이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른 병인이 확인되지 

못한 발진이 나타난 경우, 지프라시돈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2) 기립성 저혈압 : 

지프라시돈은 특히 용량조절단계의 초기에 어지러움, 빈맥, 일부 환자에서는 실신과 관련된 

기립성 저혈압을 유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지프라시돈의 1-아드레날린 수용체에 한 

길항작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신은 지프라시돈을 투여받은 환자의 0.6%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지프라시돈은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자 혹은 저혈압이 나타

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있는 환자의 경우 특히 주의하여 투여해야 합니다.

3) 알코올 : 

지프라시돈의 주된 CNS 작용을 고려할 때,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4) 발작 : 

다른 항정신병 약물과 마찬가지로, 발작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주의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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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합니다.

5) 고프로락틴혈증 :

도파민성 D2 수용체에 해 길항작용을 하는 다른 약물과 마찬가지로, 지프라시돈은 사람에

서 프로락틴의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프로락틴 농도의 증가는 지프라시돈에 한 동물실험에

서도 또한 관찰되었으며, 마우스에서는 유선 종양의 증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영향

이 랫트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조직 배양 실험에서 사람 유방암의 약 1/3이 in vitro상

에서 프로락틴-의존성으로 나타났는데, 프로락틴은 이전에 유방암이 발견되었던 환자에게 지

프라시돈의 처방을 고려할 경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유루증, 무월경증 및 발기부전과 같은 

이상이 프로락틴을 상승시키는 물질과 관련하여 보고되어 있으나, 부분의 환자에서 혈청 

프로락틴 증가의 임상적 의미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어떠한 임상시험

이나 역학 조사에서도 이러한 계열의 약물의 장기 투여와 사람에서의 종양발생 사이의 상관

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현재 존재하는 증거들이 너무 

제한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6) 지속발기증

시판 전 자료에서 지속발기증이 1례 보고되었습니다. 지프라시돈 투여와의 상관관계는 밝혀

지지 않았으나,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저해 작용이 있는 다른 약물들이 지속발기증을 유발시

키는 것이 보고되어 있고 지프라시돈이 이러한 작용을 일부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

다. 중증의 지속발기증은 외과적인 처치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7) 체온 조절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 지프라시돈과 관련하여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심부체온을 낮추는 신체

능력의 이상이 항정신병 약물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심부체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상태 (예, 격렬한 운동, 극심한 고온에 노출되는 경우, 항콜린성 작용을 나타내는 약

물을 병용하는 경우, 혹은 탈수되기 쉬운 상태)를 경험하게 될 환자에게 지프라시돈을 처방할 

경우 적절한 주의가 권장됩니다.

8) 연하곤란

식도운동장애와 흡인이 항정신병 약물의 사용과 관련되어 왔습니다. 흡인성 폐렴은 고령 환

자의, 특히 진행된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있는 환자의 사망과 이환에 한 흔한 원인 중 하나

입니다. 흡인성 폐렴에 한 위험성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 지프라시돈과 그 외 다른 항정신병 

약물을 주의하여 투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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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살

정신질환에는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고위험군 환자에 한 면

한 관찰이 약물 투여와 병행되어야 합니다. 과량복용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

자 관리와 함께 최소량의 지프라시돈을 처방하여야 합니다.

10) 병용질환이 있는 환자에 한 투여

어떤 특정 전신 질환이 함께 있는 환자에 한 지프라시돈의 임상 사용 경험이 매우 제한적

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불안정형 심질환을 최근 경험한 환자를 상으로 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프라시돈을 사용하거나 지프라시돈에 해 평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진단을 받은 

환자는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지프라시돈으로 인한 QTc 연장과 체위성 저

혈압의 위험 때문에 심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합니다.

11) 다른 항정신병 약물과 마찬가지로 지프라시돈은 졸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이

나 기계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적절한 주의를 요합니다. 

12) 백혈구감소증, 호중구감소증 및 무과립구증 :

임상시험 및/또는 시판 후 경험에 의하면 항정신병약물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백혈구감소

증/호중구감소증 및 무과립구증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백혈구감소증/호중구감소증의 위

험인자로 임상적으로 유의한 기존의 백혈구수 감소 및 약물에 의한 백혈구감소증/호중구감

소증 병력이 포함된다. 임상적으로 유의한 백혈구수 감소 또는 약물에 의한 백혈구감소증/

호중구감소증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치료 초기 몇달간 총혈구수를 모니터링하고 다른 

의심되는 요인 없이 백혈구수가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는 징후가 처음 관찰되면 이 

약의 투여 중지를 고려해야 한다. 임상적으로 유의한 호중구감소증 환자의 경우 열이나 감

염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나는 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고 해당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나

면 즉시 치료한다. 중증의 호중구감소증 환자(절 호중구수<1000/㎣)의 경우 이 약을 중지

해야 하고 회복될 때까지 백혈구수를 모니터링한다.

6. 상호작용

1) 지프라시돈이 다른 약물에 미치는 영향

  ① 사람의 간 마이크로좀을 사용한 실험에서 지프라시돈은 CYP1A2, CYP2C9 혹은 CYP2C19

에 해 저해작용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시험관 내 시험에서 CYP2D6와 CYP3A4를 저해

하는 데에 필요한 지프라시돈의 농도는 생체 내 시험에서 예상되는 유리 농도에 비해 최소

한 1000배 더 높았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임상적인 연관성은 불확실하지만, 지프라시돈이 

이들 효소를 매개로 하여 임상적으로 중요한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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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② QTc 연장 : 다른 항정신병 약물과 마찬가지로, Type IA와 IIIA 항부정맥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QTc 연장의 가능성은 높습니다. 강력한CYP3A4 저해제인 케토코나졸과의 병용

이 지프라시돈을 단독으로 투여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QTc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③ 덱스트로메톨판 : CYP2D6의 기질인 덱스트로메톨판의 약동학적 특성과 사가 지프라시

돈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④ 경구 피임제 : 지프라시돈 20mg 1일 2회 투여가 에스트로젠 (CYP3A4의 기질인 에치닐 

에스트라다이올 0.03mg)이나 프로게스테론 성분 (레보노르게스테롤 0.15mg)의 약동학적 

특성에 유의성있는 변화를 가져 오지 않았습니다. 

  ⑤ 리튬 : 지프라시돈 40mg 1일 2회 투여와의 병용이 리튬을 450mg 1일 2회 용법으로 7일간 

투여한 경우 리튬의 약동학적 특성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양극성 장애 환자의 

유지요법에 한 임상시험에서 지프라시돈은 리튬의 평균치료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

습니다. 

  ⑥ 발프로산 : 발프로산과 지프라시돈의 공통되는 사경로가 없기 때문에 두 약물의 약동학

적 상호작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극성 장애 환자의 유지요법에 한 임상시험에

서 발프로산에 보조적으로 투여된 지프라시돈은 발프로산의 평균치료농도에 영향을 미치

지 않았습니다.

2) 다른 약물이 지프라시돈에 미치는 영향

  ① 강력한 CYP3A4 저해제와의 병용투여가 지프라시돈의 혈청내 농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의 임상적 중요성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② 케토코나졸 : 강력한 CYP3A4 저해제인 케토코나졸 (400mg/day)이 지프라시돈의 혈청 농

도를 약 35~40%정도 증가시켰습니다. 케토코나졸을 투여하는 동안, 지프라시돈의 예상 

Tmax 시점에서 S-methyl-dihydroziprasidone의 혈청 내 농도가 55% 증가되었습니다. 추

가적인 QTc 연장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③ 카바마제핀 : CYP3A4 유도제인 카바마제핀은 지프라시돈의 AUC와 Cmax를 감소시켰습니

다 (AUC와 Cmax에서 각각 36%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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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시메티딘 : CYP3A4 저해제인 시메티딘은 800mg을 1일 1회 투여하는 용법으로 2일간 투여

했을 때 지프라시돈의 약동학적 특성을 유의하게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⑤ CNS 작용 약물 : 지프라시돈의 주된 CNS 작용을 고려할 때, 다른 중추신경계 작용 약물과 

병용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지프라시돈이 in vitro 상에서 도파민성 길항작용을 나타내므

로 도파민 수용체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효현제들의 작용을 길항할 수 있습니다.

  ⑥ 제산제 :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을 포함하는 제산제를 반복 투여하는 것이 지프라시돈의 약

동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⑦ 기타 : 이외에도, 임상시험에서 약동학적 특성을 스크리닝한 환자들에서 벤즈트로핀, 프로

파놀롤 혹은 로라제팜과 임상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에 한 어떠한 증거도 관찰되지 않았

습니다.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부에 한 투여

동물실험에서, 지프라시돈은 랫트와 토끼의 태반을 통과하고, 사람의 치료용량과 유사한 용

량에서 최기형성이 있을 가능성을 포함하여 발달단계에서의 독성이 관찰되었습니다. 지프라

시돈을 기관형성기에 있는 임신한 토끼에 투여했을 때, 30mg/kg/day 용량(mg/㎡으로 했을 

때 사람의 최고 권장용량인 160mg/day의 3배에 해당)에서 태아의 구조적 이상 (심실중격결

손 및 다른 심혈관계 기형, 신장 변형)의 빈도가 증가된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발달단계에 

미치는 이와 같은 영향이 모체독성으로 인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발달단

계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관찰되지 않은 용량이 10mg/kg/day(mg/㎡으로 했을 때 사람의 

최고 권장용량에 해당)이었습니다. 랫트를 상으로 한 실험에서 지프라시돈을 최고 

160mg/kg/day의 용량(mg/㎡으로 했을 때 사람의 최고 권장용량인 160mg/day의 8배에 해

당)으로 기관형성기관동안 투여했을 때, 모체독성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배태자 발달단계에 

한 이상반응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랫트에서 임신기간동안 지프라시돈을 10mg/kg/day 

이상의 용량(mg/㎡으로 했을 때 사람의 최고 권장용량의 0.5배에 해당)으로 투여했을 때 사

산의 빈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출산전후의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용량(5mg/kg/day)에

서 예측되는 전신노출도가 사람의 최고 권장용량에서 관찰되는 수치보다 낮았습니다. 지프라

시돈 40mg/kg/day(mg/㎡으로 했을 때 사람의 최고 권장용량의 2배에 해당)를 랫트에 임신 

및 수유기간동안 경구로 투여한 경우, 새끼들에서 출생후 사망률의 증가, 성장 저해 및 발달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새끼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용량(5 mg/kg/day)을 투여했을 때 

모체에서 예측되는 전신노출도가 사람에서 최고 권장용량으로 투여했을 때 관찰되는 것보다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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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을 상으로 이루어진 적절히 잘 통제된 임상시험은 없습니다. 사람에서의 경험

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임신기간 중 지프라시돈을 투여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임신 3기에 항정신병약을 복용한 임부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추체외로장애 및/또는 금단 증

상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생아에게 초조, 근육긴장항진, 근육긴장저하, 진

전, 졸음, 호흡곤란, 섭식장애가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증상은 그 중증도에 있어서 다양했습

니다. 일부 경우 이러한 증상들은 스스로 조절되었으나 다른 경우의 신생아들은 장기 입원 

및 중환자실에서의 치료를 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임부에게 이 약의 사용은 태아에게 잠재

적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 한해서 투여합니다.

2) 수유부에 한 투여

지프라시돈이 동물이나 사람의 유즙을 통해 배설이 되는 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프라

시돈 40mg/kg/day(mg/㎡으로 했을 때 사람의 최고 권장용량의 2배에 해당)를 랫트에 임신 

및 수유기간동안 경구로 투여한 경우, 새끼들의 출생후 사망률의 증가, 성장 저해 및 발달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새끼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용량(5mg/kg/day)을 투여했을 때 모

체에서 예측되는 전신노출도가 사람에서 최고 권장용량으로 투여했을 때 관찰되는 것보다 낮

았습니다. 지프라시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수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8. 소아에 대한 투여

18세 미만의 소아 환자에 한 지프라시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9. 과량투여시의 처치

1) 지프라시돈의 과량복용에 한 경험은 매우 적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되어 있는 최고 단회투

여용량은 12,800mg입니다. 이 사례에서 추체외로 증후군, 446msec의 QTc 간격 연장(심장 

관련 후유증 없이)이 보고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량복용시에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증상

은 추체외로 증후군, 졸림, 진전, 불안입니다. 

2) 과량복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약물을 반복적으로 복용했을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지프

라시돈에 한 특정한 해독제는 없습니다. 급성 과량복용의 경우, 기도 확보를 유지하고 적절

한 호흡과 산소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과량복용으로 인한 둔감, 경련 혹은 

머리와 목 부위의 근긴장이상 반응의 가능성으로 구토가 수반되어 흡인의 위험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에 한 모니터링을 즉시 시작하고, 부정맥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 

심전도상의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프라시돈의 단백결합이 높은 점을 

고려했을 때 혈액투석은 과량복용의 치료에 유익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환자가 회복

될 때까지 면 한 의학적 모니터링과 관찰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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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이 약의 변질변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실온(1∼30℃)에서 보관하십시오. 

2)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3)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의 원인이 되거나 품질 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1) 발암성 : 랫트와 마우스의 먹이에 지프라시돈을 섞어서 투여하여 평생에 걸친 발암성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최고 12mg/kg/day (사람에게 최고 권장용량을 투여했을 때에 관찰되는 전

신노출도 (혈장 AUC0-24h)와 유사한 전신노출도가 관찰되는 용량)까지 랫트에 투여했을 때 

종양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컷 마우스에서 최고 

200mg/kg/day (사람에게 최고 권장용량을 투여했을 때에 관찰되는 전신노출도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전신노출도가 관찰되는 용량)까지 투여했을 때 종양 발생 빈도가 증가하지 않았습

니다. 암컷 마우스에 50~200mg/kg/day (사람에게 최고 권장용량을 투여했을 때에 관찰되는 

전신노출도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전신노출도가 관찰되는 용량)을 투여했을 때, 뇌하수체와 

유선의 과다형성 및 종양의 빈도가 용량의존적으로 증가한 것 (뇌하수체의 경우, 면역조직학

적으로 프로락틴에 의해 유도되는 것으로 보이는 증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증상에 

해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용량수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설치류의 뇌하수체와 유선에

서의 증식성 변화는 다른 항정신병 약물의 장기 투여 후에 관찰되었던 증상으로 프로락틴 농

도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임상시험과 역학 조사를 통해 이러한 계열에 속하는 약물의 

투여와 사람에서의 종양형성 사이에 상관성이 있음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이전에 유방암이 

관찰된 적이 있거나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환자에게 지프라시돈을 투여하는 것을 피해야 합

니다. 뇌하수체 종양이 있는 환자에게 지프라시돈의 투여를 고려할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2) 돌연변이성 : 유전자 돌연변이와 염색체 손상에 한 시험에서 지프라시돈의 유전독성 가능성

을 알아보았습니다. Ames 시험 결과 사성 활성이 없는 상태에서 S. typhimurium에 속하는 

한 종이 재현성있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In vitro 상에서의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유전

자 돌연변이 시험과 사람의 림프구를 이용한 in vitro상의 염색체이상 시험에서는 해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마우스 골수에 한 in vivo 상의 염색체이상 시험에서 지프라

시돈이 음성반응을 보였습니다.

3) 생식기능 장애 : 랫트에서 지프라시돈을 10~160mg/kg/day(mg/㎡로 했을 때 사람의 최고 

권장용량인 160mg/kg/day의 0.5~8배에 해당하는 용량)의 용량으로 투여했을 때 교미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증가된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랫트에 경구로 160mg/kg/day의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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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로 했을 때 사람의 최고 권장용량의 8배에 해당하는 용량)을 투여했을 때 생식기능에 

장애가 있었으며,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용량은 40mg/kg/day(mg/㎡로 했을 때 사람의 

최고 권장용량의 2배에 해당하는 용량)이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랫트에 미치는 도파민 길

항제의 약리학적 작용인 발정주기 길이의 연장에 기인하여 암컷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

다. 160mg/kg/day를 투여한 수컷과 약물을 투여하지 않은 암컷을 교미했을 때 생식기능에 

이상이 없었고, 수컷 랫트에 200mg/kg/day(mg/㎡로 했을 때 사람의 최고 권장용량의 11배

에 해당하는 용량)을 투여한 한 실험에서 약물투여와 관련된 어떠한 결과도 관찰되지 않았습

니다.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한국화이자제약(주) 젤독스캡슐20 리그람(염산지프라시돈일수화물) 수입

2 한국화이자제약(주) 젤독스캡슐40 리그람(염산지프라시돈일수화물) 수입

3 한국화이자제약(주) 젤독스캡슐60 리그람(염산지프라시돈일수화물) 수입

4 한국화이자제약(주) 젤독스캡슐80 리그람(염산지프라시돈일수화물)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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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르프로마진염산염 단일제 (경구)
(Chlorpromazine Hydrochloride)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외국에서 실시된 인지증에 관련된 정신병증상(승인 외 효능․효과)를 지닌 고령의 환자를 상으

로 한 17가지 임상 시험에서 비정형 항정신병약 투여군은 위약(placebo) 투여군과 비교하여 사망

률이 1.6~1.7배 높았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외국에서의 관찰조사에서 정형 항정신병약도 비정형 

항정신병약과 마찬가지로 사망률 상승에 관여한다는 보고가 있다.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클로르프로마진염산염 단일제(경구)

(Chlorpromazine Hydrochloride)

 분류 번호 ∙ [01170] 정신신경용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일양약품(주)

 정보 사항 ∙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항목

  -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항목에 “임신 3기에 항정신병

약을 복용한 임부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추체외로장애 및/

또는 금단 증상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신생아에게 

초조, 근육긴장항진, 근육긴장저하, 진전, 졸음, 호흡곤란, 

섭식장애가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증상은 그 중증도에 있어

서 다양했다. 일부 경우 이러한 증상들은 스스로 조절되었으

나 다른 경우의 신생아들은 장기 입원 및 중환자실에서의 치

료를 요하였다.” 추가하는 등 변경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142호, 2012. 1.13.)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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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혼수 또는 순환허탈 상태 환자

2) 바르비탈계 약물, 마취제 등 중추신경억제제의 강한 영향 하에 있는 환자

3) 급성 알코올중독 환자

4) 이 약 또는 페노치아진계 약물 및 그 유사화합물에 과민증 환자

5) 1세 미만의 영아

6) 라이증후군 환자

7) 에피네프린을 투여중인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투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중히 투여한다. : 피질하부의 뇌

장애(뇌염, 뇌종양, 두부외상후유증 등)가 의심되는 환자(고열반응이 나타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전신을 얼음으로 차게 하거나 해열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간·신·혈액장애 환자(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3) 크롬친화세포종, 동맥경화증 또는 심혈관계 질환 환자(혈압의 급격한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

4) 피부질환 환자

5) 중증의 천식, 폐기종, 호흡기 감염증 등의 환자(호흡억제가 나타날 수 있다.)

6) 간질 등의 경련성 질환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7) 파킨슨병 환자

8) 협우각형 녹내장 환자

9) 프롤락틴의존성 종양 환자

10) 고온환경에 있는 자(고열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11) 고령자

12) 우울증 환자

13) 유·소아

14) 탈수·영양불량상태 등을 수반하는 신체적 피폐가 있는 환자

4. 부작용

1) 순환기계 : 기립성 저혈압, 혈압저하, 빈맥, 심계항진, 부정맥, 심질환악화 등이 나타날 수 있

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신중히 투여한다. 또한 다른 페노치아진계 약물(클로르프로칙센, 

염산플루페나진)에서 혈압저하, 심전도 이상(QT간격의 연장, T파의 평저하와 역전, 이봉성 

T파 또는 U파의 출현 등)에 이어 돌연사가 보고된 바 있으므로 특히 QT부분에 변화가 나타

나면 투여를 중지한다. 

2) 혈액 : 백혈구증가증/감소증, 호산구증가증, 재생불량성 빈혈, 용혈성 빈혈, 범혈구감소증,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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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립구증, 혈소판감소성 자반병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인정되

는 경우에는 감량 또는 투여를 중지한다.

3) 소화기계 : 구역, 구토, 설사, 설태, 변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드물게 장관마비(식욕부진, 

구역, 구토, 설사, 현저한 변비, 복부팽만 또는 이완 및 장 내용물의 울체증상)를 초래하여 

마비성 장폐색으로 이행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장관마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4) 간장 : 드물게 간장애, 담즙울체, 황달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량 또는 투여를 중지한다.

5)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 운동마비, 중증의 근육강직, 연하

곤란, 빈맥, 혈압변화, 발한 등이 나타나고 이러한 증상과 함께 발열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

여를 중지하고 체냉각과 수분보급 등의 전신적 치료와 함께 적절한 처치를 한다. 이 증상의 

발현시에는 백혈구 증가, 혈청 CPK의 상승이 자주 나타나고 미오글로빈뇨증을 수반한 신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고열이 지속되고 의식장애, 호흡곤란, 순환허탈과 탈수증상, 급

성신부전으로 발전해서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다. 

6) 추체외로증상 : 급성 근긴장이상(안구운동발작 등), 사경(torticollis), 개구불능, 연하곤란, 파

킨슨증후성 강직, 진전, 운동불능, 정좌불능 등의 증상이 보고되어 있고 보통 치료초기에 나

타나지만 장기투여시에도 나타난다. 중증의 경우에는 항파킨슨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처치

를 한다(항파킨슨제는 중독성 착란상태의 발현 및 항콜린성 부작용을 증가시키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7) 지발성 운동장애 : 항정신병약의 장기투여시 나타나는 비가역적 불수의적인 상동성 운동장애

증후군으로서 저용량으로 단기간 투여시에도 나타나고 투여중지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 고령

자(특히 여자)와 뇌손상 환자, 기분장애가 있을때 발생위험도가 높지만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

나고 만일 지발성 운동장애가 나타나면 투여를 중지한다. 항파킨슨제 투여로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 확립된 치료법이 알려져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진단하에 최저유효량을 단기간 투여하

도록 고려한다. 또한 항파킨슨제를 갑자기 투여중지하면 단기간의 운동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8) 눈 : 축동, 산동, 안내압항진, 시력불선명 등 시각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장기 또는 량투여

에 의해 각막·수정체의 혼탁, 망막·각막의 색소침착이 나타날 수 있다.

9) 내분비계 : 고프롤락틴혈증, 여성유방화, 유즙분비, 월경이상, 위양성 임신반응, 발기부전, 사

정불능, 성욕의 변화, 고혈당, 저혈당, 당뇨, 체중증가 및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드물게 

유사화합물(치오칙센, 염산치오리다진)에서 저나트륨혈증, 저침투압혈증, 요중 나트륨배설량

의 증가, 고장뇨, 경련, 의식장애 등을 수반한 항이뇨호르몬분비이상증후군(Syndrome of 

Inappropriate ADH)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수분

섭취제한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10) 정신신경계 : 수면장애(불면, 졸음 등), 초조, 불안, 발작, 착란, 흥분, 역설적 증상, 긴장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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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환청, 뇌부종, 뇌척수액이상, 불온, 어지러움, 두통·두중, 충동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11) 과민증 : 광선과민증, 가려움, 두드러기, 발진, 천식, 아나필락시양 반응, 혈관신경성 부종, 

후두부종, 박탈성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12) 기타 : 구갈, 무력감, 권태감, 쉬피로감, 다한, 타액분비과다, 코막힘, 요폐, 요실금, 무뇨, 

빈뇨, 부종, 피부의 색소침착, 전신성홍반성루푸스(SLE)양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5. 일반적 주의

1) 장기 연용시 환자를 주의하여 관찰하고 간기능검사,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다.

2) 졸음, 주의력·집중력·반사운동능력 등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중인 환

자는 자동차운전 등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이 약을 갑자기 투여중지하면 구역, 구토, 불면 등의 급성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감량한다.

4) 이 약은 진토작용이 있어 다른 약물에 기인한 중독, 장폐색, 뇌종양 등에 의한 구토증상을 

은폐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5) 치료초기에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중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감량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6. 상호작용

1) 바르비탈계 약물, 마취제 등의 중추신경억제제, 혈압강하제 또는 항콜린작용을 갖는 약물과의 

병용, 유기인살충제와의 접촉, 알코올 섭취에 의해 상호작용이 증강될 수 있으므로 감량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

2) 에피네프린과 기타 교감신경흥분제의 작용에 길항하여 혈압강하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구아

네티딘, 클로니딘 등의 교감신경차단제의 혈압강하효과를 역전시키므로 이들약물과 병용투여

하지 않는다.

3) 도파민효능약(레보도파, 브로모크립틴, 아만타딘)의 효과를 저해한다. 

4) 도파민길항약(메토클로프라미드)과 병용할 경우 추체외로부작용이 증가될 수 있다.

5) 페노치아진계 약물은 경련역치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항경련약의 투여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페니토인의 사를 저해하여 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6) 혈당강하제에 한 반응을 감소시키므로 용량을 조절하거나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7) 이 약과 테르페나딘, 아스테미졸을 병용투여시 QT연장, 심실성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8) 항응고제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9) 항파킨슨제와 병용시 이 약의 항콜린작용이 증가되어 지발성 운동장애가 촉진되 고 흡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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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된다.

10) 신경근차단제의 작용을 연장시킬 수 있다.

11) 치아짓계 이뇨제는 페노치아진에 의한 기립성 저혈압을 촉진시킬 수 있다. 

12) 프로프라놀롤과 병용시 상호 혈중농도를 증가시키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13) 삼환계 항우울약의 사 및 당뇨병 조절을 저해할 수 있다.

14) 리튬과 병용투여시 상호 혈중농도를 상승시켜 부작용(신경독성, 추체외로증상)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15) 이 약은 제산제, 카페인에 의해 흡수가 저하되어 치료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신중의 투여에 한 안전성이 확립되어있지 않고, 동물실험에서 태자사망, 유산, 조산 등의 

태자독성이 보고되어 있다. 또한 임부에 투여한 경우 신생아에서 진전, 반사저하/반사이상항

진, 황달지연, 추체외로증상 등이 나타난 것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2) 임신말기 또는 분만중에 투여한 임부에서 태어난 신생아에 기면, 진전, 과흥분성이 나타날 

수 있다. 

임신 3기에 항정신병약을 복용한 임부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추체외로장애 및/또는 금단 증

상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신생아에게 초조, 근육긴장항진, 근육긴장저하, 진전, 졸

음, 호흡곤란, 섭식장애가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증상은 그 중증도에 있어서 다양했다. 일부 

경우 이러한 증상들은 스스로 조절되었으나 다른 경우의 신생아들은 장기 입원 및 중환자실

에서의 치료를 요하였다.

3) 이 약은 모유중으로 이행하므로 수유중인 부인에게 투여하는 경우에는 수유를 중단한다.

8. 소아에 대한 투여

추체외로증상 특히 운동장애가 나타나기 쉽다.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고령자는 기립성 저혈압, 추체외로증상, 무력감, 운동실조, 배설장애 등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감

량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

10. 과량투여시의 처치

1) 증후 및 증상 : 경면부터 혼수까지의 중추신경억제, 혈압저하, 추체외로증상이 나타날 수 있

다. 기타 격정이나 정서불안, 경련, 구갈, 장폐색, 심전도변화, 부정맥 및 호흡억제 등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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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수 있다.

2) 처치 : 특별한 해독제는 없고 유지요법을 한다. 저혈압, 순환허탈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수액, 

혈압상승제(에피네프린 제외)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11. 기타

이 약에 의한 치료 중 원인불명의 돌연사가 보고된 바 있다.

12.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

이 약을 다량으로 항상 취급하는 경우에는 때때로 과민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에는 장갑 등을 사용하고 자주 손과 얼굴 등을 씻어 노출피부면에 한 일반적인 보호수단을 강구

한다.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한국코러스제약 코러스염산클로르프로마진정(수출용) 제조

2 (주)휴온스 휴온스클로르프로마진염산염정100 리그램(수출용) 제조

3 명인제약(주) 명인염산클로르프로마진정50 리그람 제조

4 명인제약(주) 명인염산클로르프로마진정100 리그람 제조

5 명인제약(주) 명인염산클로르프로마진정200 리그람 제조

6 태극제약(주) 클로마진정50mg(클로르프로마진염산염) 제조

7 태극제약(주) 클로마진정100mg(클로르프로마진염산염) 제조

8 환인제약(주) 네오마찐정100 리그람(염산클로르프로마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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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루오페라진염산염 단일제 (경구)
(Trifluoperazine Hydrochloride)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외국에서 실시된 인지증에 관련된 정신병증상(승인 외 효능․효과)를 지닌 고령의 환자를 상으

로 한 17가지 임상 시험에서 비정형 항정신병약 투여군은 위약(placebo) 투여군과 비교하여 사망

률이 1.6~1.7배 높았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외국에서의 관찰조사에서 정형 항정신병약도 비정형 

항정신병약과 마찬가지로 사망률 상승에 관여한다는 보고가 있다.

뇌혈관 질환 이상반응 위험 증가 : 일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치매환자에 한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트리플루오페라진염산염 단일제 (경구)

(Trifluoperazine Hydrochloride)

 분류 번호 ∙ [01170] 정신신경용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정보 사항 ∙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항목

  -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항목에  “임신 3기에 항정신병

약을 복용한 임부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추체외로장애 및/

또는 금단 증상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신생아에게 

초조, 근육긴장항진, 근육긴장저하, 진전, 졸음, 호흡곤란, 

섭식장애가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증상은 그 중증도에 있어

서 다양했다. 일부 경우 이러한 증상들은 스스로 조절되었으

나 다른 경우의 신생아들은 장기 입원 및 중환자실에서의 치

료를 요하였다.” 추가하는 등 변경

 처리 결과 ∙ 이상반응 항목 추가 

(의약품안전정보팀-142호, 2012. 1.13.)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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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위약 조 임상 시험 결과 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세 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른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거나 다른 환자군에 사

용할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약을 뇌졸중 위험요소를 

가진 환자에게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맥혈전증 위험 : 항정신병 약물 사용시 이상반응으로 정맥혈전증이 보고된 바 있다.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 받은 환자들에서 정맥혈전증에 한 후천적 위험요소가 자주 나타남에 따라 이 약을 

사용하기 전과 사용하는 중에 정맥혈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를 확인해야 하며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혼수상태, 순환허탈상태의 환자

2) 조절되지 않는 심 상부전 환자

3) 중추신경억제제(바르비탈계 약물·마취제 등)의 강한 영향하에 있는 환자 및 급성 알코올 중

독 환자

4) 이 약 또는 다른 페노치아진계 약물에 과민증 환자

5) 혈액질환 환자

6) 골수기능억제 환자

7) 간손상 병력이 있는 환자

8) 전립선질환 등 요저류 환자

9) 협우각형 녹내장 환자

10)수유부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피질하부의 뇌장애(뇌염, 뇌종양, 두부외상 후유증 등) 환자 (고열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전신을 얼음으로 냉각시키거나 또는 해열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중증의 간기능장애 및 간·신부전 환자

3) 부정맥 등의 심질환 환자 

4) 현저한 저혈압 또는 기립성 조절장애 환자

5) 만성호흡장애 및 천식 환자

6) 잔뇨감 등 배뇨장애 환자

7) 프롤락틴의존성 종양 환자

8) 크롬친화세포종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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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장관협착 환자

10) 우울증 환자

11) 간질 등 경련성 질환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경련 역치를 저하시킬 수 있다.)

12) 고령자

13) 파킨슨병 환자

14) 중증의 근무력증 환자

15)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4. 이상반응

1)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 운동마비, 심한 근육강직, 연하곤

란, 빈맥, 혈압변화, 발한 등이 나타나고 이러한 증상과 함께 발열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

를 중지하고 체냉각과 수분보급 등의 전신적 치료와 함께 적절한 처치를 한다. 이 증상의 발

현시에는 백혈구증가 또는 혈청 CPK치 상승이 자주 나타나고 미오글로빈뇨를 수반한 신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고열이 지속되고 의식장애, 호흡곤란, 순환허탈과 탈수증상, 급

성신부전으로 발전해서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다.

2) 돌연사 : 혈압저하, 심전도이상(QT간격의 연장, T파의 평저화또는 역전, 이봉성 T파 내지 U

파의 출현 등)에 이어 돌연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특히 QT부분에의 변화가 있으면 투여

를 중지한다. 또한, 페노치아진계 약물 투여중의 심전도이상은 량투여인 경우가 많이 보고

되어 있다. 

3) 소화기계 : 드물게 장관마비(식욕부진, 구역, 구토, 현저한 변비, 복부팽만이 있는 이완 및 

장내용물의 울체 등의 증상)가 나타나고 마비성 장폐색으로 이행될 수 있으므로 장관마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또한, 이러한 구역·구토는 이 약의 진토작용에 의해 

은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4) 지발성 운동장애 : 장기간 투여에 의해 때때로 입주위 등의 불수의운동이 나타나고 투여중지 

후에도 지속되는 일이 있다.

5) 눈 : 장기 또는 량투여에 의하여 각막·수정체의 혼탁, 축동, 안내압항진이 나타날 수 있다.

6) 항이뇨호르몬분비이상증후군(Syndrome of Inappropriate ADH) : 유사화합물(치오리다진)에

서 저나트륨혈증, 저침투압혈증, 요중나트륨배설량의 증가, 고장뇨, 경련, 의식장애 등을 수반

하는 항이뇨호르몬분비이상증후군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이로 인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수분섭취제한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7) 재생불량성빈혈 : 다른 페노치아진계 화합물(클로르프로마진)에서 재생불량성빈혈이 나타났

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감량 또는 투여를 중지한다.

8) 전신성홍반성루푸스(SLE)양 증상 : 다른 페노치아진계 화합물(클로르프로마진)에서 SLE 증상

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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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호흡기계 : 후두부종, 천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10) 순환기계 : 부정맥, 혈압강하, 기립성 저혈압, 자극전도장애, 심블록, 빈맥 또는 심질환의 악

화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신중히 투여한다. 또한 혈전색전증(폐색전증과 

심부정맥혈전증 포함, 빈도불명)이 나타날 수 있다.  

11) 혈액계 : 백혈구감소증, 과립구감소증, 혈소판감소성 자반병, 조혈기능장애(무과립구증), 용

혈성빈혈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감량 또는 

투여를 중지한다.

12) 간장 : 담즙울체, 황달, 드물게 간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나타나

는 경우에는 감량 또는 투여를 중지한다.

13) 추체외로증상 : 파킨슨증후군(수지진전, 근강직, 타액분비과다, 등), 이상운동증(개구불능, 

경련성 사경(torticollis), 안면 및 경부의 연축, 후궁반장, 안구회전발작 등), 정좌불능이 나

타날 수 있다.

14) 내분비계 : 체중증가, 여성형 유방, 사정불능, 성기능장애, 당뇨, 고프롤락틴혈증, 때때로 유

즙분비, 월경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15) 정신신경계 : 불면, 졸음, 우울, 헛소리, 어지러움, 두통, 불안, 흥분, 착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16) 과민증 : 과민증상 또는 광선과민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17) 기타 : 구갈, 코막힘, 권태감, 부종, 발열, 요저류, 배뇨장애, 요폐, 요실금 등이 나타날 수 있다.

5. 일반적 주의

1) 이 약은 진토작용이 있어 다른 약물에 기인한 중독, 장폐색, 뇌종양 등에 의한 구토증상을 

은폐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2) 어지러움, 주의력·집중력·반사운동 능력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중인 

환자는 자동차운전 등 위험이 수반되는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백혈구감소증, 호중구감소증 및 무과립구증 : 임상시험 및/또는 시판 후 경험에 의하면 항정

신병약물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백혈구감소증/호중구감소증 및 무과립구증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백혈구감소증/호중구감소증의 위험인자로 임상적으로 유의한 기존의 백혈구수 감소 

및 약물에 의한 백혈구감소증/호중구감소증 병력이 포함된다. 임상적으로 유의한 백혈구수 

감소 또는 약물에 의한 백혈구감소증/호중구감소증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치료 초기 몇달

간 총혈구수를 모니터링하고 다른 의심되는 요인 없이 백혈구수가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감소

되는 징후가 처음 관찰되면 이 약의 투여 중지를 고려해야 한다. 임상적으로 유의한 호중구감

소증 환자의 경우 열이나 감염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나는 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고 

해당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치료한다. 중증의 호중구감소증 환자(절 호중구수

＜1000/㎣)의 경우 이 약을 중지해야 하고 회복될 때까지 백혈구수를 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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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호작용

1) 이 약은 에피네프린의 작용을 역전시켜 혈압강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2) 중추신경억제제(바르비탈계 약물, 마취제 등), 알코올, 혈압강하제, 항콜린제, 항우울약과 병

용투여할 경우 상호의 작용을 증강시킬 수 있으므로 감량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

3) 레보도파, 도파민 효능약(브로모크립틴 등), 아만타딘과 병용투여할 경우 이 약의 작용을 감

소시킬 수 있다.

4) 도파민 길항약과 병용투여할 경우 추체외로 부작용이 증강될 수 있다.

5) 리튬과 병용투여할 경우 상호 혈중농도가 증가되어 신경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6) 치아짓계 이뇨제와 병용투여할 경우 기립성 저혈압 부작용이 증강될 수 있다.

7) 이 약은 경구용 항응고제 및 성선자극호르몬의 효과를 감약시킬 수 있다.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동물실험에서 태자사망, 유산, 조산 등의 태자독성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임신 3기에 항정신병약을 복용한 임부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추체외로장애 및/또는 금단 증

상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신생아에게 초조, 근육긴장항진, 근육긴장저하, 진전, 졸

음, 호흡곤란, 섭식장애가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증상은 그 중증도에 있어서 다양했다. 일부 

경우 이러한 증상들은 스스로 조절되었으나 다른 경우의 신생아들은 장기 입원 및 중환자실

에서의 치료를 요하였다.

3) 모유중으로의 이행이 보고되어 있고 영아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유부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고령자에는 기립성 저혈압, 추체외로증상, 무력감, 운동실조, 배설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신중히 투여한다.

9. 과량투여시의 처치

1) 증후 및 증상 : 졸음에서 혼수까지 중추신경계의 억제, 혈압강하와 추체외로증상이 나타나고 

기타 격정과 정서불안, 경련, 구갈, 장폐색, 심전도변화 및 부정맥 등이 나타날 수 있다.

2) 처치 : 증요법과 보조요법이 필수적이며 초기의 위세척이 유효하다. 중증인 경우에 추체외로

증상은 연하곤란 및 호흡곤란을 유발하므로 환자를 잘 관찰하고 기도를 유지한다. 두부 또는 

경부의 근긴장이상으로 인하여 구토물이 흡인될 수 있으므로 환자에 구토를 유발시키지 않는

다. 추체외로증상에는 항콜린성 항파킨슨제를 투여하고 저혈압은 수액으로 처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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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환인제약(주) 오페라진정(염산트리플루오페라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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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오틱센 단일제 (경구)
(Thiothixene)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혼수 또는 순환허탈 상태 환자

2) 바르비탈계 약물, 마취제 등 중추신경억제제의 강한 영향하에 있는 환자

3) 이 약 또는 치옥산텐계 약물 및 그 유사화합물에 과민증 환자

4) 12세 이하의 유·소아

5) 혈액이혼화증 환자

6) 에피네프린을 투여중인 환자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티오틱센 단일제 (경구) (Thiothixene)

 분류 번호 ∙ [01170] 정신신경용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정보 사항 ∙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항목

  -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항목에 “임신 3기에 항정신병

약을 복용한 임부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추체외로장애 및/

또는 금단 증상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신생아에게 

초조, 근육긴장항진, 근육긴장저하, 진전, 졸음, 호흡곤란, 

섭식장애가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증상은 그 중증도에 있어

서 다양했다. 일부 경우 이러한 증상들은 스스로 조절되었으

나 다른 경우의 신생아들은 장기 입원 및 중환자실에서의 치

료를 요하였다.” 추가하는 등 변경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142호, 2012. 1.13.)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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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급성 알코올중독 환자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투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중히 투여하여야 할 환자 : 피질하

부의 뇌장애(뇌염, 뇌종양, 두부외상후유증 등)가 의심되는 환자[고열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

로 이러한 경우에는 전신을 얼음으로 차게 하거나 해열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간·신·혈액장애 환자(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3) 크롬친화세포종, 동맥경화증 또는 심혈관계 질환 환자

4) 피부질환 환자

5) 중증의 천식, 폐기종, 호흡기 감염증 등의 환자(호흡억제가 나타날 수 있다.)

6) 간질 환자 또는 간질의 소인(알코올 금단증상, 뇌손상)이 있는 환자

7) 파킨슨병 환자

8) 협우각형 녹내장 환자

9) 프롤락틴의존성 종양 환자

10) 고온환경에 있는 자(고열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11) 고령자

12) 우울증 환자

13) 탈수·영양불량상태 등을 수반하는 신체적 피폐가 있는 환자

3. 이상반응

1) 순환기계 : 혈압저하, 빈맥, 심계항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신중히 

투여한다. 또한 다른 페노치아진계 화합물(클로르프로칙센, 염산플루페나진)에서 혈압저하, 

심전도 이상(QT간격의 연장, T파의 평저하와 역전, 이봉성 T파 또는 U파의 출현 등)에 이어 

돌연사가 보고된 바 있으므로 특히 QT부분에 변화가 나타나면 투여를 중지한다. 

2) 혈액 : 백혈구증가증/감소증, 호산구증가증, 용혈성 빈혈, 범혈구감소증, 무과립구증,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량 

또는 투여를 중지한다.

3) 소화기계 : 구갈, 구역, 구토, 변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드물게 장관마비(식욕부진, 구역, 

구토, 설사, 현저한 변비, 복부팽만 또는 이완 및 장내용물의 울체증상)를 초래하여 마비성 

장폐색으로 이행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장관마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4) 간장 : 드물게 혈청트랜스아미나제 또는 ALP의 상승, 간장애, 담즙울체, 황달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5)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 운동마비, 중증의 근육강직, 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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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 빈맥, 혈압변화, 발한 등이 나타나고 이러한 증상과 함께 발열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

여를 중지하고 체냉각과 수분보급 등의 전신적 치료와 함께 적절한 처치를 한다. 이 증상의 

발현시에는 백혈구 증가, 혈청 CPK의 상승이 자주 나타나고 미오글로빈뇨증을 수반한 신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고열이 지속되고 의식장애, 호흡곤란, 순환허탈과 탈수증상, 급

성 신부전으로 발전해서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다.

6) 추체외로증상 : 급성 근긴장이상(안구운동발작 등), 사경(torticollis), 개구불능, 연하곤란, 파

킨슨증후성 강직, 진전, 운동불능, 정좌불능 등의 증상이 보고되어 있고 보통 치료초기에 나

타나지만 장기투여시에도 나타난다. 중증의 경우에는 항파킨슨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처치

를 한다(항파킨슨제는 중독성 착란상태의 발현 및 항콜린성 부작용을 증가시키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7) 지발성 운동장애 : 항정신병약의 장기투여시 나타나는 비가역적 불수의적인 상동성 운동장애

증후군으로서 저용량으로 단기간 투여시에도 나타나고 투여 중지 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 고

령자(특히 여자)와 뇌손상 환자, 기분장애가 있을때 발생위험도가 높지만 모든 연령층에서 나

타나고 만일 지발성 운동장애가 나타나면 투여를 중지한다. 항파킨슨제 투여로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 확립된 치료법이 알려져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진단하에 최저유효량을 단기간 투여하

도록 고려한다. 또한 항파킨슨제를 갑자기 투여중지하면 단기간의 운동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8) 눈 : 축동, 산동, 시력불선명 등 시각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장기 또는 량투여에 의해 각

막·수정체의 혼탁, 망막·각막의 색소침착이 나타날 수 있다.

9) 내분비계 : 고프롤락틴혈증, 여성유방화, 유즙분비, 월경이상, 발기부전, 사정불능, 성욕의 변

화, 체중증가 및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약에 의해 저나트륨혈증, 저침투압혈증, 요중 

나트륨배설량의 증가, 고장뇨, 경련, 의식장애 등을 수반한 항이뇨호르몬분비이상증후군

(Syndrome of Inappropriate  ADH)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

고 수분섭취제한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10) 정신신경계 : 수면장애(불면, 졸음 등), 초조, 불안, 발작, 역설적 반응, 뇌부종, 뇌척수액이상, 

불온, 어지러움, 두통·두중, 흥분, 충동행위, 환각·환청, 자극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11) 과민증 : 광선과민증, 가려움, 두드러기, 발진, 아나필락시 등이 나타나고 다른 페노치아진계 

약물에서 박탈성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이 보고되어 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12) 기타 : 구갈, 무력감, 전신권태감, 쉬피로감, 다한, 타액분비과다, 코막힘 등이 나타나고 페노

치아진계 약물에 의한 전신성홍반성루푸스양증후군(SLE)이 나타날 수 있다.

4. 일반적 주의

1) 장기 연용시 환자를 주의하여 관찰하고 간기능, 혈액 검사 등을 실시한다.

2) 졸음, 주의력·집중력·반사운동능력 등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중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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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자동차운전 등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이 약을 갑자기 투여중지하면 구역, 구토, 불면 등의 급성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감량한다.

4) 이 약은 진토작용이 있어 다른 약물에 기인한 중독, 장폐색, 뇌종양 등에 의한 구토증상을 

은폐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5) 치료초기에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감량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6) 백혈구감소증, 호중구감소증 및 무과립구증 : 임상시험 및/또는 시판 후 경험에 의하면 항정

신병약물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백혈구감소증/호중구감소증 및 무과립구증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백혈구감소증/호중구감소증의 위험인자로 임상적으로 유의한 기존의 백혈구수 감소 

및 약물에 의한 백혈구감소증/호중구감소증 병력이 포함된다. 임상적으로 유의한 백혈구수 

감소 또는 약물에 의한 백혈구감소증/호중구감소증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치료 초기 몇달

간 총혈구수를 모니터링하고 다른 의심되는 요인 없이 백혈구수가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감소

되는 징후가 처음 관찰되면 이 약의 투여 중지를 고려해야 한다. 임상적으로 유의한 호중구감

소증 환자의 경우 열이나 감염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나는 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고 

해당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치료한다. 중증의 호중구감소증 환자(절 호중구수

＜1000/㎣)의 경우 이 약을 중지해야 하고 회복될 때까지 백혈구수를 모니터링한다.

5. 상호작용

1) 바르비탈계 약물, 마취제 등의 중추신경억제제, 혈압강하제 또는 항콜린작용을 갖는 약물과의 

병용, 유기인살충제와의 접촉, 알코올 섭취에 의해 상호작용이 증강될 수 있으므로 감량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

2) 에피네프린과 기타 교감신경흥분제의 작용에 길항하여 혈압강하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구아

네티딘, 클로니딘 등의 교감신경차단제의 혈압강하효과를 역전시키므로 이들약물과 병용투여

하지 않는다.

3) 도파민효능약(레보도파, 브로모크립틴, 아만타딘)의 효과를 저해한다. 

4) 도파민길항약(메토클로프라미드)과 병용할 경우 추체외로부작용이 증가될 수 있다.

5) 항파킨슨제와 병용시 이 약의 항콜린작용이 증가되어 지발성 운동장애가 촉진되고 흡수가 저

하된다.

6) 신경근차단제의 작용을 연장시킬 수 있다.

7) 삼환계 항우울약의 사 및 당뇨병 조절을 저해할 수 있다.

8) 리튬과 병용투여시 상호 혈중농도를 상승시켜 부작용(신경독성, 추체외로증상)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9) 이 약은 제산제, 카페인에 의해 흡수가 저하되어 치료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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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신중의 투여에 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또한 다른 페노치아진계 약물에 의한 

동물실험에서 태자사망, 유산, 조산 등의 태자독성이 보고된 바 있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2) 임신말기 또는 분만중에 다른 항정신병약을 투여한 임부에서 태어난 신생아에 기면, 진전, 

과흥분성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

임신 3기에 항정신병약을 복용한 임부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추체외로장애 및/또는 금단 증

상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신생아에게 초조, 근육긴장항진, 근육긴장저하, 진전, 졸

음, 호흡곤란, 섭식장애가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증상은 그 중증도에 있어서 다양했다. 일부 

경우 이러한 증상들은 스스로 조절되었으나 다른 경우의 신생아들은 장기 입원 및 중환자실

에서의 치료를 요하였다.

3) 이 약은 모유중으로 이행하므로 수유중인 부인에게 투여하는 경우에는 수유를 중단한다.

7. 소아에 대한 투여

12세 이하의 유·소아에 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여하지 않는다. 또한 소아에 

투여한 경우 추체외로증상 특히 운동장애가 나타나기 쉽다는 보고가 있다.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일반적으로 고령자에서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추체외로증상, 무력감, 운동실조, 배설장애 등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감량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

9. 과량투여시의 처치

1) 증상 : 주증상은 저혈압, 진정, 중증의 추체외로증상 등이다. 또한 호흡억제 및 저혈압을 수반

하는 혼수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2) 처치 : 특별한 해독제는 없고 유지요법을 한다. 저혈압, 순환허탈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수액, 

혈압상승제(에피네프린 제외)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10. 기타

다른 페노치아진계 약물에 의한 치료중 원인불명의 돌연사가 보고된 바 있다.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유영제약 오나벤캅셀5 리그람(치오칙센)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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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리페리돈팔미테이트 단일제 (주사)
(Paliperidone Palmitate)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 받은 치매관련 정신병이 있는 고령자에서 사망률이 증가하였다. 부분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 받고 있던 환자를 상으로 한 17건의 위약 조군 시험(10주간)을 

분석한 결과, 약물을 투여 받은 환자의 사망 위험이 위약을 투여 받은 환자의 사망 위험보다 

1.6~1.7배 높게 나타났다. 10주간 약물을 투여 받은 환자군의 사망률은 약 4.5%, 위약투여군의 사

망률은 약 2.6%이었다. 사망의 원인은 다양하였지만, 사실상 부분은 심혈관(예: 심부전, 급사) 

또는 감염(예: 폐렴) 중 하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관찰조사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과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팔리페리돈팔미테이트 단일제(주사) (Paliperidone Palmitate)

 분류 번호 ∙ [01170] 정신신경용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정보 사항 ∙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임부, 수유부, 소아, 고령자

에 대한 투여 항목

  - 임부, 수유부, 소아, 고령자에 대한 투여 항목에 “임신 3기

에 항정신병약을 복용한 임부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추체외

로장애 및/또는 금단 증상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신생아에게 초조, 근육긴장항진, 근육긴장저하, 진전, 졸음, 

호흡곤란, 섭식장애가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증상은 그 중증

도에 있어서 다양했다. 일부 경우 이러한 증상들은 스스로 조

절되었으나 다른 경우의 신생아들은 장기 입원 및 중환자실

에서의 치료를 요하였다.” 추가하는 등 변경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142호, 2012. 1.13.)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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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게 정형 항정신병 약물 투여 시에도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환자의 일부 특징

과는 조적으로 관찰조사에서 사망률이 증가한 결과가 항정신병 약물 때문일 가능성은 명확하지 

않다. 이 약은 치매 관련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한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리스페리돈, 팔리페리돈에 한 과민증이 있는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심혈관 질환(심부전, 심근경색증 또는 허혈, 전도이상 등), 뇌혈관질환이나 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탈수, 혈액량 감소, 항고혈압제 투여 등)로 알려진 환자

2) 간질 환자

3) 신장애 환자

4) 중증의 간장애 환자

5) 체온이 상승될 수 있는 상태를 경험할 환자(과격한 운동, 과다한 열에의 노출, 항콜린성 활성

이 있는 약물과의 병용투여 또는 탈수환자 등)

6) 파킨슨증이나 Lewy Body 치매 환자

7)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및 수유부

4. 이상반응

이중맹검, 위약 조군 시험에서 가장 빈번하고(이약 투여군에서 5% 이상 발생) 약물과의 관련성

이 크다고 생각되는(약물 투여군 유해사례 비율이 위약군 유해사례 비율의 2배 이상) 이상반응은 

투여부위반응, 졸음/진정, 어지러움, 좌불안석증 및 추체외로장애였다.

본 항의 데이터는 이 약의 권장용량 범위인 39mg - 234mg을 1회 이상 투여한 2770명의 정신분

열증 환자와 위약을 투여한 정신분열증 환자 510명으로 구성된 임상시험 데이터베이스(2상 및 3상)

로부터 도출되었다. 2770명의 이 약 투여 환자 중, 1293명은 4건의 고정용량, 이중맹검, 위약 조

군 시험(1건의 9주 임상 및 3건의 13주 임상)을 통해 이 약을 투여 받았고, 849명의 환자(이 중 

205명은 이 시험의 이중맹검 위약 조군 기간 동안 이 약을 계속적으로 투여 받았음)는 유지요법, 

628명의 환자는 2건의 위약 조군이 없는 시험(활성 조군 비열등성 시험 및 투여부위[삼각근-둔부

근] 교차 시험)을 통해 이 약을 투여 받았다. 13주 임상시험 중 1건은 개시용량으로 이 약 234mg을 

투여한 후 39mg, 156mg, 또는 234mg 중 하나를 매 4주마다 투여 받는 시험이었다.

부분의 이상반응은 경증 내지 중등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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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분류
유해사례

위약a

(N=510)
39mg

(N=130)
78mg

(N=302)
156mg
(N=312)

234/39mgb

(N=160)
234/156mgb

(N=165)
234/234mgb

(N=163)

이상반응을 보인 

피험자의 총 발현율(%) 
70 75 68 69 63 60 63

위장관 장애

복부 불쾌감/상복부 통증 2 2 4 4 1 2 4

변비 5 3 5 5 2 4 1

설사 2 0 3 2 1 2 2

입마름 1 3 1 0 1 1 1

구역 3 4 4 3 2 2 2

치통 1 1 1 3 1 2 3

구토 4 5 4 2 3 2 2

일반적 장애 및 투여부위 상태

무력증 0 2 1 ＜1 0 1 1

피로 1 1 2 2 1 2 1

투여부위반응 2 0 4 6 9 7 10

감염 및 기생충 침입

비인후염 2 0 2 2 4 2 2

상부호흡기감염 2 2 2 2 1 2 4

요로감염 1 0 1 ＜1 1 1 2

부상, 중독 및 시술에 의한 합병증

피부창상 ＜1 2 ＜1 0 1 0 0

조사

알라닌아미노전이효소 

증가
2 0 2 1 1 1 1

체중증가 1 4 4 1 1 1 2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장애

허리 통증 2 2 1 3 1 1 1

근골격계 경직 1 1 ＜1 ＜1 1 1 2

근육통 1 2 1 ＜1 1 0 2

팔다리 통증 1 0 2 2 2 3 0

신경계 장애

좌불안석증 3 2 2 3 1 5 6

현기증 1 6 2 4 1 4 2

추체외로장애 1 5 2 3 1 0 0

두통 12 11 11 15 11 7 6

1) 이중맹검, 위약 조 임상시험에서 흔하게 관찰되는 이상반응

고정용량, 이중맹검, 위약 조군 시험 4건에서 이 약 투여 받은 정신분열증 피험자의 2% 이

상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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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분류
유해사례

위약a

(N=510)
39mg

(N=130)
78mg

(N=302)
156mg
(N=312)

234/39mgb

(N=160)
234/156mgb

(N=165)
234/234mgb

(N=163)

졸음/진정 3 5 7 4 1 5 5

정신장애

초조 7 10 5 9 8 5 4

불안 7 8 5 3 5 6 6

불면증 15 15 15 13 12 10 13

악몽 <1 2 0 0 0 0 0

자살 관념 2 0 1 2 2 2 1

호흡기, 흉곽 및 중격 장애

기침 1 2 3 1 0 1 1

혈관장애

고혈압 1 2 1 1 1 1 0

백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표는 이 약 투여군 피험자의 2% 이상에서 보고된 

유해사례로, 위약군보다 발생률이 큰 것을 포함한다.

a 위약군은 모든 시험으로부터 통합되었고, 시험디자인에 따라 삼각근 또는 둔부근 투여를 포함

하였다.

b 개시용량으로 234mg을 삼각근에 투여하고, 매 4주마다 39mg, 156mg 또는 234mg을 삼각근 

또는 둔부근에 주사하였다.

팔리페리돈팔미테이트에서의 유해사례 발생률이 위약군에서의 발생률과 일치하거나 그 이하가 

되는 유해사례는 이 표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다음 사항은 포함하였다: 소화불량, 정신질환, 정신분

열증, 진전. 

아래의 용어들을 통합하였다: 졸음/진정, 유방압통/유방통, 복부불쾌감/상복부통증, 부정맥/동 부정

맥/심박수증가. 모든 투여부위 관련 유해사례는 하나로 정리하여 “투여부위반응”이라고 그룹화하였다.

2) <표 1>에 기록되지 않은 이상반응

다음의 추가적인 이상반응은 상기 4건의 고정용량, 이중맹검, 위약 조군 시험, 유지요법 시

험의 이중맹검 기간, 혹은 다른 3상 임상시험에 참가한 이 약 투여 정신분열증 피험자에서 

나타난 이상반응 중 표 2에 보고되지 않은 것이다. 약물 사용과 관련된 개시 또는 종료 시점, 

약물에 해 알려진 약동학을 고려했을 때의 타당성, 투여군에서 예상되는 위 빈도의 발생률 

또는 전형적인 약물 유발 이상반응의 발생률 등 인과관계가 의심되는 근거에 따라 이상반응

이라고 결정되었다.

심장 장애: 1도 방실차단, 서맥, bundle branch 차단, 심전도 QT연장, 두근거림, 체위성 기립

성 빈맥 증후군, 빈맥

귀와 미로 장애: 현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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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비 장애: 고프로락틴혈증

안과 질환: 안구 운동 장애, 안구 운동 발작(oculogyric crisis), 안구운동, 시야흐림

위장관 장애: 침의 과다분비

조사: 혈중 콜레스테롤 증가, 혈당 증가, 혈중 트리글리세라이드 증가, 심전도 비정상

사 및 영양 장애: 식욕감소, 식욕증가, 고혈당, 고인슐린혈증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장애: 관절경직, 근강직, 근경련, 근육 조임, 근연축, 목경직

신경계장애: 운동완만증, 뇌혈관사고, 경련, 체위성 어지러움, 침흘림, 말더듬증, 운동이상증, 

근긴장이상, 긴장항진, 기면증, 신경이완제 악성 증후군, 구강 하악근 긴장이상, 파킨슨증, 정

신운동 과다활동증, 실신, 만발성 운동장애

정신장애:  안절부절함

생식기 및 유방 장애: 무월경,유방분비물, 발기부전, 유즙분비 과다, 여성형 유방, 월경불순, 

월경지연, 불규칙 월경, 성기능 장애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 약물발진, 가려움, 전신성 가려움증, 발진, 두드러기

혈관장애: 기립성 저혈압

3) 이상반응으로 인한 중단

4건의 고정용량, 이중맹검, 위약 조군 시험에서 이상반응으로 인해 중단하는 피험자의 비율

은 이 약 투여 피험자에서 5.0%, 위약 투여 피험자에서 7.8%였다.

4) 용량과 관련된 이상반응

4건의 고정용량, 이중맹검, 위약 조군 시험으로부터 도출된 데이터에 근거하여 이 약 투여 

피험자의 2% 이상에서 나타난 이상반응 중에 좌불안석증만이 용량에 따라 증가하였다. 고프

로락틴혈증 역시 용량과 관련이 있었지만 4건의 고정용량 시험에서 이 약 투여 피험자의 2% 

이상에서 나타나지는 않았다.

5) 인구 통계학적 차이

이중맹검 위약 조군 시험의 검사에서는 나이, 성별 또는 인종에 따른 안전성의 차이에 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 65세 이상의 피험자는 거의 없었다.

6) 추체외로증후군

2건의 이중맹검, 위약 조, 13주, 고정용량 시험으로부터 통합된 데이터는 투여 후 나타난 

추체외로증후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추체외로증후군을 측정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다:

(1) 파킨슨증을 폭넓게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Simpson-Angus 글로벌 수치(베이스라인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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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평균 변화 혹은 시험 종료 시 수치), (2) 좌불안석증을 평가하는데 쓰이는 Barnes 좌불

안석증 등급 척도 글로벌 임상 등급(베이스라인으로부터의 평균 변화 혹은 시험 종료 시 수

치), (3) 응급 추체외로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한 항콜린성 약물 사용, (4) 비정상 불수의 운동 

척도 수치(베이스라인으로부터의 평균 변화 혹은 시험 종료 시 수치)(표 2), (5) 자발적인 추

체외로증후군 보고의 발생률(표 3).

피험자 백분율

이약

척도
위약

(N=262)
39mg

(N=130)
78mg

(N=223)
156mg
(N=228)

파킨슨증a 9 12 10 6

좌불안석증b 5 5 6 5

운동장애c 3 4 6 4

항콜린성 약물 사용d 12 10 12 11

a: 파킨슨병의 경우, 종료점에서 Simpson-Angus 총점이 0.3 초과로 나타난 피험자의 백분율 (총

점은 각 항목의 점수를 총합한 것을 항목수로 나눈 것으로 정의됨)

b: 좌불안석증의 경우, Barnes 좌불안석증 등급 척도 글로벌 수치가 종료 시점에서 2이상인 피

험자의 백분율

c: 운동장애의 경우, 종료 시점에서 비정상 불수의운동 척도의 처음 7개 항목 중의 어디에서나 

3 이상이거나 처음 7개의 항목 중 둘 이상에서 2 이상인 피험자의 백분율.

d: 응급 추체외로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항콜린성 약물을 투여 받은 피험자의 백분율

피험자 백분율

이 약

척도
위약

(N=262)
39mg

(N=130)
78mg

(N=223)
156mg
(N=228)

추체외로증후군 관련 이상반응을 보인 피험자의 

전체 백분율
10 12 11 11

파킨슨증 5 6 6 4

운동과다증 2 2 2 4

진전 3 2 2 3

운동이상증 1 2 3 1

근긴장이상 0 1 1 2

   파킨슨증 그룹은 다음을 포함한다: 추체외로증후군, 긴장항진, 근골격계 강직, 파킨슨증, 침

흘림, 가면얼굴, 근긴장, 운동감소증

운동과다증 그룹은 다음을 포함한다: 좌불안석증, 하지불안 증후군, 안절부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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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상증 그룹은 다음을 포함한다: 운동이상증, 무도증, 근연축, 간 성 근경련, 만발성 운동장애

근긴장이상 그룹은 다음을 포함한다: 근긴장이상, 근경련 유지요법 시험의 모든 단계에서의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9주, 고정용량, 이중맹검, 위약 조군 시험에서 등급 척도에 의해 

평가된 파킨슨증과 좌불안석증의 비율은 이약 78mg 투여군(각각 9%, 5%)과 위약군(각각 

7%, 4%)에 비해 이약 156mg 투여군(각각 18%, 11%)에서 더 높았다.

234mg의 개시용량을 사용한 13주 연구에서, 투여유발의 추체외로 관련 이상반응의 발생률

은 위약군(8%)에서의 발생률과 유사하였으나, 이 약 234/39mg, 234/156mg, 234/234mg 투

여군에서 각각 6%, 10%, 11%로 나타나 용량관련성의 양상을 보였다. 운동과다증은 이 연구

에서 가장 빈번한 추체외로 관련 유해사례였고 위약 (4.9%)과 이 약234/156mg (4.8%) 및 

234/234mg (5.5%) 투여군 사이에서 유사한 비율로 보고되었으나, 234/39mg 투여군 (1.3%)

에서는 더 낮았다.

근긴장이상

긴장이상, 즉, 근육이 느리고 비정상적으로 수축하는 증상은 투여 처음 며칠 동안 일부 취약한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다. 긴장이상 징후는 다음을 포함한다: 목 근육의 경련, 가끔 인후의 조임으

로 발전할 수 있음, 연하곤란, 호흡곤란, 및/또는 혀내 기. 이런 징후들은 적은 용량에서도 나타나

지만 1세  항정신병 약물의 높은 효과와 높은 용량에서 더 빈번하고 더 심하게 발현된다. 급성 

긴장이상의 높은 위험 요소는 남성과 젊은 환자군에서 더 관찰되었다.

7) 실험실적 검사결과 이상

2건의 이중맹검, 위약 조, 13주, 고정용량 시험으로부터 얻은 통합데이터에서 그룹간의 비교

는 일반적인 혈청화학검사, 혈액검사 또는 뇨검사 매개변수에 있어 임상적으로 유의할 만한 

변화를 경험한 피험자에 있어서 이 약과 위약 사이에 의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와 유사하게, 이 약과 위약 사이에 공복 글루코스, 인슐린, c-펩타이드, 트리글리세

라이드, HDL, LDL 및 총 콜레스테롤 수치에서의 베이스라인 변화를 포함한 혈액학, 뇨검사 

또는 혈청화학 검사에서의 변화로 인해 약을 중단한 발생률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 약은 

혈청 프로락틴 증가와 관련되었다. 234mg의 개시용량, 9주, 고정용량, 이중맹검, 위약 조군 

시험과 유지요법 시험의 이중맹검 기간을 포함한 13주 연구의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8) 통증 평가 및 국소 투여부위 반응

13주, 고정용량, 이중맹검, 위약 조 시험으로부터 통합된 데이터에서 시각척도(visual 

analog scale: 0=통증 없음 ~ 100=참을 수 없는 통증)를 사용한 피험자들에 의해 보고된 투여 

통증의 평균 강도는 모든 투여군에서 처음 투여에서 마지막 투여로 가면서 감소하였다(위약: 

10.9에서 9.8로 39mg: 10.3에서 7.7로 78mg: 10.0에서 9.2로 156mg: 11.1에서 8.8로). 9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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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용량, 이중맹검, 위약 조군 시험과 유지요법 시험의 이중맹검 기간 모두에서 유사한 결

과가 나타났다.

234mg의 개시용량을 사용한13주 연구에서 맹검 연구자에 의해 평가된 바와 같이, 경화, 발적 

또는 부종은 드물었고, 체로 경증이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였고, 그 발현율은 약과 

위약군에서 유사하였다. 투여 통증에 해 연구자가 평가한 등급은 위약과 이 약 투여군에서 

유사하였다.

첫 번째 투여 후의 투여부위의 발적, 부종, 경화 및 통증에 해 연구자가 평가한 결과, 이 

약과 위약군 모두에서 69%-100%의 피험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92일째

에 연구자들은 이약과 위약군 모두에서 95%-100%의 피험자에 있어 발적, 부종, 경화 및 통증

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9) 경구 팔리페리돈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다음은 경구 팔리페리돈으로 치료받는 정신분열증 피험자들에서의 추가 이상반응 목록이다.

심장 이상: 좌각차단, 동 부정맥

위장관계 이상: 복부통증, 위내공기참, 소장폐색

일반적 장애 및 투여부위 상태: 부종, 말초부종

면역계 장애: 과민성 반응

감염 및 기생충 침입: 비염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장애: 관절통, 근골격통, 기운목, 입벌림장애

신경계 장애: 톱니바퀴경축, 발작, 파킨슨증후군의 걸음, 일과성허혈발작

정신계 장애 : 불면

생식계 및 유방 장애: 유방노장, 유방압통/유방통, 역행사정

호흡기, 흉곽 및 종격 장애: 비충혈, 인후두 통증, 흡인폐렴

피부 및 피하조직 장애: 발진 구진

혈관장애: 저혈압, 허혈

10) 시판 후 조사

다음은 허가 후 확인된 팔리페리돈의 이상반응이다: 불특정 집단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보고

된 이상반응이므로, 빈도에 해 신뢰할 만한 측정이 불가능하다: 혈관부종, 지속발기증, 혀

부종, 요실금, 요폐

11) 리스페리돈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팔리페리돈은 리스페리돈의 주 활성 사체이다. 경구 리스페리돈과 리스페리돈 장기지속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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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사용 시 보고된 이상반응은 이들 제품의 허가사항을 참조하도록 한다.

5. 일반적 주의

1) 고령의 치매관련 정신병 환자에 있어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 유해사례

치매가 있는 고령의 피험자에서 리스페리돈, 아리피프라졸 및 올란자핀의 위약 조군 시험에

서 위약 치료 피험자에 비해 사망을 포함한 뇌혈관 유해사례(뇌졸중 및 일과성허혈발작)의 

빈도가 더 높았다. 경구 팔리페리돈과 이 약은 연구가 행해진 시기에는 시판되지 않았고 치매

관련 정신병 환자의 치료에는 허가되지 않았다.

2) 신경이완제 악성 증후군(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NMS)

팔리페리돈을 포함한 항정신병 약물과 관련하여 신경이완제 악성 증후군에 의한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복합증후군이 보고되었다. 신경이완제 악성 증후군의 임상적 증상은 고체온증, 근

강직, 정신상태 변화, 자율신경불안증(불규칙한 맥박 또는 혈압, 빈맥, 발한, 심 부정맥) 등이

다. 추가적인 증상에는 크레아틴 포스포키나제 상승, 미오글로빈뇨증(횡문근융해증) 및 급성

신부전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증후군이 있는 환자들을 진단하는 것은 복잡하다. 진단을 내리는 시점에서, 임상적 증상

이 중 한 의학적 질병(예, 폐렴, 전신 감염 등)과 치료되지 않았거나 불충분하게 치료된 추

체외로증후군(EPS)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사례를 식별해야 한다. 감별진단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다른 사항에는 중추성 항콜린성 독성, 열 발작, 약물성 발열, 원발성 중추신경계 

병변 등을 포함한다.

신경이완제 악성 증후군에 한 처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반하는 치료에 필수적

이지 않은 항정신병 약물과 다른 약물을 즉시 중단함 (2) 증상에 한 집중적인 치료와 의학

적 모니터링, (3) 동반된 중 한 의학적 문제에 해 특이적 치료가 가능할 경우 이에 한 

치료. 비복잡성 신경이완제 악성 증후군의 약리학적 치료요법에 한 공통적으로 동의된 사

항은 없다.

신경이완제 악성 증후군의 재발이 보고된 바 있으므로, 환자가 신경이완제 악성 증후군으로

부터 회복된 후에 항정신병 약물투여가 필요할 경우, 약물치료의 재개에 해 면 히 모니터

링 해야 한다.

3) QT 연장

팔리페리돈은 교정 QT(QTc) 간격의 중등도 증가를 유발한다. 팔리페리돈은 Class 1A(예: 퀴

니딘, 프로카인아마이드) 또는Class III(예: 아미오다론, 소타롤), 항부정맥 약물, 항정신병 약

물(예: 클로르프로마진, 치오리다진), 항생물질(예: 가티플록사신, 목시플록사신) 혹은 QTc를 

연장시킨다고 알려진 다른 계열의 약물과 병용해서는 안 된다. 팔리페리돈은 선천성 QT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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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증후군 환자와 심 부정맥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

특정 환경이 토르사드 드 포인트(torsade de pointes) 및/또는 QTc를 지연시키는 약물의 사

용과 연관된 돌연사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1) 서맥, (2) 저칼륨혈증 또는 

저마그네슘혈증, (3) QTc 간격을 연장시키는 다른 약물의 병용, (4) 선천성 QT 간격 연장 

증후군의 존재 등이다.

경구 팔리페리돈이 QT 간격에 미치는 영향을 정신분열증과 정신분열정동장애를 가진 성인에

서의 이중맹검, 활성 조군(목시플록사신 400mg 단회투여), 다기관 QT 연구, 그리고 3건의 

정신분열증이 있는 성인환자에서의 위약 조군 및 활성 조군, 6주, 고정 용량 시험에서 평가

하였다.

QT연구(n=141)에서 8mg 경구 팔리페리돈 속방정(n=50)의 경우 8일차 투여 1.5시간 후에 

QTcLD가 위약 효과를 제거하고 베이스라인으로부터 평균 12.3msec(90% CI: 8.9; 45.6)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mg 용량의 팔리페리돈 속방정(Cmax ss=113ng/mL)에서 관찰된 평

균 정상상태 혈장 최고 농도는 이 약을 삼각근에 최 권장용량인 234mg투여했을 때 관찰된 

노출량의 두 배 이상이었다(예측 중앙값 Cmax=50ng/mL). 같은 연구에서 4mg 용량의 팔리

페리돈 속방정(Cmax ss=35ng/mL)은 2일차 투여1.5시간 후에 QTcLD가 위약 효과를 제거하

고 6.8msec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90%CI: 3.6; 10.1).

경구 팔리페리돈 서방정에 한 3건의 고정용량 유효성 시험에서 심전도(ECG)를 다양한 시

점에서 측정한 결과, 경구 팔리페리돈 12mg 투여군의 피험자 중 단 1명만이 6일째의 한 시점

에서 60msec을 초과하는 변화를 보였다 (62msec 증가).

이 약의 고정 용량 유효성 연구 4 건에서는 QTcLD 변화값이 60msec를 초과하는 피험자가 

없었고, 어떤 시점에서도 QTcLD 값이 500msec를 초과하는 피험자가 없었다. 유지요법 연구

에서는 QTcLD 변화값이 60msec를 초과하는 피험자가 없었고, 피험자 1명의 QTcLD 값이 

507msec였으며 (Bazett 공식에 의한 QT 교정 간격[QTcB]은 483msec), 또한 이 피험자의 

심박동은 분당 45비트였다.

4) 만발성 운동장애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한 환자에서 잠재적으로 비가역적이고 불수적인 이상운동증이 나타날 

수 있다. 고령의 환자, 특히 고령 여성 환자에서 유병률이 높지만, 어떤 환자에서 이 증후군이 

나타날 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항정신병 약제들이 만발성 운동장애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각기 다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만발성 운동장애가 발병할 위험성이나 그것이 비가역적으로 될 가능성은 치료 기간이 길어지

거나 환자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총 축적 용량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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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낮은 용량으로 치료했을 경우에도 드물게 나타날 수 있다.

항정신병 치료를 중단하면 이 증후군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완화될 수 있지만, 확립된 

만발성 운동장애에 한 알려진 치료법은 없다. 항정신병 치료 자체가 증후군의 증상이나 징

후를 억제하거나 부분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근원적 처리를 막을 수도 있다. 증상

억제가 증후군의 장기적 경과에 미치는 영향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약은 만발성 운동장애의 발병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처방되어야 한다. 만성적인 항정신병 치료는 항정신병 약물에 반응한다고 알려진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통 받는 경우의 환자들을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 만성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 있어 만족스러운 임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용량과 기간을 추구해야 

한다. 계속적인 치료에 한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

이 약으로 치료한 환자에서 만발성 운동장애의 증상과 징후가 보일 경우, 투여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환자들에서는 증후군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 약의 투여가 필요할 수 있다.

5) 고혈당 및 당뇨병

모든 비정형 항정신병약물로 치료받는 환자들에서 고혈당이 보고되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

주 심해서 케톤산증 또는 고삼투성 혼수 또는 사망과 관련이 된다. 이런 사례들은 임상시험에

서는 보이지 않다가 부분 시판 후, 역학연구에서 나타났고, 임상시험에서 이 약 투여 피험

자에서는 고혈당이나 당뇨병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사용과 비정상

적 글루코스와의 관계에 한 평가는 정신분열증 환자에서 당뇨병이 증가한 배경위험이 있을 

가능성과 일반 집단의 당뇨병 발생률, 발병률의 증가로 인해 복잡하다.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의 사용과 고혈당 관련 유해사례의 관계는 완전하게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나, 역학연구에서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로 치료받는 환자에서 투여로 인해 유발되는 

고혈당 관련 유해사례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시사되었다. 

당뇨병으로 확진되었으면서 비정형 항전신병 약물 투여를 시작한 환자는 혈당 조절 능력의 

저하에 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당뇨병에 한 위험 요소(예, 비만, 당뇨병의 

가족력)가 있으면서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로 치료받기 시작한 환자는 공복 혈당 검사를 치료 

시작 시에 그리고 치료 중에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로 치료중인 

환자 모두는 다갈, 다뇨, 다식이나 쇠약 등의 증상이 있는지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로 치료 도중에 고혈당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공복 혈당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부 사례에서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중단하자 고혈당이 치유된 바 있으나, 일부 환자들

은 의심되는 약물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항 당뇨병 치료를 계속해야 했다.

6) 체중증가

이 약 및 기타 비정형 항정신병약물 투여 시 체중증가가 관찰되었다. 234mg의 개시용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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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13주 연구에서 7% 이상의 비정상적 체중증가 피험자의 비율은 용량관련성의 경향을 

보였고, 위약 투여군에서는 5%의 발생률로 나타났고, 이 약 39mg, 156mg, 234mg 투여군에

서는 각각 6%, 8% 및 13%의 발생률로 나타났다. 두 건의 13주, 고정용량, 이중맹검, 위약

조군 시험(통합데이터)에서 체중증가 기준(체중의 7%이상)에 부합하는 피험자의 비율은 이 

약 39mg, 78mg, 156mg 투여군에서는 각각 6%, 9%, 10%의 발생률로 나타났고, 위약 투여군

에서는 2%로 나타났다. 9주, 고정용량, 이중맹검, 위약 조군 시험에서 이 약 78mg, 156mg 

투여군에서는 각각 8%, 6%가, 위약 투여군에서는 4%가 이 기준에 부합하였다.

유지요법 시험의 33주간의 공개기(9주 가변용량 이행기와 이후의 24주간의 유지기 가변용량 

및 최소 12주 고정 용량) 동안, 이 약 투여 피험자의 12%가 이 기준에 부합하였고, 공개기 

베이스라인으로부터의 평균 (SD) 체중변화는 +0.7 (4.79) kg이었다. 다양한 기간의 이중맹검

기에서, 이 약 투여 피험자의 6%가 이 기준(이중맹검기로부터 종료점까지 체중이 7% 이상 

증가)에 부합하였고, 위약 치료 피험자의 3%가 이 기준에 부합하였다. 이중맹검 베이스라인

으로부터의 평균 체중 변화는 이 약에서 +0.5 kg이었고 위약에서 -1.0kg이었다. 이 연구의 

공개 연장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7) 고프로락틴혈증

도파민 D2 수용체에 길항하는 다른 약물들과 마찬가지로, 팔리페리돈은 프로락틴 수치를 증

가시키며 만성적인 투여기간 내내 그 상승이 지속된다. 팔리페리돈은 리스페리돈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한 프로락틴 증가 효과가 있고, 리스페리돈은 다른 항정신병 약물에 비해 더 높은 

수치의 프로락틴과 관련이 있다.

고프로락틴혈증은 병인과 상관없이 시상하부 GnRH를 억제시켜 결과적으로 뇌하수체 성선 자

극 호르몬 분비의 감소를 가져온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여성과 남성에서 생식선의 스테로이드 

생성을 감소시켜 생식 기능의 억제를 가져온다. 프로락틴 증가 화합물을 투여 받는 환자들에 

있어서 유즙누출증, 무월경, 여성형 유방, 및 발기부전이 보고된 바 있다. 오래 지속되는 고프로

락틴혈증은 생식샘저하증과 합쳐졌을 때 남성 및 여성에서 골 도 감소를 유발할 수도 있다.

조직 배양 실험에서 사람 유방암의 약 1/3이 in vitro에서 프로락틴 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났

고, 이는 이전에 유방암이 검출된 적이 있는 환자들에게 이 약물을 처방하고자 할 때는 잠정

적으로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뇌하수체, 유선, 췌장의 섬세포 종양(유선암종, 뇌하수체 및 

췌장의 선종)의 발생률 증가가 마우스와 랫트의 리스페리돈 암 형성 연구에서 관찰되었다. 

현재까지 수행된 임상적 연구나 역학적 연구에서 사람에서의 암 생성과 이 분류 약물의 만성

적인 투여와의 관련이 나타난 바 없으나, 결론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제한적이다.

8) 기립성 저혈압과 실신

팔리페리돈은 알파 차단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환자들에 있어서는 기립성 저혈압 및 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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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으킬 수 있다. 고정용량, 이중맹검, 위약 조군 시험 4건에서 이 약의 권장용량인 39mg 

- 234mg을 투여한 피험자의 1% 미만(4/1293)에서, 위약 치료 피험자의 0%(0/510)에서 실신

이 보고되었다. 고정용량, 유효성 연구 4 건에서 이 약 치료 피험자의 1% 미만(2/1293)에서, 

위약 피험자의 0%(0/510)에서 기립성 저혈압이 유해사례로서 보고되었다. 장기간 연구에서

의 기립성 저혈압 및 실신 발생률은 단기간 연구에서의 발생률과 유사하였다.

이 약은 심혈관계 질환자(예: 심부전, 심근경색 또는 허혈, 전도이상 등), 뇌혈관 계통 질환자 

또는 저혈압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환자(예: 탈수, 혈액량감소, 및 항고혈압제 투여 등)에

게는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저혈압에 취약한 환자에 있어서 기립성 활력 징후를 모니터

링 해야 한다.

9) 백혈구 감소증, 호중구 감소증 및 무과립증

임상시험 및/또는 시판 후 조사에서 백혈구 감소증 및 호중구 감소증이 경구 팔리페리돈 서방

정을 포함한 항정신병 약물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보고되었다. 무과립증도 보고된 바 있다.

백혈구 감소증 및 호중구 감소증의 가능한 위험인자에는 기존의 낮은 백혈구 수치와 약물로 

인한 백혈구 감소증 및 호중구 감소증의 병력 등이 있다.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백혈구 

수치나 약물로 인한 백혈구 감소증 및 호중구 감소증의 병력을 가진 환자들은 치료 시작 후 

몇 개월간 빈번히 CBC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임상적으로 다른 원인 요소가 없이 백혈구 수치

가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징후가 처음 나타났을 때에는 이 약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

해야 한다.

임상적으로 유의할 만한 호중구 감소증을 보이는 환자는 발열이나 다른 감염의 증상이나 징

후 등을 주의깊게 모니터링 해서 그런 징후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중증의 호중구 감소증(절  호중구 수치 1000/㎣ 미만) 환자는 이 약을 중단하여야 하고, 회

복될 때까지 백혈구 수치를 지켜보아야 한다.

10) 인지력과 운동능력 장애에 한 잠재성

이 약 투여환자에서 졸음, 진정 및 현기증이 이상반응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 약을 포함한 

항정신병 약물은 판단이나 생각을 흐리게 하거나 운동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일이나 운전 등 완전히 깨어 있는 정신 상태가 중요한 일을 하는 환자의 경우

는 팔리페리돈 치료가 그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당한 확신이 들 때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1) 발작

4건의 고정용량, 이중맹검, 위약 조군 시험에서 이 약의 권장용량인 39mg - 234mg을 투여

한 피험자의 1% 미만(1/1293)이 경련의 유해사례를 경험하였고 위약 치료 피험자의 1%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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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10)이 발작을 경험하였다. 다른 항정신병 약물과 마찬가지로, 이 약은 발작의 병력

이 있거나 발작의 역치가 낮아질 수 있는 상태의 환자에서는 주의 깊게 사용하여야 한다. 

발작 역치를 낮추는 상태는 65세 이상의 환자에서 더 흔하다.

12) 연하곤란

항정신병 약물의 사용과 식도의 운동성 저하 및 흡인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흡인성 폐렴은 

진행성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는 환자에서 흔히 발생하고,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된다. 이 

약과 다른 항정신병 약물은 흡인성 폐렴의 위험성이 있는 환자에서 주의 깊게 사용되어야 

한다.

13) 자살

자살시도의 가능성은 정신질환에 내재된 것이므로, 고위험군 환자들은 약물치료와 함께 면

한 감시가 필요하다.

14) 지속발기증

알파 교감신경 차단 효과가 있는 약물은 지속 발기증을 유도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 약으로 

수행한 임상 시험에서는 지속발기증이 보고된 바 없지만 경구 팔리페리돈의 시판 후 조사에서

는 지속발기증이 보고되었다. 지속발기증이 심각한 경우 외과적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15)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TTP)

경구 팔리페리돈이나 이 약의 임상시험 중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이 관찰된 사례는 

없었다.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사례가 리스페리돈 투여과 관련하여 보고된 적은 있지

만 리스페리돈 치료와의 관련성은 알려진 바 없다.

16) 체온 조절

항정신병 약물이 심부체온을 감소시키는 신체의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 과격한 운동, 과다한 

열에의 노출, 항콜린성 활성이 있는 약물과의 병용투여 또는 탈수환자와 같이 심부체온을 상

승시킬 수도 있는 상태를 경험할 환자에게 이 약을 처방할 때에는 적절한 주의가 권장된다.

17) 투여 시 주의할 사항

이 약은 근육 내 주사용이며 부주의로 인해 혈관에 주사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8) 항구토작용

팔리페리돈의 비임상시험에서 항구토작용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영향이 사람에서 나타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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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어떤 약물의 과량투여 증상 및 징후 또는 위장관 폐색, 레이 증후군 및 뇌종양과 같은 

상태가 은폐될 수 있다.

19)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

이 약의 특정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의 임상적 경험은 제한적이다.

파킨슨증이나 Lewy Body 치매 환자는 항정신병 약물에 한 감수성이 높다고 보고되어 있

다. 이러한 감수성 증가의 소견으로는 혼동, 둔마, 자주 넘어지는 자세 불안정, 추체외로증

상, 그리고 신경이완제 악성 증후군과 일치하는 임상 증상 등이 포함된다.

이 약은 근래에 심근경색이나 불안정한 심장질환의 병력이 있었던 환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런 진단이 내려진 환자들은 시판 전 임상 시험에서 제외되었다. 

이 약은 기립성 저혈압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고 알려진 환자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 모니터링: 실험실적 검사

권장되는 특정 실험실적 검사가 없다.

6. 상호작용

팔리페리돈팔미테이트는 팔리페리돈으로 가수분해되므로, 약물-약물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평가

할 때에는 경구 팔리페리돈에 한 연구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이 약이 다른 약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팔리페리돈의 일차 중추신경계 영향을 고려하여, 이 약은 다른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 

및 알코올과 병용 시 주의해야 한다. 팔리페리돈은 레보도파와 기타 도파민 작용제의 영향을 

길항할 수 있다. 

기립성 저혈압 유발 가능성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다른 치료 약물과 이 약을 투여할 

때 상가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팔리페리돈은 사이토크롬 P450 isozyme에 의해 사되는 약물과 임상적으로 중 한 약물동

력학 상호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인간의 간장에서 추출한 microsome으로 

수행한 in vitro 시험에서 팔리페리돈은 CYP1A2, CYP2A6, CYP2C8/9/10, CYP2D6, 

CYP2E1, CYP3A4, CYP3A5를 포함하여 사이토크롬 P450 isozyme에 의해 사되는 약물의 

사를 저해하지 않았다. 따라서 팔리페리돈은 이러한 사경로로 사되는 약물의 소실을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저해하리라 예상되지 않는다. 팔리페리돈은 효소 유도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팔리페리돈은 고농도에서 P-glycoprotein (P-gp)의 약한 저해제이다. In vivo 자료는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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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유의성도 밝혀진 바 없다.

2) 다른 약물이 이 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팔리페리돈은 CYP1A2, CYP2A6, CYP2C9, CYP2C19의 기질이 아니다. 이는 이러한 

isozyme의 저해제나 유도제와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낸다. In vitro 시험에

서 CYP2D6와 CYP3A4가 팔리페리돈 사에 경미하게 관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in 

vivo 시험에서 isozyme에 의한 배출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체 체내 소실의 일부에만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vitro 연구에서 팔리페리돈은 P-gp의 기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구 팔리페리돈 서방정 1일 1회와 카바마제핀 1일 2회를 병용 투여한 경우 팔리페리돈의 

평균 정상상태 Cmax와 AUC 가 약 37% 감소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팔리페리돈의 신장 

소실율이 35%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미변화체의 뇨배설은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카바마제핀 병용시 CYP 사나 팔리페리돈의 생체이용률에 영향이 적은 것을 의미

한다. 카바마제핀 복용을 시작하는 경우 이 약용량을 재평가하여, 필요하다면 이 약의 용량을 

증량해야 한다. 반 로, 카바마제핀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 이 약의 용량을 재평가하여 필요하

다면 용량을 감량해야 한다. 

팔리페리돈은 CYP2D6에 의해 제한적으로 사된다. 건강한 피험자를 상으로 한 상호작용 

연구에서 경구 팔리페리돈 서방정 3mg 1회분을 1일 파록세틴 20mg (CYP2D6 저해제)과 동

시에 투여하였을 때, 팔리페리돈 노출이 부분의 CYP2D6 사체에서 평균 16% (90% CI: 

4, 30) 높았다. 더 높은 용량의 파록세틴은 연구된 바 없다. 임상적 관련성은 알려지지 않았다.

팔리페리돈 서방정 12mg 1회량을 디발프록스 나트륨 서방정(정상상태에서 1일 500mg 2정)

과 병용 투여하였을 때, 팔리페리돈의 Cmax와 AUC가 약 50%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 

상호작용은 이 약으로 연구된 것은 아니지만, 디발프록스 나트륨과 이 약 근육 주사간 임상적

으로 유의한 관련성은 예상되지 않는다.

3) 이 약과 리스페리돈의 병용 사용

이 약과 리스페리돈의 병용 사용은 연구되지 않았다. 팔리페리돈은 리스페리돈의 주요 활성

사체이므로, 리스페리돈을 이 약과 병용투여할 경우에는 상가적인 팔리페리돈 노출을 고려

하여야 한다. 

7. 임부, 수유부, 소아, 고령자에 대한 투여

1) 임부

임신한 랫트에 기관형성기 동안 이 약의 최 권장용량인 234mg의 10배(mg/㎡ 기준)에 이르

는 팔리페리돈팔미테이트 250mg/kg을 근육 주사했을 때, 차산자에 해 투여와 관련한 영향

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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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랫트와 토끼에 팔리페리돈을 기관형성기에 경구 투여한 연구에서, 팔리페리돈 서방정

의 최 권장용량(12mg/일)의 8배(mg/㎡ 기준)까지 시험하였을 때(랫트에서 10mg/kg/일, 

토끼에서 5mg/kg/일), 태아이상은 증가하지 않았다. 

리스페리돈(랫트와 인간에서 팔리페리돈으로 광범위하게 전환됨)의 랫트 생식 연구에서, 리

스페리돈 최 권장용량보다 적은 경구 투여량(mg/㎡ 기준)에서 차산자 사망이 증가하였다 

(리스페달 허가사항 참고).

이 약을 임신한 여성에서 시험한 적절한, 잘 관리된 연구는 없다. 이 약을 임신 중 사용할 

때에는 그 유효성이 태아에 한 잠재적 위험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임신 3기에 항정신병약을 복용한 임부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추체외로장애 및/또는 금단 증

상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신생아에게 초조, 근육긴장항진, 근육긴장저하, 진전, 졸

음, 호흡곤란, 섭식장애가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증상은 그 중증도에 있어서 다양했다. 일부 

경우 이러한 증상들은 스스로 조절되었으나 다른 경우의 신생아들은 장기 입원 및 중환자실

에서의 치료를 요하였다.

이러한 증상은 체로 자기한정적(self-limited)이다. 팔리페리돈을 임신 말기에 사용하였을 

경우 유사한 신생아 징후 및 증상을 유도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약의 사람의 분만과 출산에 한 영향은 알려지지 않았다. 

2) 수유부

팔리페리돈 동물시험과 리스페리돈 인체시험에서 팔리페리돈은 유즙으로 분비되었다. 따라

서 이 약을 복용한 여성은 수유를 해서는 안 된다.

3) 소아

18세 미만 환자에 한 이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4) 고령자

이 약의 임상시험에서 65세 이상 상자 수가 충분하지 못하여 젊은 환자와 다르게 반응하는

지 판단할 수 없었다. 보고된 다른 임상적 경험에서 고령자와 젊은 환자 간 반응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약물은 체로 신장으로 배설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장 손상 환자에서 소실이 감소하

므로, 이러한 경우 이 약의 용량을 줄여야 한다. 고령환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용량 선택에 주의해야 하며 신장 기능에 한 모니터링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340

제50호_ 의약품 안전성 정보

8. 과량투여시의 처치

1) 과량투여사례

이 약의 시판전 연구에서 과량 투여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이 약은 의사 또는 간호사에 의해 투여되므로 환자에 의한 과량투여의 가능성은 낮다.

팔리페리돈 과량 투여 사례가 제한적인 가운데, 시판전 경구 팔리페리돈 시험 중 보고된 몇 

안 되는 과량 투여 사례 중 최  추정 섭취량은 405mg이었다. 관찰된 징후와 증상에는 추체

외로 증상과 불안정한 걸음걸이 등이 있었다. 다른 잠재적 징후와 증상은 팔리페리돈의 알려

진 약물학적 영향을 과 하게 보았을 때, 졸음과 진정, 빈맥과 저혈압, QT 연장 등이 있다. 

Torsade de pointes 와 심실세동은 경구 팔리페리돈과 병용투여 시 과량투여된 환자에게서 

보고되었다.

팔리페리돈은 리스페리돈의 주 활성 사체이다. 리스페리돈 과량 투여 사례는 리스페리돈 첨

부문서의 과량투여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처치

팔리페리돈에 한 특정 해독제는 없다, 그러므로 환자가 회복할 때까지 적절한 보조 처치를 

실시하고 의료진의 면 한 감독과 모니터링이 지속되어야 한다. 처치필요 및 회복여부를 판

정할 때 이 약의 장기 방출 특징과 팔리페리돈의 긴 겉보기 반감기를 고려해야 한다. 복합적

인 약물 관련도 고려해야 한다. 

급성 과량투여의 경우, 기도를 확보하고 유지해야 하며 산소 공급과 환기를 보장해야 한다. 

과량투여에 따른 둔감, 발작, 또는 두부와 목의 근긴장이상이 구토유도에 의한 호흡 곤란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부정맥에 비하여 연속 심전도 모니터링을 포함한 심혈관 모니터링을 즉시 실시해야 한다. 

항부정맥제를 팔리페리돈 급성 과량 투여 환자에 투여하였을 경우, 디소피라미드, 프로카인아

미이드, 퀴니딘은 이론적으로 추가 QT-연장효과의 위험을 내재한다. 유사하게 브레틸리움의 

알파 억제 특성이 팔리페리돈에 부가적으로 작용하여 문제성 저혈압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저혈압과 순환허탈은 정맥 체액 주사 및/또는 교감신경 흥분제와 같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치해

야 한다 (팔리페리돈 유도 알파 억제 상황하에서는 베타 자극이 저혈압을 악화시키므로 에피네

피린과 도파민은 사용하지 않는다). 중증 추체외로 증상의 경우, 항콜린제를 투여해야 한다.

9. 적용상의 주의

이 약은 다른 제품이나 희석액과 혼합하여서는 안 된다. 이 약은 포장된 프리필드시린지로부터 

직접 근육주사로 투여하여야 한다.

이 약의 키트는 근육주사를 위한 프리필드시린지 1개와 2개의 주사침(1½ 인치, 22 게이지 및 

1인치, 23 게이지)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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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은 일회만 사용할 수 있다.

1) 시린지를 10초 이상 강하게 흔들어서 균질한 현탁액이 되도록 한다.

2) 적절한 주사침을 선택한다.

이 약을 삼각근에 투여할 때에 사용될 주사침의 크기는 환자의 체중에 따라 결정한다. 90kg 

이상의 환자에게는 1½ 인치, 22 게이지 주사침(회색 허브)이 권장된다. 90kg 미만의 환자에

게는 1인치, 23게이지 주사침(파란색 허브)이 권장된다. 

이 약을 둔부근에 투여할 때에 사용될 주사침의 크기는 1½ 인치, 22 게이지 주사침(회색 

허브)이 권장된다. 

3) 시린지를 똑바로 세워서 잡고, 시계방향으로 비틀어서 고무팁 뚜껑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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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사침 파우치를 반 정도 벗긴다. 플라스틱 껍질 파우치를 이용해 주사침 덮개를 잡는다. 주

사침을 시계방향으로 돌려 시린지의 루어(luer) 결합부에 부착한다.

5) 주사침 덮개를 주사침과 일직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당긴다. 주사침 덮개를 비틀 경우에 주사

침이 시린지로부터 느슨해질 수 있으므로 비틀지 않도록 한다.
  

6) 주사침이 연결된 시린지를 똑바로 세워서 공기를 빼낸다. 플런저를 주의 깊게 위로 움직여서 

공기를 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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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삼각근이나 둔부근 중 선택된 부위에 내용물 전체를 주사한다. 정맥이나 피하로 주사해서는 

안 된다.

8) 주사가 끝난 후, 한손으로 엄지 또는 손가락을 이용하거나(8a, 8b), 편평한 면을 이용하여(8c) 

주사침 보호시스템을 작동시킨다. 주사침 보호시스템은 "딸깍" 소리가 나면 완전히 작동된 

것이다. 시린지를 적절하게 폐기한다.

       8a
 

      8b
  

      8c
  

10. 기타

비임상안전성자료

1) 발암성

근육주사된 팔리페리돈팔미테이트의 발암가능성은 랫트에서 평가되었다. 

이 약의 최 권장용량인 234mg 의 0.6, 2, 4배(mg/㎡ 기준)인 16, 47, 및 94mg /kg/달을 

투여한 암컷 랫트에서 유선 선암이 증가하였다. 효과가 없는 용량은 확립되지 않았다. 47mg 

및 94mg /kg/달을 투여한 수컷 랫트에서는 유선 선종, 섬유 선종 및 암종이 증가하였다. 마

우스의 발암섬 연구는 팔리페리돈팔미테이트로 수행되지 않았다. 

랫트, 마우스, 사람에서 팔리페리돈으로 광범위하게 전환되는 리스페리돈의 발암성 연구는 

스위스 알비노 마우스 및 위스타 랫트로 실시되었다. 리스페리돈을 0.63, 2.5 및 10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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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으로 마우스는 18개월, 랫트는 25개월 동안 투여하였다. 수컷 마우스에서는 최  내성 

용량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뇌하수체선종, 내분비 췌장 선종, 유선 선암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종양에 한 효과가 없는 용량은 mg/㎡ 기준으로 리스페리돈 최 권

장용량보다 적거나 동일하였다 (리스페달 첨부문서 참조). 유선, 뇌하수체 및 내분비 췌장 

종양의 증가는 설치류에서 다른 항정신성 약물의 만성 투여 후에 관찰되었고, 이는 연장된 

도파민 D2 길항과 고프로탁틴혈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설치류에서 발견된 이러한 종

양과 사람에 한 위험성에 한 관련성은 알려지지 않았다.

2) 변이원성

팔리페리돈팔미테이트는 Ames 복귀 돌연변이 시험, 마우스 림프종 분석에서 변이원성 가능

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Ames 복귀 돌연변이 시험, 마우스 림프종 분석 또는 in vivo 랫트 

소핵 시험에서 팔리페리돈의 변이원성 가능성의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3) 수태능의 장애

팔리페리돈팔미테이트 수태능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경구 투여 팔리페리돈의 수태능 연구에서, 투여 암컷 랫트 임신 확률은 팔리페리돈 2.5mg/kg/

일 용량까지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약한 모계 독성을 유발하는 2.5mg/kg 용량

에서 착상 전 유실 및 착상 후 유실이 증가하였고, 산자수(live embroy)도 약간 감소하였다. 

경구 팔리페리돈 서방정의 최 권장용량(12mg/일)의 절반(mg/㎡ 기준)인 0.63mg/kg 용량

에서는 이러한 인자에 관한 영향이 없었다. 

팔리페리돈에 한 정자 수와 활동성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지만, 수컷 랫트의 수태능은 경구 

팔리페리돈 용량 2.5mg/kg/일까지는 영향이 없었다. 리스페리돈(개와 사람에서 팔리페리돈

으로 광범위하게 전환됨)의 비글 개에 한 아만성 연구에서, 시험된 모든 용량(0.31mg/kg

- 5.0mg/kg) 에서 혈청 테스토스테론, 정자 운동성과 농도 감소가 일어났다. 혈청 테스토스

테론과 정자 파라미터는 부분적으로 회복이 되었지만 최종 관찰 이후(치료 중단 2달 후)에도 

감소된 상태가 유지되었다.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한국얀센 인베가서스티나주사39mg(팔리페리돈팔미테이트) 수입

2 (주)한국얀센 인베가서스티나주사78mg(팔리페리돈팔미테이트) 수입

3 (주)한국얀센 인베가서스티나주사117mg(팔리페리돈팔미테이트) 수입

4 (주)한국얀센 인베가서스티나주사156mg(팔리페리돈팔미테이트) 수입

5 (주)한국얀센 인베가서스티나주사234mg(팔리페리돈팔미테이트)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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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모지드 단일제 (경구)
(Pimozide)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1일 20mg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 드물지만 갑작스런 사망이 보고되었다. 사망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부 환자에서 나타나는 QT간격연장이 치명적인 부정맥[토르사드 드 포

인트(Torsades de pointes)]을 일으켰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외국에서 실시된 인지증에 관련된 정신병증상(승인 외 효능 ․ 효과)를 지닌 고령의 환자를 

상으로 한 17가지 임상 시험에서 비정형 항정신병약 투여군은 위약(placebo) 투여군과 비교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피모지드 단일제 (경구) (Pimozide)

 분류 번호 ∙ [01170] 정신신경용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정보 사항 ∙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항목

  -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항목에 “임신 3기에 항정신병

약을 복용한 임부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추체외로장애 및/

또는 금단 증상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신생아에게 

초조, 근육긴장항진, 근육긴장저하, 진전, 졸음, 호흡곤란, 섭

식장애가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증상은 그 중증도에 있어서 

다양했다. 일부 경우 이러한 증상들은 스스로 조절되었으나 

다른 경우의 신생아들은 장기 입원 및 중환자실에서의 치료

를 요하였다. 그러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

는 부인에게 이 약의 사용은 태아에게 잠재적 유익성이 위험

성을 상회하는 경우에 한해서 투여한다.” 추가하는 등 변경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142호, 2012. 1.13.)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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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망률이 1.6~1.7배 높았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외국에서의 관찰조사에서 정형 항정신

병약도 비정형 항정신병약과 마찬가지로 사망률 상승에 관여한다는 보고가 있다.

3) 뇌혈관 질환 이상반응 위험 증가 : 일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치매환자에 

한 무작위, 위약 조 임상 시험 결과 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세 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른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거나 

다른 환자군에 사용할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약

을 뇌졸중 위험요소를 가진 환자에게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정맥혈전증 위험 : 항정신병 약물 사용시 이상반응으로 정맥혈전증이 보고된 바 있다. 항정신

병 약물을 투여 받은 환자들에서 정맥혈전증에 한 후천적 위험요소가 자주 나타남에 따라 

이 약을 사용하기 전과 사용하는 중에 정맥혈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를 확인해

야 하며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선천성 QT간격연장 환자(부정맥, 심전도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2) 부정맥 환자

3) 내인성 우울증 환자(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4) 파킨슨증후군 또는 간질 환자(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5) 중증의 중추신경억제 또는 혼수상태 환자

6) 이 약 또는 디페닐부틸피페리딘 유도체에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7) 마크롤라이드계 항생물질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이 약의 사를 저해함)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고령자

2) 간장애 환자(간장애가 악화될 수 있다)

3) 신장애 환자(심전도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4) 울혈성 심부전 등의 심질환 환자(심전도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5) QT간격을 연장시키는 다른 약물을 투여중인 환자

6) 크롬친화세포종 환자

7) 갑상선중독증 환자

8) 간질의 소인(알코올금단증상, 뇌손상) 또는 병력이 있는 환자, EEG이상 환자(경련역치를 저

하시킬 수 있다.)

9)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및 수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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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반응

1) 순환기계 : 심전도이상(QT간격의 연장, T파의 평저화 및 역전, 이봉성 T파 또는 U파의 출현 

등)에 따른 돌연사가 보고되어 있으므로 특히 QT부분에 변화가 있으면 투여를 중지한다. 또

한 혈전색전증(폐색전증과 심부정맥혈전증 포함, 빈도불명)이 나타날 수 있다. 

2)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 운동마비, 심한 근육강직, 연하곤

란, 빈맥, 혈압변화, 발한 등이 나타나고 이러한 증상과 함께 발열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

를 중지하고 체냉각과 수분보급 등의 전신적 치료와 함께 적절한 처치를 한다. 이러한 증상의 

발현시에는 백혈구증가, 혈청 CPK 상승이 자주 나타나고 미오글로빈뇨증을 수반한 신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유사화합물(할로페리돌 등)에서 고열이 지속되고 의식장애, 호

흡곤란, 순환허탈과 탈수증상, 급성신부전으로 발전해서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다.

3) 저나트륨혈증 : 드물게 의식장애, 경련 등을 수반하는 저나트륨혈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나트륨보정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4) 추체외로증상 : 파킨슨증후군(진전, 근경축, 유연 등), 때때로 정좌불능(akathisia), 이상운동

증[dyskinesia : 안구회전발작, 발어(發語)장애, 연하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

우에는 감량 또는 항파킨슨제와의 병용투여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5) 정신신경계 : 졸음, 불면, 불안, 때때로 불온, 흥분, 이(易)자극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때때로 

환각, 망상이 현성화될 수 있다.  특히 이전 치료제로부터 이 약의 치료로 이행하는 경우에 

이전 치료제의 투여를 갑자기 중지하거나 감량하면 이러한 정신신경계 증상이 나타나기 쉬우

므로 이전 치료제를 천천히 감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는 이 약을 감량투여하거나 휴약 및 이전 치료제를 원래 로 투여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

다. 치료초기에 주의력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며 알코올섭취시 이러한 증상이 증강될 수 있다. 

저용량에서도 간질성 발작이 보고되어 있다.

6) 간장 : 드물게 ALT, AST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7) 눈 : 때때로 조절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8) 과민증 : 때때로 발진, 가려움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9) 소화기계 : 때때로 구역, 구토, 식욕부진, 위부불쾌감, 변비, 복통, 드물게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

10) 비뇨기계 : 때때로 배뇨장애, 드물게 빈뇨가 나타날 수 있다.

11) 기타 : 때때로 구갈, 발한, 두통, 권태감, 성욕항진, 빈맥, 어지러움, 비틀거림, 드물게 안면부

종이 나타날 수 있다.

 

5. 일반적 주의

1) 때때로 졸음, 어지러움, 비틀거림, 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중인 환자는 

자동차운전 등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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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약 투여전 및 투여중인 환자는 정기적으로 심전도를 측정하고 QT 간격연장이 나타나면 

감량, 휴약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3) 이 약은 진토작용이 있어 다른 약물에 기인한 중독, 장폐색, 뇌종양 등에 의한 구토증상을 

은폐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4) 정신분열증 환자에서 항정신병약의 반응을 지연시킬 수 있다.

5) 투여를 중지하면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증상의 재발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6) 백혈구감소증, 호중구감소증 및 무과립구증 : 임상시험 및/또는 시판 후 경험에 의하면 항정

신병약물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백혈구감소증/호중구감소증 및 무과립구증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백혈구감소증/호중구감소증의 위험인자로 임상적으로 유의한 기존의 백혈구수 감소 

및 약물에 의한 백혈구감소증/호중구감소증 병력이 포함된다. 임상적으로 유의한 백혈구수 

감소 또는 약물에 의한 백혈구감소증/호중구감소증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치료 초기 몇달

간 총혈구수를 모니터링하고 다른 의심되는 요인 없이 백혈구수가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감소

되는 징후가 처음 관찰되면 이 약의 투여 중지를 고려해야 한다. 임상적으로 유의한 호중구감

소증 환자의 경우 열이나 감염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나는 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고 

해당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치료한다. 중증의 호중구감소증 환자(절 호중구수

＜1000/㎣)의 경우 이 약을 중지해야 하고 회복될 때까지 백혈구수를 모니터링한다.

6. 상호작용

1) 다른 항정신병약과 마찬가지로 알코올, 수면제, 진정제, 강력한 진통제 등 중추신경억제제의 

작용을 증강시킬 수 있다.

2) 레보도파의 항파킨슨작용을 저하시킬 수 있다. 

3) 이 약은 경련역치를 저하시키므로 항경련제와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항경련제를 증량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

4) 이 약은 QT간격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 삼환계 항우울약, 테르페나딘, 아스테

미졸, 부정맥용제, 페노치아진계 약물, 퀴닌, 메플로퀸 등 QT연장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약물

과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5) 이뇨제 등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하는 약물은 저칼륨혈증의 위험이 있으므로 병용투여하지 않

는 것이 바람직하다(칼륨보존성 이뇨제를 사용한다).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신 중의 투여에 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임신 3기에 항정신병약을 복용한 임부

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추체외로장애 및/또는 금단 증상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신생아에게 초조, 근육긴장항진, 근육긴장저하, 진전, 졸음, 호흡곤란, 섭식장애가 보고되었으

며, 이러한 증상은 그 중증도에 있어서 다양했다. 일부 경우 이러한 증상들은 스스로 조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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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다른 경우의 신생아들은 장기 입원 및 중환자실에서의 치료를 요하였다. 그러므로 임

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게 이 약의 사용은 태아에게 잠재적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 한해서 투여한다.

2) 이 약은 모유 중으로 이행되므로 수유 중에는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한 경우

에는 수유를 중단한다.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고령자에서는 추체외로증상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주의하고 성인용량의 1/2에서 

투여를 시작한다.

 

9. 과량투여시의 처치

1) 증상 : 심전도이상, 중증의 추체외로증상, 고혈압, 졸음 및 쇽 유사증상을 일으킬 정도의 심각

한 기도폐쇄 및 저혈압을 수반하는 혼수가 나타날 수 있다. 

2) 처치 : 특별한 해독제는 없으며 증요법을 실시한다.  위장관세척, 기도확보, 필요한 경우 

기계를 이용한 호흡을 실시하고 ECG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심전도검사를 계속 실시한

다. 저혈압 또는 순환계 장애가 나타난 경우에는 정맥주입액, 혈청 또는 농축알부민 및 노르

에피네프린 등의 혈관수축제를 투여한다(에피네프린은 사용하지 않는다). 중증의 추체외로증

상이 나타나면 항파킨슨제를 투여한다. 이 약은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과량투여한 환자는 적

어도 4일 동안 관찰하여야 한다.

10. 적용상의 주의

1) 다른 약물에서 이 약으로 바꾸어 투여할 경우에는 점차 감량투여하면서 중단한 후에 이 약을 

투여한다.

2) 이 약의 효과는 24시간 동안 지속되므로(소실반감기 약 53시간) 용법·용량을 엄수하여 1일 

1회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기타

과량투여 후 갑자기 투여를 중지한 경우 드물게 금단증상(구역, 구토, 불면)이 나타났다는 보고

가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투여를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 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

를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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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명인제약(주) 명인피모짓1 리그람정 제조

2 명인제약(주) 명인피모짓4 리그람정 제조

3 한국마이팜(주) 일피모짓정1 리그람 제조

4 한국마이팜(주) 일피모짓정4 리그람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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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페리돌 단일제 (경구)
(Haloperidol)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외국에서 실시된 인지증에 관련된 정신병증상(승인 외 효능․효과)를 지닌 고령의 환자를 상으

로 한 17가지 임상 시험에서 비정형 항정신병약 투여군은 위약(placebo) 투여군과 비교하여 사망

률이 1.6~1.7배 높았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외국에서의 관찰조사에서 정형 항정신병약도 비정형 

항정신병약과 마찬가지로 사망률 상승에 관여한다는 보고가 있다.

뇌혈관 질환 이상반응 위험 증가 : 일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치매환자에 한 

무작위, 위약 조 임상 시험 결과 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세 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할로페리돌 단일제 (경구) (Haloperidol)

 분류 번호 ∙ [01170] 정신신경용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정보 사항 ∙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항목

  -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항목에 “임신 3기에 항정신병

약을 복용한 임부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추체외로장애 및/

또는 금단 증상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신생아에게 

초조, 근육긴장항진, 근육긴장저하, 진전, 졸음, 호흡곤란, 

섭식장애가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증상은 그 중증도에 있어

서 다양했다. 일부 경우 이러한 증상들은 스스로 조절되었으

나 다른 경우의 신생아들은 장기 입원 및 중환자실에서의 치

료를 요하였다.” 추가하는 등 변경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142호, 2012. 1.13.)

조치 내용



352

제50호_ 의약품 안전성 정보

위험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른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거나 다른 환자군에 사

용할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약을 뇌졸중 위험요소를 

가진 환자에게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맥혈전증 위험 : 항정신병 약물 사용시 이상반응으로 정맥혈전증이 보고된 바 있다.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 받은 환자들에서 정맥혈전증에 한 후천적 위험요소가 자주 나타남에 따라 이 약을 

사용하기 전과 사용하는 중에 정맥혈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를 확인해야 하며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부티로페논계 약물 및 그 유사화합물에 과민증환자

2) 혼수상태 환자

3) 알코올중독 환자

4) 바르비탈계 약물, 마취제 등의 중추신경억제제의 강한 영향 하에 있는 환자

5) 중증의 심부전 환자(심근에 한 장애 작용, 혈압저하가 보고되어 있다.)

6) 파킨슨병 환자(추체외로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7) 기관지페렴 환자

8) 뇌저신경절손상 환자

9) 에피네프린 투여중인 환자

10) 임부 및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수유부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간·신장애 환자

2) 크롬친화세포종, 심혈관계 질환, 저혈압 또는 이러한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일시적인 혈압저

하가 나타날 수 있다.)

3) 간질 등의 경련성 질환,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경련역치를 저하시킬 수 있다.)

4) 갑상선기능 항진증·저하증 환자(추체외로증상이 나타나기 쉽다.)

5) 항응고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

6) 과민증 또는 약물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7) 유·소아

8) 탈수·영양불량상태 등을 수반하는 신체적 피폐가 있는 환자

9) 우울증 환자

10) QT증후군, 저칼륨혈증, QT연장을 일으키는 약물을 투여중인 환자

11) 프롤락틴의존성 종양 환자

12) 협우각형 녹내장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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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증의 근무력증 환자

14) 전립선 비  환자

15) 고령자

4. 이상반응

1) 순환기계 : 심전도이상(QT간격의 연장, T파의 변화 등), 혈압저하, 고혈압, 빈맥, 심실성 빈맥

(torsades de point를 포함)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

에는 감량 또는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또한 혈전색전증(폐색전증과 심부정

맥혈전증 포함, 빈도불명)이 나타날 수 있다.

2)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 운동마비, 중증의 근육 강직, 연

하곤란, 빈맥, 혈압변화, 탈한 등이 나타나고 이러한 증상과 함께 발열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체냉각과 수분보급 등의 전신적 치료와 함께 적절한 처치를 한다. 이 증상의 

발현시에는 백혈구 증가, 혈청 CPK의 상승이 자주 나타나고 미오글로빈뇨증을 수반한 신기

능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고열이 지속되고 의식장애, 호흡곤란, 순환허탈과 탈수증상, 

급성 신부전으로 발전해서 사망 했다는 보고가 있다.

3) 추체외로증상 : 급성 근긴장이상(안구운동발작 등), 사경(torticollis), 개구불능, 연하곤란, 파

킨슨증후성 강직, 진전, 운동불능, 정좌불능 등의 증상이 보고되어 있고 보통 치료초기에 나

타나지만 장기투여시에도 나타난다. 중증의 경우에는 항파킨슨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처치

를 한다(항파킨슨제는 중독성 착란상태의 발현 및 항콜린성 부작용을 증가시키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4) 지발성 운동장애 : 항정신병약의 장기투여시 나타나는 비가역적 불수의적인 상등성 운동장애

증후군으로서 저용량으로 단기간 투여시에도 나타나고 투여중지 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 고

령자(특히 여자)와 뇌손상 환자, 기분장애가 있을 때 발생위험도가 높지만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만일 지발성 운동장애가 나타나면 투여를 중지한다. 항파킨슨제 투여로 상태가 악

화 될 수 있고 확립된 치료법이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진단 하에 최저유효량을 단기간 

투여하도록 고려한다. 또한 항파킨슨제를 갑자기 투여중지하면 단기간의 운동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5) 간장 : 간염, 황달, 간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

는 투여를 중지한다.

6) 눈 : 망막염, 백내장, 눈의 조절장애, 시력불선명 등 시각장애, 장기 또는 량투여에 의해 

각막·수정체의 혼탁, 각막 등의 색소침착이 나타날 수 있다.

7) 과민증 : 부종, 발적, 두드러기, 박탈성 피부염, 광선과민증, 아나필락시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8) 빈혈, 백혈구 증가증/감소증, 적혈구감소, 무과립구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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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화기계 : 식욕부진, 구역, 구토, 변비,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드물게 장관마비(식욕부

진, 구역, 구토, 현저한 변비, 복부팽만 또는 이완, 장내용물 을체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마

비성 장페색으로 이행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장관 마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10) 내분비계 : 고프롤락틴혈증, 여성유방화, 유즙분비, 월경이상, 성욕의 변화, 고혈당, 저혈당, 

체중증가 및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드물게 저나트륨혈증, 저침투압혈증, 요중 나트륨 

배설량의 증가, 고장뇨, 경련, 의식장애 등을 수반하는 항이뇨호르몬분비이상증후군

(Syndrome of Inappropriate ADH)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수분섭취제한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11) 호흡기계 : 기관지 경련, 후두연축,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

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12) 정신신경계 : 불면, 때때로 초조, 졸음, 어지러움, 두통·두증, 불안, 우울, 환각, 흥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13) 기타 : 때때로 구갈, 코막힘, 권태감, 요폐, 발열, 발한, 홍조 등이 나타날 수 있다.

5. 일반적 주의

1) 이 약을 포함하여 항정신병약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드물게 돌연사가 보고 되어 있다. 이 약 

투여중 QT연장이 관찰되었으므로 QT연장의 소인(QT증후군, 저칼륨혈증, QT를 연장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이 있는 환자의 경우 주의한다.

2) 이 약에 의해 발작이 야기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 간질, 경련의 소인(예 : 알코올금

단 증상, 뇌손상 등)이 있는 환자의 경우 주의한다.

3) 티록신에 의해 이 약의 독성이 증강될 수 있으므로 갑상선기능 항진증 환자의 경우 신중히 

투여한다.

4) 모든 항정신병약과 같이 우울증이 주증상인 경우에는 이 약을 단독으로 투여하지 않는다. 우

울증과 정신병이 동반된 경우에는 항우울약을 병용투여할 수 있다.

5) 장기 연용시 환자를 주의하여 관찰하고 간·신기능,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다.

6) 졸음, 주의력·집중력·반사운동능력 등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 중인 환

자는 자동차운전 등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이 약을 갑자기 투여중지하면 구역, 구토, 불면 등의 급성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감량한다.

8) 이 약은 진토작용이 있어 다른 약물에 기인한 중독, 장폐색, 뇌종양 등에 의한 구토증상을 

은폐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9) 치료초기에서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감량

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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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백혈구감소증, 호중구감소증 및 무과립구증 : 임상시험 및/또는 시판 후 경험에 의하면 항정

신병약물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백혈구감소증/호중구감소증 및 무과립구증의 사례가 보고

된 바 있다. 백혈구감소증/호중구감소증의 위험인자로 임상적으로 유의한 기존의 백혈구수 

감소 및 약물에 의한 백혈구감소증/호중구감소증 병력이 포함된다. 임상적으로 유의한 백혈

구수 감소 또는 약물에 의한 백혈구감소증/호중구감소증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치료 초기 

몇달간 총혈구수를 모니터링하고 다른 의심되는 요인 없이 백혈구수가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는 징후가 처음 관찰되면 이 약의 투여 중지를 고려해야 한다. 임상적으로 유의한 호중

구감소증 환자의 경우 열이나 감염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나는 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고 

해당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치료한다. 중증의 호중구감소증 환자(절 호중구수

＜1000/㎣)의 경우 이 약을 중지해야 하고 회복될 때까지 백혈구수를 모니터링한다.

6. 상호작용

1) 바르비탈계 약물, 마취제 등의 중추신경억제제, 수면제, 강한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진정제, 

혈압강하제 또는 항콜린작용을 갖는 약물과의 병용, 유기인살충제와의 접촉, 알코을 섭취에 

의하여 상호작용이 증강될 수 있으므로 감량하는 등 신중히 투여 한다.

2) 에피네프린과 기타 교감신경흥분제의 작용에 길항하여 혈압강하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구아

네히딘, 클로니딘 등의 교감신경차단제의 혈압강하효과를 역전시키므로 이들 약물과 병용투

여하지 않는다. 

3) 레보도파의 항파킨슨효과를 저해하므로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4) 메칠도파와 병용시 중추신경계 효과를 증강시킬 수 있다.

5) 리튬과의 병용에 의해 심전도 변화, 중증의 추체외로증상, 지발성 운동장애, 신경이완제악성

증후군(NMS), 비가역적인 뇌장애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병용하는 경우에는 리튬의 

농도를 1mmol/ℓ 이하로 유지하고 EEG를 모니터하는 것이 권장된다. 추체외로증상에 의한 

발열이 나타나는 경우 두 약물을 즉시 투여중지한다.

6) 카르바마제핀, 페노바르비탈과 같은 효소유도약물의 병용으로 이 약의 혈중농도가 현저하게 

감소되므로 병용하는 경우에는 이 약의 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7) 삼환계 항우울약의 사 및 당뇨병 조절을 저해할 수 있다. 

8) 이 약과 테르페나딘, 아스테미졸을 병용투여시 QT연장, 심실성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9) 약물동력학 연구에서 다음 약물과 병용시 이 약의 혈중농도가 경도에서 중등도 상승하였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이 약의 용량을 감량한다. : 퀴니딘, 부스피론, 플루옥세틴

10) 항파킨슨제와 병용시 이 약의 항콜린작용이 증가되어 지발성 운동장애가 촉진된다

11) 이 약은 제산제, 카페인에 의해 흡수가 저하되어 치료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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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기형발생이 의심되는 증례보고가 있고, 동물실험에서 기형발생, 태자흡수 등의 태자독성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2) 임신말기 또는 분만 중에 항정신병약을 투여한 임부에서 태어난 신생아엔 기면, 진전, 과흥분

성이 나타날 수 있다.

임신 3기에 항정신병약을 복용한 임부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추체외로장애 및/또는 금단 증

상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신생아에게 초조, 근육긴장항진, 근육긴장저하, 진전, 졸

음, 호흡곤란, 섭식장애가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증상은 그 중증도에 있어서 다양했다. 일부 

경우 이러한 증상들은 스스로 조절되었으나 다른 경우의 신생아들은 장기 입원 및 중환자실

에서의 치료를 요하였다.

3) 모유 중으로 이행하므로 투여 중에는 수유를 중단한다. 

8. 소아에 대한 투석

추제외로증상 특히 운동장애가 나타나기 쉽다.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기립성 저혈압, 추제외로증상, 운동실조, 배실장애 등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감량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

10. 과량투여시의 처치

1) 증상 : 과량투여시에는 이미 알려진 이 약의 약리효과와 부작용이 과도하게 나타난다. 주증상

은 중증의 추체외로증상, 저혈압, 진정이다. 추체외로증상으로는 근강직, 전신적인 또는 국소

적인 진전이다. 또 저혈압에 비해 고혈압의 가능성이 높다.

중증의 경우에는 호흡억제와 쇽 유사상태를 유발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저혈압을 동반한 혼

수상태가 발생된 예가 있다. QT연장과 관련 가능성이 있는 심실성 부정맥의 위험도 주의한다.

2) 처치 : 특별한 해독제는 없고 일반적으로 증요법과 보조요법을 실시한다. 혼수상태, 경련상

태가 아닌 경우 위세척이나 구토유도요법 후에 활성탄 투여를 시도한다. 혼수상태인 환자의 

경우에는 구인두 기도유지기 또는 기관내 튜브를 사용하여 기도를 유지한다. 호흡억제의 경

우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ECG, 생명징후(vitalsigns)를 모니터하고 ECG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니터한다. 중증의 부정맥의 경우에는 항부정맥처치를 적절하게 실시한다. 저혈압, 순환허탈

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액, 혈장 또는 고농도의 알부민, 도파민 또는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승압제를 정맥투여한다. 에피네프린은 이 약과 병용시 저혈압을 악화시키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중증의 추체외로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항파킨슨제(메실산벤즈트로핀 1-2mg 관육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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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또는 정맥주사)를 투여한다. 

11. 기타

1) 이 약에 의한 치료 중 원인불명의 돌연사가 보고되어 있다.

2) 암컷 랫트에 장기간 경구투여한 시험에서 임상최  사용량의 10배(1.25mg/kg/일)이상에서 

유선종양이 40배(5mg/kg/일)이상으로 하수체종양의 발생빈도가 조군에 비해 높았다는 보

고가 있다.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한국얀센 할돌정(할로페리돌)(수출용) 제조

2 (주)한국파마 파마할로페리돌정10 리그람 제조

3 명인제약(주) 명인할로페리돌정1 리그람 제조

4 명인제약(주) 명인할로페리돌정1.5 리그람 제조

5 명인제약(주) 명인할로페리돌정3 리그람 제조

6 명인제약(주) 명인할로페리돌정5 리그람 제조

7 명인제약(주) 명인할로페리돌정10 리그람 제조

8 명인제약(주) 명인할로페리돌정20 리그람 제조

9 태극제약(주) 태극할로페리돌정10 리그람 제조

10 태극제약(주) 태극할로페리돌정20 리그람 제조

11 환인제약(주) 페리돌정1.5 리그람(할로페리돌) 제조

12 환인제약(주) 페리돌정3 리그람(할로페리돌) 제조

13 환인제약(주) 페리돌정5 리그람(할로페리돌) 제조

14 환인제약(주) 페리돌정10 리그람(할로페리돌) 제조

15 환인제약(주) 페리돌정20 리그람(할로페리돌)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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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페리돌 단일제 (주사)
(Haloperidol)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외국에서 실시된 인지증에 관련된 정신병증상(승인 외 효능․효과)를 지닌 고령의 환자를 상

으로 한 17가지 임상 시험에서 비정형 항정신병약 투여군은 위약(placebo) 투여군과 비교하

여 사망률이 1.6~1.7배 높았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외국에서의 관찰조사에서 정형 항정신병

약도 비정형 항정신병약과 마찬가지로 사망률 상승에 관여한다는 보고가 있다.

2) 이 약을 투여 중인 환자에서 급성사망, QT-연장 및 토르사드 드 포인트(Torsades de Pointes, 

TdP)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 약을 권장 용량보다 고용량으로 투여하거나 정맥투여하는 것은 

QT-연장 및 토르사드 드 포인트(Torsades de Pointes, TdP)의 위험을 더 높이는 것과 관련이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할로페리돌 단일제 (주사) (Haloperidol)

 분류 번호 ∙ [01170] 정신신경용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정보 사항 ∙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항목

  -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항목에 “임신 3기에 항정신병

약을 복용한 임부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추체외로장애 및/

또는 금단 증상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신생아에게 

초조, 근육긴장항진, 근육긴장저하, 진전, 졸음, 호흡곤란, 

섭식장애가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증상은 그 중증도에 있어

서 다양했다. 일부 경우 이러한 증상들은 스스로 조절되었으

나 다른 경우의 신생아들은 장기 입원 및 중환자실에서의 치

료를 요하였다.” 추가하는 등 변경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142호, 2012. 1.13.)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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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여진다. 이들 사례는 다른 소인이 없는 상태에서 보고된 것이지만, QT연장의 소인

(QT증후군, 특히 저칼륨혈증 및 저마그네슘혈증 등 전해질불균형, QT를 연장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 심혈관계 질환, QT연장가족력)이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가 요

구된다. 이 약은 정맥 투여용으로 허가되지 않았다. 만약 이 약을 정맥투여할 경우, QT연장 

및 부정맥에 한 ECG(심전도) 상태를 감시해야 한다.

3) 뇌혈관 질환 이상반응 위험 증가 : 일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치매환자에 

한 무작위, 위약 조 임상 시험 결과 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세 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른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거나 

다른 환자군에 사용할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약

을 뇌졸중 위험요소를 가진 환자에게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정맥혈전증 위험 : 항정신병 약물 사용시 이상반응으로 정맥혈전증이 보고된 바 있다. 항정신

병 약물을 투여 받은 환자들에서 정맥혈전증에 한 후천적 위험요소가 자주 나타남에 따라 

이 약을 사용하기 전과 사용하는 중에 정맥혈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를 확인해

야 하며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앰플주사제는 용기 절단시 유리파편이 혼입되어, 이상반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시 유리 

파편 혼입이 최소화 되로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절단사용하되, 특히 어린이, 노약자 사용시에는 

각별히 주의할 것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부티로페논계 약물 및 그 유사화합물에 과민증 환자

2) 혼수상태 환자 

3) 알코올중독 환자

4) 바르비탈계 약물, 마취제 등의 중추신경억제제의 강한 영향하에 있는 환자

5) 중증의 심부전 환자(심근에 한 장애작용, 혈압저하가 보고되어 있다.)

6) 파킨슨병 환자(추체외로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7) 기관지폐렴 환자

8) 뇌저신경절손상 환자 

9) 에피네프린 투여중인 환자

10) 소아(주사제에 한함)

11) 임부 및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수유부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간·신장애 환자

2) 크롬친화세포종, 심혈관계 질환, 저혈압 또는 이러한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일시적인 혈압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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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가 나타날 수 있다.)

3) 간질 등의 경련성 질환,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경련역치를 저하시킬 수 있다.)

4) 갑상선기능 항진증·저하증 환자(추체외로증상이 나타나기 쉽다.)

5) 항응고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

6) 과민증 또는 약물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7) 유·소아

8) 탈수·영양불량상태 등을 수반하는 신체적 피폐가 있는 환자

9) 우울증 환자

10) QT증후군, 저칼륨혈증, QT연장을 일으키는 약물을 투여중인 환자

11) 프롤락틴의존성 종양 환자

12) 협우각형 녹내장 환자

13) 중증의 근무력증 환자

14) 전립선 비  환자

15) 고령자

16) 이 약은 황색4호(타르트라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4. 이상반응

1) 순환기계 : 심전도이상(QT간격의 연장, T파의 변화 등), 혈압저하, 고혈압, 빈맥, 심실성 빈맥

(torsades de pointes를 포함)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량 또는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또한 혈전색전증(폐색전증과 

심부정맥혈전증 포함, 빈도불명)이 나타날 수 있다.

2)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 운동마비, 중증의 근육강직, 연하

곤란, 빈맥, 혈압변화, 발한 등이 나타나고 이러한 증상과 함께 발열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

여를 중지하고 체냉각과 수분보급 등의 전신적 치료와 함께 적절한 처치를 한다. 이 증상의 

발현시에는 백혈구증가, 혈청 CPK의 상승이 자주 나타나고 미오글로빈뇨증을 수반한 신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고열이 지속되고 의식장애, 호흡곤란, 순환허탈과 탈수증상, 급

성 신부전으로 발전해서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다.

3) 추체외로증상 : 급성 근긴장이상(안구운동발작 등), 사경(torticollis), 개구불능, 연하곤란, 파

킨슨증후성 강직, 진전, 운동불능, 정좌불능 등의 증상이 보고되어 있고 보통 치료초기에 나

타나지만 장기투여시에도 나타난다. 중증의 경우에는 항파킨슨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처치

를 한다(항파킨슨제는 중독성 착란상태의 발현 및 항콜린성 이상반응을 증가시키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4) 지발성 운동장애 : 항정신병약의 장기투여시 나타나는 비가역적 불수의적인 상동성 운동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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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후군으로서 저용량으로 단기간 투여시에도 나타나고 투여중지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 고령

자(특히 여자)와 뇌손상 환자, 기분장애가 있을때 발생위험도가 높지만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

나고 만일 지발성 운동장애가 나타나면 투여를 중지한다. 항파킨슨제 투여로 상태가 악화 될 

수 있고 확립된 치료법이 알려져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진단하에 최저유효량을 단기간 투여하

도록 고려한다. 또한 항파킨슨제를 갑자기 투여중지하면 단기간의 운동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5) 간장 : 간염, 황달, 간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

는 투여를 중지한다.

6) 눈 : 망막염, 백내장, 눈의 조절장애, 시력불선명 등 시각장애, 장기 또는 량투여에 의해 

각막·수정체의 혼탁, 각막 등의 색소침착이 나타날 수 있다.

7) 과민증 : 부종, 발적, 두드러기, 박탈성 피부염, 광선과민증, 아나필락시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8) 혈액 : 빈혈, 백혈구 증가증/감소증, 적혈구감소, 무과립구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9) 소화기계 : 식욕부진, 구역, 구토, 변비,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드물게 장관마비(식욕부

진, 구역, 구토, 현저한 변비, 복부팽만 또는 이완, 장내용물 울체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마

비성 장폐색으로 이행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장관마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

여를 중지한다.

10) 내분비계 : 고프롤락틴혈증, 여성유방화, 유즙분비, 월경이상, 성욕의 변화, 고혈당, 저혈당, 

체중증가 및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드물게 저나트륨혈증, 저침투압혈증, 요중나트륨 배

설량의 증가, 고장뇨, 경련, 의식장애 등을 수반하는 항이뇨호르몬분비이상증후군(Syndrome 

of Inappropriate ADH)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수

분섭취제한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11) 호흡기계 : 기관지 경련, 후두연축,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

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12) 정신신경계 : 불면, 때때로 초초, 졸음, 어지러움, 두통·두중, 불안, 우울, 환각, 흥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13) 기타 : 때때로 구갈, 코막힘, 권태감, 요폐, 발열, 발한, 홍조 등이 나타날 수 있다.

5. 일반적 주의

1) 이 약을 포함하여 항정신병약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드물게 돌연사가 보고되어 있다. 이 약 

투여중 QT연장이 관찰되었으므로 QT연장의 소인(QT증후군, 저칼륨혈증, QT를 연장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이 있는 환자의 경우 주의한다.

2) 이 약에 의해 발작이 야기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 간질, 경련의 소인(예 : 알코올금

단 증상, 뇌손상 등)이 있는 환자의 경우 주의한다.

3) 티록신에 의해 이 약의 독성이 증강될 수 있으므로 갑상선기능 항진증 환자의 경우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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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한다.

4) 모든 항정신병약과 같이 우울증이 주증상인 경우에는 이 약을 단독으로 투여하지 않는다. 우

울증과 정신병이 동반된 경우에는 항우울약을 병용투여할 수 있다.

5) 장기 연용시 환자를 주의하여 관찰하고 간·신기능, 혈액 검사 등을 실시한다.

6) 졸음, 주의력·집중력·반사운동능력 등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중인 환

자는 자동차운전 등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이 약을 갑자기 투여중지하면 구역, 구토, 불면 등의 급성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감량한다.

8) 이 약은 진토작용이 있어 다른 약물에 기인한 중독, 장폐색, 뇌종양 등에 의한 구토증상을 

은폐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9) 치료초기에서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감량

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10) 백혈구감소증, 호중구감소증 및 무과립구증 : 임상시험 및/또는 시판 후 경험에 의하면 항정

신병약물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백혈구감소증/호중구감소증 및 무과립구증의 사례가 보고

된 바 있다. 백혈구감소증/호중구감소증의 위험인자로 임상적으로 유의한 기존의 백혈구수 

감소 및 약물에 의한 백혈구감소증/호중구감소증 병력이 포함된다. 임상적으로 유의한 백혈

구수 감소 또는 약물에 의한 백혈구감소증/호중구감소증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치료 초기 

몇달간 총혈구수를 모니터링하고 다른 의심되는 요인 없이 백혈구수가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는 징후가 처음 관찰되면 이 약의 투여 중지를 고려해야 한다. 임상적으로 유의한 호중

구감소증 환자의 경우 열이나 감염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나는 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고 

해당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치료한다. 중증의 호중구감소증 환자(절 호중구수

＜1000/㎣)의 경우 이 약을 중지해야 하고 회복될 때까지 백혈구수를 모니터링한다.

6. 상호작용

1) 바르비탈계 약물, 마취제 등의 중추신경억제제, 수면제, 강한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진정제, 

혈압강하제 또는 항콜린작용을 갖는 약물과의 병용, 유기인살충제와의 접촉, 알코올 섭취에 

의하여 상호작용이 증강될 수 있으므로 감량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

2) 에피네프린과 기타 교감신경흥분제의 작용에 길항하여 혈압강하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구아

네티딘, 클로니딘 등의 교감신경차단제의 혈압강하효과를 역전시키므로 이들 약물과 병용투

여하지 않는다.

3) 레보도파의 항파킨슨효과를 저해하므로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4) 메칠도파와 병용시 중추신경계효과를 증강시킬 수 있다.

5) 리튬과의 병용에 의해 심전도변화, 중증의 추체외로증상, 지발성 운동장애, 신경이완제악성증

후군(NMS), 비가역적인 뇌장애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병용하는 경우에는 리튬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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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1mmol/ℓ이하로 유지하고 EEG를 모니터하는 것이 권장된다. 추체외로증상에 의한 발

열이 나타나는 경우 두 약물을 즉시 투여중지한다.

6) 카르바마제핀, 페노바르비탈과 같은 효소유도약물의 병용으로 이 약의 혈중농도가 현저하게 

감소되므로 병용하는 경우에는 이 약의 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7) 삼환계 항우울약의 사 및 당뇨병 조절을 저해할 수 있다.

8) 이 약과 테르페나딘, 아스테미졸을 병용투여시 QT연장, 심실성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9) 약물동력학 연구에서 다음 약물과 병용시 이 약의 혈중농도가 경도에서 중등도 상승하였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이 약의 용량을 감량한다. : 퀴니딘, 부스피론, 플루옥세틴

10) 항파킨슨제와 병용시 이 약의 항콜린작용이 증가되어 지발성 운동장애가 촉진된다.

11) 이 약은 제산제, 카페인에 의해 흡수가 저하되어 치료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기형발생이 의심되는 증례보고가 있고, 동물실험에서 기형발생, 태자흡수 등의 태자독성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2) 임신말기 또는 분만 중에 항정신병약을 투여한 임부에서 태어난 신생아엔 기면, 진전, 과흥분

성이 나타날 수 있다.

임신 3기에 항정신병약을 복용한 임부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추체외로장애 및/또는 금단 증

상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신생아에게 초조, 근육긴장항진, 근육긴장저하, 진전, 졸

음, 호흡곤란, 섭식장애가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증상은 그 중증도에 있어서 다양했다. 일부 

경우 이러한 증상들은 스스로 조절되었으나 다른 경우의 신생아들은 장기 입원 및 중환자실

에서의 치료를 요하였다.

3) 모유 중으로 이행하므로 투여 중에는 수유를 중단한다.

8. 소아에 대한 투여

추체외로증상 특히 운동장애가 나타나기 쉽다.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기립성 저혈압, 추체외로증상, 운동실조, 배설장애 등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감량 투여하는 등 신

중히 투여한다.

10. 과량투여시의 처치

1) 증상 : 과량투여시에는 이미 알려진 이 약의 약리효과와 이상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난다. 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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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중증의 추체외로증상, 저혈압, 진정이다. 추체외로증상으로는 근강직, 전신적인 또는 국

소적인 진전이다. 또 저혈압에 비해 고혈압의 가능성이 높다. 중증의 경우에는 호흡억제와 

쇽 유사상태를 유발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저혈압을 동반한 혼수상태가 발생된 예가 있다. 

QT연장과 관련 가능성이 있는 심실성 부정맥의 위험도 주의한다. 

2) 처치 : 특별한 해독제는 없고 일반적으로 증요법과 보조요법을 실시한다. 혼수상태, 경련상

태가 아닌 경우 위세척이나 구토유도요법후에 활성탄 투여를 시도한다. 혼수상태인 환자의 

경우에는 구인두 기도유지기 또는 기관내 튜브를 사용하여 기도를 유지한다. 호흡억제의 경

우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ECG, 생명징후(vital signs)를 모니터하고 ECG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니터한다. 중증의 부정맥의 경우에는 항부정맥처치를 적절하게 실시한다. 저혈압, 순환허탈

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액, 혈장 또는 고농도의 알부민, 도파민 또는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승압제를 정맥투여한다. 에피네프린은 이 약과 병용시 저혈압을 악화시키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중증의 추체외로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항파킨슨제(메실산벤즈트로핀 1-2mg 근육주

사 또는 정맥주사)를 투여한다.

11. 적용상의 주의(주사제에 한함)

1)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 긴급한 경우 또는 경구투여로 효과가 불충분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만 

투여한다. 다만 경구투여가 가능하게 되고 같은 효과가 기 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경구투여

로 전환한다.

2) 근육주사, 정맥주사로만 사용한다.

12. 기타

1) 이 약에 의한 치료중 원인불명의 돌연사가 보고되어 있다.

2) 암컷 랫트에 장기간 경구투여한 시험에서 임상최  사용량의 10배(1.25mg/kg/일)이상으로 

유선종양이 40배(5mg/kg/일)이상으로 하수체종양의 발생빈도가 조군에 비해 높았다는 보

고가 있다.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명인제약(주) 명인할로페리돌주사 제조

2 환인제약(주) 페리돌주(할로페리돌)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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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살리플라틴 단일제 (동결건조분말 주사)
(Oxaliplatin)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이 약은 항암제를 전문으로 사용하는 과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항암제의 사용 경험이 있는 

전문의의 감독하에서 투여되어야 한다. 

2) 중등도의 신기능손상환자에 한 안정성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환자의 이점/위험

에 한 적절한 평가 후에만 투여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신기능을 주의깊게 모니터링

해야 하며, 독성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3) 다른 백금제제에 한 알러지반응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알러지반응을 모니터링하여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옥살리플라틴 단일제 (주사) (Oxaliplatin)

 분류 번호 ∙ [04210] 항악성종양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정보 사항 ∙ 경고, 이상반응 항목

  - 경고 항목에 “병용화학요법으로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가역적 후백질 뇌병증 증후군(RPLS, Reversible Posterior 

Leukoencephalopathy syndrome 또는 PRES, Posterior 

Reversible Encephalopathy syndrome)의 사례가 일부 

보고되었다. RPLS는 가역적이고 드물게 발생하며 빠르게 전

개되는 신경학적 상태로 경련, 고혈압, 두통, 혼란, 시력상실 

및 기타 시각적·신경학적 장애를 증상으로 할 수 있다. RPLS

는 뇌영상, 되도록이면 MRI를 통한 확인에 기초하여 진단된

다.(“4. 이상반응”항 참조)” 추가하는 등 변경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238호, 2012. 1.20.)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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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 약 투여 후 수 분 이내의 발진, 소양, 기관지경련, 호흡곤란, 혈압저하 등을 동반

하는 쇼크,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고, 과민증

상(기관지경련, 호흡곤란, 혈압 저하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투약은 즉각 중지되어야 되며, 

적절한 증요법을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약의 재투여는 금기이다. 백금 화합물의 아

나필락시스 반응에 의한 약물 관련 사망이 보고되어 왔다.

4) 이 약은 발포성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약물이지만, 혈관 밖으로 노출되는 경우 

주사부위에 경결 ․ 괴사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즉각 투약을 중지하고 국소 증요법을 시작하

여야 한다.

5) 이 약의 신경학적 독성은 주의깊게 모니터링되어야 하며 특히, 특이적인 신경학적 독성을 일

으키는 약물과의 병용투여의 경우 주의하여야 한다. 신경학적 검사를 매 투여전 및 주기적으

로 실시하여야 한다. 

6) 2시간의 투여 중 또는 투여 후 몇 시간 이내에 급성 인후두이감각증 (laryngopharyngeal 

dysesthesias)이 발병한 환자의 경우, 이 약의 다음 투여는 6시간 동안 지속하여 투여되어야 

한다.

7) 신경학적 증상(지각이상, 감각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증상의 지속기간 또는 중증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 증상이 7일 이상 지속되고, 동통이 있는 경우, 다음회 이 약의 투여량은 85mg/㎡에서 

65mg/㎡(전이성 결장직장암) 또는 75mg/㎡( 장암의 보조 요법)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 기능적인 손상 없이 지각이상이 다음 주기까지 지속되면, 다음 회 이 약의 투여량은 85mg/㎡

에서 65mg/㎡(전이성 결장직장암) 또는 75mg/㎡( 장암의 보조 요법)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 기능적인 손상이 있고 지각이상이 다음 주기까지 지속되면 이 약 투여를 중단하여야 한다. 

  - 만약 이러한 증상이 이 약 투여 중지 후 개선된다면, 투약 재개를 고려할 수 있다.

8) 치료가 끝난 후 말초 감각 신경병증의 증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국소의 중등도의 지각이상 또는 기능적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지각이상이 장암의 

보조 요법으로 투여 중단 후 3년째에도 지속될 수 있다.

9) 병용화학요법으로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가역적 후백질 뇌병증 증후군(RPLS, Reversible 

Posterior Leukoencephalopathy syndrome 또는 PRES, Posterior Reversible Encephalopathy 

syndrome)의 사례가 일부 보고되었다. RPLS는 가역적이고 드물게 발생하며 빠르게 전개되는 

신경학적 상태로 경련, 고혈압, 두통, 혼란, 시력상실 및 기타 시각적·신경학적 장애를 증상

으로 할 수 있다. RPLS는 뇌영상, 되도록이면 MRI를 통한 확인에 기초하여 진단된다.(“4. 이

상반응“항 참조)

10) 오심, 구토와 같은 위장관 독성은 예방적 및/ 또는 치료 의미의 항구토약으로 처치될 수 있다.

11) 특히 이 약과 5-fluorouracil의 병용투여시 심한 설사/구토로 인해 탈수, 마비성 장폐색증, 

장폐색, 저칼륨혈증, 사성산증, 신기능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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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만약 혈액학적 독성(호중구수 < 1.5 x 109/L 또는 혈소판수 < 50 x 109/L) 이 발생하면, 

다음회 투여는 혈액학적 수치가 수용가능한 수치로 돌아갈 때까지 연기하여야 한다. 백혈구

분획을 포함하는 모든 혈구수는 치료시작전과 매회 투여전 검사해야 한다. 

13) 이 약과 5-fluorouracil 투여후 설사/구토, 점막염/구내염, 호중구감소증의 발생 위험이 있음

을 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호중구감소증의 유무에 관계없이, 점막염/구내염이 발생할 경우, 최소한 1등급으로 회복되

고/거나, 호중구 수치가 1.5×109/L 이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다음회 투여를 연기하여야 한다. 

15) 5-fluorouracil과 병용투여할 경우, folinic acid 와 병용투여 유무와 상관없이, 5-fluorouracil 

독성으로 인해 5-fluorouracil의 용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16) WHO 4등급 설사, 3-4등급 호중구 감소증(호중구 <1 x 109/L), 3-4등급 혈소판감소증(혈소

판수 < 50 x 10
9
/L)이 발생하면, 5-fluorouracil 의 용량감소와 함께 이 약의 용량을 

85mg/m2에서 65mg/m2(전이성 결장직장암) 또는 75mg/m2( 장암의 보조 요법)으로 감소

시켜야 한다.

17) 마른기침, 호흡곤란, 수포음, 방사선으로 증명된 폐의 침윤물과 같은 미지의 호흡기계 증상

이 발생하면, 폐 검사를 실시하여 간질성폐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약 

투여를 중단하여야 한다.

18) 간기능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거나 간 전이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맥고혈압이 발생

하면, 매우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약물에 의한 간혈관 이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기타 백금을 함유하는 약제에 과민증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 

2)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수유부

3) 첫번째 투여주기이전에 호중구수 < 2 x 109/L 이고/이거나 혈소판수< 100 x 109/L로써 골수 

억제가 있는 환자

4) 첫번째 투여주기 이전에 기능적 손상이 있는 말초감각신경병증이 있는 환자(말초신경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5) 신기능이 심하게 손상된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이 30ml/min 이하)(일반적 주의항 참조)

6)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

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3. 다음의 경우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심질환이 있는 환자(심질환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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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부위별 이상반응

매우 흔하게 흔하게 때때로 드물게

주사부위 장애

주사부위 반응+

+ 국소 통증, 발적, 부종, 혈전증을 포함하는 주사부위반응이 보고되었다. 또한, 일혈로 인해 국소 통증 

및 염증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이 약을 말초정맥으로 점적주입시 그 정도가 심해질 수 있고, 괴사를 

포함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자율신경계 장애

홍조

전신 장애*

발열 및 

경직(떨림)+++, 피로, 

알러지/알러지 반응++

무력증, 통증

체중증가(보조적요법)

흉통

체중감소(전이성 

결장직장암)

언어장애

면역알러지성

혈소판감소증,

면역알러지성

용혈성 빈혈

++ 매우흔하게 : 피부발진(특히, 두드러기), 결막염, 비염과 같은 일반적인 알러지 반응

   흔하게 : 기관지경련, 흉통, 혈관부종, 저혈압,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아나필락시스 

반응

+++ 감염(열성 호중구감소증을 동반하거나 하지 않음)으로 인하거나 면역학적 기전으로 인한 발열 및 

경직(떨림)

2) 감염증이 있는 환자(이 약의 골수기능 억제작용에 의해 감염증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3) 수두환자(치명적인 전신 장애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4) 고령자(고령자에 한 투여 참조)

4. 이상반응

이 약을 5-fluorouracil/folinic acid(5-FU/FA)와 병용투여 하였을 때, 가장 빈번한 이상반응은 위

장관계(설사, 오심, 구토, 점막염), 혈액계(호중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신경계(급성 및 용량축적 

말초감각 신경병증) 이상반응이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이상반응은 5-FU/FA 단독 투여시보다 이 

약과 5-FU/FA를 병용투여할 때 더 빈번하고 정도가 심하였다. 

아래 표에 나타낸 빈도는 전이성 결장직장암 및 장암의 수술후 보조 요법에서의 임상시험(이 

약 + 5-FU/FA 투여군 각각 416명과 1108명의 환자를 포함)과 시판후 경험에서 얻어진 결과이다. 

아래 표의 빈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매우 흔하게(>1/10), 흔하게(>1/100, ≤1/10), 때때로

(>1/1000, ≤1/100), 드물게(>1/10000, ≤1/1000), 매우 드물게(≤1/10000)(단독보고 포함).

더 자세한 내용은 표 다음에 기재하였다. 국내에서 위암환자 23명을 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

에서 이 약과 5-fluorouracil과 folinic acid를 병용투여받은 환자에서 나타난 이상반응을 분석한 결

과를 함께 나타내었다.



369

2. 안전성 정보처리 현황

발현부위별 이상반응

매우 흔하게 흔하게 때때로 드물게

중추 및 말초 신경계 장애*

말초감각 신경병증

두통, 감각장애

어지러움, 졸음

운동성 신경염, 수막증

구어장애,

가역적 후백질 뇌병증 

증후군

위장관계 장애*

설사, 오심, 구토

구내염/점막염,

복통, 변비, 식욕부진

소화불량,

위식도관역류,

딸국질

장폐색증(Ileus),

장폐색

Clostridium difficile로 인한 

설사를 포함한 장염, 

췌장염

사 및 영양 장애

탈수증 사성 산증

근골격계 장애

요통(요통이 나타나는 

경우, 드물게 

보고되는 용혈에 해 

검사해야 한다.) 

관절통, 골격통, 

근육약화, 치주염

혈소판, 출혈 및 응고 장애

비출혈 출혈, 혈뇨, 객혈, 

질출혈, 혈변, 치질, 

혈전증,

심부 혈전성정맥염, 

폐색전증, 직장 출혈, 

프로트롬빈 시간 연장

현부위별 이상반응

매우 흔발하게 흔하게 때때로 드물게

정신계 장애

우울증

불면증

신경과민증

저항 기전 장애

감염

호흡기계 장애

호흡곤란,

기침

비염,

상기도감염

간질성 폐질환

폐섬유증

피부 및 부속기관 장애

피부장애, 탈모

피부박탈 (즉, 수족증후군), 

홍반성 발진, 발진, 

발한증가, 손톱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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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부위별 이상반응

매우 흔발하게 흔하게 때때로 드물게

특수 감각, 기타 장애

미각도착 이독성 청각상실

비뇨기계 장애

뇨침사 이상
배뇨곤란, 요실금

배뇨빈도 이상

시각 장애

결막염, 시각이상, 

눈물분비 이상

일시적 시력저하,

시야장해, 시신경염

검사치 이상

혈액학적*

빈혈, 호중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백혈구감소증, 

림프구감소증

화학

알칼리성포스파타제 

증가

빌리루빈 증가,

이상 혈당증,

LDH증가, 저칼륨혈증,

간효소증가

(SGPT/ALAT,

 SGOT/ASAT)

비정상 나트륨혈증

혈액학적*

열성 호중구감소증/

호중구감소성 패혈증(즉, 

3,4등급의 호중구 감소증 

및 감염)

화학

크레아티닌 증가

* 아래 자세한 내용 참조

1) 혈액계

  ① 전이성 결장직장암 및 장암의 보조 요법에서 혈액계 이상반응

 옥살리플라틴과 5-FU/FA 병용투여
 85mg/m2 매 2주마다 투여

전이성 결장직장암 대장암의 보조요법

모든 등급 3등급 4등급 모든등급 3등급 4등급

빈혈 82.2 3 <1 75.6 0.7 0.1

호중구감소증 71.4 28 14 78.9 28.8 12.3

혈소판감소증 71.6 4 <1 77.4 1.5 0.2

열성 호중구감소증 5.0 3.6 1.4 0.7 0.7 0.0

호중구감소성 패혈증 1.1 0.7 0.4 1.1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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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위암에서의 혈액계 이상반응

5-fluorouracil 및 folinic acid 과 병용투여 100mg/m2 매 2주마다 투여 모든 등급 3등급 4등급

빈혈 17 - 4

호중구감소증 57 17 4

혈소판 감소증 44 4 -
  

 
   국내에서 위암환자 23명을 상으로 이 약과 5- fluorouracil 과 folinic acid 를 병용투여한 

임상시험에서, 그 이외의 이상반응으로 4등급의 백혈구감소증이 1례와, 2등급의 이상반응으

로 빈혈의 악화가 1례, 백혈구 감소증이 4례가 보고되었다.

2) 소화기계

  ① 전이성 결장직장암 및 장암의 보조 요법에서 소화기계 이상반응

옥살리플라틴과 5-FU/FA 병용투여
85mg/m2 매 2주마다 투여

전이성 결장직장암 대장암의 보조요법

모든 등급 3등급 4등급 모든등급 3등급 4등급

오심 69.9 8 <1 73.7 4.8 0.3

설사 60.8 9 2 56.3 8.3 2.5

구토 49.0 6 1 47.2 5.3 0.5

점막염/구내염 39.9 4 <1 42.1 2.8 0.1

  ② 위암에서의 소화기계 이상반응

5-fluorouracil 및 folinic acid 과 병용투여 100mg/m2 매 2주마다 투여 모든 등급 3등급 4등급

오심/ 구토 87 17 -

설사 30 - -

  
   국내에서 위암환자 23명을 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이 약과 5-fluorouracil과 folinic 

acid를 병용투여 받은 환자에서 그 이외의 2등급의 이상반응으로 식욕부진 7례, 구내염 3례, 

딸꾹질 1례가 보고되었다. 

   예방적 및/또는 치료적 목적으로 강력한 항구토제가 투약된다.

특히 이 약과 5-FU 병용시 중증의 설사 및 구토에 의하여 탈수, 마비성 장폐색증, 장폐색증, 

저칼륨증, 사성산증 및 신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

3) 신경계

이 약의 용량제한 독성은 신경학적 이상반응이다. 그 주 이상반응은 말초감각 신경병증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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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증상은 사지말단의 이상감각증과/ 또는 지각이상이며, 이는 경련을 수반하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종종 추위에 의해 촉발된다. 이러한 증상은 이 약물을 투여받은 95%의 환자에서 

나타난다. 이 증상은 치료주기사이에는 보통 줄어들지만, 증상의 지속기간은 치료주기가 증

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통증 및/ 혹은 기능적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증상의 지속기간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거나 치료를 중지하여야 한다.

기능적 이상은 미세한 동작행위(손발 저림, 연하곤란, 보행장애 등)의 곤란을 포함하며 이는 

감각손상의 후유증일 수 있다. 850mg/㎡(10주기)의 축적용량에서 지속적인 증상이 발생할 

위험은 약 10%이며, 축적용량이 1,020mg/㎡(12주기)일 때 20%에 달한다. 

부분의 경우, 신경학적 징후 및 증상은 투여를 중단한 후 개선되거나 완전히 회복된다. 

장암의 수술후 보조요법에서, 투여를 중단하고 6개월 후, 환자의 87%에서 증상이 전혀 없거

나 경미하였다. 3년간의 추적조사 이후에는 약 3%의 환자가 지속적인 중등도의 국소의 지각

이상을 보이거나 (2.3%), 기능적 활동을 방해하는 지각이상(0.5%)을 나타내었다.

급성 신경감각 증상이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증상은 일반적으로 2시간 동안의 투여 후 또는 

수시간 이내에 시작되며 수시간 또는 수일 이내에 저절로 감소되며, 흔히 다음 투여주기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종종 차가운 온도나 물체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주로 일시적 지각이상, 감각이상, 지각감퇴를 나타낸다. 인후두 감각이상의 급

성 증후군은 1%-2%의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증후군의 특징은 호흡곤란의 객

관적 징후(청색증, 저산소증)나 후두경련 또는 기관지경련(협착음, 천명) 없이, 주관적으로 연

하곤란과 호흡곤란/질식을 느끼는 것이다. 때때로 다른 증상, 특히 뇌신경 이상이 관련되거

나, 별개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안검하수, 복시, 발성불능/발성장애/쉰소리가 관찰되며, 간혹 

성 마비, 혀의 감각이상, 또는 구어장애로 표현되기도 하며, 간혹 언어상실증, 삼차신경통/

안면통/안구통, 시력감퇴, 시야이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또한 턱경련/근경련/불수의 근수축

/근육단일수축/간 성근경련, 근협동장애/보행장애/조화운동불능/평형장애, 기관지 또는 가

슴의 긴장/압박감/불쾌감/통증이 관찰되었다

심부 건반사의 소실, Lhermitte‘s sign과 같은 신경학적 증상도 이 약 투여중 보고되었다. 시

신경염이 단독으로 보고된 바 있다. 

 

4) 알러지 반응

 옥살리플라틴과 5-FU/FA 병용투여
 85mg/m2 매 2주마다 투여

전이성 결장직장암 대장암의 보조요법

모든 등급 3등급 4등급 모든등급 3등급 4등급

알러지 반응/알러지 9.1 1 <1 10.3 2.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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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담도계

간효소의 상승(1-2등급)은 이 약 투여시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5-fluorouracil, folinic acid의 

두 약물을 병용투여한 군과 5-fluorouracil, folinic acid, oxaliplatin의 세 약물을 병용투여한 

군을 비교한 무작위 비교임상실험에서 3-4등급의 간효소상승이라는 이상반응 발현율은 양군

에서 상호 필적할 만 하다. 국내위암환자 23명을 상으로 이 약과 5-fluorouracil 와 folinic 

acid 를 병용투여한 임상시험에서 3등급의 SGPT 상승이 1례 보고되었다.

매우 드물게 간 정맥폐색성 질환으로도 알려져 있는 간 시누소이드 폐색 증후군, 또는 간 자

색반병, 결절증식증, 시누소이드 섬유증, 문맥고혈압 등과 같은 간 이상과 관련된 병리학적 

징후가 보고되었다.

6) 신장 및 비뇨기계

매우 드물게 급성 신부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급성 세뇨관간질 신장해가 보고되었다. 용혈성 

요독증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

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7) 심혈관계

혈전색전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심실성 부정맥, 심근경색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투여

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8) 기타 이상반응

  - 비이글개에 한 아급성 ․ 만성독성시험결과 130mg/㎡용량에서 시험물질과 관련된 사망이 

관찰되었다. 

  - 국내에서 위암환자 23명을 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이 약과 5-fluorouracil과 folinic 

acid를 병용투여받은 환자에게서 2등급의 이상반응으로 발열 4례, 체중감소 3례, 감각신경독

성 3례, 탈모 3례, 오한 2례, 쇠약 2례 이외에 체중증가, 두통, 인후통, 고혈압, 관절통, 무력

증 및 전신통(general bodyache) 가 각각 1례씩 연구자에 의해 약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9)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674명의 전이성 결장 ․ 직장암 환자를 상으로 실시한 

시판후 조사결과 이상반응의 발현증례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57.01%(374/656례)였다. 이 

중 약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52.29%(343/656례)로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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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빈도
기관계 10% 이상 1% ~ 10% 미만 0.1% ~ 1% 미만

백혈구 및 

세망내피계 이상

백혈구감소증

(18.2 %)
열성 호중구감소증, 호중구감소증

위장관계 이상
오심, 식욕부진, 

구토, 설사, 구내염 

복통, 고창, 변비, 딸꾹질, 점막염, 

복부불쾌감

        발현빈도
기관계 10% 이상 1% ~ 10% 미만 0.1% ~ 1% 미만

위장관계 이상
구역, 구토, 

설사

식욕부진, 복통, 

구내염, 변비, 

점막염

딸꾹질, 소화불량증, 장폐색증, 

항문질환, 인공항문출혈, 결장출혈, 

고창, 궤양성 구내염, 연하곤란

백혈구 및 

세망내피계 이상

백혈구감소증, 

과립구감소증
백혈구증가증, 과립구증가증

중추 및 말초신경계 

이상
신경병증 지각이상, 두통

말초신경병, 현기증, 음성장애, 

인후두이감각증

혈소판, 적혈구, 출혈 

및 응고 이상
혈소판감소증 혈뇨증, 빈혈

간 및 담도계 간효소증가, 빌리루빈감소

전신 이상 열, 무력
체중감소, 동통, 흉통, 경직, 말초성 

부종, 전신성 부종, 실신

피부 및 부속기계, 

투여부위
탈모증, 피부박탈

소양감, 발진, 발한증가, 피부염, 

주사부위 반응

사 및 영양 이상
알칼리성포스파타

제치 증가
저단백혈증

호흡기계 이상 호흡곤란, 인두염, 비염, 폐렴

비뇨생식기계
알부민뇨, 비단백질소증가, 요로감염, 

회음통(남성)

정신신경계 이상 불면, 신경과민증, 조병, 혼미

심혈관계 이상 고혈압, 저혈압, 심계항진, 부정맥

기타
요통, 근육통, 상지통증, 

상포진,시각이상, 청력저하

10)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4년 동안 633명의 위암 환자를 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결

과 이상반응의 발현증례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49.02%(299/610례)로 보고되었고, 이 중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43.93%(268/610례)로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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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빈도
기관계 10% 이상 1% ~ 10% 미만 0.1% ~ 1% 미만

전신 이상 무력, 피로, 열
오한, 안면홍조, 전신성 부종, 동통, 

흉통

적혈구 이상 빈혈 범혈구감소증

혈소판, 출혈 및 

응고이상
혈소판감소증 종양부위 출혈, 위장관출혈, 정맥염 

간 및 담도계 이상

간효소 증가, 

SGOT상승, SGPT 

상승

빌리루빈혈증

중추 및 말초신경계 

이상
신경병증, 지각이상

말초신경병, 현기증, 두통, 뇌위축, 

척수염

호흡기계 이상 폐렴, 호흡곤란, 흉막유출, 기침

신생조직물 간신생물, 골육종

사 및 영양 이상 알칼리성포스파타제치증가

근골격계 이상 근육통

정신신경계 이상 불면, 착란, 경면, 기억상실

요로계 이상 비단백질소증가

피부 및 부속기관 

이상
두드러기, 발한증가, 소양감, 탈모증

콜라겐 이상 맥관염

5. 일반적 주의

1) 원발 종양을 수술로 완전히 절제(complete resection)한 stage III (Duke's C)의 결장암에 

5-fluorouracil과 folinic acid(leucovorin)를 병용하는 보조적 요법(adjuvant treatment)에 

한 이 약의 유효성은 disease-free survival의 개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4년(중앙값)의 추적

관찰기간 후 overall survival에서 이 약의 이점은 입증되지 않았다. 

2)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에 한 효능 ․ 효과는 반응률을 근거로 허가된 것으

로 생존기간의 증가 등과 같은 임상적 유익성을 입증하는 임상시험 보고는 없었다. 

3) 골수기능 억제 등의 중 한 이상반응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 때로 치명적인 경과에 이르는 경우

가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임상검사(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신기능 검사 등)를 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한다.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량, 휴약, 중지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4) 신장애 환자에서는 이 약의 한외여과혈장 중 백금의 클리어런스가 감소하므로 충분히 관찰하

고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적절한 처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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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전 및 기계 조작 능력에 한 시험은 행해진 바 없다. 그러나 이 약을 투여하였을 때, 어지

러움, 구역, 구토, 기타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위험이 증가하며, 그로인해 보행이나 평형유지

에 경미하거나 중증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 약물상호작용

1) 5-fluorouracil의 투여직전, 이 약 85mg/㎡를 단회 투여받은 환자에서 5- fluorouracil에 한 

영향의 정도는 변하지 않았다. 3주마다 이약 130mg/㎡을 투여받은 그룹에서 5-fluorouracil

의 혈장농도가 약 20% 증가했다. 

2) In vitro에서, 다음 화합물들과 병용투여시, oxaliplatin의 단백결합의 유의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 에리스로마이신, 살리실레이트, granisetron, paclitaxel, 발프로산 나트륨. 

3) 기타 항악성종양제, 방사선조사 : 세포독성이 증가되어 골수기능 억제 등을 증강하는 일이 

있으므로 병용요법을 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감량 또는 

투약간격을 연장한다.

4) 백금 함유 화합물은 주로 신장을 통해 배설되기 때문에 신독성을 지닌 화합물의 병용에 의해 

클리어런스가 감소될 수 있다. 이에 해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는 없다.

7. 임부 및 수유부

권장용량에서 임부에 한 옥살리플라틴의 안전성에 한 정보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 없다. 

전임상시험자료에 따르면 권장용량에서 oxaliplatin은 태아에게 치명적이거나 기형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이 약은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는 권장되지 않으며 태아위험에 한 적

절한 평가와 환자의 동의하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모유를 통한 전달에 해서는 연구되지 않았

다. oxaliplatin 치료중 수유는 금기이다.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고령자에서는 일반적으로 생리기능(골수기능, 간기능, 신기능 등)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용량 및 

투여 간격에 유의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한다.

결장암 보조치료의 무작위 임상시험 결과, 이 약을 투여받은 65세 이상 환자에서 65세 미만의 

환자에서보다 설사, 탈수, 저칼륨혈증, 백혈구 감소증, 피로, 실신 등의 발생률이 더 높았다. 시작용

량의 조절은 필요하지 않았다.

9. 과량투여

옥살리플라틴의 해독제는 알려져 있지 않다. 과량투여의 경우, 혈소판 감소 등의 골수기능 억제, 

신경독성, 오심, 구토, 설사 등 이상반응들의 악화가 나타날 수 있다. 혈액학적 파라미터의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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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을 시작하여야 하며, 증요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적용상의 주의사항

1) 배합금기

  - 염기성 약물 또는 용액(특히, 5-fluorouracil, 염기성 용액, trometamol, 부형제로 trometamol

을 함유하는 folinic acid 약물)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생리식염수 또는 염소를 함유하는 다른 용액으로 재구성하거나 희석하지 말 것(화합물 함유

용액에 의해 분해된다.)

  - 동일한 주입용 bag 또는 주입 라인에 다른 약물과 섞지 말 것.

  - 이 약은 알루미늄과 접촉시 분해될 수 있으므로 알루미늄을 함유한 투여장치를 사용하지 

말 것.

2) 취급시 주의사항

다른 독성 물질과 마찬가지로 옥살리플라틴 용액 제조 및 취급시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이 약물을 취급할 때에는 항상 작업자와 작업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포독성 물질의 주사용액은 사용되는 약에 하여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에 의해 조제

되어야 하며, 작업환경과 작업자가 보호될 수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

의 준비 구역이 필요하며, 이 곳에서는 흡연 및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것이 금지되어야 한다.

적절한 보호용 장비, 특히 소매가 긴 가운, 보호용 마스크, 모자, 보안경, 멸균된 1회용 장갑, 

작업장 보호덮개, 용기, 폐기물 용기가 제공되어야 한다.

배설물 및 구토물은 주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임산부는 세포독성 약물을 취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깨진 용기는 오염된 폐기물로 간주하여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 처리해야 한다. 오염된 폐기물

은 레이블링된 견고한 용기에 넣어 태워야 한다.

이 약 분말, 재구성된 용액, 점적투여용 용액이 피부 또는 점막에 묻은 경우, 즉시 물로 철저

하게 씻어낸다. 

3) 투여시 주의사항

  -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투여장치를 사용하지 말 것

  - 희석하지 않은 채로 투여하지 말 것

  - 동일한 infusion bag에 다른 약과 혼합하거나 동일한 투여선으로 동시에 투여하지 말 것 

(특히, 5-fluorouracil, 염기성 용액, trometamol, 부형제로 trometamol을 함유하는 folinic 

acid 약물)

주사부위 직전에 Y-line을 끼우고, 이 약과 folinic acid를 동시에 투여할 수 있다. 이 약물들

은 동일한 infusion bag에 섞으면 안된다. Folinic acid는 5% glucose 용액과 같은 등장 주

입용액으로 희석해야 하며 염화나트륨 용액 또는 염기성 용액으로 희석하여서는 안된다.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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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플라틴 투여후, 투여선을 세척한다.

  - 권장용매만을 사용할 것

  - 재구성된 용액에 침전이 소량이라도 있으면 사용하지 말고 유독성 폐기물의 폐기와 관련된 

규정요건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4) 용액의 재구성

주사용수 또는 5% 포도당액으로 옥살리플라틴의 농도가 5mg/ml가 되게 재구성 한다.

옥살리플라틴 50mg : 용매 10ml를 가한다.

옥살리플라틴 100mg : 용매 20ml를 가한다.

옥살리플라틴 150mg : 용매 30ml를 가한다.

옥살리플라틴 200mg : 용매 40ml를 가한다.

미생물학적 및 화학적 관점에서, 재구성한 용액은 5% 포도당 용액에 즉각 희석시켜야 한다.

사용전 육안으로 확인하고 입자가 없는 깨끗한 용액만을 사용한다.

이 약은 1회사용을 위한 것이므로 사용하지 않은 용액은 폐기한다.

5) 점적주사전의 희석

바이알에서 필요한 양의 재구성된 용액을 취하여 250-500ml의 5% 포도당 용액으로 희석하여 

이 약 농도가 0.2mg/ml 이상이 되도록 한다. 

6) 점적주입

이 약 투여시 미리 hydration 할 필요가 없다.

이 약은 최종농도가 0.2mg/ml 이상이 되도록 5% 포도당 용액 250-500ml에 희석한 후 말초

정맥 혹은 중심 정맥선으로 2-6시간 동안 점적주사 하여야 한다. 5-fluorouracil과 병용투여할 

경우, 옥살리플라틴은 5-fluorouracil 보다 먼저 투여되어야 한다. 

7) 폐기

사용하고 남은 주사용액 및 희석, 투여에 사용된 모든 물질은 세포독성제에 관한 병원내 표준 

처리기준 및 위험 폐기물 처리에 관한 현행 법에 따라 폐기되어야 한다.

8) 안정성

5% 포도당 용액으로 희석한 용액은 화학적 및 물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2-8℃에서 24시간 

동안 안정하다.

미생물학적 관점에서, 주사용액은 즉시 사용하여야 한다. 

즉시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전의 저장 기간 및 조건은 사용자의 책임이다. 그러나 통제되고 

인정된 무균조건하에서 희석을 실시한 경우 이외에는 2-8℃에서 24시간 이상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11. 기타

- 이전에 치료경험이 없는 결장 직장암 환자를 상으로 실시한 다국가, 다기관, 무작위 3상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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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서 5-FU와 folinic acid(210명, 투여 1일 ; folinic acid 200mg/㎡을 2시간에 걸쳐 점적 

투여후 5-FU 400mg/㎡을 bolus로 투여하고, 5-FU 600mg/㎡을 22시간에 걸쳐 점적 투여. 투

여 2일째 반복)을 2주 간격으로 투여하는 군과 5-FU와 folinic acid를 동일하게 투여하고 옥살

리플라틴(85mg/㎡을 매2주마다 투여)을 병용하는 군(210명)을 비교한 결과, 투여된 주기의 중

간값은 5-FU/folinic acid 투여군에서 11주기, 옥살리플라틴/5-FU/folinic acid 투여군에서 12

주기로 나타났다. 독립된 방사선학적 검토(n=420, intent to treat 분석)후, 5-FU/folinic acid에 

옥살리플라틴을 병용하여 투여하였을 때 반응율(49% vs 22%)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질병 관해 

생존기간(8.2개월 vs 6개월)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두 군간 전체 생존기간의 

중간값(16개월 vs 14.7개월)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시험은 전체 생존의 차이를 조사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두 군에서 시험 후 다른 약물로 치료한 것이 생존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 세균을 이용한 복귀돌연 변이시험, 포유류 배양 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시험 및 마우스 골

수세포를 이용한 소핵시험에서 모두 양성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 단독정맥 내 투여에 의한 원숭이 안전성약리시험 및 독성시험에서 9.1mg/kg 이상의 용량으로, 

투여 후 QTc 연장이나 심근괴사가 관찰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옥살리플라틴 단일제 (용액 주사)
(Oxaliplatin)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이 약은 항암제를 전문으로 사용하는 과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항암제의 사용 경험이 있는 

전문의의 감독하에서 투여되어야 한다. 

2) 중등도의 신기능손상환자에 한 안전성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환자의 이점/위험

에 한 적절한 평가 후에만 투여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신기능을 주의깊게 모니터링

해야 하며, 독성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3) 다른 백금제제에 한 알러지반응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알러지반응을 모니터링하여

야 한다. 이 약 투여 후 수 분 이내의 발진, 소양, 기관지경련, 호흡곤란, 혈압저하 등을 동반

하는 쇼크,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고, 과민증

상(기관지경련, 호흡곤란, 혈압 저하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투약은 즉각 중지되어야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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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증요법을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약의 재투여는 금기이다. 백금 화합물의 아

나필락시스 반응에 의한 약물 관련 사망이 보고되어 왔다.

4) 약액이 혈관 밖으로 노출되는 경우 주사부위에 경결 ․ 괴사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즉각 투약

을 중지하고 국소 증요법을 시작하여야 한다. 

5) 이 약의 신경학적 독성은 주의깊게 모니터링되어야 하며 특히, 특이적인 신경학적 독성을 일

으키는 약물과의 병용투여의 경우 주의하여야 한다. 신경학적 검사를 매 투여전 및 주기적으

로 실시하여야 한다. 

6) 2시간의 투여 중 또는 투여 후 몇 시간 이내에 급성 인후두이감각증(laryngopharyngeal 

dysesthesias)이 발병한 환자의 경우, 이 약의 다음 투여는 6시간 동안 지속하여 투여되어야 

한다. 

7) 신경학적 증상(지각이상, 감각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증상의 지속기간 또는 중증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권장된다. 

  - 증상이 7일 이상 지속되고, 동통이 있는 경우, 다음회 이 약의 투여량은 85mg/㎡에서 

65mg/㎡(전이성 결장직장암) 또는 75mg/㎡( 장암의 보조 요법)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 기능적인 손상 없이 지각이상이 다음 주기까지 지속되면, 다음 회 이 약의 투여량은 85mg/

㎡에서 65mg/㎡(전이성 결장직장암) 또는 75mg/㎡( 장암의 보조 요법)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 기능적인 손상이 있고 지각이상이 다음 주기까지 지속되면 이 약 투여를 중단하여야 한다. 

  - 만약 이러한 증상이 이 약 투여 중지 후 개선된다면, 투약 재개를 고려할 수 있다.

  - 위암에서 이 약과 5-fluorouricil과 folinic acid를 병용투여받은 환자에서 통증을 수반한 감각

이상 또는 기능 손상을 수반한 감각이상이 나타나는 경우, 독성이 회복될 때까지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고, 회복 후 이 약의 투여량은 100mg/㎡에서 75mg/㎡으로 감량한다.

  - 췌장암에서 이 약과 젬시타빈을 병용투여받은 환자에서 신경독성이 나타나는 경우:

NCI CTC 2등급의 신경독성이 나타나는 경우, 회복될 때(1등급) 까지 투여를 연기하고, 이후

에 신경독성이 재발하는 경우 이 약의 용량을 100mg/㎡에서 85mg/㎡으로 감량한다. 다음

번 재발시, 2주 이내에 회복되면 85mg/㎡으로 투여를 지속한다. 2주 이내에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이 약 투여를 중단한다.

NCI CTC 3등급 이상의 신경독성이 나타나는 경우, 증상이 회복될 때까지 투여를 연기하고, 

이 약의 용량을 85mg/㎡으로 감량한다. 이후에 신경독성이 재발하는 경우 이 약 투여를 

중단한다.

8) 치료가 끝난 후 말초 감각 신경병증의 증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국소의 중등도의 지각이상 또는 기능적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지각이상이 장암의 

보조 요법으로 투여 중단 후 3년째에도 지속될 수 있다.

9) 병용화학요법으로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가역적 후백질 뇌병증 증후군(RPLS, Rever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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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ior Leukoencephalopathy syndrome 또는 PRES, Posterior Reversible Encephalopathy 

syndrome)의 사례가 일부 보고되었다. RPLS는 가역적이고 드물게 발생하며 빠르게 전개되는 

신경학적 상태로 경련, 고혈압, 두통, 혼란, 시력상실 및 기타 시각적·신경학적 장애를 증상

으로 할 수 있다. RPLS는 뇌영상, 되도록이면 MRI를 통한 확인에 기초하여 진단된다.(“4. 이

상반응“항 참조)

10) 오심, 구토와 같은 위장관 독성은 예방적 및/ 또는 치료 의미의 항구토약으로 처치될 수 있다.

11) 특히 이 약과 5-fluorouracil의 병용투여시 심한 설사/구토로 인해 탈수, 마비성 장폐색증, 

장폐색, 저칼륨혈증, 사성산증, 신기능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 

12) 만약 혈액학적 독성(호중구수 < 1.5×10
9
/L 또는 혈소판수 < 50×10

9
/L) 이 발생하면, 다음회 

투여는 혈액학적 수치가 수용가능한 수치로 돌아갈 때까지 연기하여야 한다. 백혈구분획을 

포함하는 모든 혈구수는 치료시작전과 매회 투여전 검사해야 한다. 

13) 이 약과 5-fluorouracil 투여후 설사/구토, 점막염/구내염, 호중구감소증의 발생 위험이 있음

을 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호중구감소증의 유무에 관계없이, 비신경독성(점막염/구내염 등)이 발생할 경우, 최소한 1등

급으로 회복되고/거나, 호중구 수치가 1.5×109/L 이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다음회 투여를 연

기하여야 한다. 

15) 5-fluorouracil과 병용투여할 경우, folinic acid 와 병용투여 유무와 상관없이, 5-fluorouracil 

독성으로 인해 5-fluorouracil의 용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16) WHO 4등급 설사, 3-4등급 호중구 감소증(호중구 <1×109/L), 3-4등급 혈소판감소증(혈소판

수 < 50×10
9
/L)이 발생하면, 5-fluorouracil 의 용량감소와 함께 이 약의 용량을 85mg/㎡에

서 65mg/㎡(전이성 결장직장암) 또는 75mg/㎡( 장암의 보조 요법)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17) 췌장암에서 이 약과 젬시타빈을 병용투여받은 환자에서 NCI CTC 3-4등급의 혈액학적 독성, 

점막염, 설사, 무력증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비혈액학적 독성이 1등급으로 회복되고 호중

구≥1.5×109/L, 혈소판수 ≥100×109/L 으로 회복된 후 젬시타빈의 용량을 1000mg/㎡에서 

800mg/㎡으로, 이 약의 용량을 100mg/㎡에서 85mg/㎡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18) 마른기침, 호흡곤란, 수포음, 방사선으로 증명된 폐의 침윤물과 같은 미지의 호흡기계 증상

이 발생하면, 폐 검사를 실시하여 간질성폐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약 투

여를 중단하여야 한다.

19) 간기능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거나 간 전이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맥고혈압이 발생

하면, 매우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약물에 의한 간혈관 이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기타 백금을 함유하는 약제에 과민증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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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부위별 이상반응

매우 흔하게 흔하게 때때로 드물게

주사부위 장애

주사부위 반응+

+ 국소 통증, 발적, 부종, 혈전증을 포함하는 주사부위반응이 보고되었다. 또한, 일혈로 인해 국소 통증 

및 염증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이 약을 말초정맥으로 점적주입시 그 정도가 심해질 수 있고, 괴사를 

포함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자율신경계 장애

홍조

전신 장애*

발열 및 경직(떨림)+++, 

피로, 

알러지/알러지 반응++

흉통

체중감소(전이성 

결장직장암)

면역알러지성

혈소판감소증,

면역알러지성

2)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수유부

3) 첫번째 투여주기 이전에 호중구수 < 2×109/L 이고/이거나 혈소판수< 100×109/L로써 골수 억

제가 있는 환자

4) 첫번째 투여주기 이전에 기능적 손상이 있는 말초감각신경병증이 있는 환자(말초신경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5) 신기능이 심하게 손상된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이 30ml/min 이하)(일반적 주의항 참조)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심질환이 있는 환자(심질환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2) 감염증이 있는 환자(이 약의 골수기능 억제작용에 의해 감염증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3) 수두환자(치명적인 전신 장애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4) 고령자(고령자에 한 투여 참조)

4. 이상반응

이 약을 5-fluorouracil/folinic acid(5-FU/FA)와 병용투여 하였을 때, 가장 빈번한 이상반응은 위

장관계(설사, 오심, 구토, 점막염), 혈액계(호중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신경계(급성 및 용량축적 

말초감각 신경병증) 이상반응이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이상반응은 5-FU/FA 단독 투여시보다 이 

약과 5-FU/FA를 병용투여할 때 더 빈번하고 정도가 심하였다. 

아래 표에 나타낸 빈도는 전이성 결장직장암 및 장암의 수술후 보조 요법에서의 임상시험(이 

약 + 5-FU/FA 투여군 각각 416명과 1108명의 환자를 포함)과 시판후 경험에서 얻어진 결과이다. 

아래 표의 빈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매우 흔하게(>1/10), 흔하게(>1/100, ≤1/10), 때때로

(>1/1000, ≤1/100), 드물게(>1/10000, ≤1/1000), 매우 드물게(≤1/10000)(단독보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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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부위별 이상반응

매우 흔하게 흔하게 때때로 드물게

무력증, 통증

체중증가(보조적요법)

언어장애 용혈성 빈혈

++ 매우흔하게 : 피부발진(특히, 두드러기), 결막염, 비염과 같은 일반적인 알러지 반응

   흔하게 : 기관지경련, 흉통, 혈관부종, 저혈압,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아나필락시

스 반응

+++ 감염(열성 호중구감소증을 동반하거나 하지 않음)으로 인하거나 면역학적 기전으로 인한 발열 및 

경직(떨림)

신경계 장애*

말초감각 신경병증

두통, 감각장애

어지러움, 졸음

운동성 신경염, 수막증

구어장애,

경련(빈도 불명),

가역적 후백질 뇌병증 

증후군

위장관계 장애*

설사, 오심, 구토

구내염/점막염,

복통, 변비

소화불량,

위식도관역류,

위장관 출혈

장폐색증(Ileus),

장폐색

Clostridium difficile로 

인한 설사를 포함한 

장염,

췌장염

사 및 영양 장애

식욕부진 탈수증 사성 산증

근골격계 장애

요통(요통이 나타나는 

경우, 드물게 보고되는 

용혈에 해 검사해야 

한다.) 

관절통, 골격통, 

근육약화, 치주염

혈소판, 출혈/응고 및 혈관 장애

비출혈 출혈, 혈뇨, 객혈, 

질출혈, 혈변, 치질, 

혈전증, 심부 

혈전성정맥염, 

폐색전증, 직장 출혈, 

프로트롬빈 시간 연장, 

고혈압

발현부위별 이상반응

매우 흔하게 흔하게 때때로 드물게 매우 드물게

정신계 장애

우울증, 불면증 신경과민증

저항 기전 장애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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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부위별 이상반응

매우 흔하게 흔하게 때때로 드물게 매우 드물게

호흡기계, 흉부 및 종격 장애

호흡곤란, 기침
비염, 상기도감염, 

딸꾹질

간질성 폐질환 

(때로 치명적), 

폐섬유증

피부 및 피하조직 장애

피부장애, 탈모

피부박탈 (즉, 

수족증후군), 

홍반성 발진, 

발진, 발한증가, 

손톱장애

특수 감각, 기타 장애

미각도착 이독성 청각상실

비뇨기계 장애

뇨침사 이상
배뇨곤란, 요실금

배뇨빈도 이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 

간질성 신장염 

및 급성 신부전

용혈성요독증후

군(빈도불명)

시각 장애

결막염, 시각이상, 

눈물분비 이상

일시적 시력저하,

시야장해, 시신경염, 

일시적 시각 상실 

(투여 중단으로 

회복 가능)

검사치 이상

혈액학적*

빈혈, 호중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백혈구감소증, 

림프구감소증

화학

알칼리성포스파타제 

증가, 빌리루빈 증가,

이상 혈당증,

LDH증가, 저칼륨혈증,

간효소 증가

(SGPT/ALAT,

SGOT/ASAT)

비정상 나트륨혈증

혈액학적*

열성 

호중구감소증/

호중구감소성 

패혈증(즉, 

3,4등급의 호중구 

감소증 및 감염)

화학

크레아티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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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혈액계

  ① 전이성 결장직장암 및 장암의 보조 요법에서 혈액계 이상반응

 옥살리플라틴과 5-FU/FA 병용투여
 85mg/m2 매 2주마다 투여

전이성 결장직장암 대장암의 보조요법

모든 등급 3등급 4등급 모든등급 3등급 4등급

빈혈 82.2 3 <1 75.6 0.7 0.1

호중구감소증 71.4 28 14 78.9 28.8 12.3

혈소판감소증 71.6 4 <1 77.4 1.5 0.2

열성 호중구감소증 5.0 3.6 1.4 0.7 0.7 0.0

호중구감소성 패혈증 1.1 0.7 0.4 1.1 0.6 0.4

  ② 위암에서의 혈액계 이상반응  

5-fluorouracil 및 folinic acid 과 병용투여 100mg/m2 매 2주마다 투여 모든 등급 3등급 4등급

빈혈 17 - 4

호중구감소증 57 17 4

혈소판감소증 44 4 -

    국내에서 위암환자 23명을 상으로 이 약과 5- fluorouracil 과 folinic acid 를 병용투여한 

임상시험에서, 그 이외의 이상반응으로 4등급의 백혈구감소증이 1례와, 2등급의 이상반응

으로 빈혈의 악화가 1례, 백혈구 감소증이 4례가 보고되었다.

  ③ 췌장암에서의 혈액계 이상반응

국내에서 췌장암환자 48명을 상으로 이 약과 젬시타빈을 병용투여한 임상시험에서 나타

난 약물과 관련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젬시타빈과 병용투여 100mg/m2 매 2주마다 투여 모든 등급 3-5등급

백혈구증가증 31.3 0

빈혈 91.7 6.3

혈소판감소증 62.5 2.1

호중구감소증 16.7 6.3

      

2) 소화기계

  ① 전이성 결장직장암 및 장암의 보조 요법에서 소화기계 이상반응

옥살리플라틴과 5-FU/FA 병용투여
85mg/m2 매 2주마다 투여

전이성 결장직장암 대장암의 보조요법

모든 등급 3등급 4등급 모든등급 3등급 4등급

오심 69.9 8 <1 73.7 4.8 0.3

설사 60.8 9 2 56.3 8.3 2.5

구토 49.0 6 1 47.2 5.3 0.5

점막염/구내염 39.9 4 <1 42.1 2.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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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위암에서의 소화기계 이상반응

5-fluorouracil 및 folinic acid 과 병용투여 100mg/m2 매 2주마다 투여 모든 등급 3등급 4등급

오심/ 구토 87 17 -

설사 30 - -

    국내에서 위암환자 23명을 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이 약과 5-fluorouracil과 folinic 

acid를 병용투여 받은 환자에서 그 이외의 2등급의 이상반응으로 식욕부진 7례, 구내염 3

례, 딸꾹질 1례가 보고되었다. 

  

  ③ 췌장암에서의 소화기계 이상반응

국내에서 췌장암환자 48명을 상으로 이 약과 젬시타빈을 병용투여한 임상시험에서 나타

난 약물과 관련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젬시타빈과 병용투여 100mg/m2 매 2주마다 투여 모든 등급 3-5등급

오심 79.2 4.2

식욕부진 60.4 2.1

구토 60.4 4.2

설사 22.9 2.1

변비 8.3 0

소화불량/가슴쓰림 6.3 0

    이외에도 구내염/인후염 2례, 구강건조, 연하곤란, 장폐색이 각 1례 보고되었다.

  

  ④ 예방적 및/또는 치료적 목적으로 강력한 항구토제가 투약된다.

특히 전이성 직장결장암 및 장암의 보조요법 또는 위암에서 이 약과 5-FU 병용시 중증의 

설사 및 구토에 의하여 탈수, 마비성 장폐색증, 장폐색증, 저칼륨증, 사성산증 및 신장애

가 유발될 수 있다.

3) 신경계

이 약의 용량제한 독성은 신경학적 이상반응이다. 그 주 이상반응은 말초감각 신경병증이며 

그 증상은 사지말단의 이상감각증과/ 또는 지각이상이며, 이는 경련을 수반하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종종 추위에 의해 촉발된다. 이러한 증상은 이 약물을 투여받은 95%의 환자에서 

나타난다. 이 증상은 치료주기사이에는 보통 줄어들지만, 증상의 지속기간은 치료주기가 증

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통증 및/ 혹은 기능적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증상의 지속기간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거나 치료를 중지하여야 한다.

기능적 이상은 미세한 동작행위(손발 저림, 연하곤란, 보행장애 등)의 곤란을 포함하며 이는 

감각손상의 후유증일 수 있다. 850mg/㎡(10주기)의 축적용량에서 지속적인 증상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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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은 약 10%이며, 축적용량이 1,020mg/㎡(12주기)일 때 20%에 달한다.

부분의 경우, 신경학적 징후 및 증상은 투여를 중단한 후 개선되거나 완전히 회복된다. 

장암의 수술후 보조요법에서, 투여를 중단하고 6개월 후, 환자의 87%에서 증상이 전혀 없거

나 경미하였다. 3년간의 추적조사 이후에는 약 3%의 환자가 지속적인 중등도의 국소의 지각

이상을 보이거나 (2.3%), 기능적 활동을 방해하는 지각이상(0.5%)을 나타내었다. 

급성 신경감각 증상이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증상은 일반적으로 2시간 동안의 투여 후 또는 

수시간 이내에 시작되며 수시간 또는 수일 이내에 저절로 감소되며, 흔히 다음 투여주기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종종 차가운 온도나 물체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주로 일시적 지각이상, 감각이상, 지각감퇴를 나타낸다. 인후두 감각이상의 급

성 증후군은 1%-2%의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증후군의 특징은 호흡곤란의 객

관적 징후(청색증, 저산소증)나 후두경련 또는 기관지경련(협착음, 천명) 없이, 주관적으로 연

하곤란과 호흡곤란/질식을 느끼는 것이다. 때때로 다른 증상, 특히 뇌신경 이상이 관련되거

나, 별개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안검하수, 복시, 발성불능/발성장애/쉰소리가 관찰되며, 간혹 

성 마비, 혀의 감각이상, 또는 구어장애로 표현되기도 하며, 간혹 언어상실증, 삼차신경통/

안면통/안구통, 시력감퇴, 시야이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또한 턱경련/근경련/불수의 근수축

/근육단일수축/간 성근경련, 근협동장애/보행장애/조화운동불능/평형장애, 기관지 또는 가

슴의 긴장/압박감/불쾌감/통증이 관찰되었다. 

심부 건반사의 소실, Lhermitte‘s sign과 같은 신경학적 증상도 이 약 투여중 보고되었다. 시

신경염이 단독으로 보고된 바 있다. 

 

4) 알러지 반응

  ① 전이성 결장직장암 및 장암의 보조 요법에서 알러지 반응

 옥살리플라틴과 5-FU/FA 병용투여
 85mg/m2 매 2주마다 투여

전이성 결장직장암 대장암의 보조요법

모든 등급 3등급 4등급 모든등급 3등급 4등급

알러지 반응/알러지 9.1 1 <1 10.3 2.3 0.6

  ② 췌장암에서의 알러지 반응

국내에서 췌장암환자 48명을 상으로 이 약과 젬시타빈을 병용투여한 임상시험에서 약물

과 관련된 알러지 반응이 16.7%(3-5등급 4.2%)로 보고되었다. 

5) 간-담도계

간효소의 상승(1-2등급)은 이 약 투여시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5-fluorouracil, folinic acid의 

두 약물을 병용투여한 군과 5-fluorouracil, folinic acid, oxaliplatin의 세 약물을 병용투여한 

군을 비교한 무작위 비교임상실험에서 3-4등급의 간효소상승이라는 이상반응 발현율은 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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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상호 필적할만 하다. 국내위암환자 23명을 상으로 이 약과 5-fluorouracil 와 folinic 

acid 를 병용투여한 임상시험에서 3등급의 SGPT 상승이 1례 보고되었다.

매우 드물게 간 정맥폐색성 질환으로도 알려져 있는 간 시누소이드 폐색 증후군, 또는 간 자

색반병, 결절증식증, 시누소이드 섬유증, 문맥고혈압 및/또는 아미노전이효소 증가 등과 같은 

간 이상과 관련된 병리학적 징후가 보고되었다.

국내에서 췌장암환자 48명을 상으로 이 약과 젬시타빈을 병용투여한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약물과 관련된 이상반응으로 1-2등급의 알칼리성포스파타제 및 AST 수치 이상이 각 1례 보

고되었다. 

6) 신장 및 비뇨기계

매우 드물게 급성 신부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급성 세뇨관간질 신장해가 보고되었다. 용혈성 

요독증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

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국내에서 췌장암환자 48명을 상으로 이 약과 젬시타빈을 병용투여한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약물과 관련된 이상반응으로 1-2등급의 빈뇨가 1례 보고되었다. 

7) 심혈관계

혈전색전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심실성 부정맥, 심근경색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투여

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8) 기타 이상반응

  ① 비이글개에 한 아급성․만성독성시험결과 130mg/㎡용량에서 시험물질과 관련된 사망이 

관찰되었다. 

  ② 국내에서 위암환자 23명을 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이 약과 5-fluorouracil과 folinic 

acid를 병용투여받은 환자에게서 2등급의 이상반응으로 발열 4례, 체중감소 3례, 감각신경

독성 3례, 탈모 3례, 오한 2례, 쇠약 2례 이외에 체중증가, 두통, 인후통, 고혈압, 관절통, 

무력증 및 전신통(general bodyache) 가 각각 1례씩 연구자에 의해 약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③ 국내에서 췌장암환자 48명을 상으로 이 약과 젬시타빈을 병용투여한 임상시험에서 나타

난 약물과 관련된 기타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 전신이상반응: 피로(29.2%; 3-5등급 4.2%), 발열(12.5%, 3-5등급 0%), 체중감소(10.4%, 

3-5등급 0%), 불면증(6.3%, 3-5등급 0%), 발한(2.1%, 3-5등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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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빈도
기관계 10% 이상 1% ~ 10% 미만 0.1% ~ 1% 미만

위장관계 이상
구역, 구토, 

설사

식욕부진, 복통, 

구내염, 변비, 

점막염

딸꾹질, 소화불량증, 장폐색증, 항문질환, 

인공항문출혈, 결장출혈, 고창, 궤양성 

구내염, 연하곤란

백혈구 및 

세망내피계 이상

백혈구감소증, 

과립구감소증
백혈구증가증, 과립구증가증

중추 및 말초신경계 

이상
신경병증 지각이상, 두통

말초신경병, 현기증, 음성장애, 

인후두이감각증

혈소판, 적혈구, 

출혈 및 응고 이상
혈소판감소증 혈뇨증, 빈혈

간 및 담도계 간효소증가, 빌리루빈감소

전신 이상 열, 무력
체중감소, 동통, 흉통, 경직, 말초성 

부종, 전신성 부종, 실신

피부 및 부속기계, 

투여부위
탈모증, 피부박탈

소양감, 발진, 발한증가, 피부염, 

주사부위 반응

사 및 영양 이상
알칼리성포스파타

제치 증가
저단백혈증

호흡기계 이상 호흡곤란, 인두염, 비염, 폐렴

    - 피부: 가려움증(31.3%, 3-5등급 0%), 탈모(18.8%, 3-5등급 0%)

    - 통증: 두통(6.3%; 3-5등급 2.1%), 복통(4.2%), 요통(4.2%), 사지통, 근육통, 위통, 통증, 

혈관통 각 1례(2.1%, 3-5등급 0%)

    - 호흡기계: 호흡곤란, 딸꾹질, 폐렴, 음성변조 각 1례(2.1%, 3-5등급 0%)

    - 시각: 시야흐림, 시력저하 각 1례(2.1%, 3-5등급 0%)

    - 기타: 근무력(14.6%; 3-5등급 2.1%), 부종(6.3%, 3-5등급 0%),

  ④ 전이성 결장직장암 환자 71명에게 이 약과 5-FU/FA(FOLFOX) 및 베바시주맙을 함께 병용

투여한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FOLFOX 요법에 하여 예상된 이상반응에 부가적으로 

출혈 (45.1%; 3/4등급: 2.8%), 단백뇨 (11.3%; 3/4등급: 0%), 상처치유 장애 (5.6%), 위장

관 천공 (4.2%) 그리고 고혈압 (1.4%; 3/4등급: 1.4%)이 FOLFOX/베바시주맙을 병용 투여 

시에 보고되었다.

9)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674명의 전이성 결장․직장암 환자를 상으로 실시한 시

판후 조사결과 이상반응의 발현증례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57.01%(374/656례)였다. 이 

중 약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52.29%(343/656례)로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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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빈도
기관계 10% 이상 1% ~ 10% 미만 0.1% ~ 1% 미만

백혈구 및 

세망내피계 이상

백혈구감소증

(18.2 %)
열성 호중구감소증, 호중구감소증

위장관계 이상
오심, 식욕부진, 

구토, 설사, 구내염 

복통, 고창, 변비, 딸꾹질, 점막염, 

복부불쾌감

전신 이상 무력, 피로, 열
오한, 안면홍조, 전신성 부종, 동통, 

흉통

적혈구 이상 빈혈 범혈구감소증

혈소판, 출혈 및 

응고이상
혈소판감소증 종양부위 출혈, 위장관출혈, 정맥염 

간 및 담도계 이상

간효소 증가, 

SGOT상승, SGPT 

상승

빌리루빈혈증

중추 및 말초신경계 

이상
신경병증, 지각이상

말초신경병, 현기증, 두통, 뇌위축, 

척수염

호흡기계 이상 폐렴, 호흡곤란, 흉막유출, 기침

신생조직물 간신생물, 골육종

사 및 영양 이상 알칼리성포스파타제치증가

근골격계 이상 근육통

정신신경계 이상 불면, 착란, 경면, 기억상실

요로계 이상 비단백질소증가

발현빈도
기관계 10% 이상 1% ~ 10% 미만 0.1% ~ 1% 미만

비뇨생식기계
알부민뇨, 비단백질소증가, 요로감염, 

회음통(남성)

정신신경계 이상 불면, 신경과민증, 조병, 혼미

심혈관계 이상 고혈압, 저혈압, 심계항진, 부정맥

기타
요통, 근육통, 상지통증, 상포진, 

시각이상, 청력저하

10)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4년 동안 633명의 위암 환자를 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결

과 이상반응의 발현증례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49.02%(299/610례)로 보고되었고, 이 중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43.93%(268/610례)로 다음 표와 같다.



391

2. 안전성 정보처리 현황

발현빈도
기관계 10% 이상 1% ~ 10% 미만 0.1% ~ 1% 미만

피부 및 부속기관 

이상
두드러기, 발한증가, 소양감, 탈모증

콜라겐 이상 맥관염

5. 일반적 주의

1) 원발 종양을 수술로 완전히 절제(complete resection)한 stage III (Duke's C)의 결장암에 

5-fluorouracil과 folinic acid(leucovorin)를 병용하는 보조적 요법(adjuvant treatment)에 

한 이 약의 유효성은 disease-free survival의 개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4년(중앙값)의 추적

관찰기간 후 overall survival에서 이 약의 이점은 입증되지 않았다. 

2)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에 한 효능․효과는 반응률을 근거로 허가된 것으

로 생존기간의 증가 등과 같은 임상적 유익성을 입증하는 임상시험 보고는 없었다. 

3)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췌장암에 한 효능효과는 반응율을 근거로 허가된 것으로 젬시타

빈 단독 투여군과 비교한 타 임상시험에서 8개월 생존률에 한 임상적 유익성은 관찰되었으

나 전체 생존기간 연장 등과 같은 임상적 유익성은 입증되지 못했다. 

4) 골수기능 억제 등의 중 한 이상반응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 때로 치명적인 경과에 이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임상검사(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신기능 검사 등)를 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한다.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량, 휴약, 중지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5) 신장애 환자에서는 이 약의 한외여과혈장 중 백금의 클리어런스가 감소하므로 충분히 관찰하

고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적절한 처치를 한다.

6) 운전 및 기계 조작 능력에 한 시험은 행해진 바 없다. 그러나 이 약을 투여하였을 때, 어지

러움, 구역, 구토, 기타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위험이 증가하며, 그로 인해 보행이나 평형유지

에 경미하거나 중증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각 이상, 특히 일시적 시각 상실(투여 중단으

로 회복 가능)이 운전 및 기계조작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환자에게 운전 및 

기계 조작 능력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에 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6. 약물상호작용

1) 5-fluorouracil의 투여직전, 이 약 85mg/㎡를 단회 투여받은 환자에서 5- fluorouracil에 한 

영향의 정도는 변하지 않았다. 3주마다 이 약 130mg/㎡을 투여받은 그룹에서 5-fluorouracil

의 혈장농도가 약 20% 증가했다.

2) In vitro에서, 다음 화합물들과 병용투여시, 옥살리플라틴의 단백결합의 유의한 변화는 관찰되

지 않았다. : 에리스로마이신, 살리실레이트, 그라니세트론, 파클리탁셀, 발프로산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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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항악성종양제, 방사선조사 : 세포독성이 증가되어 골수기능 억제 등을 증강하는 일이 

있으므로 병용요법을 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감량 또는 

투약간격을 연장한다.

4) 백금 함유 화합물은 주로 신장을 통해 배설되기 때문에 신독성을 지닌 화합물의 병용에 의해 

클리어런스가 감소될 수 있다. 이에 해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는 없다.

7. 임부 및 수유부

권장용량에서 임부에 한 옥살리플라틴의 안전성에 한 정보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 없다. 

비임상시험자료에 따르면 권장용량에서 옥살리플라틴은 태아에게 치명적이거나 기형을 유발시

킬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이 약은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는 권장되지 않으며 태아위험에 한 

적절한 평가와 환자의 동의하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모유를 통한 전달에 해서는 연구되지 않았

다. 옥살리플라틴 치료중 수유는 금기이다.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고령자에서는 일반적으로 생리기능(골수기능, 간기능, 신기능 등)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용량 및 

투여 간격에 유의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한다.

결장암 보조치료의 무작위 임상시험 결과, 이 약을 투여받은 65세 이상 환자에서 65세 미만의 

환자에서보다 설사, 탈수, 저칼륨혈증, 백혈구 감소증, 피로, 실신 등의 발생률이 더 높았다. 시작용

량의 조절은 필요하지 않았다.

9. 과량투여

옥살리플라틴의 해독제는 알려져 있지 않다. 과량투여의 경우, 혈소판 감소 등의 골수기능 억제, 

과민반응, 신경독성, 오심, 구토, 설사 등 이상반응들의 악화가 나타날 수 있다. 혈액학적 파라미터

의 모니터링을 시작하여야 하며, 증요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적용상의 주의

1) 배합금기

  - 염기성 약물 또는 용액(특히, 5-fluorouracil, 염기성 용액, 트로메타몰, 첨가제로 트로메타몰

을 함유하는 folinic acid 약물)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생리식염수 또는 염소를 함유하는 다른 용액으로 재구성하거나 희석하지 말 것(화합물 함유

용액에 의해 분해된다.)

  - 동일한 주입용 bag 또는 주입 라인에서 다른 약물과 섞지 말 것.

  - 이 약은 알루미늄과 접촉시 분해될 수 있으므로 알루미늄을 함유한 투여장치를 사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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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급시 주의사항

다른 독성 물질과 마찬가지로 옥살리플라틴 용액 제조 및 취급시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이 약물을 취급할 때에는 항상 작업자와 작업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포독성 물질의 주사용액은 사용되는 약에 하여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에 의해 조제

되어야 하며, 작업환경과 작업자가 보호될 수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

의 준비 구역이 필요하며, 이 곳에서는 흡연 및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것이 금지되어야 한다.

적절한 보호용 장비, 특히 소매가 긴 가운, 보호용 마스크, 모자, 보안경, 멸균된 1회용 장갑, 

작업장 보호덮개, 용기, 폐기물 용기가 제공되어야 한다.

배설물 및 구토물은 주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임산부는 세포독성 약물을 취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깨진 용기는 오염된 폐기물로 간주하여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 처리해야 한다. 오염된 폐기물

은 레이블링된 견고한 용기에 넣어 태워야 한다.

이 약, 점적투여용 용액이 피부 또는 점막에 묻은 경우, 즉시 물로 철저하게 씻어낸다. 

3) 투여시 주의사항

  -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투여장치를 사용하지 말 것

  - 희석하지 않은 채로 투여하지 말 것

  - 희석 용매로는 5% 포도당 용액을 사용한다. 염화나트륨 또는 염소를 함유한 용액으로 희석

하지 말 것

  - 동일한 주입용 bag에서 다른 약과 혼합하거나 동일한 투여선으로 동시에 투여하지 말 것(특

히, 5-fluorouracil, 염기성 용액, 트로메타몰, 첨가제로 트로메타몰을 함유하는 folinic acid 

약물). 다른 약물과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옥살리플라틴 투여후, 5% 포도당 용액으로 투여

선을 세척한다.

  - 주사부위 직전에 Y-line을 끼우고, 이 약과 folinic acid를 동시에 투여할 수 있다. 이 약물들

은 동일한 주입용 bag에서 섞으면 안된다. Folinic acid는 5% 포도당 등장액으로 희석해야 

하며, 염기성 용액 또는 염화나트륨이나 염소를 함유하는 용액으로 희석해서는 안된다. 

  - 권장용매만을 사용할 것

4) 점적주사용 농축액

  - 사용전 육안으로 확인하고 입자가 없는 깨끗한 용액만을 사용한다. 

  - 이 약은 1회 사용을 위한 것이므로 사용하지 않은 농축액은 폐기한다.

5) 점적주사전의 희석

바이알에서 필요한 양의 농축액을 취하여 250-500ml의 5% 포도당 용액으로 희석하여 이 약 

농도가 0.2mg/ml 이상이 되도록 한다. 

6) 점적주입

이 약 투여시 미리 hydration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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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은 최종농도가 0.2mg/ml 이상이 되도록 5% 포도당 용액 250-500ml에 희석한 후 말초

정맥 혹은 중심 정맥선으로 2-6시간 동안 점적주사 하여야 한다. 5-fluorouracil과 병용투여할 

경우, 옥살리플라틴은 5-fluorouracil 보다 먼저 투여되어야 한다. 옥살리플라틴 투여 후, 투

여선을 세척하고 5-fluorouracil을 투여한다.

7) 폐기

사용하고 남은 주사용액 및 희석, 투여에 사용된 모든 물질은 세포독성제에 관한 병원내 표준 

처리기준 및 위험 폐기물 처리에 관한 현행 법에 따라 폐기되어야 한다.

8) 안정성

5% 포도당 용액으로 희석한 용액은 화학적 및 물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2-8℃에서 48시간 

동안 또는 25℃에서 24시간 동안 안정하다. 

미생물학적 관점에서, 주사용액은 즉시 사용하여야 한다. 

즉시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전의 저장 기간 및 조건은 사용자의 책임이다. 그러나 통제되고 

인정된 무균조건하에서 희석을 실시한 경우 이외에는 2-8℃에서 24시간 이상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11. 기타

1) 이전에 치료경험이 없는 결장 직장암 환자를 상으로 실시한 다국가, 다기관, 무작위 3상 

임상시험에서 5-FU와 folinic acid(210명, 투여 1일 ; folinic acid 200mg/㎡을 2시간에 걸쳐 

점적 투여후 5-FU 400mg/㎡을 bolus로 투여하고, 5-FU 600mg/㎡을 22시간에 걸쳐 점적 

투여. 투여 2일째 반복)을 2주 간격으로 투여하는 군과 5-FU와 folinic acid를 동일하게 투여

하고 옥살리플라틴(85mg/㎡을 매2주마다 투여)을 병용하는 군(210명)을 비교한 결과, 투여

된 주기의 중간값은 5-FU/folinic acid 투여군에서 11주기, 옥살리플라틴/5-FU/folinic acid 

투여군에서 12주기로 나타났다. 독립된 방사선학적 검토(n=420, intent to treat 분석)후, 

5-FU/folinic acid에 옥살리플라틴을 병용하여 투여하였을 때 반응율(49% vs 22%)이 유의하

게 높았으며 질병 관해 생존기간(8.2개월 vs 6개월)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두 군간 전체 생존기간의 중간값(16개월 vs 14.7개월)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시험

은 전체 생존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두 군에서 시험 후 다른 약물로 

치료한 것이 생존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2) 세균을 이용한 복귀돌연 변이시험, 포유류 배양 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시험 및 마우스 

골수세포를 이용한 소핵시험에서 모두 양성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3) 단독정맥 내 투여에 의한 원숭이 안전성약리시험 및 독성시험에서 9.1mg/kg 이상의 용량으

로, 투여 후 QTc 연장이나 심근괴사가 관찰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395

2. 안전성 정보처리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뉴젠팜 뉴젠옥살리플라틴주 제조

2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폭산탈주50 리그램(옥살리플라틴) 수입

3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폭산탈주100 리그램(옥살리플라틴) 수입

4 (주)삼양바이오팜 넥사틴주(옥살리플라틴) 제조

5 (주)삼양바이오팜 넥사틴주100 리그람(옥살리플라틴) 제조

6 (주)유한양행 옥사플라주50 리그람(옥살리플라틴) 제조

7 (주)유한양행 옥사플라주100 리그람(옥살리플라틴) 제조

8 (주)종근당 벨록사주50 리그램(옥살리플라틴) 제조

9 (주)종근당 벨록사주100 리그람(옥살리플라틴) 제조

10 (주)종근당 벨록사주150 리그람(옥살리플라틴) 제조

11 (주)종근당 벨록사주200 리그람(옥살리플라틴) 제조

12 (주)태준제약 엘록산주(옥살리플라틴) 제조

13 (주)펜믹스 펜믹스옥살리플라틴주50 리그람(옥살리플라틴) 제조

14 (주)펜믹스 펜믹스옥살리플라틴주100 리그람(옥살리플라틴) 제조

15 (주)하원제약 리오플라틴주(옥살리플라틴) 제조

16 광동제약(주) 옥사플린주50 리그램(옥살리플라틴) 제조

17 광동제약(주) 옥사플린주100 리그램(옥살리플라틴) 제조

18 구주제약(주) 옥사드주50 리그램(옥살리플라틴) 제조

19 구주제약(주) 옥사드주100 리그램(옥살리플라틴) 제조

20 한뉴팜(주) 플라사틴주(옥살리플라틴) 제조

21 한약품공업(주) 바로사틴주(옥살리플라틴) 제조

22 동아제약(주) 동아옥살리플라틴주50 리그람 제조

23 동아제약(주) 동아옥살리플라틴주100 리그람 제조

24 보령제약(주) 옥살리틴주100 리그램(옥살리플라틴) 제조

25 보령제약(주) 옥살리틴주150 리그람(옥살리플라틴) 제조

26 보령제약(주) 옥살리틴주200 리그램(옥살리플라틴) 제조

27 보령제약(주) 옥살리틴주(옥살리플라틴) 제조

28 삼익제약(주) 오플라틴주50mg(옥살리플라틴) 제조

29 신풍제약(주) 오엑스피주100 리그람(옥살리플라틴) 제조

30 신풍제약(주) 오엑스피주(옥살리플라틴) 제조

31 영일제약(주) 오라틴주(옥살리플라틴) 제조

32 우리들제약(주) 옥플라주(옥살리플라틴) 제조

국내 품목 현황

1. 옥살리플라틴 단일제 (동결건조분말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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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33 이연제약(주) 옥스플라틴주50 리그램(옥살리플라틴)(수출용) 제조

34 이연제약(주) 옥스플라틴주100 리그람(옥살리플라틴) 제조

35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티녹사틴주50 리그램(옥살리플라틴) 제조

36 제일약품(주) 플레옥스틴주(옥살리플라틴) 제조

37 제일약품(주) 플레옥스틴주100 리그램(옥살리플라틴) 제조

38 한국산도스(주) 산도스옥살리플라틴주50mg 수입

39 한국산도스(주) 산도스옥살리플라틴주100mg 수입

40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플라티녹스주50 리그램(옥살리플라틴) 제조

41 한국프라임제약(주) 옥살라주(옥살리플라틴) 제조

42 한미약품(주) 리프라틴주100 리그람(옥살리플라틴) 제조

43 한미약품(주) 리프라틴주150 리그램(옥살리플라틴) 제조

44 한미약품(주) 리프라틴주(옥살리플라틴) 제조

45 호스피라코리아(주) 디비엘옥살리플라틴주50mg 수입

46 호스피라코리아(주) 디비엘옥살리플라틴주100mg 수입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엘록사틴주5 리그램/ 리리터(옥살리플라틴) 수입

2 (주)삼양제넥스 넥사틴주5 리그람/ 리리터(옥살리플라틴) 제조

3 (주)유한양행 옥사플라주5 리그램/ 리리터(옥살리플라틴) 제조

4 (주)종근당 벨록사주5mg/mL(옥살리플라틴) 제조

5 보령제약(주) 옥살리틴주5 리그램/ 리리터(옥살리플라틴) 제조

6 신풍제약(주) 오엑스피주5 리그램/ 리리터(옥살리플라틴) 제조

7 이연제약(주) 옥스플라틴주5 리그램/ 리리터(옥살리플라틴) 제조

8 제일약품(주) 플레옥스틴주5 리그램/ 리리터(옥살리플라틴) 제조

9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 카비옥살리플라틴주5mg/mL 수입

10 한미약품(주) 리프라틴주5 리그램/ 리리터(옥살리플라틴) 제조

2. 옥살리플라틴 단일제 (용액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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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테카비르 단일제 (경구)
(Entecavir)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뉴클레오시드 유사체 단독사용 또는 엔테카비르를 포함한 항레트로바이러스제와 병용했을 

때, 치명적인 경우를 포함하여, 유산증 및 지방증이 있는 중증 간종 가 보고되었다. 이들 

부분은 여성에서 발생했다. 비만과 지속된 뉴클레오시드 사용이 위험인자들일 수 있다. 간

질환에 한 알려진 위험인자 들을 가진 환자에게 뉴클레오시드 유사체를 투여할 때에는 각

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알려진 위험인자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에서도 보고된 

사례가 있었다.

유산증이 보고되었으며, 종종 간 사기능장애, 다른 심각한 의학적 상태(medical condition) 

또는 약물노출과 관련된 것이었다. 간 사기능장애를 가진 환자의 경우 유산증 위험성이 더 

높다.

이 약을 사용한 치료는 유산증이나 명백한 간독성(트랜스아미나제 수치의 상승없는 간종 와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엔테카비르 단일제 (경구) (Entecavir)

 분류 번호 ∙ [03910] 간장질환용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유)한국비엠에스제약

 정보 사항 ∙ 경고, 이상반응 항목

  - 경고 항목에 “유산증이 보고되었으며, 종종 간대사기능장

애, 다른 심각한 의학적 상태(medical condition) 또는 약

물노출과 관련된 것이었다. 간대사기능장애를 가진 환자의 

경우 유산증 위험성이 더 높다.” 추가하는 등 변경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283호, 2012. 1.27.)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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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증을 포함)을 나타내는 임상적 발견 또는 임상검사치가 나타나면 일시 중지되어야 한다.

2) 이 약을 비롯한 항B형간염 요법을 중단한 환자에서 B형간염의 중증 급성악화가 보고되었다. 

항B형간염 요법을 중단한 환자에 해서는 적어도 수 개월간 임상 및 임상검사상 간기능을 

면 하게 추적 관찰해야 한다. 적절한 경우, 항B형간염 요법을 개시할 수 있다.

3) 이 약은 효과적인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HIV와 HBV에 함께 감염

된 환자들을 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HIV에 감염되었지만 아직 치료받지 않은 환자에게 

만성 B형 감염의 치료로 이 약이 사용된다면 HIV 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에 한 

저항성을 나타낼 수 있음이 제한된 임상시험 경험에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고효능 항레트로바

이러스 치료법(HAART)으로 함께 치료받고 있지 않은 HIV/HBV 동시 감염 환자에게는 이 약

을 사용한 치료가 권장되지 않는다.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환자들은 HIV 항체 테스트가 필

요하다. 이 약은 HIV감염의 치료목적으로 연구되지 않았고 이러한 목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이나 이 약의 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신부전 :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CAPD)을 받고 있는 환자를 포함하여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50mL/min 이하인 환자에서는 용량조절이 권장된다.

2) 간이식 수여자 : 싸이클로스포린이나 타크롤리무스와 같이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투여 받고 있는 간이식 수여자에서 이 약의 요법을 개시하기 전 및 치료 중에 신기능

을 주의하여 평가해야 한다.

4. 이상반응

1) 임상적 이상반응

2년 동안 이 약 0.5mg/day(n=679) 또는 이 약 1mg/day(n=183), 라미부딘(n=858)을 투여한 

만성 B형 바이러스 감염 환자 1,720명에 한 4개의 이중맹검 임상시험을 근거로 하여 이상

반응을 평가했다. 치료기간의 중앙값은 AI463022 및 AI463027 연구에서 이 약 치료환자에 

해 69주였고 라미부딘 치료 환자에 해 63주였으며, AI463026과 AI463014 연구에서 이 

약 치료 환자에 해 73주였고 라미부딘 치료 환자에 해 51주였다. 이들 연구에서 이 약과 

라미부딘의 안전성은 유사하였다.

AI463038 연구에서 모집된 HIV/HBV 중복감염 환자에 있어서 이 약 1mg(n=51)의 안전성은 

24주간의 맹검 치료 및 평균 17주간의 공개요법 (모든 환자가 이 약을 복용) 후, 이상반응 

및 임상검사치 이상은 이 약 및 위약 치료군(n=17)과 유사하였고 HIV에 감염되지 않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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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관찰된 것과 유사하였다(“경고” 항목 참조).

이 약 치료환자에 있어서 최소한 이 약과 관련가능성이 있는 가장 일반적인 이상반응은 두통, 

피로, 현기증, 오심이었다. 라미부딘 치료환자에서 가장 일반적인 이상반응은 두통, 피로, 현

기증이었다.  이들 4개 연구에서 이상반응이나 임상검사치 이상으로 중단한 환자는 이 약에

서 1%인데 반해, 라미부딘에서 4%였다.

라미부딘과 이 약을 비교한 4개의 임상연구에서 치료 중 발생한 중등도~중증 및 적어도 치료

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임상적 이상반응을 아래 표에 나타냈다.

분류/이상반응
뉴클레오시드 치료를 받은 

경험 없음b 라미부딘 저항성c

이 약 0.5mg
(n=679)

라미부딘 100mg
(n=668)

이 약 1mg
(n=183)

라미부딘 100mg
(n=190)

중등도~중증의 

이상반응(Grade 2~4)a 15% 18% 22% 23%

위장관계

  설사 ＜1% 0 1% 0

  소화불량 ＜1% ＜1% 1% 0

  오심 ＜1% ＜1% ＜1% 2%

  구토 ＜1% ＜1% ＜1% 0

전신

  피로 1% 1% 3% 3%

신경계

  두통 2% 2% 4% 1%

  어지러움 ＜1% ＜1% 0 1%

  졸음 ＜1% ＜1% 0 0

정신신경계

  불면증 ＜1% ＜1% 0 ＜1%

a 치료약제와 관련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우를 포함

b 임상연구AI463-022및 AI463-027

c 임상연구 AI463-026 및 라미부딘에 해 재발성 바이러스감염을 경험한 환자에서 52주 동안 

이 약 (0.1, 0.5, 1mg) 세 가지 용량과 라미부딘 100mg 1일 1회 투여에 한 다국가, 무작위, 

이중맹검 제2상 임상연구인 AI463-014의 이 약 1mg과 라미부딘 치료 arm을 포함

2) 임상검사치 이상

이 약과 라미부딘을 비교한 4개 임상연구에서 치료 중 보고된 임상검사치 이상의 빈도를 아

래 표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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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뉴클레오시드 치료를

 받은 경험 없음b 라미부딘 저항성c

이 약 
0.5mg
n=679

라미부딘
100mg
n=668

이 약 
1mg

n=183

라미부딘
100mg
n=190

중등도~중증의 임상검사치 이상

(Grade 3~4)d 35% 36% 37% 45%

ALT ＞ 10 × ULN 및 ＞ 2 × 기저값 2% 4% 2% 11%

ALT ＞ 5.0 × ULN 11% 16% 12% 24%

알부민 ＜ 2.5g/dL ＜1% ＜1% 0 2%

총빌리루빈 > 2.5 × ULN 2% 2% 3% 2%

리파제 ≥ 2.1 × ULN 7% 6% 7% 7%

크레아티닌 ＞ 3.0 × ULN 0 0 0 0

확인된 크레아티닌증가 ≥ 0.5 mg/dL 1% 1% 2% 1%

고혈당, 절식 ＞ 250mg/dL 2% 1% 3% 1%

당뇨e 4% 3% 4% 6%

혈뇨f 9% 10% 9% 6%

혈소판 ＜ 50,000/㎣ ＜1% ＜1% ＜1% ＜1%

a 알부민(모든 치료중 값＜2.5g/dL), 확인된 크레아티닌 증가 ≥ 0.5mg/dL, ALT>10 × ULN 및 

＞2 × 기저값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에 해 기저값에서 Grade 3 또는 Grade 4로 악화된 치

료중 값 

b 임상연구 AI463-022 및 AI463-027

c AI463-026 시험 및 라미부딘 투여 중 바이러스혈증의 재발을 경험한 피험자에서 52주까지 세 

가지 용량의 이 약 (0.1, 0.5 및 1mg) 1일 1회와 지속적으로 라미부딘 100mg을 1일 1회로 

투여하는 제 2상, 다국가,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시험인 AI463-014 시험의 이 약 1 mg과 라미

부딘 투여군을 포함.

d 혈액학 검사, 일반적 화학검사, 신장 및 간기능 검사, 췌장효소 및 뇨검사를 포함

e Grade 3 = 3+, large, ≥500 mg/dL ; Grade 4 = 4+, 현저, 중증

f Grade 3 = 3+, large; Grade 4 = ≥4+, 현저, 중증, 혈뇨 많음

ULN = upper limit of normal(정상 상한치)

이들 연구에서, 이 약 치료 환자 중, 치료 중 정상상한치(ULN)의 10배 이상과 기저값보다 2배 

이상의 ALT상승은 전반적으로 치료를 계속하여 소실되었다. 이들 부분의 악화는 ALT상승에 선

행하거나 또는 동시에 ≥ 2log10/mL의 바이러스 농도감소와 관련이 있었다. 치료 중에는 주기적인 

간기능 검사가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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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료 중단 후 간염의 악화

간염의 악화 또는 ALT 악화는 ALT가 정상상한치의 10배 초과 및 피험자의 조값(기저상태

의 최소값 또는 투여 종료 시 최종 측정값)의 2배 초과로 정의한다. 투여를 중단한 모든 피험

자에 하여(이유와 상관없이), 다음 표에 각 시험에서 치료중단 후 ALT가 악화된 피험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러한 시험들에서, 피험자의 하위군에서 임상시험계획서에 정의된 투여에 

한 반응을 보인 경우에 52주 또는 이후의 투여 중단이 허용되었다. 이 약을 치료반응에 

상관없이 중단한 경우에는 치료중지 후 간수치 상승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ALT상승 ＞ 10 × ULN 및 
＞ 2 × 대조값인 피험자a

이 약 라미부딘

뉴클레오시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음

  HBeAg-양성 4/174(2%) 13/147(9%)

  HBeAg-음성 24/302(8%) 30/270(11%)

라미부딘 저항성 6/52(12%) 0/16

a 조값은 기저상태의 최소값 또는 투여종료시의 최종측정값이다. 투여 종료까지의 중앙 시간

은 이 약을 투여한 피험자에서는 23주였으며 라미부딘을 투여한 피험자에서는 10주였다. 

4) 시판 후 조사 경험

이 약의 시판 후 조사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들은 다음과 같다. 이들 이상반응들은 전체 크기

를  알 수 없는 모집단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된 것이기 때문에, 그 빈도를 확실히 평가하거나 

이 약 복용과의 인과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① 면역계 부작용 : 아나필락시스양 반응(Anaphylatoid reaction)

  ② 사 및 영양장애 : 유산증

  ③ 간담즙성 장애 : 아미노기전이효소 증가

  ④ 피부 및 피하조직 부작용 : 탈모, 발진

5. 일반적 주의

1) 이 약으로의 치료가 HBV의 성관계나 혈액으로 인한 전염 위험성을 감소시킨다고 밝혀진 바 

없으며, 따라서 적절하게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환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적

절한 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2) 음식물과 함께 이 약을 투여할 경우 약 18-20% 정도 흡수가 감소되었다. 따라서 공복에 복용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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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항성

  ① In cell culture : 세포에 기초한 연구에서, 라미부딘-내성 균주에 한 엔테카비어 표현형 

감수성의 8~30 배 저하(reduction)가 발견되었다. 엔테카비어 표현형 감수성에서의 그 이

상의 저하(＞70배)에는 rtT184, rtS202, 또는 rtM250 잔기에서의 추가적 치환과 함께, 또는 

HBV 중합효소 내 rtI169의 치환유무와 상관없이 이러한 치환들의 조합과 함께 rtM204I/V 

또는 rtM240I/V과 rtL180M의 아미노산 치환이 요구된다. 

  ② 임상적 저항성 : 

     뉴클레오시드의 투여 경험이 없는(Nucleoside-naïve) 피험자 :

     뉴클레오시드 투여경험이 없는 환자를 상으로 한 임상시험(AI463022, AI463027 및 

rollover 시험 AI463901)에서 96주까지 이 약을 투여 받은 562명의 피험자로부터의 평가 

가능한 검체에서(＞300 copies/mL 혈청HBV DNA) 유전자형 평가를 실시하였다. 96주까

지, 2명(2/562 = ＜1%)의 피험자에서 rtS202G rtM204V 및 rtL180M 치환과 함께 rtS202G 

아미노산 치환 발생의 증거가 발견되었으며, 이 중 1명은 바이러스 돌파현상(virologic 

rebound, 최저치에서 ≥1log10 이상 증가)을 경험하였다. 또한, rtT184, rtS202 또는 

rtM250 치환이 없는 상태에서 엔테카비어에 한 표현형 감수성을 감소시키는, rtM204I/V

와 rtL180M, rtL80I, 또는 rtV173L 아미노산 치환 발생이 바이러스 돌파현상을 경험한 피험

자 3명(3/562 = ＜1%)에서의 HBV에서 발견되었다. 48주 이상 치료를 지속한 환자들 중

에 75%(202/269)가 마지막 투여시점(96주 까지)에서 HBV DNA수치가 300 copies/mL 이

하를 나타냈다.

96주까지 임상시험에서 정의된 완전 반응(complete response)를 달성하지 못한 HBeAg-

양성(n=243) 또는 HBeAg-음성(n=39) 치료 naive 피험자들에게는 rollover 시험에서 이 

약을 사용한 치료를 지속할 수 있게 제안하였다. HBeAg-양성의 완전 반응은 ＜ 0.7 

MEq/mL(약 7 × 105 copies/mL) 혈청 HBV DNA이면서 HBeAg가 소실된 상태이고, 

HBeAg-음성은 ＜ 0.7 MEq/mL HBV DNA이고 ALT가 정상화된 상태이다. 환자들은 추가

적으로 144주까지 엔테카비어 1mg을 1일 1회 투여받았다. 이들 282명의 환자들 중에서 

141명의 HBeAg-양성 환자와 8명의 HBeAg-음성 환자들이 장기간의 추적 rollover 연구에 

참여하였고 엔테카비어에 한 내성이 평가되었다. 이 rollover 연구에 참가한 149명의 환

자들 중에서 88%(131/149), 92%(137/149), 및 92%(137/149)가 각각 144주, 192주, 및 

240주(투여 종료 포함)째까지 300 copies/mL 이하의 혈청 HBV DNA값을 보였다. 각각의 

조값 분리주들로부터 유전자형 평가가 가능한 분리주들을 비교하였을때 엔테카비어 내

성과 관련된 새로운 치환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48, 96, 144, 192, 그리고 240주째에 

rtT184, rtS202 또는 rtM250 엔테카비어 내성 관련 치환들(rtM204와 rtL180M 치환이 있는 

상태에서)의 누적 발현 가능성은 각각 0.2%, 0.5%, 1.2%, 1.2%, 및 1.2%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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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미부딘-내성 피험자 :

     라미부딘-내성 HBV 시험들에서(AI463026, AI463014, AI463015, 및 rollover 시험 

AI463901) 96주까지 이 약을 투여 받은 190명의 피험자들로부터의 평가 가능한 검체에 

한 유전자형 평가가 수행되었다. 96주까지, 피험자 22명(22/190=12%)에서의 HBV에서 

rtM204I/V (rtL180V이 있거나/없는), rtL80V, 또는 rtV173L/M 아미노산 치환이 있는 상태

에서 rtS202, rtT184, 또는 rtM250 (rtI169변화가 있거나/없는) 내성 관련 아미노산 치환이 

나타났으며, 이 중 16명이 바이러스 돌파현상을 경험하였고(최저치에서 ≥1log10 이상 증

가), 이 중 4명은 ＜300 copies/mL로 억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4명의 피험자들에서의 

HBV는 기저상태에서 엔테카비어 내성 치환을 보였으며 이후 엔테카비어 투여를 변경하였

다. 22명의 피험자 외에, 3명의 피험자가 rtM204I/V와 rtL180M, rtL80V, 또는 rtV173L/M

의 발생과 함께 바이러스 돌파현상을 경험하였다. 내성 치환의 발생과 함께 바이러스 돌파

현상을 경험한 피험자로부터의 분리주에 해(n=19), 조값으로부터의 엔테카비어 EC50

의 중앙 배수 변화(fold-change)값은 기저상태에서 19배 및 바이러스 돌파현상에서 106 

배였다. 48주 이상 치료를 지속한 환자들은 투여 종료(96주 까지)시에 40%(31/77)가 300 

copies/mL 이하의 HBV DNA 수치를 보였다.

96주까지 이 임상시험에서 정의한 완전 반응을 보이지 못한 라미부딘-내성 환자들(n=157)

에게는 엔테카비어 치료를 계속할 수 있게 제안하였다. 환자들은 144주째까지 엔테카비어 

1mg을 1일 1회 투여받았다.  이들 환자들 중에서 80명 환자들은 장기간 추적 연구에 참여

하였고 엔테카비어에 한 내성이 평가되었다. 144주, 192주, 240주(투여 종료를 포함)까

지 34%(27/80), 35%(28/80), 그리고 36%(29/80)가 각각 300 copies/mL 이하의 HBV 

DNA 수치를 보였다.

48, 96, 144, 192. 240주째에 rtT184, rtS202 또는 rtM250 엔테카비어 내성관련 치환들

(rtM204I/V (rtL180M이 같이 있거나 없는) 치환이 있는 상태에서의) 누적 발현가능성은 

각각 6.2%, 15%, 36.3%, 46.6%, 51.5%를 보였다. 6명 환자들의 HBV는 엔테카비어 치료 

중에 rtA181C/G/S/T 아미노산 치환을 나타냈다. 그리고 이들 중 4명은 rtT184, rtS202 또

는 rtM250에서 엔테카비어 내성관련 치환들을 나타냈고 1명은 기저치에서 rtT184S 치환을 

나타냈다. 기저치에서 rtA181 치환을 나타낸 HBV를 가진 7명의 환자들 중에서 2명은 기

저값에서 rtT184, rtS202 또는 rtM250 치환을 나타냈고 다른 2명 엔테카비어 치료 중에 

이들 치환을 나타냈다. 

4) 약동학적 특성

  ① 흡수 : 건강한 피험자에서 엔테카비어는 신속하게 흡수되어 0.5~1.5시간에 최  혈장농도

에 도달하였다. 6~10일간 1일 1회 투여한 후 약 2배의 누적을 보이며 정상상태에 도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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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준 고지방식이나 경량식과 함께 엔테카비어 0.5mg을 경구투여 한 결과, 약간의 흡수

지연, Cmax의 감소(44-46%), AUC의 감소(18-20%)를 보였다.

  ② 분포 : 엔테카비어의 추정 분포용적은 전신 수분량을 초과하였으며, 이는 조직으로의 침투성

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in vitro에서 사람의 혈청단백에 한 단백결합은 약 13%였다. 

  ③ 사 및 배설 : 엔테카비어는 CYP450 효소계의 기질이나 저해제, 유도제가 아니다. 최고 

농도에 도달한 후, 엔테카비어의 혈장농도는 최종 배설 반감기가 약 128-149시간으로 

bi-exponential하게 감소하였다. 관찰된 약물 누적지수는 1일 1회 투여에서 2배로, 약 24시

간의 유효 누적반감기를 의미하였다. 엔테카비어는 주로 신장으로 배설되며, 신청소율은 

용량과 무관하게 360~471mL/min로서 사구체여과 및 총세뇨관 분비 과정을 거친다.

5) 만성 B형 간염 감염 환자에서 이 약의 적정 치료기간 및 치료와 간경변 및 간세포성암과 같은 

결과간의 상관관계는 알려져 있지 않다. 

6) 간이식 수여자에 있어서 이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알려져 있지 않다. 

6. 상호작용

1) 이 약은 신장으로 주로 배설되기 때문에, 신기능을 감소시키거나 능동적인 세뇨관분비에 경쟁

적인 약물과의 병용 투여는 이들 약물의 혈청 농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  라미부딘, 아데포비

어 디피복실 및 푸마르산 테노포비어 디소프록실과 병용에서 유의한 약물 상호작용을 초래하

지 않았다.  신장으로 배설되거나 신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약물과 이 약

의 병용투여에 한 영향을 평가하지는 않았다.  엔테카비어를 이들 약물과 병용 투여할 때에

는 이상반응에 해 환자를 면 히 관찰해야 한다. 

2) In vitro 및 in vivo연구로 이 약의 사를 평가하였다. 이 약은 시토크롬 P450효소계의 기질

이나 유도체, 저해제가 아니다.  사람에서 보다 약 10,000배 더 높은 농도에서, 이 약은 사람

의 CYP450 효소 1A2, 2C9, 2C19, 2D6, 3A4, 2B6, 2E1을 저해하지 않았다. 사람에서 관찰된 

것 보다 약 340배 더 높은 농도에서, 이 약은 사람의 CYP450 효소 1A2, 2C9, 2C19, 3A4, 

3A5, 2B6를 유도하지 않았다. 이 약의 약동학적 특성은 CYP450시스템에 의해 사되거나, 

이를 저해 또는 유도하는 약물과의 병용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기지의 CYP 

기질의 약동학적특성은 이 약의 병용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3) 안정용량의 싸이클로스포린A(n=5)나 타크롤리무스(n=4) 치료를 받고 있는 HBV-감염된 간이

식 수여자에 있어서 소규모의 예비연구에서, 이 약의 노출량은 정상 신기능을 가진 건강한 

피험자에 한 노출량의 약 2배였다. 이 약과 싸이클로스포린A나 타크롤리무스의 약동학적 

상호작용 가능성에 해서는 구체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싸이클로스포린이나 타크롤리무스

와 같이 신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면역억제제를 투여 받았거나 투여 중인 간이식 수여자

에게 이 약을 투여하기 전이나 투여 중에는 신기능을 주의하여 관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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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부 및 수유부, 소아 및 청년, 노인환자 등에 대한 투여

1) 임부(Pregnancy Category C)

임신부에 한 적절하게 잘 진행된 연구는 없었다. 이 약은 임신 중에는 유익성이 태아에 

한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임신부에 한 연구와 모체로부터 유아에

게 HBV의 전염에 한 이 약의 영향에 한 데이터는 없다. 따라서, 신생아의 HBV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

2) 수유부

이 약이 사람의 유즙으로 분비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이 약의 주성분은 랫트의 

유즙으로 분비된다. 많은 의약품들이 사람의 유즙으로 분비가 되고 수유 중인 유아에서 이 

약의 잠재적인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수유부의 B형간염 치료 중단과 수유의 이익 등의 중요

성을 고려하여 수유를 중단하거나 이 약의 투약을 중단하여야 한다.

3) 소아

16세 미만의 소아 환자에 한 이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4) 고령자

건강한 청년 및 노인 지원자에게 1mg을 단회 경구투여한 후 이 약의 약동학적 특성에 한 

영향을 평가하였다. 청년 피험자에 비해 노인 피험자에서 이 약의 AUC가 29.3% 더 컸다. 

청년과 노인 피험자 간에 노출량의 차이는 거의 신기능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였다. 

이 약의 임상연구에는 충분한 수의 65세 이상 피험자가 참여하지 않아서, 청년 피험자와 다르

게 반응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 약은 상당량이 신장으로 배설되므로, 이 약에 한 유독한 

반응의 위험성이 신기능 손상환자에서 더 클 수 있다. 고령 환자의신기능은 더 감소될 것이기 

때문에, 용량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신기능을 관찰하는 것이 유용하다.

5) 기타 : 이 약의 약동학적 특성은 성별 및 인종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없다.

8. 신부전 환자에 대한 투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CAPD)으로 신부전을 관리하는 환자를 포함하여, 어느 정도의 신부전이 

있는 환자(만성 B형 간염에 감염되지 않은)에 해 1mg을 단회 투여 후 이 약의 약동학에 해 

연구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혈액투석이나 CAPD환자를 비롯하여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50mL/min 미만인 환자에 해서는 용량의 조절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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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능군

크레아티닌 청소율 기저값(mL/min)
혈액투석 관리 
중증 신기능a

(n=6)

CAPD관리 
중증 신기능

(n=4)

정상
＞80
(n=6)

경미
＞50-≤80

(n=6)

중등도
30-50
(n=6)

중증
＜30
(n=6)

Cmax(ng/mL)

(CV%)

8.1

(30.7)

10.4

(37.2)

10.5

(22.7)

15.3

(33.8)

15.4

(56.4)

16.6

(29.7)

AUC(0-T)

(ng·hr/mL)

(CV)

27.9

(25.6)

51.5

(22.8)

69.5

(22.7)

145.7

(31.5)

233.9

(28.4)

221.8

(11.6)

CLR(mL/min)

(SD)

383.2

(101.8)

197.9

(78.1)

135.6

(31.6)

40.3

(10.1)
NA NA

CLT/F(mL/min)

(SD)

588.1

(153.7)

309.2

(62.6)

226.3

(60.1)

100.6

(29.1)

50.6

(16.5)

35.7

(19.6)

a 혈액투석 직후 투여

CLR = 신청소율 CLT/F = 명백한 경구 소실율

혈액투석 2시간 전에 이 약 1mg을 단회투여한 후, 혈액투석으로 이 약의 약 13%가 4시간 동안 

제거되었다. CAPD로는 7일 동안에 투여량의 약 0.3%가 제거되었다. 이 약은 혈액투석 후에 투여

해야 한다. 

9. 간부전 환자에 대한 투여

만성 B형간염의 감염이 없는 중등도 또는 중증의 간부전 환자(Child-Pugh Class B or C)에 해 

1mg 용량을 단회 투여한 후 이 약의 약동학을 연구하였다. 이 약의 약동학은 간부전 환자와 건강

한 조 피험자 간에 유사하였으며, 따라서 간부전 환자에서 이약의 용량은 조절할 필요가 없다. 

간이식 수여자에 있어서 이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알려져 있지 않다.

10. 과량투여시의 처치

환자에서 이 약 과량투여 경험은 제한적이다. 40mg까지 단회투여 또는 14일 동안 20mg/day까

지 반복투여한 건강한 피험자에서 이상반응의 증가나 예상치 않았던 이상반응은 없었다. 과량으로 

투여되었을 경우, 독성의 발현에 해 환자를 관찰해야 하며 필요시 표준 지지요법을 실시해야 한

다. 이 약 1mg을 단회투여 후, 4시간 동안 혈액투석으로 투여량의 약 13%가 제거되었다.

11. 기타 : 비임상적 안전성

1) 발암성

마우스와 랫트에서 사람에서 최  추천 용량 1mg/day에서 관찰되는 노출의 약 42배(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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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35배 (랫트)의 노출에 해서 엔테카비어의 장기 경구 발암원성 실험이 시행되었다. 마우

스와 랫트 실험에서, 엔테카비어는 발암성 결과에서 양성으로 나타났다. 마우스에서 사람에

서 노출되는 양의 3-40배에서 수컷과 암컷에서 폐 선종이 증가되었다. 사람에서 노출되는 양

의 40배의 노출에서 수컷과 암컷 마우스 모두에서 폐암이 증가되었다. 폐 선종과 폐암을 통

한 것은 사람에서의 노출된 양의 3배에서는 수컷 마우스에서 증가되었으며, 40배의 양에서는 

암컷 마우스에서 증가되었다. 폐에서 종양 발생은 폐 세포의 증식이 선행되었는데, 이는 엔테

카비어를 투여 받은 랫트, 개, 또는 원숭이에서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는 마우스에서 관찰된 

폐종양은 종 특이적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한다. 간세포성 간암이 수컷에서 증가되었으며, 간 

선종과 간 종양을 통합한 숫자 또한 사람에서 노출되는 양의 42배의 노출에서 증가되었다. 

암컷 마우스에서 혈관 종양(난소와 자궁의 혈관 종양과 비장의 혈관육종)은 사람에서의 노출

의 40배 노출에서 증가되었다. 랫트에서 간세포성 선종은 사람에서 노출된 양의 24배의 노출

에서 암컷에서 증가되었으며, 선종과 종양의 통합 빈도 또한 사람에서 노출된 양의 24배의 

노출에서 암컷에서 증가된다. 뇌신경 교종이 사람에서 35배와 24배의 노출에서 수컷과 암컷 

모두에서 유도되었다. 피부 섬유종이 사람에서 노출된 양의 4배의 노출에서 암컷에서 유도되

었다. 설치류의 발암성 실험에 사람에서 얼마나 예측적일 수 있는가에 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2) 변이원성, 수태능 손상 및 최기형성

엔테카비어는 사람 임파구 배양에 해 염색체 이상을 나타냈다. 사활성의 유·무에 상관

없이 S. typhimurium과 E. coli 균주를 사용한 Ames 미생물 변이원성시험, 포유세포 유전자

변이 시험, 시리안 햄스터 배세포에 한 변형시험에서 엔테카비어는 변이원성을 보이지 않

았다. 엔테카비어는 랫트에서 또한 경구 소핵시험과 경구DNA복구 시험에서 음성을 나타냈

다. 생식독성시험에서, 수컷 및 암컷 랫트에서 사람에서 추천되는 최고용량인 1mg/kg의 90

배 이상의 전신적 노출량인 30mg/kg 용량까지 4주를 투여한 동물에서 수태능 이상을 보이는 

증거는 없었다. 설치류와 개를 사용한 독성시험들에서 사람에서 투여된 용량의 35배 또는 그 

이상의 용량에서 수정세관의 퇴화가 관찰되었다. 원숭이 연구에서 고환의 변화를 나타나지 

않았다.

랫트와 토끼에 하여 생식독성 시험이 실시되었다. 사람에서 최고 권장 용량인 1mg/day의 

약 28배(랫트)와 212배(토끼)의 용량을 임신 중인 동물에게 경구 투여했을 때 배자독성이나 

모체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랫트에서는 사람 투여량의 3,100배로 노출했을 때 모체독성, 

배-태자 독성(흡수), 태자 저체중, 꼬리 및 척추 기형, 골화 감소(척추, 복장뼈분절, 지골) 및 

여분의 요추와 갈비뼈가 관찰되었다. 토끼에서는 사람 투여량의 883배로 노출했을 때 배-태

자 독성(흡수), 골화 감소(설골) 및 13번째 갈비뼈 발생율 증가가 관찰되었다. 주산-수유기시

험에서는 엔테카비어를 랫트에게 경구 투여하여 사람 투여량의 94배 초과하여 노출했을 때 

출산자에서 이상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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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2) 정제 : 폐용기, 실온(15~30도) 보관, 시럽: 차광 폐용기, 실온(15~30도) 보관

3)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의 원인이 되거나 품질 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주의하여야 한다.

4) 이 약의 시럽을 물이나 기타 다른 용매로 희석하거나 다른 액상제품과 혼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5) 이 약의 시럽은 외부포장 (종이케이스) 내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광하여 보관한다. 

시럽은 개봉 후에도 사용기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 이후에는 용기와 내용물은 폐기

한다.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유)한국비엠에스제약 바라크루드시럽(엔테카비르) 수입

2 (유)한국비엠에스제약 바라크루드정0.5 리그람(엔테카비르) 수입

3 (유)한국비엠에스제약 바라크루드정1.0 리그람(엔테카비르)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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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스티그민 단일제 (경피흡수제)
(Rivastigmine)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게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인 리바스티그민, 다른 카바메이트 유도체 또는 이 약의 다른 첨가 성분에 과

민증 환자

2) 중증의 간기능 손상 환자(시험된 적이 없음.)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체중이 50kg 미만인 환자: 더 많은 이상반응을 경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투여가 중단될 

수 있다. 권장 유지용량인 패취 10을 초과하여 증량할 때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3. 이상반응 

1) 구역, 구토, 식욕부진, 체중 감소를 포함하여 유의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권장용량을 초과하

는 고용량에서 보고되었다. 

2)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를 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의 이상반응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리바스티그민 단일제 (경피흡수제) (Rivastigmine)

 분류 번호 ∙ [01190]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한국노바티스(주)

 정보 사항 ∙ 이상반응 항목

  - 이상반응 항목에 “구역, 구토” 추가하는 등 변경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283호, 2012. 1.27.)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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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취 10
환자수(%)

패취 20
환자수(%)

캡슐 6mg
1일 2회

환자수(%)

위약
환자수(%)

전체 환자 수 291 303 294 302

이상반응을 보인 환자 수 147(51) 200(66) 186(63) 139(46)

구역 21(7) 64(21) 68(23) 15(5)

구토 18(6) 57(19) 50(17) 10(3)

설사 18(6) 31(10) 16(5) 10(3)

우울 11(4) 12(4) 13(4) 4(1)

두통 10(3) 13(4) 18(6) 5(2)

불안 9(3) 8(3) 5(2) 4(1)

식욕부진/식욕감퇴 9(3) 27(9) 26(9) 6(2)

체중 감소 8(3) 23(8) 16(5) 4(1)

어지러움 7(2) 21(7) 22(7) 7(2)

복통 7(2) 11(4) 4(1) 2(1)

요로감염 6(2) 5(2) 4(1) 3(1)

무력증 5(2) 9(3) 17(6) 3(1)

피로 5(2) 7(2) 2(1) 4(1)

불면 4(1) 12(4) 6(2) 6(2)

상복부통 3(1) 8(3) 6(2) 6(2)

어지러움(vertigo) 0(0) 7(2) 4(1) 3(1)

  ① 이상반응으로 인한 투여 중단: 총 1195 명의 알츠하이머형 치매환자를 무작위 배정하여 

엑셀론 패취 10, 패취 20, 엑셀론 캡슐 6mg 1일 2회 및 위약을 투여하였을 때, 이상반응으

로 인해 투여를 중단한 환자의 비율은 각각 9.6%, 8.6%, 8.1%, 5.0% 이었다.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 군에서 투여를 중단하도록 한 가장 .7%, 1.3% 이었다. 구흔한 이상반응은 구역 

및 구토였다. 구역으로 인해 투여를 중단한 환자의 비율은 각각 0.7%, 1.7%, 1토로 인해 

투여를 중단한 환자의 비율은 각각 0%, 1.7%, 2.0%, 0.3% 이었다. 

  ② 가장 흔하게 관찰된 이상반응: 최소 5% 이상의 발생률을 보이면서 위약 투여 군에서보다 

더 빈번한 이상반응으로 정의하였다. 엑셀론의 콜린성 작용에 의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구

역, 구토 및 설사가 나타났고 이들은 엑셀론 패취 10 투여 군에서보다 패취 20을 투여한 

군에서 더 흔하게 발생하였다. 

  ③ 다음은 모든 엑셀론 패취 투여 군에서 발생률이 2% 이상이고, 위약 투여 군에서보다 더 

높았던 이상반응이다. 

  ④ 패취 적용부위의 피부 반응 부분의 환자들에서 피부 자극이 없었거나 경증에서 중등도의 

반응이 관찰되었다. 중증 반응의 발생률은 투여용량과 관계없이 매우 낮았다. 

3) 기타 임상시험에서 관찰된 이상반응 

  ① 엑셀론 패취는 전세계적으로 1071명의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들에 투여되었다. 이 중에

서, 869명은 최소 3개월, 706명은 최소 6개월, 212명은 1년 동안 투여 받았다. 북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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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및 림프계 장애 

흔하게 빈혈 

심장 장애 

흔하지 않게 
협심증, 심부전, 서맥, 심방세동, 심실위주기외수축, 심근경색, 빈맥, 

부정맥, 방실차단

귀 및 미로 장애 

흔하지 않게 귀울림

눈 장애 

흔하지 않게 백내장, 녹내장, 시야흐림

위장관계 장애 

매우 흔하게 구역, 구토

흔하게 변비, 위염, 설사, 소화불량, 복통

흔하지 않게 
역류성 위식도 장애, 혈변, 소화성궤양, 혈액구토, 췌장염, 

침과다분비, 위궤양, 위장관 출혈(예, 출혈성 십이지장염)

전신 장애 및 투여부위 장애 

흔하게
투여부위 반응, 투여부위 홍반, 투여부위 가려움증, 부종, 피로, 

무력증

흔하지 않게 
접촉성 피부염, 투여부위의 자극, 말초 부종, 가슴통증, 투여부위 

습진, 고열증, 권태감

간 담도 장애 

흔하지 않게 담낭염 

감염 및 침습 

흔하게 비인두염, 폐렴 

흔하지 않게 게실염 

상해, 중독 및 절차상 합병증 

흔하게 낙상

흔하지 않게 골반 골절, 경막하혈종 

검사치 

흔하게 체중감소

흔하지 않게 
혈중 크레아틴 포스포키나제 증가, 리파제 증가, 혈중 아 라제 증가, 

ECG QT 연장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일본에서 1개의 비교임상시험, 4개의 공개 지표 임상시험이 

실시되는 동안 발생한 약물에 의한 증상 및 증후가 연구자들에 의해 이상반응으로써 기록

되었다.

  ② 이상반응은 신체 기관계에 따라 분류되어 아래에 나열되었다. 최소 1명의 환자에서 발생한 

모든 이상반응(약 0.1%)이 포함되었고, 이미 다른 곳에서 서술되었거나 너무 일반적이거나 

상 적으로 사소한 반응은 제외되었다. 이 반응들은 엑셀론 패취와 반드시 연관되어 있지 

않고, 부분 위약과 유사하였다. 

매우 흔하게(≥ 1/10), (흔하게(≥ 1/100, ＜1/10), 흔하지 않게(≥ 1/1,000 ~ ＜1/100),

드물게(≥ 1/10,000 ~ ＜1/1,000), 매우 드물게 (＜1/10,000)



412

제50호_ 의약품 안전성 정보

사 및 영양 장애 

흔하게 탈수, 식욕부진, 식욕감퇴

흔하지 않게 고지질혈증, 저칼륨혈증, 저나트륨혈증 

근 골격계 장애 

흔하지 않게 관절통, 근육 경련, 근육통 

정신계 장애 

흔하게 불안, 우울, 불면

흔하지 않게 망상, 초조, 환각

신경계 장애 

흔하게 떨림, 현기증, 두통

흔하지 않게 편두통, 파킨슨증, 간질, 뇌혈관사고, 실신, 기면

신장 및 요로 장애 

흔하게 요실금 

흔하지 않게 다뇨, 혈뇨, 야뇨증, 신부전 

생식계 및 유방 장애 

흔하지 않게 양성 전립선 비 증 

호흡기, 흉부, 및 종격 장애 

흔하지 않게 호흡곤란, 기관지경련, 만성폐쇄성폐질환 

피부 및 피하조직 장애 

흔하게 가려움증 

흔하지 않게 홍반, 습진, 피부염, 홍반성 발진, 피부 궤양, 다한증

혈관 장애 

흔하지 않게 저혈압 

빈도
총 환자수
(N = 288)

 n(%)

정신계 장애 

  불면증

  우울증

  불안

  초조

흔하게

흔하게

흔하게

흔하게

18(6.3)

16(5.6)

15(5.2)

8(2.8)

신경계 장애

  떨림

  현기증

  기면

  운동감소증

  운동완만

  톱니바퀴 경축(Cogwheel rigidity)

  운동이상증

흔하게

흔하게

흔하게

흔하게

흔하게

흔하게

흔하게

21(7.3)

16(5.6)

12(4.2)

11(3.8)

10(3.5)

8(2.8)

7(2.4)

위장관계 장애

  복통 흔하게 6(2.1)

다음은 치매를 동반하는 파킨슨병 환자들을 상으로 24주 동안 공개 라벨로 진행된 임상시험에

서 보고된 이상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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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총 환자수
(N = 288)

 n(%)

혈관계 장애

  고혈압 흔하게 9(3.1)

전신 장애 및 투여부위 장애

  낙상

  투여부위홍반

  투여부위자극, 가려움, 발진

  피로

  무력증

  보행장애

매우 흔하게 

매우 흔하게

흔하게

흔하게

흔하게

흔하게

34(11.8)

31(10.8)

9(3.1), 13(4.5), 7(24)

10(3.5)

6(2.1)

11(3.8)

파킨슨병을 동반한 치매 환자에게 이약을 투여한 76주, 전향적, 공개라벨 시험에서 관찰된 추가

적인 이상반응은 탈수, 체중감소, 공격성, 환시(흔하게) 였다.

엑셀론 캡슐을 투여받은 환자 중 치매를 동반한 파킨슨환자에서 다음의 이상반응이 보고되었다. 

: 구역, 구토(매우 흔하게), 식욕 감소, 안절부절, 파킨슨병의 악화, 서맥, 설사, 소화불량, 타액 과분

비, 땀분비 증가(흔하게), 근육긴장이상, 심방세동, 방실차단(흔하지 않게)

4) 시판 후 자발적 보고에서 관찰된 이상 약물 반응

다음과 같은 시판 후 자발적 보고에 기초한 추가적 이상 약물 반응이 나타났다. 이는 불분명

한 환자군 크기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측정된 빈도수는 명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드물게: 고혈압, 투여부위 과민성, 가려움증, 발진, 홍반, 두드러기, 물집, 알러지성 피부염

매우 드물게: 빈맥, 방실차단, 심방세동, 췌장염, 낙상, 발작. 파킨슨병의 악화가 이 약으로 

치료한 파킨슨병 환자에서 발견되었다. 

빈도 불명: 탈수, 간염, 공격성, 안절부절, 동기능부전증후군

4. 일반적 주의 

1) 위장관계 장애 

권장 용량을 초과하는 용량 투여는 구역, 구토, 설사. 식욕부진/식욕 감퇴, 체중 감소 등의 

유의한 위장관계 이상반응과 관련된다. 구역, 구토, 설사와 같은 위장관계 장애가 투여 개시 

그리고/또는 용량 증량 시 나타날 수 있다. 이들은 용량 감소에 반응할 수 있다. 이외에 다른 

경우는 이 약의 사용을 중지한다. 지속된 구토와 설사로 인한 탈수의 증상과 징후를 나타내는 

환자에서 신속하게 발견되어 치료할 경우, 수액 정맥투여 및 용량 감소 또는 투여 중단으로 

조절할 수 있다. 탈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약은 항상 패취 5에서 투여를 시작하고 유지 용량인 패취 10으로 증량하여야 한다. 투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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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 이상 중단되었다면 중증의 구토와 잠재적으로 중 한 후유증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가장 낮은 용량으로 투여를 재개하여야 한다.

간병인은 권장 용량을 초과하는 엑셀론 패취 사용시 식욕부진과 체중 감소의 가능성이 증가

되고, 구역 및 구토의 발생률이 증가함을 알아야 한다. 간병인은 이러한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지 모니터링하고, 발생할 시 담당의사에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 투여가 수일 이상 중단된 경

우엔 담당의사와 상의하기 전까지 다음 용량을 투여해선 안 됨을 간병인에게 주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구역 및 구토: 비교 임상시험에서, 엑셀론 캡슐 6mg 1일 2회 투여군의 23%에서 구역이 

나타난 반면, 엑셀론 패취 10 투여군 및 위약 투여군에서는 각각 7% 및 5%에서 나타났다. 

구토는 엑셀론 캡슐 6mg 1일 2회 투여 군 17%, 엑셀론 패취 10 투여군 6%, 위약 투여군 

3%에서 나타났다. 위약과 같이 패취 10 투여군에서 구토로 투약을 중단한 바는 없었고

(0%), 엑셀론 캡슐 6mg 1일 2회 투여 군에서는 2%가 중단하였다. 중증의 구토 발생률은 

위약과 패취 10 투여군 모두 0%, 엑셀론 캡슐 6mg 1일 2회 투여군 1% 이었다. 엑셀론 

패취 20 투여 군의 21%에서 구역, 19%에서 구토가 나타났고, 2%가 구토로 인해 투약을 

중단하였으며, 중증의 구토는 1%에서만 발생하였다.

  ② 체중 감소: 비교 임상시험에서 체중이 7% 이상 감소의 발생률이 엑셀론 패취 10 투여 군의 

8%, 엑셀론 캡슐 6mg 1일 2회 투여 군의 11%, 위약 투여 군의 6%으로 나타났다. 엑셀론 

패취 20 투여 군의 12%가 체중이 7% 이상 감소되었다. 체중감소가 약과 연관된 식욕부진, 

구역, 구토, 설사와 어느 정도 관련이 되어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③ 설사: 비교 임상시험에서 엑셀론 패취 10 투여 군의 6%가 설사를 보였고, 캡슐 6mg 1일 

2회 투여 군에서는 5%, 패취 20 투여 군에서는 10%, 위약 투여 군에서는 3%에서 나타났다.

  ④ 식욕부진/식욕감퇴: 비교 임상시험에서 엑셀론 패취 10 투여 군의 3%가 식욕부진 또는 식

욕감소를 보였으며, 캡슐 6mg 1일 2회 투여 군 9%, 패취 20 투여 군 9%, 위약 투여 군 

2%에서 나타났다. 

  ⑤ 소화성 궤양/위장관 출혈: 콜린에스테라제 저해제는 콜린 활성을 증가시키므로 이로 인한 

위산분비 증가가 예상될 수도 있다. 따라서 활성 또는 잠재 위장관 출혈의 증상이 나타나

는지 면 히 살펴보아야 하고, 특히 궤양의 병력이 있거나 NSAIDs를 복용중인 환자들과 

같이 궤양 발생의 위험이 증가된 환자들은 특별히 살펴보아야 한다. 임상시험 결과에서는 

위약에 비해 소화성 위궤양이나 위장관 출혈의 유의한 발생률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2) 마취: 이 약은 콜린에스테라제 저해제로 마취 중에 석시닐콜린형 근이완제의 효과를 증강시키

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약은 마취제 투여 전 적당한 간격동안 중단해야 한다. 이 약은 

다른 콜린 양 또는 항 콜린 약물과 병용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 심혈관: 콜린 활성을 증가시키는 약물은 심박동수(예, 서맥)에 한 미주신경 긴장효과를 나

타낼 수 있다. 이 작용 가능성은 동기능부전증후군(sick sinus syndrome) 또는 기타 심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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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이상(supraventricular cardiac conduction conditions) 환자에서 특히 중요할 수 있다. 

여러 임상시험에서 엑셀론은 심혈관 이상반응, 심박수 또는 혈압 변화, ECG 이상의 발생율 

증가와 관련이 없었다. 

4) 비뇨생식기: 엑셀론의 임상시험들에서 밝혀진 바는 없으나 콜린 활성을 증가시키는 약물은 

요로폐쇄을 일으킬 수 있다. 

5) 신경계 

  ① 발작: 콜린 활성을 증가시키는 약물은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발작의 활성은 알츠하이머병의 소견일 수도 있다. 

  ② 추체외로 증상: 다른 콜린성 약물과 같이, 리바스티그민은 추체외로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유도할 수 있다. 엑셀론 캡슐을 투여 받은 파킨슨병치매 환자들에서 떨림의 악화(운동완

만, 운동이상증, 보행 비정상을 포함), 떨림의 발생률 및 중증도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한 경우도 있었다(떨림으로 인한 투여 중단율: 리바스티그민군 

1.7%, 위약군 0%). 동 유해사례에 한 임상적 모니터링이 권장된다. 

6) 폐: 콜린 활성을 증가시키는 다른 약물과 같이 엑셀론은 천식 또는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환

자들에게 주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7) 운전 및 기계조작 능력: 치매는 운전이나 기계 조작 능력을 점차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리바스티그민의 투여는 이러한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리바스티그민으로 치료중인 치매 환자의 운전이나 기계 조작 능력은 담당의

사에 의해 정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8) 중증의 알츠하이머병 치매 또는 파킨슨병과 관련된 치매, 다른 형태의 치매, 기타 다른 형태의 

기억력 장애(연령과 관련된 인지력 감퇴)에 한 이 약의 사용에 해서는 연구되지 않았다.

5. 상호작용

1) 엑셀론 패취에서 연구된 특정 상호작용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2) 리바스티그민은 주로 에스테라제에 의한 가수분해를 통해 사된다. Cytochrome P450 동종

효소에 의해서는 최소한의 사가 이루어진다. In vitro 시험에 근거하여, CYP1A2, CYP2D6, 

CYP3A4/5, CYP2E1, CYP2C9, CYP2C8, CYP2C19 의 동종 효소계에 의해 사되는 약물들

과의 약동학적 상호작용은 없다고 예상된다. 

3) 건강한 지원자들에 한 연구에서 경구용 리바스티그민과 디곡신, 와파린, 디아제팜, 플루옥

세틴 간의 약동학적 상호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와파린으로 유도된 프로트롬빈 시간 증가

는 리바스티그민 투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CYP450 사를 유도하거나 저해하는 약물들은 리바스티그민의 사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

지 않는다. 625명에 한 모집단 약동학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구용 리바스티그민의 약동학은 

제산제(n=77), 혈압강하제(n=72), 베타 차단제(n=42), 칼슘채널 차단제(n=75), 혈당강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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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1), NSAIDs(n=79), 에스트로겐(n=70), 살리실산 진통제(n=177), 협심증 치료제(n=35), 항

히스타민제(n=15)와 같이 흔하게 처방되는 약물들과의 병용투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5) 약력학적 효과 면에서 볼 때 리바스티그민은 다른 콜린 작용 약물들과 병용투여 되어서는 

안 된다. 항 콜린 약제들의 활성을 간섭할 수도 있다. 콜린에스테라제 저해제와 함께 석시닐

콜린, 유사 신경근육차단제 또는 베타네콜과 같은 콜린 효능제와 함께 병용 투여되었을 때 

상승작용을 예상할 수도 있다. 

6) 치매 환자들의 연구에서, 경구용 리바스티그민과 리스페리돈의 병용 투여가 어떠한 임상적으

로 연관된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리스페리돈은 파킨슨병 치매 

환자들에게 사용금기이다. 리바스티그민과 항불안제(벤조디아제핀 제외), 정신병 치료제(리

스페리돈 제외), 항경련제 또는 항우울약과의 병용 경험은 없다. 리바스티그민과 레보도파(벤

세라자이드 또는 카비도파와 병용)를 병용하여 투여받는 파킨슨병 환자 치매 치료의 또 다른 

연구에서 임상적으로 관련된 이상반응이 보고되지 않았다. 

6. 임부에 대한 투여 

동물실험에서 리바스티그민은 기형발생이 없었으나, 임부에 한 이 약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립

되어 있지 않았다. 잠재적 이점이 태아에 한 잠재적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임부에 투여하

도록 한다. 

7. 수유부에 대한 투여 

리바스티그민을 랫드에 경구투여하였을 때 리바스티그민과 그 사체의 농도가 혈장에 비해 유

즙에서 약 2배 더 높았다. 리바스티그민이 사람 유즙으로의 배설되는지의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으

므로 리바스티그민으로 투여 중에 수유를 하지 않는다. 

8. 소아에 대한 투여 

소아에서 이 약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알츠하이머병 치매환자에 엑셀론 패취를 투여한 연구에서 리바스티그민의 노출에 해 나이의 

영향은 없었다. 

10. 과량투여시의 처치 

패취 제거 후 리바스티그민의 혈장 반감기는 약 3.4시간이고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억제 기간은 

약 9시간이므로, 과량투여 후 무증상인 경우에도 패취를 즉시 제거하고 이후 24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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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량투여 한 어떤 경우에라도 일반적인 지지 요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콜린에스테라제 저해제가 

과량 투여된 경우에는 중증의 구역, 구토, 침분비, 발한, 서맥, 저혈압, 호흡 저하, 허탈, 경련이 

특징인 콜린성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 근육약화 증가의 가능성이 있으며, 호흡기 근육이 약화된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콜린 활성을 증가시키는 다른 약물들처럼 글리코피롤레이트

와 같은 4급 암모늄 항콜린제와 병용 투여되었을 때 혈압과 심박동수의 비전형적 반응이 보고된 

바가 있다. 엑셀론 패취로 투여된 리바스티그민의 혈장 반감기는 짧기 때문에 과량 투여시 투석(혈

장투석, 복막투석, 혈액여과)은 임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과량투여 후 중증의 구역 및 구토를 동반한 경우에는 항구토제 사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경구용 

엑셀론 46mg을 섭취한 례가 한 건 있었고, 그 환자는 구토, 실금, 고혈압, 정신운동지체, 의식 불명

을 나타내었고 보존적 치료 후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시판 후 보고 자료에서 약물의 오용(한번에 여러개의 패취를 사용)으로 인한 과량 투여가 보고되

었다. 이들 증례에서 보고된 전형적인 증상은 엑셀론 경구제제 과량투여 시의 증상과 유사하였다. 

11. 적용상의 주의 

패취 부착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크림, 로션 또는 파우더를 적용한 피부에 패취를 부착해서

는 안 된다. 

12. 기타 

1) 발암성

랫드와 마우스를 이용한 경구 발암성 시험에서, 최  용량(랫드 1.1mg/kg/day, 마우스 

1.6mg/kg/day)에서의 리바스티그민의 발암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우스를 이용한 패취제 발암성 시험에서 리바스티그민 0.75mg/kg/day 용량까지의 투여는 

발암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용량에서 평균 리바스티그민의 혈장 노출(AUC)은 임상시험에

서 권장용량을 투여받은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에서 관찰된 노출에 비해 0.3-0.4배였다. 

2) 생식독성 

리바스티그민 패취제로 수행된 수태 및 생식능력에 한 시험은 수행되지 않았다. 

1.1mg/kg/day 용량으로 랫드에 경구 투여된 리바스티그민은 수태 및 생식능력에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한국노바티스(주) 엑셀론패취5(리바스티그민) 수입

2 한국노바티스(주) 엑셀론패취10(리바스티그민)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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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로티닙염산염일수화물 단일제 (경구)
(Nilotinib Hydrochloride Monohydrate)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 또는 다른 성분들에 과민증 환자

2)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

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3) 저칼륨혈증, 저마그네슘혈중 또는 QT 연장증후군이 있는 환자

2. 다음 환자에서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In vitro 자료에서 닐로티닙은 심실재분극 간격(QT interval)을 연장시킬 가능성이 있음이 제

안되었다. 새로 진단된 만성기 Ph+CML 환자에 300mg을 1일 2회 투여한 제 3상 임상시험 

결과, 항정상태에서 QTcF 간격의 평균 연장(베이스라인에서부터의 변화)은 6msec 였다. 

300mg 1일 2회 권장용량에서 QTcF가 480msec을 초과하는 환자는 없었고, Torsade de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닐로티닙염산염일수화물 단일제 (경구) 

(Nilotinib Hydrochloride Monohydrate)

 분류 번호 ∙ [04210] 항악성종양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한국노바티스(주)

 정보 사항 ∙ 이상반응 항목

  - 이상반응 항목에 “혈관장애 : 말초동맥 폐쇄성 질환” 추가

하는 등 변경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283호, 2012. 1.27.)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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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es이 보고된 건도 없었다. 이매티닙 저항성 또는 불내성의 만성기 및 가속기 만성골수성

백혈병(CML) 환자에 닐로티닙 400mg을 1일 2회 투여한 제 2상 임상시험 결과 항정상태에서 

QTcF 간격의 평균 연장(베이스라인으로부터의 변화) 시간은 만성기 환자에서 5msec, 가속기 

환자에서 8msec 였고, 4명의 환자 (전체 환자의 1% 미만)에서 500msec를 초과하는 QTcF가 

관찰되었다. 건강한 피험자를 상으로 실시한 시험에서 평균 QTcF 연장은 7msec (CI ± 

4mesc)였다. QTcF 450msec를 초과하는 피험자는 없었다. 또한 임상시험동안 임상관련 부정

맥, 특히 torsade de pointes 에피소드 (일시적이거나 지속적인)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 약을 음식, 강력한 CYP3A4 저해제 및/또는 QT를 연장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의약

품과 함께 부적절하게 투여할 경우, QT 간격이 유의하게 연장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약과 

음식의 병용 투여는 반드시 피해야 하며, 이 약과 강력한 CYP3A4 저해제 및/또는 QT를 연장

시킬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과의 병용 투여를 피해야 한다. 저칼륨혈증과 저마그네슘혈증이 

있을 경우 이러한 효과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이 약은 QTc 연장의 유의한 위험이 있는 환자 {선천적 long QT syndrome, 조절되지 않거나 

또는 유의한 심장 질환 (최근의 심근경색, 울혈성 심부전, 불안정성 협심증 또는 임상적으로 

유의한 서맥 포함)이 있는 환자}에게는 주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하기 전에 ECG 기저치를 측정할 것이 권장되며, 투약 시작 7일 후와 

그 이후에는 임상적 징후가 있을 때 ECG 수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하기 

전에 저칼륨혈증과 저마그네슘혈증을 치료하여야 하며, 특히 이러한 전해질 이상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는 칼륨과 마그네슘 수치를 주기적으로 모니터하여야 한다.

2)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복용한 이매티닙 저항성 또는 불내성의 만성기 및 가속기 CML 환자들 

중 급사가 흔하지 않은 사례 (0.1-1%)로서 보고되었으며, 이는 과거 심장 질환의 병력이나 

유의한 심장 위험 요인을 가진 환자 군에서 나타났다. 또한 병용하는 약물이 있었을 때, 기저 

종양 이외의 동반 질환이 빈번히 나타났다. 심실 재분극 이상이 이에 기인하는 요소일 수 있

다. Patient-years 동안 시판 후 노출에 근거하여, 자발 보고된 급사의 추정 보고율은 

patient-years 당 0.02% 이다. 새로 진단된 만성기 Ph+CML 환자를 상 제 3상 임상시험에서

는 급사가 보고되지 않았다.

3) 이 약은 강력한 CYP3A4 저해제 및 항 부정맥약물과 같이 QT 간격을 연장시킬 수 있는 약물

과의 병용 투여를 피해야 한다. 이와 같은 약물을 투여해야 하는 경우, 가능하면 이 약의 투여

를 중단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 약의 투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개

개인마다 QT 간격의 연장을 세심하게 모니터해야 한다. 이 약과 강력한 CYP3A4 유도제의 

병용 투여는 닐로티닙에 한 노출을 임상적으로 유의한 정도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약을 투여받는 환자는 CYP3A4 유도력이 더 낮은 체약물을 선택해야야 한다.

4) 간장애 환자에서 닐로티닙 노출도는 증가한다. 경증~중증의 간장애 환자에서 낮은 초기 용량

이 요구되며, QT 간격 모니터링을 자주 해야 한다. 경증, 중등도,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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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투여시 간기능이 정상인 조군과 비교하여 AUC가 각각 35%, 35%, 56% 증가하였다.

5) 혈청 리파아제의 상승이 관찰되었으므로 췌장염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리파아제의 상승이 복부증상을 동반할 경우, 췌장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여를 중단하고 적

절한 진단을 고려한다.

6) 전체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에서 닐로티닙의 생체내이용률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환자

들에서 더욱 빈번한 추적 관찰이 고려되어야 한다.

7)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들에서, 종양용해증후군(TLS)이 보고 되었으며, 용법용량에 따라 모니

터링한다.

3. 이상반응

1) 새로 진단된 만성기 Ph+CML

다음은 새로 진단된 만성기 Ph+CML 환자 279명이 300mg 1일 2회의 권장용량을 투여 받은 

무작위 제 3상 임상시험 데이터이다. 치료받은 기간의 중앙값은 25개월(범위: 0.1-35.4개월)

이었다. 

매우 흔하게 (≥10%) 보고된 비-혈액학적 약물 이상반응은 발진, 가려움증, 두통, 구역, 피로 

및 근육통이었고, 부분이 경증에서 중등도였다(1 또는 2등급). 상복부 통증, 탈모, 변비, 

설사, 건조 피부, 근육경련, 관절통, 복통, 말초부종, 구토, 사지통증, 소화불량 및 무력증은 

덜 흔하게 (＜10%, ≥5%) 관찰되었고, 중증도는 경증에서 중등도로써, 조절가능하고 용량 감

량이 필요하지 않았다. 흉막 및 심낭 삼출이 이 약 300mg 1일 2회 복용한 환자의 1%에서 

발생하였다. 위장관 출혈은 2.5%에서 보고되었다. 

권장용량으로 300mg을 1일 2회 투여 후 항정상태에서 QTcF 간격의 평균 연장(베이스라인에

서부터의 변화) 시간은 6msec였다. 400mg 1일 2회 투여 및400mg 1일 1회 투여군에서 항정

상태에서 QTcF 간격의 평균 연장(베이스라인으로부터의 변화) 시간은 각각 6msec 및 3msec

였다. 어느 투여군에서도 시험약 투여 중에QTcF가 500msec를 초과하는 환자는 없었으며, 

Torsade de Pointes 또한 관찰되지 않았다. 시험약 투여 중에 QTcF가 베이스라인에서부터 

60 msec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가 3명의 환자에서 관찰되었다(300mg 1일 2회 투여군에서 

1명, 400mg1일 2회 투여군에서 2명). 

어느 투여군에서도 투여 중에 45% 미만의 LVEF를 나타낸 환자는 없었으며, 베이스라인에서

부터 15% 이상 감소한 환자도 없었다. 

어느 투여군에서도 급사가 보고된 적이 없었다. 

닐로티닙 1일2회 300mg 투여군에서 혈액학적 약물 이상반응은 골수 억제를 포함한다: 혈소

판감소증(17%), 호중구감소증(15%) 및 빈혈(7%). 3/4 등급의 실험실적 이상은 표-3에서 기

술한다. 약물과의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이상반응 때문에 투여를 중단한 환자는 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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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진단된 만성기 Ph+CML
저항성 또는 불내셩 만성기 및

가속기 Ph+CML

타시그나 
300mg 
1일 2회

타시그나 
400mg 
1일 2회

이매티닙 
400mg 
1일 1회

타시그나 
300mg 
1일 2회

타시그나 
400mg 
1일 2회

이매티닙  
400mg 
1일 1회

타시그나 400mg 
1일 2회

모든 등급 (%)
3 또는 4 등급

(%)

모든 
등급
(%)

3/4 
등급
(%)

CML-CP
3/4 등급

(%)

CML-AP
3/4 등급

(%)

장기 분류/ 

빈도 이상반응

279명

%

277명

%

280명

 %

279명

 %

277명

 %

280명

 %

458명

 %

458명

 %

321명

 %

137명

 %

사 및 영양 장애

흔하게 식욕부진 2 4 2 0 0 0 7 <1 <1 0

신경계 장애

매우 흔하게 두통 14 22 9 1 1 <1 15 1 2 <1

위장관 장애

매우 흔하게 구역 14 21 34 <1 1 0 20 <1 <1 <1

2) 이매티닙 저항성 또는 불내성의 만성기 및 가속기 Ph+CML  

다음은 이매티닙을 포함한 1개 이상의 이전 치료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인 만성기 (321명)와 

가속기 (137명) Ph+CML 환자 458명이 400mg 1일 2회의 권장용량을 투여 받은 공개 표식, 

다기관 임상시험 데이터이다. 

매우 흔하게 보고된 (만성기 및 가속기 집단 전체에서 ≥10%) 비-혈액학적 약물 이상반응은 

발진, 가려움증, 구역, 두통, 피로, 변비, 설사, 구토 및 근육통으로 부분은 경증에서 중등도

였다. 탈모, 근육경련, 식욕부진, 관절통, 뼈의 통증, 복통, 말초부종 및 무력증이 더 낮은 빈

도(<10%, ≥ 5%) 로 관찰되었으며, 이는 경증에서 중등도였다(1 또는 2 등급).

흉막 및 심낭 삼출 뿐 아니라 체액 저류 합병증이 이 약을 복용한 환자의 1% 미만에서 발생

하였다. 심부전은 1% 미만 환자에서 관찰되었고, 위장관 및 중추신경계 출혈은 1% 및 1% 

미만에서 각각 보고되었다. 

500msec를 초과하는 QTcF가 4명의 환자 (<1%)에서 관찰되었다. 

(일시적이거나 지속적인) Torsade de Pointes의 에피소드가 관찰된 적이 없다. 

혈액학적 약물 이상반응은 골수억제를 포함한다: 혈소판감소증(31%), 호중구감소증(17%) 및 

빈혈(14%). 3/4 등급의 실험실적 이상은 표-3에서 기술한다. 

약물과의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이상반응 때문에 투여를 중단한 환자는 만성기와 가속기에서 

각각 16%와 10%였다.   

3) 가장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

<표 2>는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의 5% 이상에서 보고된 비-혈액학적 이상반응

(실험실적 이상 제외)을 기술한 것이다.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이 빈번하게 나타난 반응 순으

로 기재되었다: 매우 흔하게 (≥1/10), 흔하게 (≥1/10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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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진단된 만성기 Ph+CML
저항성 또는 불내셩 만성기 및

가속기 Ph+CML

타시그나 
300mg 
1일 2회

타시그나 
400mg 
1일 2회

이매티닙 
400mg 
1일 1회

타시그나 
300mg 
1일 2회

타시그나 
400mg 
1일 2회

이매티닙  
400mg 
1일 1회

타시그나 400mg 
1일 2회

모든 등급 (%)
3 또는 4 등급

(%)

모든 
등급
(%)

3/4 
등급
(%)

CML-CP
3/4 등급

(%)

CML-AP
3/4 등급

(%)

매우 흔하게 변비 9 6 2 0 <1 0 12 <1 <1 0

매우 흔하게 설사 8 7 26 <1 0 1 11 2 2 <1

매우 흔하게 구토 5 9 18 0 1 0 10 <1 <1 0

흔하게
상복부 

복통
9 7 6 <1 0 <1 5 <1 <1 0

흔하게 복통 6 5 4 0 <1 0 6 <1 <1 <1

흔하게 소화불량 5 5 5 0 0 0 3 0 0 0

피부 및 피하조직 장애

매우 흔하게 발진 32 37 13 <1 3 2 28 1 2 0

매우 흔하게 가려움 16 13 6 <1 <1 0 24 <1 <1 0

매우 흔하게 탈모 9 13 5 0 0 0 9 0 0 0

흔하게 건조피부 8 10 5 0 0 0 5 0 0 0

흔하게 홍반 2 6 3 0 0 0 5 <1 <1 0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장애

매우 흔하게 근육통 10 11 10 <1 0 0 10 <1 <1 <1

흔하게 관절통 7 9 8 <1 0 <1 7 <1 1 0

흔하게 근육경련 8 7 27 0 <1 <1 8 <1 <1 0

흔하게 뼈의통증 4 4 3 0 0 <1 6 <1 <1 0

흔하게
사지 끝 

통증
5 2 7 <1 <1 <1 5 <1 <1 <1

전신장애 및 투여 부위

매우 흔하게 피로 11 9 10 0 <1 <1 17 1 1 <1

흔하게 무력감 9 5 8 <1 <1 0 6 0 0 0

흔하게 말초부종 5 6 15 0 0 0 6 0 0 0

임상시험에서 얻은 추가적인 결과

아래의 이상반응은 임상시험에서 이 약의 권장용량을 투여받은 환자 중 5% 미만의 빈도로 보고

된 것이다 (빈도 : 흔하게 (≥1/100, <1/10), 흔하지 않게 (≥1/1,000, <1/100), 단독 사례는 “빈

도 알려지지 않음”으로 기술). 임상검사치에 해서는, <표 2>에 기재되지 않은 “매우 흔한 사례 

(≥1/10)를 아래에 포함시켰다. 이상반응은 임상적 관련성에 근거하여 포함되었으며, 각각의 분

류 내에서 중증도가 높은 순서 로 기재되었다.

감염 및 침습

흔하게: 모낭염

흔하지 않게: 상기도 감염(인두염, 코인두염, 비염을 포함) 폐렴, 기관지염, 요도감염, 단순포진 

감염, 칸디다증(구강 칸디다증 포함), 위장관염

빈도 알려지지 않음: 패혈증, 피하 고름, 항문 고름, 종기, 무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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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악성 및 미확인 신생물

흔하게: 피부 유두종

빈도 알려지지 않음: 구강 유두종

혈액 및 림프계 장애

흔하게: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범혈구감소증, 림프구감소증

빈도 알려지지 않음: 혈소판증가증, 백혈구증가증, 호산구증가증

면역계 장애

빈도 알려지지 않음: 과민반응

내분비계 장애

흔하지 않게: 갑상선항진증, 갑상선저하증

빈도 알려지지 않음: 이차성 부갑상선항진증, 갑상선염

대사 및 영양 장애

흔하게: 전해질 불균형(저마그네슘혈증, 고칼륨혈증, 저칼륨혈증, 저나트륨혈증, 저칼슘혈증, 저

인산혈증, 고칼슘혈증, 고인산혈증), 당뇨, 고혈당증,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지혈증, 식욕감소

흔하지 않게: 탈수, 식욕증가

빈도 알려지지 않음: 고요산혈증, 통풍, 저혈당증, 이상지질혈증 

정신 장애 

흔하게: 우울, 불면증, 불안

빈도 알려지지 않음: 지남력장애, 혼동, 기억상실증, 불쾌감 

신경계 장애

흔하게 : 현기증(dizziness), 말초신경병증, 감각저하, 지각이상(paraesthesia)

흔하지 않게: 두개내 출혈, 편두통, 의식상실(실신 포함), 진전, 주의력 장애, 지각과민증 

빈도 알려지지 않음: 뇌부종, 시각신경염, 기면, 이상감각(dysaesthesia), 하지불안증후군

눈 장애

흔하게: 눈출혈, 눈주위부종, 눈 가려움, 결막염, 눈건조

흔하지 않게: 시력장애, 흐린시력, 시력감소, 눈꺼풀 부종, 광시증, 충혈(공막, 결막, 눈), 눈자극

빈도 알려지지 않음:  유두부종, 복시, 눈부심, 눈팽창, 눈꺼풀염, 안통, 맥락망막병증, 결막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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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러지성 결막염, 눈 표면 질환

귀 및 미로 장애

흔하게: 현기증(vertigo)

빈도 알려지지 않음: 청력손상, 귀 통증, 이명

심장 장애

흔하게: 협심증, 부정맥(방실블럭, 심장조동, 주기외수축, 심방세동, 빈맥, 서맥을 포함), QT 연장

흔하지 않게: 심부전, 심낭삼출, 관상동맥질환, 청색증, 심장잡음

빈도 알려지지 않음: 심근경색증, 심실기능장애, 심장막염, 박출율 장애

혈관 장애

흔하게: 고혈압, 홍조

흔하지 않게: 고혈압성 발작, 말초동맥 폐쇄성 질환, 혈종

빈도 알려지지 않음: 출혈성 쇼크, 저혈압, 정맥혈전증

호흡기, 흉부 및 종격 장애

흔하게: 호흡곤란, 운동호흡곤란, 비출혈, 기침, 발성장애

흔하지 않게: 폐부종, 흉막삼출, 간질폐질환, 흉통, 흉막염, 인후두통, 인후자극

빈도 알려지지 않음: 폐고혈압, 쌕쌕거림

위장관 장애

흔하게: 췌장염, 복통, 복부불쾌, 복부 팽만, 소화불량, 미각이상, 위장내 가스

흔하지 않게: 위장관 출혈, 혈변, 구강 궤양, 위식도 역류, 구내염, 식도통증, 구내건조

빈도 알려지지 않음: : 위장궤양성 천공, 복막뒤 출혈, 토혈, 위궤양, 궤양성 식도염, 잠복성 장폐

색, 위염, 장염, 치질, 열공 탈장, 직장 출혈, 치아 민감, 치은염

간담도계 장애

흔하게: 간 기능 이상

흔하지 않게: 간 독성, 간염, 황달

빈도 알려지지 않음: 담즙정체, 간 비

피부 및 피하조직장애

흔하게: 야간발한, 습진, 두드러기, 홍반, 다한증, 타박상, 여드름, 피부염(알레르기 및 여드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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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피부건조

흔하지 않게: 박탈성 발진, 약발진, 피부 통증, 반상출혈, 얼굴부종

빈도 알려지지 않음: 다형홍반, 결절홍반, 피부궤양, 손-발바닥 홍반성감각이상증후군, 점상출혈, 광

과민증, 물집, 피부 낭종, 피지선 증식, 피부 위축, 피부 변색, 피부박리, 피부 색소침착, 피부 비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장애

흔하게: 근골격성 흉통, 근골격성 통증, 측복통

흔하지 않게: 근골격 경직, 근무력, 관절종창

빈도 알려지지 않음: 관절염

신장 및 요도 장애

흔하게: 빈뇨증

흔하지 않게: 배뇨장애, 긴박성 배뇨, 야뇨증

빈도 알려지지 않음: 신부전, 혈뇨, 요실금, 색뇨증  

생식기계 및 유방 장애

흔하지 않게: 유방통, 여성형유방증, 발기장애 

빈도 알려지지 않음: 유방의 경화, 월경 과다증, 유두종창 

전신장애 및 투여부위

흔하게: 발열, 흉통(비심인성 흉통 포함), 통증(목통증과 요통 포함), 흉부 불쾌감, 권태감

흔하지 않게: 얼굴부종, 폐부종, 인플루엔자유사증상, 오한, 체온 변화 (열감, 한기 포함)

빈도 알려지지 않음: 국소 부종

임상검사치

흔하게: 헤모글로빈 감소, 혈중 아 라제 증가, 감마-글루타  전이효소 증가, 혈중 크레아틴 인

산활성효소 증가, 혈중 알칼리 포스파타제 증가, 체중 감소, 체중 증가 

흔하지 않게: 혈중 젖산탈수소효소 증가, 혈중 요소 증가

빈도 알려지지 않음: 트로포닌 증가, 혈중 비결합 빌리루빈 증가, 혈중 인슐린 증가, 지질단백질 

증가(very low density 및 high density 포함), 혈중 부갑상선 호르몬 증가

실험실적 이상

일상 혈액학적 또는 생화학적 실험실 수치에 있어 임상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중증인 이상은 아

래 <표 3>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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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진단된 만성기 Ph+CML
저항성 또는 불내성 

Ph+CML

타시그나 

300mg 

1일 2회

N=279

타시그나 

400mg 

1일 2회

N=277 

이매티닙 

400mg 

1일 1회

N=280

만성기 

N=321

가속기 

N=137

혈액학적 지표

골수 억제

  ․ 호중구감소증 12% 11% 21% 31% 42%

  ․ 혈소판감소증 10% 12% 9% 30% 42%

  ․ 빈혈 4% 4% 5% 11% 27%

생화적 지표

  ․ 크레아티닌 상승 0% 0% <1% 1% <1%

  ․ 리파아제 상승 7% 8% 3% 18% 18%

  ․ SGOT (AST) 상승 1% 3% 1% 3% 2%

  ․ SGPT (ALT) 상승 4% 9% 3% 4% 4%

  ․ 저인산혈증 5% 6% 8% 17% 15%

  ․ 총 빌리루빈 상승 4% 8% <1% 7% 9%

시판 후 경험

다음 이상반응은 자발보고, 문헌, 동정적 사용 및 등록용 이외의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것들이다. 

이 반응들은 규모가 명확하지 않은 집단에서 보고되었기 때문에 그 빈도나 닐로티닙 노출과의 

인과관계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다. 

빈도 알려지지 않음: 종양용해증후군이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보고되었다.  

4. 일반적 주의

1) 이 약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 한 치료경험이 있는 의사의 감독 하에서만 투여한다.

2) 이 약의 투여는 혈소판감소증, 호중구감소증 및 빈혈(NCI CTC 3/4등급)과 종종 연관이 있으

며, 그 발생은 이매티닙 저항성 또는 불내성 만성골수성백혈병, 특히 가속기에서 더 빈번하

다. 따라서 전혈구수는 투여 첫 2개월 동안은 2주마다, 이후에는 1개월 마다 또는 임상적 징

후가 있을 때 검사해야 한다. 골수억제는 체로 가역적이며, 이 약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또는 용량을 감량함으로써 조절될 수 있다.

3) 이 약의 운동 능력이나 운전 또는 기계 조작에 한 영향과 관련된 시험은 실시되지 않았다. 

이 약 투여 시 어지러움, 구역, 구토와 같은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전이나 기계 

조작 시 주의가 요구된다.

5. 상호작용

1) 닐로티닙의 혈장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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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로티닙은 주로 간의 CYP3A4에 의해 사되며 다중 약물 유입펌프인 P-glycoprotein(Pgp)

에 한 기질이다. 따라서, 전신 흡수된 닐로티닙의 흡수와 이에 따른 소실은 CYP3A4 및/또

는 PgP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닐로티닙과 이매티닙 (P-gp와 

CYP3A4의 기질이자 조정자)을 병용 투여한 1상 임상시험에서, 두 약물이 모두 CYP3A4 및/

또는 PgP에 약간의 저해 효과를 보였다. 두 약물을 병용 투여했을 때, 이매티닙의 AUC는 

18%에서 39%로 증가하였으며, 닐로티닙의 AUC는 18%에서 40%로 증가하였다. 건강한 피험

자에서 강력한 CYP3A4저해제인 케토코나졸과 병용투여되었을 때 닐로티닙의 생체이용율은 

3배까지 증가되었다. 따라서 케토코나졸 또는 다른 강력한 CYP3A4저해제(예: 이트라코나졸, 

보리코나졸, 클래리스로마이신, 텔리스로마이신, 리토나비어, 다른 단백분해효소(protease) 

저해제)와 병용 투여해서는 안된다. CYP3A4 저해효과가 없거나 극미한 체약물과의 병용투

여가 고려되어야 한다. 

2) 닐로티닙의 혈장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약물

CYP3A4 활성 유도제는 닐로티닙의 사를 증가시켜 약물의 혈장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CYP3A4를 유도시키는 약물(예, 페니토인, 리팜피신, 카르바마제핀, 페노바르비탈, St.John's 

Wort)과의 병용투여는 닐로티닙의 노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CYP3A4유도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서는 더 낮은 효소 유도력을 가진 약물의 선택이 고려되어야 한다. 건강한 피험자에서 

CYP3A4 유도제인 리팜피신을 1일 600mg 12일간 투여했을 때, 닐로티닙에 한 전신 노출 

(AUC)은 약 80% 감소하였다. 닐로티닙의 용해도는 pH 의존적이며, pH가 높아질수록 용해

도가 감소한다. 건강한 피험자에서 에소메프라졸을 1일 400mg 5일간 투여했을 때, 위장내 

pH는 현저하게 상승하였으나, 닐로티닙의 흡수는 경미하게 감소하였다 (Cmax 27% 감소, 

AUC0-∞ 34% 감소). 이 약은 필요시 에소메프라졸 또는 다른 PPI (proton pump inhibitor)

와 함께 투여할 수 있다.

3) 닐로티닙에 의해 약물의 전신 농도가 변동될 수 있는 약물

닐로티닙은 in vitro에서 경쟁적 CYP3A4, CYP2C8, CYP2C9, CYP2D6 및 UGT1A1 저해제로 

알려져 있으며, Ki 수치는 CYP2C9에서 가장 낮았다 (Ki=0.13 microM). 건강한 피험자에서, 

닐로티닙은 임상적으로 유의한 농도에서 민감한 CYP2C9 기질인 와파린의 약물동태 또는 약

물역학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이 약은 항응고 효과를 증가시키지 않고 와파린과 동시에 투여

될 수 있다. 게다가, 건강한 피험자에서 미다졸람과 병용하여 이 약의 단회용량 투여 시 미다

졸람의 노출은 30%까지 증가되었으나, 1-히드록시-미다졸람이 미다졸람으로 사되는 비율

은 변화하지 않았다.

4) 항부정맥 약물과 QT를 연장시킬 수 있는 다른 약물

이 약과 항부정맥 약물 (예: 아미오다론, 디소피라마이드, 프푸로카인아미드, 퀴니딘, 소타롤) 

또는 QT 간격을 연장시킬 수 있는 다른 약물 (예: 클로로퀸, 할로판트린, 클래리스로마이신, 

할로페리돌, 메타돈, 목시플록사신, 베프리돌, 피모자이드)와의 병용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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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식과의 상호작용

이 약과 음식을 함께 복용할 경우, 닐로티닙의 혈청 농도가 증가하여 흡수가 증가될 수 있다. 

CYP3A4를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몽쥬스나 다른 음식들은 피해야 한다.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이 약의 임부에서의 사용에 한 충분한 자료는 없다. 동물시험에서 최기형성을 보이지는 않

았으나, 모체독성을 보였던 용량에서 배․태자 독성을 보였었다. 이 약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

니라면 임신기간 동안 투여되어서는 안된다. 임신동안 이 약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

에게 태아에 한 잠재적 위험을 알려줘야 한다. 남성과 임신가능성이 있는 여성도 이 약의 

투여동안 효과적인 피임을 해야 한다.

2) 닐로티닙이 사람의 모유로 배설되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동물시험에서 이 약은 모유

로 배설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아에 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약 투여동안 

수유해서는 안된다.

7. 소아 및 청소년

소아 및 청소년 환자에 한 임상시험이 실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18세 미만의 환자에게는 권장

되지 않는다.

8. 고령 환자

1) 임상시험에서 피험자의 약 12%(새로 진단된 만성기  Ph+CML 임상시험), 30%(저항성 또는 

불내약성을 보이는 만성기 또는 가속기의 Ph+CML임상시험)가 65세 이상의 환자였으며, 이 

환자군에서 이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18-65세 환자와 비교하여 중 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

았다.

2) 65세 이상 환자에 한 용량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9. 과량투여시의 처치

닐로티닙을 의도적으로 과량 복용한 단독 사례들이 보고되었으며, 이 약 (수량을 알려지지 않음)

과 알콜 및 다른 약물들이 함께 섭취되었다. 이 사례들에서 호중구감소증, 구토 및 졸음이 나타났으

며, ECG 변화 또는 간독성은 보고되지 않았다. 과량투여가 발생했을 때 환자를 면 하게 관찰하고 

적절한 보조적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10. 적용상의 주의

1) 캡슐과 접촉을 한 후에는 즉시 손을 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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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캡슐이 손상되었을 경우 캡슐 안의 가루를 흡입하거나 피부나 점막에 접촉해서는 안된다.

3) 피부에 닿았을 경우 그 부위를 비누와 물로 씻어야 하며 눈에 닿았을 경우에는 물로 씻어낸다.

4) 캡슐의 가루를 쏟았을 경우에는 젖은 티슈를 이용하여 닦아낸 후 봉인된 용기에 적절하게 

폐기해야 한다.

11.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30℃이하 실온에서 보관한다.

2) 원래의 포장에 보관한다.

3)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12. 기타

1) 닐로티닙은 중추신경계나 호흡기계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In vitro에서 심장에 한 

안전성시험을 실시한 결과 QT 연장이 나타났다. 39주까지 개 또는 원숭이에서 ECG 측정 

또는 개에서 특별한 원격측정시험을 실시한 결과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2) 개에서 4주까지 원숭이에서 9개월까지 반복독성시험을 실시한 결과 닐로티닙의 1차 표적장기

인 간에서의 독성이 나타났다. 변화는 알라닌아미노전이효소의 증가, 알카라인 인산화효소의 

활성, 조직병리학적 소견(주로 sinusoidal 세포, Kupffer 세포의 증식/비 , 담도 증식, 문맥주

위 섬유화)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임상화학에서의 변화는 4주간의 회복기 이후 완전한 가역

성을 보이나 병리학적 변화는 단지 부분적으로 가역성을 보인다. 간에서 반응을 나타낸 가장 

낮은 용량의 노출은 사람에서 800mg/일 용량에서의 노출보다 낮다. 26주까지 투여한 마우스

와 랫드의 간에서는 최소 변화만이 발견되었다. 랫드, 개 및 원숭이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의 

가역적 증가가 주로 관찰되었다.

2년의 랫드 발암성 시험에서, 비종양 병변의 주요 상기관은 자궁(비 증, 혈관확장증, 내피

과형성, 염증 및/또는 상피과증식)이었다.

3) In vitro에서 박테리아, in vitro와 in vivo( 사활성의 유․무하에서)에서 포유류를 이용한 유전 

독성시험 결과, 닐로티닙의 돌연변이 가능성에 한 어떠한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다. 닐로티

닙에 한 발암성시험은 실시되지 않았다.

4) 2년의 랫드 발암성 연구에서, 닐로티닙의 5, 15, 40mg/kg/일 용량은 발암성을 나타내지 않았

다. 최  투여량에서의 노출(AUC)은 사람에서 닐로티닙 800mg/일 용량에서 노출(AUC)의 3

배에서 7배로 나타났다.

5) 닐로티닙은 최기형성을 유발하지는 않았으나, 모체독성을 보였던 용량에서 배 ․ 태자 독성을 

보였다. 암 ․ 수컷을 상으로 한 생식시험과 암컷을 상으로 한 배자독성시험 모두에서 착상 

후 배자 손실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랫트에서는 배자 치사율 및 태자 영향(주로 태자 체중 

감소, 내장 및 골격 변형) 및 토끼에서는 태자흡수 증가 및 골격변형이 배자독성시험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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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일반적으로 닐로티닙의 암컷에서의 NOAEL은 사람에서 800mg/일 용량에서보다 더 

낮거나 동등하였다.

6) In vitro에서 닐로티닙은 UV-B와 UV-A 파장의 빛을 흡수시켜 피부에 분포시킴으로써 광독성

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in vivo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닐로티닙이 광과민성을 일으킬 위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한국노바티스(주) 타시그나캡슐150 리그램(닐로티닙염산염일수화물) 수입

2 한국노바티스(주) 타시그나캡슐200 리그램(닐로티닙염산염일수화물)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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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스티그민 단일제 (경피흡수제)
(Rivastigmine)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게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인 리바스티그민, 다른 카바메이트 유도체 또는 이 약의 다른 첨가 성분에 과

민증 환자 

2) 중증의 간기능 손상 환자(시험된 적이 없음.)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체중이 50kg 미만인 환자: 더 많은 이상반응을 경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투여가 중단될 

수 있다. 권장 유지용량인 패취 10을 초과하여 증량할 때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리바스티그민 단일제 (경피흡수제) (Rivastigmine)

 분류 번호 ∙ [01190]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한국노바티스(주)

 정보 사항 ∙ 이상반응 항목

  - 이상반응 항목에 “치매를 동반하는 파킨슨병 환자들을 대상

으로 24주 동안 공개 라벨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이

상반응이다”를 “다음은 파킨슨병을 동반하는 치매환자들

을 대상으로 24주 동안 공개 라벨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보

고된 이상반응이다”로 정정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300호, 2012. 1.30.)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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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취 10
환자수(%)

패취 20
환자수(%)

캡슐 6mg 1일 2회
환자수(%)

위약
환자수(%)

전체 환자 수 291 303 294 302

이상반응을 보인 환자 수 147(51) 200(66) 186(63) 139(46)

구역 21(7) 64(21) 68(23) 15(5)

구토 18(6) 57(19) 50(17) 10(3)

설사 18(6) 31(10) 16(5) 10(3)

우울 11(4) 12(4) 13(4) 4(1)

두통 10(3) 13(4) 18(6) 5(2)

불안 9(3) 8(3) 5(2) 4(1)

식욕부진/식욕감퇴 9(3) 27(9) 26(9) 6(2)

체중 감소 8(3) 23(8) 16(5) 4(1)

어지러움 7(2) 21(7) 22(7) 7(2)

복통 7(2) 11(4) 4(1) 2(1)

요로감염 6(2) 5(2) 4(1) 3(1)

무력증 5(2) 9(3) 17(6) 3(1)

피로 5(2) 7(2) 2(1) 4(1)

불면 4(1) 12(4) 6(2) 6(2)

상복부통 3(1) 8(3) 6(2) 6(2)

어지러움(vertigo) 0(0) 7(2) 4(1) 3(1)

3. 이상반응 

1) 구역, 구토, 식욕부진, 체중 감소를 포함하여 유의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권장용량을 초과하

는 고용량에서 보고되었다. 

2)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를 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의 이상반응 

  ① 이상반응으로 인한 투여 중단: 총 1195 명의 알츠하이머형 치매환자를 무작위 배정하여 

엑셀론 패취 10, 패취 20, 엑셀론 캡슐 6mg 1일 2회 및 위약을 투여하였을 때, 이상반응으

로 인해 투여를 중단한 환자의 비율은 각각 9.6%, 8.6%, 8.1%, 5.0% 이었다.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 군에서 투여를 중단하도록 한 가장 .7%, 1.3% 이었다. 구흔한 이상반응은 구역 

및 구토였다. 구역으로 인해 투여를 중단한 환자의 비율은 각각 0.7%, 1.7%, 1토로 인해 

투여를 중단한 환자의 비율은 각각 0%, 1.7%, 2.0%, 0.3% 이었다. 

  ② 가장 흔하게 관찰된 이상반응: 최소 5% 이상의 발생률을 보이면서 위약 투여 군에서보다 

더 빈번한 이상반응으로 정의하였다. 엑셀론의 콜린성 작용에 의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구

역, 구토 및 설사가 나타났고 이들은 엑셀론 패취 10 투여 군에서보다 패취 20을 투여한 

군에서 더 흔하게 발생하였다. 

  ③ 다음은 모든 엑셀론 패취 투여 군에서 발생률이 2% 이상이고, 위약 투여 군에서보다 더 

높았던 이상반응이다. 

  ④ 패취 적용부위의 피부 반응 부분의 환자들에서 피부 자극이 없었거나 경증에서 중등도의 

반응이 관찰되었다. 중증 반응의 발생률은 투여용량과 관계없이 매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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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및 림프계 장애 

흔하게 빈혈 

심장 장애 

흔하지 않게 
협심증, 심부전, 서맥, 심방세동, 심실위주기외수축, 심근경색, 빈맥, 

부정맥, 방실차단

귀 및 미로 장애 

흔하지 않게 귀울림

눈 장애 

흔하지 않게 백내장, 녹내장, 시야흐림

위장관계 장애 

매우 흔하게 구역, 구토

흔하게 변비, 위염, 설사, 소화불량, 복통

흔하지 않게 
역류성 위식도 장애, 혈변, 소화성궤양, 혈액구토, 췌장염, 침과다분비, 

위궤양, 위장관 출혈(예, 출혈성 십이지장염)

전신 장애 및 투여부위 장애 

흔하게 투여부위 반응, 투여부위 홍반, 투여부위 가려움증, 부종, 피로, 무력증

흔하지 않게 
접촉성 피부염, 투여부위의 자극, 말초 부종, 가슴통증, 투여부위 습진, 

고열증, 권태감

간 담도 장애 

흔하지 않게 담낭염 

감염 및 침습 

흔하게 비인두염, 폐렴 

흔하지 않게 게실염 

상해, 중독 및 절차상 합병증 

흔하게 낙상

흔하지 않게 골반 골절, 경막하혈종 

검사치 

흔하게 체중감소

3) 기타 임상시험에서 관찰된 이상반응 

  ① 엑셀론 패취는 전세계적으로 1071명의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들에 투여되었다. 이 중에

서, 869명은 최소 3개월, 706명은 최소 6개월, 212명은 1년 동안 투여 받았다. 북아메리카,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일본에서 1개의 비교임상시험, 4개의 공개 지표 임상시험이 

실시되는 동안 발생한 약물에 의한 증상 및 증후가 연구자들에 의해 이상반응으로써 기록

되었다. 

  ② 이상반응은 신체 기관계에 따라 분류되어 아래에 나열되었다. 최소 1명의 환자에서 발생한 

모든 이상반응(약 0.1%)이 포함되었고, 이미 다른 곳에서 서술되었거나 너무 일반적이거나 

상 적으로 사소한 반응은 제외되었다. 이 반응들은 엑셀론 패취와 반드시 연관되어 있지 

않고, 부분 위약과 유사하였다. 

매우 흔하게(≥ 1/10), (흔하게(≥ 1/100, <1/10), 흔하지 않게(≥ 1/1,000 ~ <1/100), 드물

게(≥ 1/10,000 ~ <1/1,000), 매우 드물게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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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하지 않게 
혈중 크레아틴 포스포키나제 증가, 리파제 증가, 혈중 아 라제 증가, 

ECG QT 연장 

사 및 영양 장애 

흔하게 탈수, 식욕부진, 식욕감퇴

흔하지 않게 고지질혈증, 저칼륨혈증, 저나트륨혈증 

근 골격계 장애 

흔하지 않게 관절통, 근육 경련, 근육통 

정신계 장애 

흔하게 불안, 우울, 불면

흔하지 않게 망상, 초조, 환각

신경계 장애 

흔하게 떨림, 현기증, 두통

흔하지 않게 편두통, 파킨슨증, 간질, 뇌혈관사고, 실신, 기면

신장 및 요로 장애 

흔하게 요실금 

흔하지 않게 다뇨, 혈뇨, 야뇨증, 신부전 

생식계 및 유방 장애 

흔하지 않게 양성 전립선 비 증 

호흡기, 흉부, 및 종격 장애 

흔하지 않게 호흡곤란, 기관지경련, 만성폐쇄성폐질환 

피부 및 피하조직 장애 

흔하게 가려움증 

흔하지 않게 홍반, 습진, 피부염, 홍반성 발진, 피부 궤양, 다한증

혈관 장애 

흔하지 않게 저혈압 

빈도
총 환자수 
(N = 288)

 n(%)

정신계 장애

불면증

우울증

불안

초조

흔하게

흔하게

흔하게

흔하게

18(6.3)

16(5.6)

15(5.2)

8(2.8)

신경계 장애

떨림

현기증

기면

운동감소증

운동완만

톱니바퀴 경축(Cogwheel rigidity)

운동이상증

흔하게

흔하게

흔하게

흔하게

흔하게

흔하게

흔하게

21(7.3)

16(5.6)

12(4.2)

11(3.8)

10(3.5)

8(2.8)

7(2.4)

다음은 파킨슨병을 동반하는 치매 환자들을 상으로 24주 동안 공개 라벨로 진행된 임상시험에

서 보고된 이상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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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총 환자수 
(N = 288)

 n(%)

위장관계 장애

복통 흔하게 6(2.1)

혈관계 장애

고혈압 흔하게 9(3.1)

전신 장애 및 투여부위 장애

낙상

투여부위홍반

투여부위자극,가려움,발진

피로

무력증

보행장애

매우 흔하게 

매우 흔하게

흔하게

흔하게

흔하게

흔하게

34(11.8)

31(10.8)

9(3.1), 13(4.5), 7(24)

10(3.5)

6(2.1)

11(3.8)

파킨슨병을 동반한 치매 환자에게 이약을 투여한 76주, 전향적, 공개라벨 시험에서 관찰된 추가

적인 이상반응은 탈수, 체중감소, 공격성, 환시(흔하게) 였다.

엑셀론 캡슐을 투여받은 환자 중 치매를 동반한 파킨슨환자에서 다음의 이상반응이 보고되었다. 

: 구역, 구토(매우 흔하게), 식욕 감소, 안절부절, 파킨슨병의 악화, 서맥, 설사, 소화불량, 타액 과분

비, 땀분비 증가(흔하게), 근육긴장이상, 심방세동, 방실차단(흔하지 않게)

4) 시판 후 자발적 보고에서 관찰된 이상 약물 반응

다음과 같은 시판 후 자발적 보고에 기초한 추가적 이상 약물 반응이 나타났다. 이는 불분명

한 환자군 크기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측정된 빈도수는 명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드물게: 고혈압, 투여부위 과민성, 가려움증, 발진, 홍반, 두드러기, 물집, 알러지성 피부염

매우 드물게: 빈맥, 방실차단, 심방세동, 췌장염, 낙상, 발작. 파킨슨병의 악화가 이 약으로 

치료한 파킨슨병 환자에서 발견되었다. 

빈도 불명: 탈수, 간염, 공격성, 안절부절, 동기능부전증후군

4. 일반적 주의 

1) 위장관계 장애 

권장 용량을 초과하는 용량 투여는 구역, 구토, 설사. 식욕부진/식욕 감퇴, 체중 감소 등의 

유의한 위장관계 이상반응과 관련된다. 구역, 구토, 설사와 같은 위장관계 장애가 투여 개시 

그리고/또는 용량 증량 시 나타날 수 있다. 이들은 용량 감소에 반응할 수 있다. 이외에 다른 

경우는 이 약의 사용을 중지한다. 지속된 구토와 설사로 인한 탈수의 증상과 징후를 나타내는 

환자에서 신속하게 발견되어 치료할 경우, 수액 정맥투여 및 용량 감소 또는 투여 중단으로 

조절할 수 있다. 탈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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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은 항상 패취 5 에서 투여를 시작하고 유지 용량인 패취 10으로 증량하여야 한다. 투여

가 수일 이상 중단되었다면 중증의 구토와 잠재적으로 중 한 후유증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

해 가장 낮은 용량으로 투여를 재개하여야 한다. 

간병인은 권장 용량을 초과하는 엑셀론 패취 사용시 식욕부진과 체중 감소의 가능성이 증가

되고, 구역 및 구토의 발생률이 증가함을 알아야 한다. 간병인은 이러한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지 모니터링하고, 발생할 시 담당의사에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 투여가 수일 이상 중단된 경

우엔 담당의사와 상의하기 전까지 다음 용량을 투여해선 안 됨을 간병인에게 주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구역 및 구토: 비교 임상시험에서, 엑셀론 캡슐 6mg 1일 2회 투여군의 23%에서 구역이 

나타난 반면, 엑셀론 패취 10 투여군 및 위약 투여군에서는 각각 7% 및 5%에서 나타났다. 

구토는 엑셀론 캡슐 6mg 1일 2회 투여 군 17%, 엑셀론 패취 10 투여군 6%, 위약 투여군 

3%에서 나타났다. 위약과 같이 패취 10 투여군에서 구토로 투약을 중단한 바는 없었고

(0%), 엑셀론 캡슐 6mg 1일 2회 투여 군에서는 2%가 중단하였다. 중증의 구토 발생률은 

위약과 패취 10 투여군 모두 0%, 엑셀론 캡슐 6mg 1일 2회 투여군 1% 이었다. 엑셀론 

패취 20 투여 군의 21%에서 구역, 19%에서 구토가 나타났고, 2%가 구토로 인해 투약을 

중단하였으며, 중증의 구토는 1%에서만 발생하였다. 

  ② 체중 감소: 비교 임상시험에서 체중이 7% 이상 감소의 발생률이 엑셀론 패취 10 투여 군의 

8%, 엑셀론 캡슐 6mg 1일 2회 투여 군의 11%, 위약 투여 군의 6%으로 나타났다. 엑셀론 

패취 20 투여 군의 12%가 체중이 7% 이상 감소되었다. 체중감소가 약과 연관된 식욕부진, 

구역, 구토, 설사와 어느 정도 관련이 되어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③ 설사: 비교 임상시험에서 엑셀론 패취 10 투여 군의 6%가 설사를 보였고, 캡슐 6mg 1일 

2회 투여 군에서는 5%, 패취 20 투여 군에서는 10%, 위약 투여 군에서는 3%에서 나타났다.

  ④ 식욕부진/식욕감퇴: 비교 임상시험에서 엑셀론 패취 10 투여 군의 3%가 식욕부진 또는 식

욕감소를 보였으며, 캡슐 6mg 1일 2회 투여 군 9%, 패취 20 투여 군 9%, 위약 투여 군 

2%에서 나타났다. 

  ⑤ 소화성 궤양/위장관 출혈: 콜린에스테라제 저해제는 콜린 활성을 증가시키므로 이로 인한 

위산분비 증가가 예상될 수도 있다. 따라서 활성 또는 잠재 위장관 출혈의 증상이 나타나

는지 면 히 살펴보아야 하고, 특히 궤양의 병력이 있거나 NSAIDs를 복용중인 환자들과 

같이 궤양 발생의 위험이 증가된 환자들은 특별히 살펴보아야 한다. 임상시험 결과에서는 

위약에 비해 소화성 위궤양이나 위장관 출혈의 유의한 발생률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2) 마취: 이 약은 콜린에스테라제 저해제로 마취 중에 석시닐콜린형 근이완제의 효과를 증강시키

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약은 마취제 투여 전 적당한 간격동안 중단해야 한다. 이 약은 

다른 콜린 양 또는 항 콜린 약물과 병용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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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혈관: 콜린 활성을 증가시키는 약물은 심박동수(예, 서맥)에 한 미주신경 긴장효과를 나

타낼 수 있다. 이 작용 가능성은 동기능부전증후군(sick sinus syndrome) 또는 기타 심실위

전도이상(supraventricular cardiac conduction conditions) 환자에서 특히 중요할 수 있다. 

여러 임상시험에서 엑셀론은 심혈관 이상반응, 심박수 또는 혈압 변화, ECG 이상의 발생율 

증가와 관련이 없었다. 

4) 비뇨생식기: 엑셀론의 임상시험들에서 밝혀진 바는 없으나 콜린 활성을 증가시키는 약물은 

요로폐쇄을 일으킬 수 있다. 

5) 신경계 

  ① 발작: 콜린 활성을 증가시키는 약물은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발작의 활성은 알츠하이머병의 소견일 수도 있다. 

  ② 추체외로 증상: 다른 콜린성 약물과 같이, 리바스티그민은 추체외로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유도할 수 있다. 엑셀론 캡슐을 투여 받은 파킨슨병치매 환자들에서 떨림의 악화(운동완

만, 운동이상증, 보행 비정상을 포함), 떨림의 발생률 및 중증도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한 경우도 있었다(떨림으로 인한 투여 중단율: 리바스티그민군 

1.7%, 위약군 0%). 동 유해사례에 한 임상적 모니터링이 권장된다. 

6) 폐: 콜린 활성을 증가시키는 다른 약물과 같이 엑셀론은 천식 또는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환

자들에게 주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7) 운전 및 기계조작 능력: 치매는 운전이나 기계 조작 능력을 점차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리바스티그민의 투여는 이러한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리바스티그민으로 치료중인 치매 환자의 운전이나 기계 조작 능력은 담당의

사에 의해 정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8) 중증의 알츠하이머병 치매 또는 파킨슨병과 관련된 치매, 다른 형태의 치매, 기타 다른 형태의 

기억력 장애(연령과 관련된 인지력 감퇴)에 한 이 약의 사용에 해서는 연구되지 않았다.

5. 상호작용 

1) 엑셀론 패취에서 연구된 특정 상호작용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2) 리바스티그민은 주로 에스테라제에 의한 가수분해를 통해 사된다. Cytochrome P450 동종

효소에 의해서는 최소한의 사가 이루어진다. In vitro 시험에 근거하여, CYP1A2, CYP2D6, 

CYP3A4/5, CYP2E1, CYP2C9, CYP2C8, CYP2C19 의 동종 효소계에 의해 사되는 약물들

과의 약동학적 상호작용은 없다고 예상된다. 

3) 건강한 지원자들에 한 연구에서 경구용 리바스티그민과 디곡신, 와파린, 디아제팜, 플루옥

세틴 간의 약동학적 상호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와파린으로 유도된 프로트롬빈 시간 증가

는 리바스티그민 투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CYP450 사를 유도하거나 저해하는 약물들은 리바스티그민의 사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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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 625명에 한 모집단 약동학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구용 리바스티그민의 약동학

은 제산제(n=77), 혈압강하제(n=72), 베타 차단제(n=42), 칼슘채널 차단제(n=75), 혈당강하

제(n=21), NSAIDs(n=79), 에스트로겐(n=70), 살리실산 진통제(n=177), 협심증 치료제

(n=35), 항히스타민제(n=15)와 같이 흔하게 처방되는 약물들과의 병용투여에 의해 영향을 받

지 않았다. 

5) 약력학적 효과 면에서 볼 때 리바스티그민은 다른 콜린 작용 약물들과 병용투여 되어서는 

안 된다. 항 콜린 약제들의 활성을 간섭할 수도 있다. 콜린에스테라제 저해제와 함께 석시닐

콜린, 유사 신경근육차단제 또는 베타네콜과 같은 콜린 효능제와 함께 병용 투여되었을 때 

상승작용을 예상할 수도 있다. 

6) 치매 환자들의 연구에서, 경구용 리바스티그민과 리스페리돈의 병용 투여가 어떠한 임상적으

로 연관된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리스페리돈은 파킨슨병 치매 

환자들에게 사용금기이다. 리바스티그민과 항불안제(벤조디아제핀 제외), 정신병 치료제(리

스페리돈 제외), 항경련제 또는 항우울약과의 병용 경험은 없다. 리바스티그민과 레보도파(벤

세라자이드 또는 카비도파와 병용)를 병용하여 투여받는 파킨슨병 환자 치매 치료의 또 다른 

연구에서 임상적으로 관련된 이상반응이 보고되지 않았다. 

6. 임부에 대한 투여 

동물실험에서 리바스티그민은 기형발생이 없었으나, 임부에 한 이 약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립

되어 있지 않았다. 잠재적 이점이 태아에 한 잠재적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임부에 투여하

도록 한다. 

7. 수유부에 대한 투여 

리바스티그민을 랫드에 경구투여하였을 때 리바스티그민과 그 사체의 농도가 혈장에 비해 유

즙에서 약 2배 더 높았다. 리바스티그민이 사람 유즙으로의 배설되는지의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으

므로 리바스티그민으로 투여 중에 수유를 하지 않는다. 

8. 소아에 대한 투여 

소아에서 이 약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알츠하이머병 치매환자에 엑셀론 패취를 투여한 연구에서 리바스티그민의 노출에 해 나이의 

영향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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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과량투여시의 처치 

패취 제거 후 리바스티그민의 혈장 반감기는 약 3.4시간이고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억제 기간은 

약 9시간이므로, 과량투여 후 무증상인 경우에도 패취를 즉시 제거하고 이후 24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과량투여 한 어떤 경우에라도 일반적인 지지 요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콜린에스테라제 저해제가 

과량 투여된 경우에는 중증의 구역, 구토, 침분비, 발한, 서맥, 저혈압, 호흡 저하, 허탈, 경련이 

특징인 콜린성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 근육약화 증가의 가능성이 있으며, 호흡기 근육이 약화된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콜린 활성을 증가시키는 다른 약물들처럼 글리코피롤레이트

와 같은 4급 암모늄 항콜린제와 병용 투여되었을 때 혈압과 심박동수의 비전형적 반응이 보고된 

바가 있다. 엑셀론 패취로 투여된 리바스티그민의 혈장 반감기는 짧기 때문에 과량 투여시 투석(혈

장투석, 복막투석, 혈액여과)은 임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과량투여 후 중증의 구역 및 구토를 동반한 경우에는 항구토제 사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경구용 

엑셀론 46mg을 섭취한 례가 한 건 있었고, 그 환자는 구토, 실금, 고혈압, 정신운동지체, 의식 불명

을 나타내었고 보존적 치료 후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시판 후 보고 자료에서 약물의 오용(한번에 여러개의 패취를 사용)으로 인한 과량 투여가 보고되

었다. 이들 증례에서 보고된 전형적인 증상은 엑셀론 경구제제 과량투여 시의 증상과 유사하였다. 

11. 적용상의 주의 

패취 부착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크림, 로션 또는 파우더를 적용한 피부에 패취를 부착해서

는 안 된다. 

12. 기타 

1) 발암성

랫드와 마우스를 이용한 경구 발암성 시험에서, 최  용량(랫드 1.1mg/kg/day, 마우스 

1.6mg/kg/day)에서의 리바스티그민의 발암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우스를 이용한 패취제 발암성 시험에서 리바스티그민 0.75mg/kg/day 용량까지의 투여는 

발암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용량에서 평균 리바스티그민의 혈장 노출(AUC)은 임상시험에

서 권장용량을 투여받은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에서 관찰된 노출에 비해 0.3-0.4배였다. 

2) 생식독성

리바스티그민 패취제로 수행된 수태 및 생식능력에 한 시험은 수행되지 않았다. 

1.1mg/kg/day 용량으로 랫드에 경구 투여된 리바스티그민은 수태 및 생식능력에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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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한국노바티스(주) 엑셀론패취5(리바스티그민) 수입

2 한국노바티스(주) 엑셀론패취10(리바스티그민)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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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르비나핀염산염 단일제 (경구)
(Terbinafine Hydrohloride)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이 약은 만성 또는 활동성 간질환 환자에게는 권장되지 않는다. 이 약을 처방하기 전에 간질

환 및 간질환 병력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간독성은 간질환 병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하기 전 모든 환자에게 AST/ALT 검사가 권장되며, 투여 중에도 

정기적으로 간기능 검사를 시행하는 등 관찰을 충분히 한다. 이 약 투여 중 간기능 이상이 

의심되는 증상, 예를 들어 특별한 이유없이 지속적인 구역, 식욕부진, 피로, 구토, 우상복부통

증, 황달, 진한 뇨 또는 무른 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의사에게 보고하도록 환자

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고 즉시 환자의 간기

능을 검사해야 한다.

2) 간질환 병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손․발톱진균증 치료를 위한 이 약 사용으로 사망이나 간이식을 

초래하는 간부전이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간부전을 나타내는 환자의 다수는 중 한 기저 

전신 질환이 있었고 이 약과의 인과관계는 확실하지 않았다. 이 약의 투여로 간손상의 진행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해야 하며 이 약 투여 시 정기적인 간기능 검사를 시행한다.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테르비나핀염산염 단일제(경구) (Terbinafine Hydrohloride)

 분류 번호 ∙ [06290] 기타의 화학요법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한국노바티스(주)

 정보 사항 ∙ 이상반응 항목

  - 기타 시판 후 자발적 보고에 의한 이상반응에 “귀 및 미로 

이상 : 난청, 청각 장애, 이명” 추가하는 등 변경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359호, 2012. 2. 3.)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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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만성 또는 활동성 간질환 환자(간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를 상으로 한 단회투여 약물동력학 

연구에서 이 약의 체내소실율이 약 50%까지 감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3) 범혈구 감소, 무과립구증, 혈소판 감소 등의 혈액질환 환자

4) 중증 신부전 환자

5) 수유부

6) 2세 미만의 영아(투여경험이 없다.)

7)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 중증의 락타아제 결핍증 또는 포도당-

갈락토오스 흡수장애 등의 유전장애가 있는 환자는 이 약을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단, 유당 

성분 함유 제제에 한함).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신기능 손상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 50ml/min 또는 혈청크레아티닌 ≥ 300μmol/l))를 

상으로 한 이 약의 사용은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으므로 권장되지 않는다.

2) 고령자

3) 체중 20 kg 미만의 유·소아

4. 이상반응

1) 간장 : 드물게 간부전, 간염, 담즙정체, 황달 등의 중요한 간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발진, 

피부 가려움, 발열, 구역, 구토, 식욕부진, 권태감 등의 동반증상에 주의하면서 투여 초기 2개

월간은 월 1회씩 간기능검사를 시행한다. 그 후에도 정기적인 검사를 시행하면서 이상이 나타

나면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때때로 γ-GTP, AST/ALT, LDH, ALP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2) 혈액및 림프계 : 범혈구 감소, 무과립구증, 혈소판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인두염, 발열, 

림프절종창, 자색반, 피하출혈 등의 동반증상에 주의하면서 정기적인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이

상이 나타나면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때때로 백혈구 감소, 빈혈, 드물게 호중

구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3) 피부 :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중독성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심

각한 피부반응(급성 전신 발진성 농포증), 건선형 발진 또는 건선의 악화가 나타날 수 있다.

4) 근골격계 : 관절통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근육통, 무력감, CPK 상승, 혈중 및 요중 미오글로빈 

상승을 특징으로 한 급격한 신기능 악화를 수반한 횡문근융해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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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쇽 : 드물게 아나필락시 쇽 및 아나필락시양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

고, 혈압강하, 호흡곤란, 흉부압박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6) 과민반응 : 때때로 발진, 두드러기, 가려움, 홍반, 드물게 광과민반응, 얼굴부종, 림프관종창, 

다형홍반이 나타날 수 있다.

7) 소화기계 : 때때로 위부불쾌감, 복통, 구역, 설사, 위부포만감, 식욕부진, 목마름, 드물게 구토, 

혀염이 나타날 수 있다.

8) 정신신경계 : 때때로 어지러움, 졸음, 두통, 드물게 주의력저하, 불면, 드물게 우울증, 불안증, 

매우 드물게 지각감퇴가 나타날 수 있다.

9) 비뇨기계 : 때때로 BUN 상승, 드물게 빈뇨가 나타날 수 있다.

10) 눈 : 임상시험에서 수정체, 망막의 변화가 보고되었으나, 임상적인 의미는 확실하지 않다.

11) 기타 : 표재성 및 전신홍반루프스(SLE)가 보고되었으므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투여를 중단

한다. 때때로 혈중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치상승, 피로, 권태감, 미각이상, 미각상실, 드물

게 혀의 착색, 심계항진, 부종, 월경이상, 이명, 마비, 탈모, 이상감각, 음식물 섭취 감소로 

인한 유의한 체중 감소(몇몇 중증 사례에서 보고됨)가 나타날 수 있다.

12) 기타 시판 후 자발적 보고에 의한 이상반응

시판 후 자발적 보고에서 나타난 약물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으며, 이 이상반응들은 불분명한 

크기의 인구집단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된 것으로 빈도에 한 신뢰성 있는 평가는 어렵다.

혈액 및 림프계: 빈혈

면역계 : 아나필락시 반응, 혈청병 유사 반응

귀 및 미로 이상 : 난청, 청각 장애, 이명

혈관계 : 혈관염

신경계 : 영구적 후각상실을 포함한 후각상실증, 후각저하증

피부 및 피하 조직계 : 광과민성 반응(예. 광선피부증, 광과민성 알러지 반응 및 다형광발진)

위장관계 : 췌장염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 횡문근융해

일반 및 투여부위 : 인플루엔자 유사 질환, 발열

조사 : 혈액 크레아틴인산활성효소 증가

5. 일반적 주의

1) 이 약은 국소적 치료를 할 수 없는 진균증에만 투여해야 한다.

2) 이 약이 운전 및 기계조작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한 자료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상

반응으로 어지러움을 경험한 환자들은 운전 및 기계조작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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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호작용

1) 이 약의 혈장 청소율은 사를 유도하는 약물에 의하여 촉진될 수 있으며 CYP450을 저해하

는 약물에 의해 억제될 수 있다. 이 약의 혈장 청소율은 리팜피신과 같은 사촉진제에 의하

여 100% 증가되었고, 시메티딘과 같은 CYP450 억제제에 의하여 33% 감소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약물들과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이 약의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2) In vitro 시험 및 건강한 지원자를 상으로 한 시험에서 이 약은 CYP450 2D6를 경유하지 

않고 다른 CYP450을 경유하여 사되는 부분의 약물들(예를 들어 테르페나딘, 트리아졸람, 

톨부타미드, 경구용피임제 등)의 청소율을 억제 또는 유발할 가능성은 무시할 만 하였다.

3) 이 약과 삼환계 항우울제(TCAs), 베타 차단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s), Class 

1A, 1B 및 1C 부정맥 치료제, MAO type B 억제제와 같은 CYP450 2D6 효소에 의해 주로 

사되는 약물을 병용투여하고 있는 환자들은 주의깊게 관찰해야 하며, 이들 병용약물의 감

량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병용투여하는 약물의 치료영역이 좁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깊게 

관찰한다.

4) 이 약은 정맥투여한 카페인의 혈장 청소율을 21% 감소시켰다.

5) 이 약은 데시프라민의 혈장 청소율을 82% 감소시켰고, AUC를 5배 증가시켰다.

6) 이 약은 사이클로스포린의 혈장 청소율을 15% 증가시켰다.

7) In vivo 연구에서 이 약은 안티피린이나 디곡신의 청소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8) 이 약과 경구용 피임약, 프로게스테론-에스트로겐 혼합제제를 병용하는 환자에서 월경이상이 

보고되었으므로 주의한다.

9) 플루코나졸은 이 약의 Cmax 및 AUC를 각각 52% 및 69% 증가시켰으며 이는 CYP2C9 및 

CYP3A4 두 개의 효소를 모두 억제하기 때문이다. 케토코나졸과 아미오다론과 같이 CYP2C9 

및 CYP3A4 를 억제하는 다른 약물과 함께 병용 투여되었을 때 유사한 노출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10) 이 약은 플루코나졸의 약동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이약과 병용투여가 가능한 코트

리목사졸(트리메토프림과 설파메톡사졸), 지도부딘 또는 테오필린 사이에 임상적으로 유의

한 상호작용은 없다.

11) 덱스트로메톨판(진해제, CYP2D6 probe 기질)에 해 광범위 사자(Extensive metaboliser)

인 건강한 시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약은 뇨에서 덱스트로메톨판/덱스톨판 사 

비율을 평균적으로 16-97배 증가시켰다. 따라서, 이 약은 광범위 사자(Extensive 

metaboliser)를 불충분 사자(Poor metaboliser)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다.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동물에 한 태자 독성 및 생식 독성 시험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임신 중 투

여에 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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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2) 이 약은 모유 중으로 이행되므로 이 약을 투여받는 수유부는 수유를 중단한다.

8. 소아에 대한 투여 

2세 미만의 영아에 해서는 투여경험이 없으므로, 투여를 권장하지 않는다. 또한 체중 20 kg 

미만인 유․소아에 한 투여경험이 부족하므로, 이익과 손해를 고려해서 투여를 결정해야 한다.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이 약은 주로 간장에서 사되어 담즙이나 요중으로 배출된다.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간․신기능이 

저하된 경우가 많아 높은 혈중농도가 지속될 위험이 있고 이상반응이 발현하기 쉬우므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한다. 

10. 과량투여시의 처치 

소수의 과량투여(5 g까지)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며, 과량투여 시 두통, 구역, 상복부 통증 및 

어지러움의 증상이 나타났다. 치료는 일차적으로 활성탄 투여에 의한 약물 제거를 한 후 증상에 

따른 증요법을 실시한다. 

11.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이 약은 소아가 잘 볼 수 없는,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 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주

의한다.

3) 이 약은 실온에서 햇빛을 피하여 보관한다.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뉴젠팜 테르비젠정(염산테르비나핀) 제조

2 (주) 웅제약 터비클린정(염산테르비나핀) 제조

3 (주)동구제약 라모난정(염산테르비나핀) 제조

4 (주)드림파마 텔비나정(테르비나핀염산염) 제조

5 (주)메디카코리아 센토스정(염산테르비나핀) 제조

6 (주)바이넥스 로나실정(염산테르비나핀) 제조

7 (주)비씨월드제약 티비엔정(염산테르비나핀) 제조

8 (주)스카이뉴팜 테니핀정(염산테르비나핀) 제조

국내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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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9 (주)씨트리 터비넥스정(염산테르비나핀) 제조

10 (주)씨티씨바이오 에르나핀정(염산테르비나핀) 제조

11 (주)유한양행 큐라실정125 리그람(염산테르비나핀) 제조

12 (주)일화 테바핀정(테르비나핀염산염) 제조

13 (주)티디에스팜 테르비정(염산테르비나핀) 제조

14 (주)하원제약 레스포정(염산테르비나핀)(수출명:LETSPO) 제조

15 (주)한국글로벌제약 라미틴정(테르비나핀염산염) 제조

16 (주)한국파마 테르졸정(염산테르비나핀) 제조

17 (주)한국파비스제약 테핀정(염산테르비나핀) 제조

18 경동제약(주) 터빈정(수출명: TANAFIN tab.)(염산테르비나핀) 제조

19 고려제약(주) 터비나정125 리그람(염산테르비나핀) 제조

20 구주제약(주) 유니나핀정(염산테르비나핀) 제조

21 우제약(주) 리메신정(염산테르비나핀) 제조

22 원제약(주) 미코실정(염산테르비나핀) 제조

23 한뉴팜(주) 비나실정125 리그람(염산테르비나핀) 제조

24 동광제약(주) 티나실정(염산테르비나핀) 제조

25 동화약품(주) 티비에프정125 리그람(염산테르비나핀) 제조

26 삼성제약공업(주) 삼성테르비나핀정(염산테르비나핀) 제조

27 삼익제약(주) 테미실정(염산테르비나핀) 제조

28 슈넬생명과학(주) 테르빈정(염산테르비나핀) 제조

29 영일제약(주) 베라핀정(염산테르비나핀) 제조

30 위더스제약(주) 테르나정(염산테르비나핀) 제조

31 일양바이오팜(주) 일양바이오염산테르비나핀정 제조

32 제이더블유중외신약(주) 나무졸정(염산테르비나핀) 제조

33 케이엠에스제약(주) 케르나핀정(염산테르비나핀) 제조

34 태극제약(주) 태극염산테르비나핀정 제조

35 한국노바티스(주) 라미실정125 리그람(테르비나핀염산염) 수입

36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라비신정(염산테르비나핀)(수출용) 제조

37 한국유니온제약(주) 테비실정(염산테르비나핀) 제조

38 한국콜마(주) 터나빈정(염산테르비나핀) 제조

39 한불제약(주) 테비핀정(염산테르비나핀) 제조

40 한올바이오파마(주) 테나빈정(테르비나핀염산염) 제조

41 환인제약(주) 라피덤정(염산테르비나핀)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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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로세미드 단일제 (경구)
(Furosemide)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이 약은 강력한 이뇨제로 과량을 투여할 경우 심각한 수분 및 전해질 결핍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며, 개별 환자의 필요에 따라 용량을 적절

하게 조절하여야 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설폰아미드계 약물(예, 설폰아미드계 항생제, 설폰요소제)에 알러지가 있는 환자는 이 약과 

교차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2) 저혈량증 또는 탈수 환자

3) 무뇨환자 또는 이 약에 반응하지 않는 무뇨성 신부전 환자

4) 신 ․ 간독성물질 중독 결과에 의한 신부전 환자

5) 중증의 저칼륨혈증 환자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푸로세미드 단일제 (경구) (Furosemide)

 분류 번호 ∙ [02130] 이뇨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주)한독약품

 정보 사항 ∙ 이상반응 항목

  -“물집피부염, 급성전신발진농포증, 호산구증가증 및 전신증

상을 동반한 약물성발진” 추가하는 등 변경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359호, 2012. 2. 3.)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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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증의 저나트륨혈증 환자

7) 중증의 간장애 환자 (간성 뇌병증과 관련된 혼수상태 또는 전혼수상태의 환자)

8) 임산부

9) 수유부 

10) 테르페나딘 또는 아스테미졸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

11)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

해효소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뇨배출이 부분적으로 폐쇄되어 있는 환자(예. 방광배출질환, 전립선비  혹은 요도 좁아짐)에

서 뇨량 증가는 불편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런 환자는 특히 치료초기에 주의 깊은 모니터링

이 요구된다.

2) 이 약의 투여는 정기적인 의학적 관리를 요한다. 다음 환자들은 특별히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저혈압 환자

  - 심한 관상동맥경화증 또는 뇌동맥경화증 환자(급격한 이뇨가 나타날 경우 급속한 혈장량감

소 ․ 혈액농축을 일으켜 혈전색전증이 나타날 수 있다.)

  - 심각한 혈압저하의 특정 위험이 있는 환자. 예를 들어 심각한 관상동맥 혹은 뇌 혈관 협착 

  - 잠재적인 혹은 밝혀진 당뇨병 환자

  - 통풍 환자

  - 진행성 간경변 환자(간성 혼수가 나타날 수 있다.)

  - 간질환 ․ 간기능장애 환자

  - 중증의 신장애 환자

  - 간신증후군 환자. 예를 들어 심각한 간 질환과 관련된 신장 기능 부전

  - 저단백혈증 환자. 신증후군과 관련될 수 있다. (이 약의 효과가 약화되고 내이독성 이상반응

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용량 조절이 필요하다.)

  - 조산아 (신석회증 또는 신결석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기능을 반드시 모니터링해야 하고 

신장 초음파촬영을 실시한다.)

  - 염제한요법 환자

3) 이 약의 투여 기간 동안 정기적인 혈중 나트륨, 칼륨, 크레아티닌, 혈당 모니터링이 권장된다. 

전해질 불균형이나 심각한 체액손실이 있는 경우(예, 구토, 설사, 심한 발한)에는 특히 면 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저혈량증이나 탈수 그리고 심각한 전해질이나 산-염기 장애는 반드시 

교정되어야 하며, 일시적으로 약물중단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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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매 노인에 한 리스페리돈의 위약- 조 임상시험에서, 리스페리돈 단독투여 시 (3.1%; 평

균 84세, 70-96세) 혹은, 푸로세미드 단독투여 시(4.1%; 평균 80세, 67-90세)보다 푸로세미드

와 리스페리돈을 병용투여 했을 때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7.3%; 평균 89세, 75-97세) 리스

페리돈과 다른 이뇨제(주로 저용량의 티아지드계 이뇨제)의 병용에서는 유사한 결과가 나타

나지 않았다.

이를 설명하는 병리학적 기전은 확인되지 않았고 사망의 원인도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이런 병용요법을 실시하기 전에 위험성 비 유익성이 고려

되어야 한다. 다른 이뇨제와 리스페리돈 병용 시에는 사망률이 증가하지 않았다. 치료와 상관 

없이, 탈수는 노인 환자에서 전반적인 사망의 위험 요인이므로, 치매 노인 환자의 경우 투여

를 피해야 한다. 

 

4. 이상반응

1) 사 및 영양

  - 나트륨, 염소의 배설 증가와 그에 따른 수분의 배설 증가

  - 다른 전해질의 배설 증가(특히 칼륨, 칼슘, 마그네슘)

  - 증후성 전해질장애와 사성 알칼리증

  - 특히 노인에서 탈수와 저혈량증

  - 일시적인 혈중 크레아티닌과 요소 증가

  -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증가

  - 혈중 요산의 증가와 통풍 발발

  - 당내성 감소. 잠재적 당뇨병이 확실한 당뇨병으로 나타날 수 있음.

2) 심혈관

  - 부정맥

  - 기립성 저혈압을 포함한 저혈압

  - 혈전증 경향

  - 혈관염

3) 신장 및 비뇨기계

  - 뇨배출이 부분적으로 폐색된 환자의 경우 급성뇨저류

  - 간질신장염

  - 조산아의 경우 신장석회/신장결석

  - BUN과 혈청크레아티닌의 상승

4) 위장관

  - 구갈, 구역, 구토, 설사

  - 급성 췌장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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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욕부진

5) 간 담도계

  - 간내 담즙정체, 간 내 트랜스아미나제 증가

  - 황달

6) 눈

  - 시각 이상

7) 귀 미로

주로 일시적이나 특히 신장질환/ 저단백혈증 (예, 신증후군) 환자나 정맥투여로 약물이 너무 

빠르게 투여되었을 경우 청각장애와 이명

8) 피부 및 피하조직

가려움, 두드러기, 발진, 물집피부염, 다형홍반, 유사천포창,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독성표피

괴사용해, 박탈피부염, 자색반, 광과민반응, 급성전신발진농포증, 호산구증가증 및 전신증상

을 동반한 약물성발진

9) 면역계

중증의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나 아나필락시양 반응 (예. 쇼크)

10) 신경계

  - 감각이상

  - 간세포의 기능저하 환자에서 간성뇌병증

  - 혼돈, 집중력 저하, 반응도 저하, 현기증, 두중감, 두통, 어지러움, 졸림, 쇠약

11) 혈액 및 림프계

  - 혈소판감소증, 백혈구감소증, 과립구감소, 무과립구증, 빈혈, 재생불량성 빈혈, 용혈성 빈혈

  - 호산구 증가증

  - 혈액농축

12) 근골격계

  - 근육경련, 강직, 근무력

13) 선천성 내지 유전성

  - 조산아에게 생후 첫 주에 투여 시 타고난 동맥관열림증의 유지 위험이 증가함.

14) 투여 부위 및 일반

  - 근육내 주사 시 통증 등의 국소반응

  - 발열

  - 무력감, 권태감

 

5. 일반적 주의

1) 이 약 투여시 혈청내 나트륨, 칼륨 및 크레아티닌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뇨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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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2) 이 약의 이뇨작용은 급격히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전해질평형실조, 탈수에 특히 주의하고 저용

량에서 투여를 시작하여 천천히 증량한다.

3) 이 약을 연용하는 경우에는 전해질평형실조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4) 혈압강하작용에 의한 어지러움 등 이 약의 이상반응에 의해 집중하거나 반응하는 능력이 손

상될 수 있으므로 고소작업이나 자동차운전 등 위험이 수반되는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

의한다.

 

6. 상호작용

6.1 음식

이 약은 빈 속에 복용할 것이 권장된다.

6.2 약물

1) 병용투여가 권장되지 않는 약물

  ① 이 약과 테르페나딘의 병용투여시 QT연장, 심실성 부정맥이 발생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므

로 병용투여 하지 않는다. 또한 이 약과 아스테미졸의 병용투여시 QT 연장, 심실성 부정맥

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 하지 않는다.

  ② 클로랄하이드레이트를 투약한 후 24시간 이내에 이 약을 정맥 주사하는 경우 드물게 홍조, 

갑작스러운 발한증상, 안절부절증, 오심, 혈압상승 또는 빈맥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병용투

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③ 이 약은 아미노글리코사이드와 다른 이독성 약물의 이독성 유발을 증가시킬 수 있고 비가

역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의학적인 이유로 꼭 필요할 때만 이 약과 병용한다. 

2) 병용투여 시 주의를 요하는 약물

  ① 이 약은 시스플라틴과 병용투여시 청각장애 등 이독성이 증가될 수 있다. 게다가 시스플라

틴을 투여하는 동안에 강제적인 배뇨를 위해 이 약을 투여할 경우 저용량(예, 정상적인 신

기능을 가진 환자에게 이 약 40mg에 해당하는 용량)을 사용하지 않고, 환자가 신체내로 

유입되는 수분의 양이 신체에서 빠져나가는 양보다 많은 상태(positive fluid balance)일 

때에는 시스플라틴의 신독성이 증가될 수 있다.

  ② 수크랄페이트는 소장에서 이 약의 흡수를 저하시켜 그 작용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수크

랄페이트와 함께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③ 이 약은 리튬염의 배설을 감소시켜 혈청내 리튬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고 그로인해 심독성 

및 신경독성 같은 리튬 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약과 리튬염을 병용투여하

는 경우에는 리튬수치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④ 이뇨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는, 특히 ACE 저해제 또는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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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투여받거나 처음으로 용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심각한 저혈압 및 신부전을 포함한 

신기능 악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ACE 저해제 또는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를 

처음 투여받거나 처음으로 용량을 증가시키기 전 3일 동안은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거나 

적어도 투여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⑤ 리스페리돈 : 이 약 또는 그 복합제 또는 다른 이뇨제와 병용 투여 시 주의를 기울이고 

이런 병용요법을 실시하기 전에 위험성 비 유익성에 해 고려되어야 한다(3. 다음 환자

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항 참고).

3) 병용투여 시 고려할 사항

  ① 아세틸살리실산을 포함하여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이 약과 병용투여시 이 약의 효

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탈수증이나 혈액량감소증이 있는 환자에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

통제는 급성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 살리실산의 독성이 이 약에 의해 증가될 수 있다. 

  ② 페니토인과 병용투여에 의해 이 약의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 

  ③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카르베녹솔론, 암포테리신 B, 많은 양의 감초, 장기간의 하제 복용은 

저칼륨혈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④ 이 약에 의한 전해질장애는(예. 저칼륨혈증, 저마그네슘혈증) 특정한 다른 약물의 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예. 디기탈리스 제제, QT 간격 연장을 일으키는 약물들)

  ⑤ 다른 혈압강하제, 이뇨제, 혈압을 저하시킬 수 있는 약물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에게 이 약

을 병용투여 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혈압저하를 일으킬 수 있음을 예측하여야 한다. 

  ⑥ 이 약과 같이 주로 세뇨관분비를 하는 프로베니시드, 메토트렉세이트 및 기타 약물은 이 

약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반 로 이 약은 이러한 약물의 신장 배설을 감소시킬 수 

있다. 고용량 투여(특히 이 약과 다른 약물 모두 고용량 투여)하는 경우 혈청농도를 증가시

켜 이 약 또는 병용약물의 이상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⑦ 혈당강하제와 혈압증가 교감신경유사작용약물(예.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큐라레 계열의 근이완제나 테오필린의 효과가 증가될 수 있다. 

  ⑧ 세팔로스포린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물질 등을 포함하는 신독성약물의 신장에 한 

유해작용이 이 약에 의해 증가될 수 있다. 

  ⑨ 이 약과 특정 세팔로스포린 제제의 고용량을 병용하는 환자에서 신기능 부전이 나타날 수 

있다. 

  ⑩ 이 약과 사이클로스포린 A의 병용투여 시 이 약에 의해 유도된 고요산혈증에 의해 이차적

으로 생성되는 통풍성 관절염의 위험뿐 아니라, 사이클로스포린에 의한 신장 요산염 배설 

손상에 한 위험이 증가한다. 

  ⑪ 방사성 조영제 투여 전 정맥으로 수액보충만을 받은 경우에 비해 방사성 조영제로 인한 

신장병증의 위험이 있는 환자들에게 이 약을 투여한 경우, 방사성 조영제 투여 후의 신기

능 악화가 더 흔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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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 메트포르민에 의한 젖산혈증의 위험이 있으므로 혈중 크레아티닌치가 남성 1.5ml/dl이상, 

여성 1.2ml/dl이상일 경우에는 메트포르민과 이 약을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⑬ 이뇨제에 의한 체액 감소환자에게 요오드 함유물질을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 

전에 수분을 공급한다.

  ⑭ 제산제(인산알루미늄)와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이뇨제의 흡수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이뇨

제와 투여간격을 두고 제산제를 복용한다.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이 약은 태반을 통과한다.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중에 투여해서는 안 

된다. 임신 중 투여 시에는 태아에 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2) 이 약은 모유로 분비되고 수유를 방해할 수 있다. 이 약을 복용 시 모유 수유해서는 안된다.

 

8. 소아에 대한 투여

1) 조산아에서는 신석회화증 또는 신결석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태어난지 

일주일 이내의 미숙아에게 이 약을 투여하면 동맥관열림증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2) 영아에서는 전해질평형실조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고령자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저용량에서 투여를 시작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한다.

1) 고령자에서의 급격한 이뇨는 혈장량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탈수, 저혈압 등에 의한 기립성조절

장애, 어지러움, 실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2) 특히 심질환 환자 중 부종이 있는 고령자에서의 급격한 이뇨는 급속한 혈장량감소․혈액농축을 

초래하여 뇌경색 등의 혈전색전증이 나타날 수 있다.

3) 일반적으로 고령자에서의 과도한 혈압강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뇌경색이 나타날 수 있다.)

4) 고령자에서는 저나트륨혈증, 저칼륨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

 

10. 과량투여시의 처치

1) 징후 및 증상

급성 또는 만성 과량투여시의 임상적 징후로는 일차적으로 전해질과 체액손실 정도에 따라서 

혈액량 감소, 탈수, 혈액농축, 부정맥(방실 차단 및 심실 세동 포함) 등이 나타난다. 또한 이

러한 장애의 증상으로는 쇼크로 진행될 수 있는 심각한 저혈압, 급성신부전, 혈전증, 섬망증, 

이완마비, 무감동 및 혼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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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치

특별한 해독제는 알려져 있지 않다. 만약 이 약의 과량복용이 막 발생했다면, 즉시 위 세척을 

하거나 활성탄 등을 이용하여 흡수를 감소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이 약의 주성분이 더 

이상 전신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전해질이나 체액의 평형 실조는 반드시 교정되어

야 한다. 전해질이나 체액손실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 등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과 함께, 이

러한 교정 작업은 집중적인 의학적인 모니터링과 치료수단을 필요로 할 수 있다.

 

11. 적용상의 주의

야간에 휴식이 필요한 환자는 야간에 배뇨를 피하기 위하여 이 약을 오전중에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 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

를 주의할 것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한독약품 라식스정(푸로세미드) 제조

2 일양약품(주) 후릭스정(후로세미드정) 제조

3 신일제약(주) 다이릭스정(푸로세미드) 제조

4 한성제약(주) 한성푸로세미드정 제조

5 한국마이팜(주) 일푸로세미드정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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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로세미드 단일제 (주사)
(Furosemide)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이 약은 강력한 이뇨제로 과량을 투여할 경우 심각한 수분 및 전해질 결핍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며, 개별 환자의 필요에 따라 용량을 

적절하게 조절하여야 한다.

2) 앰플주사제는 용기 절단시 유리파편이 혼입되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시 유리파

편 혼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절단사용하되, 특히 어린이, 노약자 사용시에는 각

별히 주의할 것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설폰아미드계 약물(예, 설폰아미드계 항생제, 설폰요소제)에 알러지가 있는 환자는 이 약과 

교차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푸로세미드 단일제 (주사) (Furosemide)

 분류 번호 ∙ [02130] 이뇨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주)한독약품

 정보 사항 ∙ 이상반응 항목

  -“물집피부염, 급성전신발진농포증, 호산구증가증 및 전신증

상을 동반한 약물성발진” 추가하는 등 변경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359호, 2012. 2. 3.)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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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혈량증 또는 탈수 환자

3) 무뇨환자 또는 이 약에 반응하지 않는 무뇨성 신부전 환자

4) 신 ․ 간독성물질 중독 결과에 의한 신부전 환자

5) 중증의 저칼륨혈증 환자

6) 중증의 저나트륨혈증 환자

7) 중증의 간장애 환자 (간성 뇌병증과 관련된 혼수상태 또는 전혼수상태의 환자)

8) 임산부

9) 수유부 

10) 테르페나딘 또는 아스테미졸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뇨배출이 부분적으로 폐쇄되어 있는 환자(예. 방광배출질환, 전립선비  혹은 요도 좁아짐)에

서 뇨량 증가는 불편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런 환자는 특히 치료초기에 주의 깊은 모니터링

이 요구된다.

2) 이 약의 투여는 정기적인 의학적 관리를 요한다. 다음 환자들은 특별히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저혈압 환자

  - 심한 관상동맥경화증 또는 뇌동맥경화증 환자(급격한 이뇨가 나타날 경우 급속한 혈장량감

소 ․ 혈액농축을 일으켜 혈전색전증이 나타날 수 있다.)

  - 심각한 혈압저하의 특정 위험이 있는 환자. 예를 들어 심각한 관상동맥 혹은 뇌 혈관 협착 

  - 잠재적인 혹은 밝혀진 당뇨병 환자

  - 통풍 환자

  - 진행성 간경변 환자(간성 혼수가 나타날 수 있다.)

  - 간질환 ․ 간기능장애 환자

  - 중증의 신장애 환자

  - 간신증후군 환자. 예를 들어 심각한 간 질환과 관련된 신장 기능 부전

  - 저단백혈증 환자. 신증후군과 관련될 수 있다. (이 약의 효과가 약화되고 내이독성 이상반응

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용량 조절이 필요하다.)

  - 조산아 (신석회증 또는 신결석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기능을 반드시 모니터링해야 하고 

신장 초음파촬영을 실시한다.)

  - 염제한요법 환자

3) 이 약의 투여 기간 동안 정기적인 혈중 나트륨, 칼륨, 크레아티닌, 혈당 모니터링이 권장된다. 

전해질 불균형이나 심각한 체액손실이 있는 경우(예, 구토, 설사, 심한 발한)에는 특히 면 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저혈량증이나 탈수 그리고 심각한 전해질이나 산-염기 장애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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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되어야 하며, 일시적으로 약물중단이 필요할 수 있다. 

4) 치매 노인에 한 리스페리돈의 위약- 조 임상시험에서, 리스페리돈 단독투여 시 (3.1%; 평

균 84세, 70-96세) 혹은, 푸로세미드 단독투여 시(4.1%; 평균 80세, 67-90세)보다 푸로세미드

와 리스페리돈을 병용투여 했을 때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7.3%; 평균 89세, 75-97세) 리스

페리돈과 다른 이뇨제(주로 저용량의 티아지드계 이뇨제)의 병용에서는 유사한 결과가 나타

나지 않았다.

이를 설명하는 병리학적 기전은 확인되지 않았고 사망의 원인도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이런 병용요법을 실시하기 전에 위험성 비 유익성이 고려

되어야 한다. 다른 이뇨제와 리스페리돈 병용 시에는 사망률이 증가하지 않았다. 치료와 상관 

없이, 탈수는 노인 환자에서 전반적인 사망의 위험 요인이므로, 치매 노인 환자의 경우 투여

를 피해야 한다. 

 

4. 이상반응

1) 사 및 영양

  - 나트륨, 염소의 배설 증가와 그에 따른 수분의 배설 증가

  - 다른 전해질의 배설 증가(특히 칼륨, 칼슘, 마그네슘)

  - 증후성 전해질장애와 사성 알칼리증

  - 특히 노인에서 탈수와 저혈량증

  - 일시적인 혈중 크레아티닌과 요소 증가

  -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증가

  - 혈중 요산의 증가와 통풍 발발

  - 당내성 감소. 잠재적 당뇨병이 확실한 당뇨병으로 나타날 수 있음.

2) 심혈관

  - 부정맥

  - 기립성 저혈압을 포함한 저혈압

  - 혈전증 경향

  - 혈관염

3) 신장 및 비뇨기계

  - 뇨배출이 부분적으로 폐색된 환자의 경우 급성뇨저류

  - 간질신장염

  - 조산아의 경우 신장석회/신장결석

  - BUN과 혈청크레아티닌의 상승

4) 위장관

  - 구갈, 구역, 구토, 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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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성 췌장염

  - 식욕부진

5) 간 담도계

  - 간내 담즙정체, 간 내 트랜스아미나제 증가

  - 황달

6) 눈

  - 시각 이상

7) 귀 미로

주로 일시적이나 특히 신장질환/ 저단백혈증 (예, 신증후군) 환자나 정맥투여로 약물이 너무 

빠르게 투여되었을 경우 청각장애와 이명

8) 피부 및 피하조직

가려움, 두드러기, 발진, 물집피부염, 다형홍반, 유사천포창,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독성표피

괴사용해, 박탈피부염, 자색반, 광과민반응, 급성전신발진농포증, 호산구증가증 및 전신증상

을 동반한 약물성발진

9) 면역계

중증의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나 아나필락시양 반응 (예.쇼크)

10) 신경계

  - 감각이상

  - 간세포의 기능저하 환자에서 간성뇌병증

  - 혼돈, 집중력 저하, 반응도 저하, 현기증, 두중감, 두통, 어지러움, 졸림, 쇠약

11) 혈액 및 림프계

  - 혈소판감소증, 백혈구감소증, 과립구감소, 무과립구증, 빈혈, 재생불량성 빈혈, 용혈성 빈혈

  - 호산구 증가증

  - 혈액농축

12) 근골격계

  - 근육경련, 강직, 근무력

13) 선천성 내지 유전성

  - 조산아에게 생후 첫 주에 투여 시 타고난 동맥관열림증의 유지 위험이 증가함.

14) 투여 부위 및 일반

  - 근육내 주사 시 통증 등의 국소반응

  - 발열

  - 무력감, 권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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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적 주의

1) 이 약 투여시 혈청내 나트륨, 칼륨 및 크레아티닌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뇨배출

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2) 이 약의 이뇨작용은 급격히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전해질평형실조, 탈수에 특히 주의하고 저용

량에서 투여를 시작하여 천천히 증량한다.

3) 이 약을 연용하는 경우에는 전해질평형실조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4) 혈압강하작용에 의한 어지러움 등 이 약의 이상반응에 의해 집중하거나 반응하는 능력이 손

상될 수 있으므로 고소작업이나 자동차운전 등 위험이 수반되는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

의한다.

 

6. 상호작용

1) 병용투여가 권장되지 않는 약물

  ① 이 약과 테르페나딘의 병용투여시 QT연장, 심실성 부정맥이 발생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므

로 병용투여 하지 않는다. 또한 이 약과 아스테미졸의 병용투여시 QT 연장, 심실성 부정맥

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 하지 않는다.

  ② 클로랄하이드레이트를 투약한 후 24시간 이내에 이 약을 정맥 주사하는 경우 드물게 홍조, 

갑작스러운 발한증상, 안절부절증, 오심, 혈압상승 또는 빈맥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병용투

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③ 이 약은 아미노글리코사이드와 다른 이독성 약물의 이독성 유발을 증가시킬 수 있고 비가

역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의학적인 이유로 꼭 필요할 때만 이 약과 병용한다. 

2) 병용투여 시 주의를 요하는 약물

  ① 이 약은 시스플라틴과 병용투여시 청각장애 등 이독성이 증가될 수 있다. 게다가 시스플라

틴을 투여하는 동안에 강제적인 배뇨를 위해 이 약을 투여할 경우 저용량(예, 정상적인 신

기능을 가진 환자에게 이 약 40mg에 해당하는 용량)을 사용하지 않고, 환자가 신체내로 

유입되는 수분의 양이 신체에서 빠져나가는 양보다 많은 상태(positive fluid balance)일 

때에는 시스플라틴의 신독성이 증가될 수 있다.

  ② 수크랄페이트는 소장에서 이 약의 흡수를 저하시켜 그 작용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수크

랄페이트와 함께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③ 이 약은 리튬염의 배설을 감소시켜 혈청내 리튬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고 그로인해 심독성 

및 신경독성 같은 리튬 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약과 리튬염을 병용투여하

는 경우에는 리튬수치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④ 이뇨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는, 특히 ACE 저해제 또는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를 

처음 투여받거나 처음으로 용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심각한 저혈압 및 신부전을 포함한 

신기능 악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ACE 저해제 또는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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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투여받거나 처음으로 용량을 증가시키기 전 3일 동안은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거나 

적어도 투여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⑤ 리스페리돈 : 이 약 또는 그 복합제 또는 다른 이뇨제와 병용 투여 시 주의를 기울이고 

이런 병용요법을 실시하기 전에 위험성 비 유익성에 해 고려되어야 한다(3. 다음 환자

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항 참고).

3) 병용투여 시 고려할 사항

  ① 아세틸살리실산을 포함하여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이 약과 병용투여시 이 약의 효

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탈수증이나 혈액량감소증이 있는 환자에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

통제는 급성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 살리실산의 독성이 이 약에 의해 증가될 수 있다. 

  ② 페니토인과 병용투여에 의해 이 약의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 

  ③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카르베녹솔론, 암포테리신 B, 많은 양의 감초, 장기간의 하제 복용은 

저칼륨혈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④ 이 약에 의한 전해질장애는(예. 저칼륨혈증, 저마그네슘혈증) 특정한 다른 약물의 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예. 디기탈리스 제제, QT 간격 연장을 일으키는 약물들)

  ⑤ 다른 혈압강하제, 이뇨제, 혈압을 저하시킬 수 있는 약물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에게 이 약

을 병용투여 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혈압저하를 일으킬 수 있음을 예측하여야 한다. 

  ⑥ 이 약과 같이 주로 세뇨관분비를 하는 프로베니시드, 메토트렉세이트 및 기타 약물은 이 

약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반 로 이 약은 이러한 약물의 신장 배설을 감소시킬 수 

있다. 고용량 투여(특히 이 약과 다른 약물 모두 고용량 투여)하는 경우 혈청농도를 증가시

켜 이 약 또는 병용약물의 이상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⑦ 혈당강하제와 혈압증가 교감신경유사작용약물(예.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큐라레 계열의 근이완제나 테오필린의 효과가 증가될 수 있다. 

  ⑧ 세팔로스포린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물질 등을 포함하는 신독성약물의 신장에 한 

유해작용이 이 약에 의해 증가될 수 있다. 

  ⑨ 이 약과 특정 세팔로스포린 제제의 고용량을 병용하는 환자에서 신기능 부전이 나타날 수 

있다. 

  ⑩ 이 약과 사이클로스포린 A의 병용투여 시 이 약에 의해 유도된 고요산혈증에 의해 이차적

으로 생성되는 통풍성 관절염의 위험뿐 아니라, 사이클로스포린에 의한 신장 요산염 배설 

손상에 한 위험이 증가한다. 

  ⑪ 방사성 조영제 투여 전 정맥으로 수액보충만을 받은 경우에 비해 방사성 조영제로 인한 

신장병증의 위험이 있는 환자들에게 이 약을 투여한 경우, 방사성 조영제 투여 후의 신기

능 악화가 더 흔하게 나타났다.

  ⑫ 메트포르민에 의한 젖산혈증의 위험이 있으므로 혈중 크레아티닌치가 남성 1.5ml/dl이상, 

여성 1.2ml/dl이상일 경우에는 메트포르민과 이 약을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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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⑬ 이뇨제에 의한 체액 감소환자에게 요오드 함유물질을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 

전에 수분을 공급한다.

  ⑭ 제산제(인산알루미늄)와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이뇨제의 흡수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이뇨

제와 투여간격을 두고 제산제를 복용한다.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이 약은 태반을 통과한다.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중에 투여해서는 안 

된다. 임신 중 투여 시에는 태아에 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2) 이 약은 모유로 분비되고 수유를 방해할 수 있다. 이 약을 복용 시 모유 수유해서는 안된다.

 

8. 소아에 대한 투여

1) 조산아에서는 신석회화증 또는 신결석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태어난지 

일주일 이내의 미숙아에게 이 약을 투여하면 동맥관열림증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2) 영아에서는 전해질평형실조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고령자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저용량에서 투여를 시작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한다.

1) 고령자에서의 급격한 이뇨는 혈장량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탈수, 저혈압 등에 의한 기립성조절

장애, 어지러움, 실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2) 특히 심질환 환자 중 부종이 있는 고령자에서의 급격한 이뇨는 급속한 혈장량감소․혈액농축을 

초래하여 뇌경색 등의 혈전색전증이 나타날 수 있다.

3) 일반적으로 고령자에서의 과도한 혈압강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뇌경색이 나타날 수 있다.)

4) 고령자에서는 저나트륨혈증, 저칼륨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

10. 적용상의 주의

1) 정맥주사하는 경우 천천히 투여하며 특히 량투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매분 4mg 이하의 

속도로 투여한다.( 량을 급속히 정맥주사하는 경우 난청이 나타나기 쉽다.)

2) 정맥주사하는 경우 투여 후 투여부위의 신경마비 경결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특

히 영 ․ 유아, 소아, 고령자, 쇠약자)

3) 이 약은 다른 약물과 같은 주사기 내에 혼합되어서는 안된다.

4) 이 약은 약 pH 9이며 완충력이 없으므로, pH 7 이하에서는 이 약의 주성분이 침전될 수 

있다. 이 약을 희석하는 경우에는 희석된 약액이 중성~약알칼리성이 되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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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희석액으로는 생리식염액이 적당하며, 희석된 약액은 가능한 빨리 사용해야 한다.

6) 야간에 휴식이 필요한 환자는 야간에 배뇨를 피하기 위하여 이 약을 오전 중에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과량투여시의 처치

1) 징후 및 증상

급성 또는 만성 과량투여시의 임상적 징후로는 일차적으로 전해질과 체액손실 정도에 따라서 

혈액량 감소, 탈수, 혈액농축, 부정맥(방실 차단 및 심실 세동 포함) 등이 나타난다. 또한 이

러한 장애의 증상으로는 쇼크로 진행될 수 있는 심각한 저혈압, 급성신부전, 혈전증, 섬망증, 

이완마비, 무감동 및 혼돈 등이 있다. 

2) 처치

특별한 해독제는 알려져 있지 않다. 만약 이 약의 과량복용이 막 발생했다면, 즉시 위 세척을 

하거나 활성탄 등을 이용하여 흡수를 감소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이 약의 주성분이 더 

이상 전신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전해질이나 체액의 평형 실조는 반드시 교정되어

야 한다. 전해질이나 체액손실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 등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과 함께, 이

러한 교정 작업은 집중적인 의학적인 모니터링과 치료수단을 필요로 할 수 있다.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한독약품 라식스주사(푸로세미드) 제조

2 한림제약(주) 한림푸로세미드주 제조

3 한국유니온제약(주) 프로미드주(푸로세미드)(수출명:Fusic Inj.)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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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베프라졸나트륨 단일제 (경구)
(Rabeprazole Sodium)

용법 ․ 용량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 통상 성인에게 라베프라졸나트륨으로서 1일 1회 10 리그람을 경구 투여한

다. 증상에 따라 1일 1회 20 리그람을 경구 투여할 수 있다. 통상 위궤양에는 8주까지, 십이지장

궤양에는 6주까지 투여한다.

미란성 또는 궤양성 위식도역류질환 : 1일 1회 20mg을 4-8주간 경구 투여한다. 프로톤펌프저해제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라베프라졸나트륨 단일제 (경구) (Rabeprazole Sodium)

 분류 번호 ∙ [02320] 소화성궤양용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정보 사항

∙ 용법용량, 사용상의주의사항

  - 이상반응 항목에 “혈중 갑상선 자극 호르몬” 등 추가

  - 일반적주의 항목에 “6) 3개월 이상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저마그네슘혈

증이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 가

장 많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저마그네슘혈증의 

치료로서 마그네슘보충 및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투여 중단이 필요하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

나 디곡신 또는 저마그네슘혈증을 유발하는 약물(예, 이뇨

제)을 병용투여하는 환자들은 치료 시작을 포함한 주기적 마

그네슘 수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강직, 

부정맥, 발작을 포함한다” 추가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615호, 2012. 2.29.)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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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 proton pump inhibitor)를 8주간 투여 후에도 치료되지 않은 경우, 추가로 8주간 10mg 또는 

20mg을 1일 2회 경구 투여할 수 있다. 단, 20mg 1일 2회 투여는 중증의 점막 손상이 확인된 환자

에 한한다.

위식도역류질환의 증상 완화 : 1일 1회 10mg을 경구투여한다. 4주간 투여 후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

증상이 소실된 후에는, 필요시 10mg을 1일 1회 투여하는 on-demand 요법을 사용하여 이후에 나

타나는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 

위식도역류질환의 장기간 유지요법 : 환자에 따라 1일 10mg 또는 20mg을 경구 투여한다. 

Helicobacter pylori 제균 : Helicobacter pylori 감염 환자들은 제균요법으로 치료받아야 한다. 

파리에트정 20mg과 클래리스로마이신 500mg, 아목시실린 1g을 1일 2회씩 7일간 병용 투여함이 

권장된다.

졸링거 엘리슨 증후군 : 성인에 한 권장 초회량은 60mg 1일 1회 이다. 투여량은 개개 환자의 

필요에 따라 1일 120mg 까지 조절 가능하다. 100mg 용량까지는 1일 1회 투여가 가능하며, 120mg 

용량은 60mg 씩 1일 2회로 나누어 투여한다. 졸링거 엘리슨 증후군 환자들은 이 약을 1년까지 

투여한 경험이 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의 구성성분 또는 벤지미다졸(benzimidazole) 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간장애를 가진 환자(간경변 환자에서 간성뇌증의 정신신경계 이상반응이 보고되었다.)

2) 고령자(고령자에 한 투여 항 참조)

3. 이상반응 

1) 과민증: 때때로 발진, 담마진 또는 드물게 소양감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런 증상이 나타

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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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혈 액: 때때로 적혈구감소, 백혈구감소, 백혈구증가, 호산구증가, 호중구증가, 임파구감소, 빈

혈, 반상출혈, 림프절병증, 저색소빈혈, 범혈구 감소, 무과립구증, 혈소판감소, 용혈성 빈혈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투여 중에는 정기적으로 혈액학적 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3) 간 장: 때때로 SGOT, SGPT, AL-P, γ-GTP, LDH, 총빌리루빈의 상승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

로 투여 중에는 정기적으로 혈액생화학적 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격성간염, 간기능

장애, 황달이 나타날 수 있다. 이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4) 심혈관계: 고혈압, 심근경색, 심전도 이상, 편두통, 실신, 협심증, 각차단, 두근거림, 동서맥, 

빈맥, 드물게 서맥, 폐색전증, 심실상성 빈맥, 혈전정맥염, 혈관확장, QTC 연장, 심실 빈맥이 

나타날 수 있다.

5) 소화기: 설사, 때때로 변비, 복통, 복부팽만감, 고창, 소화불량, 트림, 오심, 직장출혈, 혈변, 

거식증, 담석증, 구강궤양, 삼킴곤란, 잇몸염, 쓸개염, 식욕항진, 비정상적 변, 장염, 식도

염, 설염, 췌장염, 직장염 드물게 구갈, 구토, 하복부통, 위체, 위염, 구내염, 미각이상, 출혈성 

설사, 담관염, 십이지장염, 위장 출혈, 간성뇌병증, 간염, 간암, 간지방축적, 침샘확장, 갈증이 

나타날 수 있다. 

6) 정신신경계: 두통, 불면, 불안, 현기증, 경련, 비정상적인 꿈, 성욕저하, 신경병, 감각이상, 떨

림, 때때로 무력증, 신경과민, 졸음, 또 드물게 현훈, 우울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드물게 초조, 

기억상실증, 혼돈, 추체외로증후군, 순환혈류량 과다가 나타날 수 있다. 또, 간경변환자 1례에

서 상하지 탈력, 지각둔마(知覺鈍麻), 악력저하, 언어혼란, 휘청거림, 외국에서 간성혼수의 기

왕력을 가진 간경변환자 1례에서 착란, 방향감각 장애, 기면(嗜眠)의 보고가 있다. 

7) 호흡기계: 기침, 인후염, 비염, 호흡곤란, 천식, 코피, 후두염, 딸꾹질, 과다호흡, 때때로 기관

지염, 부비동염이 나타날 수 있다. 드물게 무호흡, 호흡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간질성 폐렴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발열, 기침, 호흡곤란, 폐음 이상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신속하게 흉부 X선 검사 등을 실시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8) 근골격계: 근육통, 요통, 관절염, 다리경련, 뼈 통증, 관절증, 윤활낭염, 과다근육긴장증, 신경

통, 드물게 단일수축이 나타날 수 있다.

9) 피부 및 부속기계: 발진, 가려움, 발한, 두드러기, 탈모증, 드물게 피부건조, 상포진, 건선, 

피부색 변화, 독성표피괴사용해(TEN), 스티븐-존슨증후군, 다형홍반이 나타날 수 있다.

10) 특수감각: 백내장, 약시, 녹내장, 안구건조, 비정상적 시야, 이명, 중이염, 드물게 각막혼탁, 

흐려보임, 겹보임, 난청, 눈의 통증, 망막변성, 사시가 나타날 수 있다.

11) 비뇨기계: 단백뇨. 방광염, 빈뇨, 월경곤란, 배뇨곤란, 신결석, 자궁출혈, 다뇨증, 드물게 유

방확장, 혈뇨, 발기부전, 질분비물, 월경과다, 고환염, 요실금, 간질성신염이 나타날 수 있다,

12) 기 타: 때때로 부종 및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BUN, 혈중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상승,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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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오한, 발열, 요로감염, 홍반, 또 드물게 권태감, 체중증가, 시각이상, 식욕부진, 경부경직, 

광과민성 반응, 숙취효과, 체중감소, 통풍이 나타날 수 있다. 다른 PPI(proton pump 

inhibitor)계열약물(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에서 드물게 아나필락시스반응, 쇼크를 일으켰

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이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13) 시판 후 외국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간 효소 수치의 상승이 보고되었으며, 드물게 간염, 황달이 보고되었다. 간경변 환자에서 

간성 뇌병증이 드물게 보고되었다. 급사, 혼수, 고암모니아혈증, 횡문근융해, 방향감각 장애, 

섬망, 과민증, 혈관부종이 보고되었다, 또한, 드물게 저마그네슘혈증, 혈소판감소, 호중구감

소, 백혈구감소, 무과립구증, 용혈성빈혈, 범혈구감소증, 수포성 혹은 두드러기성 피부 발진 

및 전신적인 알레르기 반응(저혈압, 호흡곤란, 안면부종 등), 근육통, 관절통이 보고되었다. 

매우 드물게 간질성 신염, 간질폐렴, 갑상샘자극호르몬 상승, 다형홍반, 독성표피괴사용해

(TEN) 및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보고되었다. 와파린과 병용시 INR과 프로트롬빈 시간 증

가가 보고되었다.

실험실적 검사에서 라베프라졸 치료와 관련이 있는 다른 뚜렷한 비정상적인 검사결과는 보

고되지 않았다.

14)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53,109명을 상으로 실시한 사용성적조사결과 이상반

응의 발현증례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0.47%(250례/53,109례)로 보고되었다. 

  (1) 소화기계 : 오심, 변비, 복통, 설사, 소화불량증, 복부팽만, 트림, 구갈, 구취, 설염, 구강건

조, 구토, 미각이상, 위염, 간기능 이상, SGOT 상승, SGPT 상승

  (2) 전신 및 사이상 : 가슴답답함, 알레르기 반응, 발열, 부종, 고중성지방혈증, 고콜레스테

롤혈증, 체중감소

  (3) 신경계 : 두통, 현기증, 착란, 무력증, 손발저림, 불안, 불면, 졸음

  (4) 피부 및 부속기관 : 두드러기, 발진, 가려움증, 얼굴부종. 홍조

  (5) 근골격계 : 관절통, 근육통

  (6) 호흡기계 : 기침, 호흡곤란

  (7) 기타 : 두근거림, 안압상승, 시각이상, 요로감염

 

4. 일반적 주의

1) 이 약의 치료반응으로 인해 위 또는 식도 종양 진단을 방해할 수 있다.

2) 치료 시 경과를 충분히 관찰하고 증상에 따라 치료상 필요한 최소량을 투여한다. 장기간 치료

할 경우(특별히 1년 이상) 정기 검진을 실시하도록 한다.

3) 신부전, 경증-중등도의 간부전 환자들에게는 용량조절이 필요치 않다. 경증-중등도의 간부전

환자와 평균연령의 남녀와의 비교시험에서 약물과 관련된 유의한 안전성 문제가 보고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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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그러나, 중증의 간부전 환자에게 이 약을 사용한 임상시험 자료가 없으므로, 중증의 간

부전 환자에게 이 약 투여시 주의하도록 한다. 유의한 간기능 장애 환자에서의 라베프라졸의 

노출(AUC)은 건강한 사람의 거의 2배이다.

4)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문합부궤양에 해서는 장기적인 사용경험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유지

요법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일부 해외 역학연구에서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가 고관절, 손목 및 

척추 골절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골절의 위험은 권장용

량을 상회하는 고용량을 투여한 환자와 1년 이상의 장기사용 환자에서 증가되었다.

6) 3개월 이상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저마그네

슘혈증이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부분의 

환자들에게 저마그네슘혈증의 치료로서 마그네슘보충 및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투여 중단이 필요하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디곡신 또는 저마그네슘혈증을 

유발하는 약물(예, 이뇨제)을 병용투여하는 환자들은 치료 시작을 포함한 주기적 마그네슘 

수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중 한 이상반응은 강직, 부정맥, 발작을 포함한다. 

5. 상호작용

1) 다른 PPI 계열 약물과 마찬가지로, 라베프라졸나트륨은 간 사계인 싸이토크롬 P450계를 통

해 사된다. 건강한 성인을 상으로 실시한 시험에서 라베프라졸나트륨은 아목시실린 또는 

싸이토크롬 P450계에 의해 사되는 와파린, 페니토인, 데오필린, 디아제팜 등과 같은 약물과 

임상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을 나타내지 않았다. (다른 PPI 계열 약물인 오메프라졸의 경우

에는 페니토인의 사, 배설을 지연시켰다는 보고가 있다.)

라베프라졸을 포함한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와 와파린을 병용투여한 환

자들에게서 INR과 프로트롬빈 시간이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

2) 라베프라졸나트륨은 위산분비를 뛰어나게 또한 장기간 지속적으로 저해한다. 위산농도에 따

라 흡수에 차이가 있는 약물과는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다. 라베프라졸나트륨과 병용투여시 

정상인에서 케토코나졸의 혈중농도는 약 33% 감소, 디곡신의 최저혈중농도는 22%가 증가하

였다. 따라서 이러한 약물과 이 약을 병용투여하여 용량조절이 필요할 경우, 환자별로 모니터

링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 항생제와의 병용 치료 - 16명의 건강한 자원자에게 이 약 20mg과 아목시실린 1000mg, 클래

리스로마이신 500mg을 단독 혹은 병용 투여하고 교차 시험을 시행하였다. 클래리스로마이신

과 아목시실린의 AUC와 최고 혈중농도는 단독요법과 유사하였다. 라베프라졸의 AUC와 최고

혈중농도는 각각 11%, 34% 증가하였으며 14-히드록시클래리스로마이신(클래리스로마이신의 

활성 사체)의 AUC와 최고혈중농도는 단독 투여시의 값에 비해 각각 42%, 46% 증가되었

다. 이 라베프라졸과 14-히드록시클래리스로마이신 노출의 증가는 임상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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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4) 임상시험에서 제산제와 파리에트 병용시 제산제와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시험

에서 액제형 제산제와 상호작용이 관찰되지 않았다. 수산화알루미늄겔, 수산화마그네슘 함유 

제산제와 이 약을 동시에 병용 투여한 경우와 제산제 투여 1시 간 후에 복용 한 경우 평균 

혈중농도곡선하면적이 각각 8%, 6% 저하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5) 저지방 식이를 섭취한 일본의 임상시험에서 음식과도 임상적으로 상관성 있는 상호작용이 없

었다. 고지방 식이와 함께 이 약을 투여시 이 약의 흡수가 4시간 이상까지 지연될 수 있지만 

흡수 정도(AUC)와 최고 혈중농도는 변화 없다.  

6) 인체 간 마이크로솜과의 in vitro 시험에서 라베프라졸나트륨은 CYP450(CYP2C19와 CYP3A4)

계 효소에 의해 사되었다. 이러한 시험에서 인체 내 라베프라졸의 혈중농도는 CYP3A4를 

저해하거나 유도하지 않았다. 인체 간 마이크로솜과의 in vitro 시험에서 라베프라졸은 싸이

크로스포린의 사를 저해하였으며, 이때 IC50은 62μM이었으며, 이 농도는 건강한 자원자가 

20mg씩 14일간 복용한 후 측정되는 최고 혈중농도의 50배 이상의 농도이다. 

7) 아타자나비어 - 건강한 자원자에 아타자나비어 300mg/리토나비어 100mg과 오메프라졸(40mg 

1일 1회) 또는 아타자나비어 400mg과 란소프라졸(60mg 1일 1회)의 병용투여시 아타자나비

어 노출도가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다. 아타자나비어 흡수는 pH 의존적이다. 라베프라졸과의 

병용투여는 연구되지 않았으나 기타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에서와 유사

한 결과가 예상된다. 따라서 라베프라졸을 포함한 PPIs를 아타자나비어와 동시에 투여하여서

는 안 된다.

6. 임부,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 해서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할 것[동물실험에서 임신 랫드의 기관형성기에 경구투여시

(400mg/kg/day) 태자의 골화지연, 분만시 착상수, 생존자수와 분만율의 감소, 출생자의 체중

증가량 저하와 open-field test에서 시행횟수와 구획이행수의 감소가 관찰되었으며, 분만전․후
에 정맥투여시(30mg/kg/day) 출생자의 지속적인 체중저하가 관찰되었다. 임신 토끼의 기관

형성기에 정맥투여시(30mg/kg/day) 태자의 체중 저하, 골화지연이 관찰되었다.]

2) 수유중의 부인에 한 투여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부득이 투여하는 경우는 수유를 

하지 말 것[동물실험에서 유즙중으로 이행하는 것이 보고되었고, 랫드의 분만전․후에 정맥투

여(30mg/kg/day) 출생자의 체중저하가 관찰되었다.]

7.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이 약은 주로 간장에서 사되지만 고령자는 간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소화기증상등의 이상반응(이상반응항 참조)이 나타난 경우에는 휴약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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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히 투여할 것. 

8. 소아에 대한 투여 

소아에 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9. 임상검사치에의 영향

간효소증가와 관련되어 드물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험실 시험결과 수치에 특별히 비정상

적인 결과는 없었다.

10. 과량투여시의 처치

현재까지는 고의로 과량투여한 경험은 없다. 과량투여에 한 경험이 제한적이다. 확인된 최고 

투여량은 60mg 1일 2회 혹은 160mg 1일 1회를 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영향은 경미하며 다른 

의학적 처치 없이 가역적이다.  

특별한 해독제에 해 알려진 바 없다. 라베프라졸나트륨은 단백결합률이 아주 높아, 쉽게 투석

되지 않는다. 과량투여한 경우 증상에 따른 치료를 실시하고, 전체적인 보조 요법을 실시하도록 

한다. 

11. 운전 및 기계 조작능력에 대한 영향

약리학적 특성과 발생한 이상반응을 근거로 하면, 이 약은 운전능이나 기계 조작능력 등에 영향

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졸음으로 민첩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운전이나 복잡한 

기계 작동은 피하도록 한다.

12. 적용상의 주의

이 약을 씹거나 부수어 복용하지 않도록 하며, 정제를 한번에 삼켜 복용한다.

 

13. 기타

1) 다른 PPI계열(오메프라졸)에 해 외국에서 시력장해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 

2) 다른 PPI 계열(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에 해 랫드에 장기간 경구투여한 독성시험에서 위에 

카르티노이드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고 이 약에서는 Enterochromaffin-like세포 (ECL세포)

의 과형성이 보고되었다.  

3) 동물실험(랫드 경구투여 25mg/kg이상)에서 갑상선중량 및 혈중티록신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사용시 갑상선기능에 주의할 것. 

4) 세균을 이용한 in vitro 복귀 돌연변이시험에서 약한 유전자변이 유발물질로 판명되었다. 

5) 동물시험에서 항원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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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물시험 자료에서 라베프라졸 나트륨의 LD50는 단회경구 투여시 마우스에서 > 1,000 

mg/kg, 랫트에서 > 1,300mg/kg 이었다. 라베프라졸 나트륨의 치사량은 단회 경구투여시 개

에서 > 2,000mg/kg [사람 권장용량(예, 20mg/day)의 약 2,500 ~ 5,000배], 단회 정맥투여시 

마우스에서 > 200 mg/kg, 랫트에서 > 150 mg/kg 이었다. 마우스에서 100 mg/kg, 랫트에서 

300 mg/kg, 개에서 25 mg/kg 씩의 초회 경구용량 투여후 피크 혈장 농도는 사람에서의 피

크 혈장 농도(Cmax=427ng/mL)의 8 - 37배 이었다.

14.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 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

를 주의한다.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 웅제약 웅라베프라졸나트륨정10 리그램 제조

2 (주) 웅제약 웅라베프라졸나트륨정20 리그램 제조

3 (주)바이넥스
라베넥스정10 리그램

(라베프라졸나트륨)(구.바이넥스라베프라졸정10 리그람)
제조

4 (주)바이넥스
라베넥스정20 리그램

(라베프라졸나트륨)(구.바이넥스라베프라졸정20 리그람)
제조

5 (주)비티오제약 라베나정2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6 (주)셀트리온제약 얼사라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7 (주)셀트리온제약 얼사라정2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8 (주)스카이뉴팜 스카이라베프라졸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9 (주)스카이뉴팜 스카이라베프라졸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10 (주)씨트리 라베피아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11 (주)씨트리 라베피아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12 (주)유영제약 라베트라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13 (주)유영제약 라베트라정20mg(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14 (주)유한메디카 라베론정(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15 (주)유한메디카 라베론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16 (주)종근당 뉴라벨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17 (주)종근당 종근당라베프라졸나트륨정2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18 (주)파마킹 라베트정1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국내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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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9 (주)파마킹 라베트정2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20 (주)하원제약 라베스틴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21 (주)한국얀센 파리에트정1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22 (주)한국얀센 파리에트정2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23 (주)한국코러스제약 라베라졸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수출용) 제조

24 (주)한국코러스제약 라베라졸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수출용) 제조

25 (주)휴온스 라베스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26 (주)휴온스 라베스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27 국제약품공업(주) 라비스터정(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28 원제약(주) 파리벤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29 원제약(주) 파리벤정20mg(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30 화제약(주) 라베라톤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31 화제약(주) 라베라톤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32 동광제약(주) 라베스타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33 동광제약(주) 라베스타정20mg(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34 동국제약(주) 라베드정(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35 비알엔사이언스(주) 벤프라정(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36 비알엔사이언스(주) 벤프라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37 삼아제약(주) 파리아졸정1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38 삼아제약(주) 파리아졸정2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39 신일제약(주) 라베리트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40 신일제약(주) 라베리트정2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41 신풍제약(주) 베라졸정(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42 신풍제약(주) 베라졸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43 씨제이제일제당(주) 라베원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44 씨제이제일제당(주) 라베원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45 안국약품(주) 라베톤정1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46 안국약품(주) 라베톤정2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47 영일제약(주) 파비졸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48 영일제약(주) 파비졸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49 위더스제약(주) 엘비피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50 이연제약(주) 네오베트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51 이연제약(주) 네오베트정20mg(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52 일동제약(주) 라비에트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53 일동제약(주) 라비에트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54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라베칸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55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라베칸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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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56 진양제약(주) 에이스프라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57 케이엠에스제약(주) 피피라졸정1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58 케이엠에스제약(주) 피피라졸정2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59 하나제약(주) 파라메트정(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60 한미약품(주) 라베졸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61 한미약품(주) 라베졸정2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62 한불제약(주) 한불라베린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63 한불제약(주) 한불라베린정2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64 현 약품(주) 라베큐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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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소프라졸 단일제 (경구)
(Lansoprazole)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이 약에 함유되어 있는 인공감미제 아스파탐은 체내에서 분해되어 페닐알라닌으로 사되므로, 

페닐알라닌 섭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유전성질환인 페닐케톤뇨증 환자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해

당 제제에 한함)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란소프라졸 단일제 (경구) (Lansoprazole)

 분류 번호 ∙ [02320] 소화성궤양용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정보 사항 ∙ 이상반응, 일반적 주의 항목

  - 이상반응 항목에“⑥ 대사 및 영양계 : 저마그네슘혈증”추가

  - 일반적주의 항목에 “4) 3개월 이상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저마그네슘혈

증이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 가

장 많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저마그네슘혈증의 

치료로서 마그네슘보충 및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투여 중단이 필요하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

나 디곡신 또는 저마그네슘혈증을 유발하는 약물(예, 이뇨

제)을 병용투여하는 환자들은 치료 시작을 포함한 주기적 마

그네슘 수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강직, 

부정맥, 발작을 포함한다.” 추가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615호, 2012. 2.29.)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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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물의 성분에 한 과민반응 환자 

2) 페니실린계 항생제에 과민반응 환자(H.pylori 박멸을 위해 아목시실린과 병용요법시) 

3)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과민 환자 

4) 심장이상 또는 전해질 장애 등으로 테르페나딘을 투약중인 환자(H.pylori 박멸을 위해 클래리

스로마이신과 병용시에 한함.) 

5) 아타자나비르 설페이트를 투약중인 환자(6. 상호작용 항 참조)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약물과민증의 병력 환자 

2) 간장애 환자(용량을 조절하여 투여해야 한다.) 

3) 고령자 

4) 임부, 수유부 및 소아

4. 이상반응 

1) 중 한 이상반응 

시판후 사용성적 조사 및 환자의 자발보고 등에서 나타난 중 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① 아나필락시스 반응(전신발진, 안면부종, 호흡곤란 등)(0.1% 미만)이 발현되었고, 쇼크

(0.1% 미만)를 유발한 예가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반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범혈구감소, 무과립구증, 용혈성 빈혈(0.1% 미만), 과립구감소, 혈소판감소, 빈혈(0.1-5%미

만)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

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황달, AST, ALT의 상승을 수반한 중독성 간기능장애(0.1% 미만)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

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반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④ 중독성 표피괴사 반응(Lyell 증후군), 피부점막안 증후군(Stevens-Johnson 증후군)(0.1%)

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반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간질성폐렴(0.1%미만)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열, 해수, 호흡곤란, 폐음의 이상(염

발음(捻髮音))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흉부 X선 등의 검사 실시 및 이 약의 투여

를 중지하고 부신피질호르몬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⑥ 간질성신장염이 나타날 수 있고, 때때로 급성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기능검사치

(BUN, 크레아틴 상승 등)에 주의하여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



475

2. 안전성 정보처리 현황

를 취한다.

  ⑦ H.pyroli 박멸에 사용되는 아목시실린 또는 클래리스로마이신으로 위막성 장염과 같은 혈

변을 동반한 심각한 장염 (0.1% 미만)이 나타날 수 있다. 만약 복통과 잦은 설사 증상이 

나타난다면 투약의 중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임상시험에서 두통은 1% 이상에서 나타났으나 위약 투약군에서 더 자주 나타났다. 설사 발생

율은 위약투약군, 란소프라졸 15mg, 30mg 투약군에서 발생율이 유사했지만 란소프라졸 

60mg 투약군에서는 더 높았다. (각각 2.9%, 1.4%, 4.2% 및 7.4%) 유지기 시험동안 시험약 

투여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이상반응중 가장 많이 보고된 이상반응은 설사였

다. 미국 및 다른 국가에서의 임상시험 또는 시판 후 보고된 이상반응은 1% 미만이며 다음과 

같다. 

  ① 전신 : 무력, 칸디다증, 흉통, 부종, 열, 플루증상(flu syndrome), 구취, 감염, 권태감 

  ② 심혈관계 : 심증, 뇌혈관 사고, 고혈압/저혈압, 심근경색, 심계항진, 쇽크(순환부전), 혈관확장

  ③ 소화기계 : 식욕부진, 위석, 분문연축, 담석증, 변비, 구갈/갈증, 소화불량, 연하곤란, 트림, 

식도협착, 식도궤양, 식도염, 변 변색, 고창, 위결졀/위저선 폴립, 위장염, 위십이지장 출

혈, 토혈, 식욕증가, 타액 증가, 항문 출혈, 구내염, 이급후중, 궤양성 장염, 구토, 구역, 

설사

  ④ 내분비계 : 당뇨병, 갑상선종, 고지혈증/저지혈증 

  ⑤ 혈액 및 림프계 : 빈혈, 출혈 

  ⑥ 사 및 영양 질환 : 통풍, 체중증가/감소

  ⑦ 근골격계 : 관절염/관절통, 근골격통, 근육통 

  ⑧ 신경계 : 초조, 기억상실증, 불안, 무관심, 착란, 우울, 어지러움/실신, 환각, 편측마비, 적

감 악화, 성욕감퇴, 신경증, 감각이상, 비정상 사고 

  ⑨ 순환기계 : 천식, 기관지염, 기침 증가, 호흡곤란, 비출혈, 객혈, 딸꾹질, 폐렴, 상기도감염 

  ⑩ 피부 및 부속기관 : 여드름, 탈모, 가려움증, 발진, 두드러기 

  ⑪ 특수 감각기관 : 시야흐림, 귀머거리, 안통, 중이염, 미각도착, 이명, 시야협착 

  ⑫ 비뇨생식 기관 : 월경이상, 알부민뇨증, 가슴 확장/여성형 유방, 가슴압통, 당뇨(glycosuria), 

혈뇨, 발기부전, 신결석 

3) 시판 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래에 기술된 부분의 경우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란소프라졸과의 인과관계에 해서는 검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상반응은 임

의적으로 보고되므로 발생율을 알 수 없다. 

  ① 전신 : 아나필락시양 반응 

  ② 소화기계 : 간독성, 구토 

  ③ 혈액 및 림프계 : 무과립구증, 재생불량성 빈혈, 용혈성 빈혈, 과립구감소증, 호중구감소증, 

전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혈전성혈소판감소자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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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특수 감각기관 : 언어장애(Speech disorder) 

  ⑤ 비뇨생식기관 : 요저류

  ⑥ 사 및 영양계 : 저마그네슘혈증

4) 국내 시판후 조사결과(조사증례수 : 897명) 보고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으며, 이 약과의 관

련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 복통

5) 아목시실린, 클래리스로마이신과 병용 투여

란소프라졸, 아목시실린, 클래리스로마이신을 병용 투여한 임상시험에서 병용과 관련된 특별

한 이상반응은 발견되지 않았다. 발생한 이상반응은 란소프라졸, 아목시실린, 클래리스로마

이신과 관련하여 이전에 보고된 것과 같다.

3제 요법 : 란소프라졸, 아목시실린, 클래리스로마이신 

14일간 3제 요법을 받은 환자에서 가장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은 설사(7%), 두통(6%), 미각도

착(5%)이었다. 3중 요법 10일과 14일 사이에 나타난 이상반응 발생 빈도에서는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6) 실험실적 측정치

다음의 실험실 검사치의 변화가 란소프라졸에 한 이상반응으로 보고되었다. 

간기능검사 결과 이상, SGOT(AST) 증가, SGPT(ALT) 증가, 크레아티닌 증가, Al-P 증가, 글

로불린 증가, GGTP 증가, WBC 증가/감소/이상, AG ratio 이상, RBC 이상, 빌리루빈혈증, 

호산구증다증, 고지방혈증, 전해질 증가/감소, 콜레스테롤 증가/감소,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증

가, LDH 증가, 혈소판 증가/감소/이상, 가스트린 농도 증가 등의 추가적인 실험실적 측정치

의 이상이 발견되었다.

위약 조 실험에서SGOT(AST), SGPT(ALT)을 측정한 결과 위약 투여군에서 0.4% (1/250), 

란소프라졸 투여군에서 0.3% (2/795)가 최종 방문에서 정상 범위의 상한보다 3배 이상 컸다. 

시험기간동안 환자에서 황달이 보고된 적은 없었다.

단독투여한 경우에 비해 란소프라졸, 아목시실린, 클래리스로마이신을 복합 투여한 임상시험

에서 실험실적 측정치가 특별히 증가한 경우는 없었다. 

5. 일반적 주의 

1) 경과를 충분히 관찰하고 증상에 따라 치료상 필요한 최소 용량으로 투여하며, 위궤양, 문합부

궤양에 사용하는 경우 장기간의 사용 경험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유지요법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H.pylori 박멸을 위해 클래리스로마이신, 아목시실린과 병용투여시 항생제의 투약정보를 참

조해야 한다. 

  ① 클래리스로마이신은 적당한 체 치료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부에게 투여하여서

는 안된다. 클래리스로마이신 복용 중 임신을 한 경우, 환자는 태아에 한 잠재적 위험성



477

2. 안전성 정보처리 현황

을 알고 있어야 한다. 

  ② 클래리스로마이신, 아목시실린 등 거의 모든 항생제에서 위막성 장염이 보고되었으며 경

증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그 정도가 다양하다. 따라서 항생제 투여후 설사를 나타

내는 환자의 진단은 중요하다. 항생제 치료는 장의 정상 세균총을 변경시키고 클로스트

리디아의 과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Clostridium difficinale에 의해 생산된 

독소가 항생제 관련 장염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위막성 장염 진단후에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경증의 위막성 장염은 약물 투여의 중지만으로 반응한다. 중등도 또는 

중증의 경우 체액과 전해질 치료, 단백질 공급, Clostridium difficinate 장염에 해 임상

적으로 효과가 있는 항생제 치료가 고려된다. 심각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과민반응(아나필

락시스)이 페니실린 치료중인 환자에서 보고되었다. 이러한 반응들은 페니실린 과민반응 

병력을 가졌거나 여러 알러젠에 감수성을 갖는 사람에게 나타나기 쉽다. 세팔로스포린을 

투여하였을 때 중증의 과민반응을 경험한 환자가 페니실린에 과민반응 병력을 가지고 있다

는 많은 보고서가 있다. 페니실린으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페니실린계 약물, 세팔로스포

린계 약물 기타 알러젠에 과민반응이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만약 과민반응이 일어난

다면 아목시실린 투여가 중지되어야 하고 체 치료가 고려되어야 한다. 중증의 아나필락

시스 반응은 즉각적인 에피네프린, 산소, 스테로이드 정맥주사 및 삽관법을 포함한 기도유

지 등의 응급치료가 필요하다.

3) 일부 해외 역학연구에서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가 고관절, 손목 및 

척추 골절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골절의 위험은 권장용

량을 상회하는 고용량을 투여한 환자와 1년 이상의 장기사용 환자에서 증가되었다.

4) 3개월 이상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저마그네

슘혈증이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부분의 

환자들에게 저마그네슘혈증의 치료로서 마그네슘보충 및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투여 중단이 필요하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디곡신 또는 저마그네슘혈증을 

유발하는 약물(예, 이뇨제)을 병용투여하는 환자들은 치료 시작을 포함한 주기적 마그네슘 

수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중 한 이상반응은 강직, 부정맥, 발작을 포함한다. 

6. 상호작용 

1) 란소프라졸의 위산분비억제 작용은 아타나자비르 설페이트의 용해도를 낮추어 아타나자비르

의 혈중 농도가 감소하여 아타나자비르 설페이트의 효과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아타나자

비르 설페이트와의 병용투여를 금한다.

2) 유사제제(오메프라졸)가 디아제팜, 페니토인의 사, 배설을 지연시킨다고 보고되어 있다. 

3) 란소프라졸이 테오필린(CYP1A2, CYP3A) 병용 투여시 테오필린의 청소율이 10%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란소프라졸 투여를 시작 또는 종료시 임상적으로 유효한 혈중 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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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환자는 테오필린 용량의 적당한 적정이 필요하다. 

4) 란소프라졸은 타크롤리무스와 병용투여 시, 간의 약물 사효소에 의해 타크롤리무스의 사

를 경쟁적으로 저해하므로 란소프라졸 투여 시 타크롤리무스의 혈중농도가 증가할 수 있다.

5) 란소프라졸 30mg, 오메프라졸 20mg을 단독 또는 슈크랄페이트와 동시에 병용투여한 단회투

여 교차시험 결과, 란소프라졸 및 오메프라졸의 흡수가 지연되었으며 생체이용율이 각각 

17%, 16% 감소하였다. 따라서 프론토 펌프 억제제를 슈크랄페이트보다 30분 앞서 투여해야 

한다. 

6) 란소프라졸은 현저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위산 분비 억제를 나타내므로 란소프라졸은 위산

의 pH가 생체이용율에 중요한 인자인 약물(예, Ketoconazole, itraconazole, ampicillin 

esters, iron salts, digoxin, methyldigoxin, gefitinib)의 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 란소프라졸을 포함한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와 와파린을 동시에 투여받

은 환자에게서 INR(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과 프로트롬빈 시간이 증가했다는 보고

가 있다. INR과 프로트롬빈시간의 증가는 비정상적인 출혈뿐만 아니라 사망까지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와 와파린을 동시에 투여받는 환자는 

INR과 프로트롬빈시간 증가에 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다.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랫트에 있어서 태자의 혈장중 농도는 모동물의 혈장농도보다 높다고 인정되었다. 또한, 토끼

(경구 30mg/㎏)에서 태자사망율의 증가가 인정되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

는 부인에게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2) 동물실험에서 모유중으로의 이행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수유중인 부인에는 투여를 피하고 부

득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 

8. 소아에 대한 투여 

1) 소아에 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사용경험이 적다.)(성인 용법에 한함)

2) 1세에서 17세의 소아환자에 하여 위식도역류질환관련증상과 미란성식도염에 한 안전성

과 유효성이 연구되었다. 성인에서의 란소프라졸 사용에 관한 통제된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소아환자에 한 추가적 임상시험과 약동학, 약력학시험이 실시되었다. 소아환자에서의 이상

반응은 성인에서와 유사하였다. 미국에서의 연구에서 성인에게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이상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1세이하의 환자에 한 란소프라졸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하여는 

연구된 바 없다.

1세에서 11세까지의 소아에서(N=66) 시험약 투여와 관계된 가장 흔하게 보고된(2명 이상) 

이상반응은 변비(5%)와 두통(3%)이었다. 미국에서의 임상시험에서 성인에게서 발견되지 않

은 새로운 부작용은 보고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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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에서 17세까지의 소아에서(N=87) 시험약 투여와 관계된 가장 흔하게 보고된(3% 이상) 이상

반응은 두통(7%), 복부통증(5%), 설사(3%), 현기증(3%)이었다. 현기증의 경우, 성인에서 1% 이

하로 발생하였고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을 가진 청소년 3명에서 보고되었으며, 편두통, 호흡곤

란, 구토증상을 동반한 현기증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었다. (소아 용법이 있는 경우에 한함)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일반적으로 고령자에서는 위산분비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며 기타 다른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

므로 저용량으로 투여를 시작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 

10.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 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

를 주의할 것

3) 쉽게 부서질 수 있으므로 자동분포기사용은 적절하지 않다.(구강정에 한함)

11. 기타 

1) 랫트(50mg/kg/일)에게 52주간 강제 경구투여한 실험(임상용량의 약100배)의 1예에서 양성의 

정소 간세포종이, 24개월간 강제 경구 투여한 실험(15mg/kg/일)의 암컷 1예에서 위의 카르

티노이드 종양이 인정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암컷 랫트에 15mg/kg/일 이상 및 수컷 랫

트에 50mg/kg/일이상 투여군에서 망막위축발생빈도의 증가가 확인되었다. 정소세포종 및 망

막위축증은 마우스의 발암성 시험, 개, 원숭이의 독성시험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랫트에서

의 특이한 변화일수 있다. 

2) 이 약의 투여가 위암에 따른 증상을 은폐할 수 있으므로 악성이 아님을 확인하고 투여해야 

한다.

3) 오메프라졸 주사제에 의해 외국에서 시력장애가 발현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경보제약 유프라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2 (주)넥스팜코리아 소프라정(란소프라졸)(수출용)(수출명:  Newdaepra Tab.) 제조

3 (주)뉴젠팜 란소프라젠정15 리그램(란소프라졸) 제조

4 (주) 웅제약 란프라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국내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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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5 (주) 웅제약 란프라정15 리그램(란소프라졸) 제조

6 (주) 웅제약 란프라캡슐30 리그램(란소프라졸) 제조

7 (주)동구제약 란세틴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8 (주)드림파마 라소텍정(란소프라졸)  (수출용) 제조

9 (주)드림파마 라소텍정15 리그램(란소프라졸) 제조

10 (주)바이넥스 바이넥스란소프라졸캡슐(란소프라졸과립)(수출용) 제조

11 (주)비씨월드제약 라소놀캡슐(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12 (주)스카이뉴팜 란소진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13 (주)스카이뉴팜 란소진정15 리그램(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14 (주)유영제약 라노프라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15 (주)유유제약 란섹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16 (주)파마킹 란소프라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17 (주)파마킹 란소프라정15 리그램(란소프라졸) 제조

18 (주)하원제약 란세트정(란소프라졸30 리그람)(수출용) 제조

19 (주)한국글로벌제약 란소팬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20 (주)한국코러스제약 코러스란소프라졸캡슐(수출용) 제조

21 (주)한국피엠지제약 란스탑캡슐15 리그램(란소프라졸) 제조

22 경동제약(주) 라프졸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23 고려제약(주)
란시드캡슐(란소프라졸)

[수출명:란프라시드캅셀(LANPRACIDCapsule)]
제조

24 고려제약(주) 란시드캡슐15 리그람(란소프라졸) 제조

25 광동제약(주) 란가톤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26 광동제약(주) 란가톤정15 리그램(란소프라졸) 제조

27 광동제약(주) 란가톤캡슐30 리그램(란소프라졸) 제조

28 국제약품공업(주) 란스터캡슐(란소프라졸) 제조

29 국제약품공업(주) 란스터캡슐15 리그람(란소프라졸) 제조

30 원제약(주) 프라톤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31 한뉴팜(주) 소프라정15 리그램(란소프라졸) 제조

32 한약품공업(주) 한란소프라졸정(수출용) 제조

33 명문제약(주) 란프롤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34 명문제약(주) 란프롤정15 리그램(란소프라졸) 제조

35 미래제약(주) 란소롤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36 비알엔사이언스(주) 란소프리정(란소프라졸) 제조

37 비알엔사이언스(주) 란소프리정30mg(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38 삼성제약공업(주) 란소라졸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39 삼일제약(주) 라노졸정15 리그램(란소프라졸) 제조

40 삼천당제약(주) 란프톤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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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41 슈넬생명과학(주) 슈넬란소프라졸캡슐30 리그램 제조

42 알앤피코리아(주) 란프라졸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43 알앤피코리아(주) 란프라졸정15 리그램(란소프라졸) 제조

44 영일제약(주) 란프란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45 우리들제약(주) 란프졸캡슐(란소프라졸과립)(수출용) 제조

46 유니메드제약(주) 유니란소캡슐(란소프라졸) 제조

47 이연제약(주) 란소프로정15 리그램(란소프라졸) 제조

48 일양바이오팜(주) 일양바이오란소프라졸캡슐(수출용) 제조

49 제일약품(주) 란스톤캡슐(란소프라졸과립) 제조

50 제일약품(주) 란스톤캡슐15 리그람(란소프라졸과립) 제조

51 청계제약(주) 청계란소프라졸정15 리그램 제조

52 청계제약(주) 란프톤캡슐30 리그램(란소프라졸) 제조

53 청계제약(주) 청계란소프라졸정(수출명:LANACO-30)(수출용) 제조

54 케이엠에스제약(주) 케이엠에스란소프라졸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55 한국다케다제약 주식회사 란스톤엘에프디티정15 리그램(란소프라졸) 수입

56 한국다케다제약 주식회사 란스톤엘에프디티정30 리그램(란소프라졸) 수입

57 한국웨일즈제약(주) 란소텍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58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소프란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59 한국유니온제약(주) 뉴란소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60 한국콜마(주) 란스파졸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61 한국프라임제약(주) 다프라캡슐(란소프라졸)수출명:SLANZOLECapsule 제조

62 한미약품(주) 란소졸정15 리그람(란소프라졸) 제조

63 한불제약(주) 한불란소프라졸캡슐(수출용) 제조

64 한올바이오파마(주) 한올란소프라졸캡슐(수출용)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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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프라잔 단일제 (경구)
(Revaprazan)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의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성분에 과민증 환자  

2) 아타자나비어를 투약중인 환자. (상호작용항 참조)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레바프라잔 단일제 (경구) (Revaprazan)

 분류 번호 ∙ [02320] 소화성궤양용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정보 사항 ∙ 이상반응, 일반적 주의 항목

  - 이상반응 항목에“3) 시판 후 조사에서 나타난 이상반응 (1) 

대사 및 영양계 빈도 알려지지 않음 : 저마그네슘혈증”추가

  - 일반적 주의 항목에 “6) 3개월 이상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저마그네슘혈

증이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 가

장 많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저마그네슘혈증의 

치료로서 마그네슘보충 및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투여 중단이 필요하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

나 디곡신 또는 저마그네슘혈증을 유발하는 약물(예, 이뇨

제)을 병용투여하는 환자들은 치료 시작을 포함한 주기적 마

그네슘 수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강직, 

부정맥, 발작을 포함한다.” 추가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615호, 2012. 2.29.)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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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의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신기능부전환자

2) 간장애 환자

3) 고령자

3. 이상반응

1) 간장 : 이 약의 투여와 관련되어 일시적이고 가역적인 AST, ALT, GGT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혈액 생화학적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상이 인정된 경우에는 투

여를 중지한다.

2) 십이지장궤양 환자 232명, 위염 환자 499명, 위궤양 환자 288명에 한 무작위배정 ‧ 이중맹검 

제3상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1) 위장관계 : 때때로 급성복통, 상복부쓰림, 식후포만감, 팽만감, 상복부불쾌감, 트림, 설사, 

위내저류감, 구역, 가슴쓰림, 상복부통, 복통, 보통 분량의 식사못함. 가스성팽창, 위선종

(Gastric adenoma), 묽은 변, 위산역류, 구토, 변비, 소화불량, 장선종이 나타날 수 있다.

  (2) 전신계 : 때때로 두통, 안면부종, 전신허약, 열, 피로, 무력감이 나타날 수 있다.

  (3) 호흡기계 : 때때로 비루, 기관지염, 객담이 나타날 수 있다.

  (4) 정신신경계 : 때때로 졸음. 불면증, 우울한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5) 피부계 : 때때로 소양감, 두드러기가 나타날 수 있다.

  (6) 자율신경계 : 때때로 구갈이 나타날 수 있다.

  (7) 간 및 담도계 : 때때로 담낭결석이 나타날 수 있다.

  (8) 시각계 : 때때로 알러지성 결막염이 나타날 수 있다.

  (9) 중추/말초신경계 : 때때로 현기증, 두통이 나타날 수 있다.

  (10) 혈소판, 출혈 및 응고 : 때때로 혈소판 감소증이 나타날 수 있다.

  (11) 방어기전 : 때때로 상기도감염이 나타날 수 있다.

3) 시판 후 조사에서 나타난 이상반응

  (1) 사 및 영양계

빈도 불명 : 저마그네슘혈증

4. 일반적 주의 

1) 이 약으로 인해 악성종양의 증상이 완화되거나 진단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악성종양이 의심

되는 경고 증상 (의도하지 않은 현저한 체중 감소, 재발성 구토, 부전실어증, 토혈이나 흑토증 

등)이 있으면서 위궤양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검사를 실시하여 악성종양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2) 위종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 X-ray나 위내시경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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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약의 투여를 중지한다.

3) 경과를 충분히 관찰하여 증상에 따라 치료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며 사람에게 장기간의 

사용경험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유지요법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이 약은 임상시험에서 십이지장궤양에 최  4주, 위염에서는 최  2주, 위궤양에서는 최  

8주까지 투여한 경험이 있으며, 십이지장궤양시 4주, 위염치료시 2주, 위궤양시 4~8주 이내

에 부분 치유되나 간혹 환자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위 기간동안 투여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하에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 한하여 투약한다.

5) 일부 해외 역학연구에서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가 고관절, 손목 및 

척추 골절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골절의 위험은 권장용

량을 상회하는 고용량을 투여한 환자와 1년 이상의 장기사용 환자에서 증가되었다.

6) 3개월 이상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저마그네

슘혈증이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부분의 

환자들에게 저마그네슘혈증의 치료로서 마그네슘보충 및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투여 중단이 필요하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디곡신 또는 저마그네슘혈증을 

유발하는 약물(예, 이뇨제)을 병용투여하는 환자들은 치료 시작을 포함한 주기적 마그네슘 

수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중 한 이상반응은 강직, 부정맥, 발작을 포함한다.

5. 상호작용

1) 위산의 pH가 생체내 이용률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는 약물 (케토코나졸,철염,암피실린,에

스테르 등)인 경우에는 이 약에 의한 정기적인 위산분비억제작용 때문에 이론적으로 약물의 

흡수가 저해될 수 있다. 다른 산분비 억제제나 제산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 투여 중에는 케토

코나졸과 이트라코나졸의 흡수가 감소될 수 있다.

2) 약물상호작용에 한 자료는 없으나 이 약이 간 싸이토크롬 P450 효소계를 통해 간에서 사

되므로 이론적으로 이 효소계를 거쳐 사되는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3) 건강한 자원자에 아타자나비어300mg/리토나비어100mg과 오메프라졸(40mg 1일 1회) 또는 

아타자나비어400mg과 란소프라졸(60mg 1일 1회)의 병용투여시 아타자나비어 노출도가 실

질적으로 감소하였다. 아타자나비어 흡수는 pH 의존적이이다, 이 약은 아타자나비어의 혈중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동시에 투여하여서는 안 된다.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동물실험 (랫드 및 토끼) 결과, 이 약은 배․태자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관찰되었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2) 동물실험 결과 이 약이 유즙으로 분비되는 것이 관찰되었으므로 수유 중인 여성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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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하지 말 것.

7. 소아에 대한 투여

소아에 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8. 임상검사치에의 영향

1) 이 약을 일일 투여용량 200mg으로 십이지장궤양 환자에게 4주간 투여하였을 때 AST와 ALT 

수치가 WHO grade 1 (정상 상한치의 1.26배 이상) 이상으로 동시에 증가한 환자 수는 총 

113명 중 3명 (2.7%), ALT 수치 단독으로 증가한 환자 수는 10명 (8.8%)이었다. GGT는 113

례 중 9례 (8.0%) 에서 각 시험기관 상한 참고치의 2.6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이중 다른 간 

효소치 (AST 또는 ALT)가 동반 상승한 피험자가 3례(2.6%) 있었다.

2) 이 약을 일일 투여용량 200mg으로 위염환자에게 2주간 투여하였을 때 AST와 ALT 수치가 

WHO grade 1 (정상 상한치의 1.26배 이상) 이상으로 동시에 증가한 환자 수는 총 251명 

중 4명 (1.6%), AST 수치 단독으로 증가한 환자 수는 5명(2.0%), ALT 수치 단독으로 증가한 

환자 수는 15명 (6.0%)이었다. GGT는 251례 중 5례 (2.0%)에서 WHO grade 2 (정상 상한 

참고치의 2.6배 이상)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3) 이 약을 일일 투여용량 200mg으로 위궤양환자에게 4~8주간 투여하였을 때 AST와 ALT 수치

가 WHO grade 1 (정상 상한치의 1.26배 이상) 이상으로 동시에 증가한 환자 수는 총 144명 

중 7명 (4.9%), AST 수치 단독으로 증가한 환자 수는 7명 (4.9%), ALT 수치 단독으로 증가한 

환자 수는 26명 (18.1%) 이었다. GGT는 144례 중 27례 (18.8%) 에서 WHO grade 2 (정상 

상한치의 2.6배 이상) 이상으로 상승하였으며, 이 중 WHO grade 3 (정상 상한치의 5.1배 

이상) 이상으로 증가한 피험자가 4례 (2.8%), 다른 간 효소치(AST 또는 ALT)가 동반 상승한 

피험자가 14례 (9.7%) 있었다. 그러나, 추적관찰 결과 검사치가 아무런 처치없이 grade 0 이

내 또는 grade 0 변연부로 떨어졌다.

4) 때때로 이 약 투여 시 creatinine phosphokinase,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의 일시적인 

상승이 나타난 바 있다.

9. 과량투여시의 처치

사람을 상으로 한 과량복용시의 증상에 하여는 알려진 바가 없다.

 

10. 기타

1) 랫드를 이용한 수태능 및 초기배 발생시험결과, 10mg/kg/day 용량이상에서 암컷의 성주기 

(oestrus cycle)의 연장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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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랫드를 이용한 배태자 발생시험결과, 480mg/kg/day 용량에서 중족골의 골화지연이 관찰되었

으며, 토끼를 이용한 배태자 발생시험결과, 60mg/kg/day의 용량에서 골화지연에 따른 경미

한 골격이상이 관찰되었다.

3) 랫드를 이용한 출생전후발생 및 모체기능시험결과, 5mg/kg/day 용량이상에서 유즙으로의 이

행에 의해 차산자에 한 독성이 관찰되었다.

4) 랫드를 이용한 발암성시험결과, 5mg/kg/day 용량이상에서 위장내 신경내분비 세포종양 

(neuroendocrine cell tumor)이 관찰되었다. 그 외 수컷 15mg/kg/day 이상 투여군과 암컷 

300mg/kg/day 투여군에서 갑상선 소포세포 선종의 발생이 조군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암

컷 300mg/kg/day 투여군에서 간세포암종의 발생이 조군에 비해 증가하였다. 비종양성 병

변으로는 위장의 신경 내분비세포 과형성, 선위부 상피세포 과형성 및 갑상선의 낭성 소포세

포 과형성이 관찰되었다.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유한양행 레바넥스정100 리그람(레바프라잔) 제조

2 (주)유한양행 레바넥스정200 리그램(레바프라잔)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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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오메프라졸 및 그 염류 단일제 (정제, 캡슐제)
(Esomeprazole)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성분 또는 치환기인 벤즈이미다졸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이 약을 포함한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들은 아타자나비어와 병용투여 할 

수 없다(상호작용 참조).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에스오메프라졸 및 그 염류 단일제 (경구) (Esomeprazole)

 분류 번호 ∙ [02320] 소화성궤양용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정보 사항 ∙ 이상반응, 일반적 주의 항목

  - 이상반응 항목에 “매우 드물게 저마그네슘혈증” 추가

  - 일반적 주의 항목에 “8) 3개월 이상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저마그네슘혈

증이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 가

장 많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저마그네슘혈증의 

치료로서 마그네슘보충 및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투여 중단이 필요하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

나 디곡신 또는 저마그네슘혈증을 유발하는 약물(예, 이뇨

제)을 병용투여하는 환자들은 치료 시작을 포함한 주기적 마

그네슘 수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강직, 

부정맥, 발작을 포함한다.” 추가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615호, 2012. 2.29.)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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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반응 

1) 다음의 이상반응이 임상시험과 시판 후 조사에서 확인 또는 의심되었다. 용량 상관성은 없었

다. 이상반응을 빈도에 따라 분류하였다(흔하게 ＞1/100, ＜1/10 ; 흔하지 않게 ＞1/1,000, 

＜1/100 ; 드물게 ＞1/10,000, ＜1/1,000 ; 매우 드물게 ＜1/10,000). 

  - 혈액 및 림프계 : 드물게 백혈구감소증, 저혈소판증, 매우 드물게 무과립구증, 범혈구감소증 

  - 면역계 : 드물게 발열, 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 반응/쇼크 등과 같은 과민반응 

  - 사/영양 : 흔하지 않게 말초 부종, 드물게 저나트륨혈증, 매우 드물게 저마그네슘혈증

  - 정신계 : 흔하지 않게 불면, 드물게 동요, 정신 혼란, 우울, 매우 드물게 공격성, 환각 

  - 신경계 : 흔하게 두통, 흔하지 않게 현기, 지각이상, 졸음, 드물게 미각장애 

  - 시각 : 드물게 시야혼탁 

  - 청각 및 미로계 : 흔하지 않게 현훈 

  - 호흡기계 : 드물게 기관지경련 

  - 위장관계 : 췌장염, 흔하게 복통, 변비, 설사, 고창, 구역/구토, 흔하지 않게 구강건조, 드물게 

구내염, 위장관계 칸디다증 

  - 간담도계 : 흔하지 않게 간효소 증가, 드물게 황달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간염, 매우 

드물게 간부전, 기존 간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뇌병증 

  - 피부 및 피하조직 : 흔하지 않게 피부염, 소양증, 발진, 두드러기, 드물게 탈모, 광감수성, 

매우 드물게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스 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일부는 치명적이었음)

  - 근골격계: 드물게 관절통, 근육통, 매우 드물게 근육쇠약 

  - 신장 및 비뇨기계 : 매우 드물게 간질성 신염 

  - 생식계 : 매우 드물게 여성형유방 

  - 전신 및 투여부위 : 드물게 무력증, 발한증가 

2) 이외에 다음의 이상반응이 1% 미만의 발생률로 이 약과 관련이 있거나 또는 관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전신 : 복부팽만, 알러지반응, 등통, 흉통, 흉골하동통, 안면부종, 안면홍조, 피로, 발열, 독감

유사장애, 일반부종, 다리부종, 권태, 통증, 경직 

  - 심혈관계: 홍조, 고혈압, 빈맥 

  - 내분비계 : 갑상샘종 

  - 소화기계 : 장과민증, 변비악화, 소화불량, 연하곤란, 위장관형성장애, 상복부통증, 트림, 

식도장애, 잦은배변, 위장염, 위장관출혈, 딸꾹질, 흑색변, 구강장애, 인두장애, 직장장애, 위

장관 증상, 혈중가스트린증가, 혀장애, 혀부종, 궤양성 구내염, 구토 

  - 청각 : 귀앓이, 귀울림 

  - 혈액 : 빈혈, 저색소빈혈, 자궁경부림프절병증, 코피, 백혈구증가증 

  - 간 : 빌리루빈혈증, 간기능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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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영양 : 당뇨, 고요산혈증, 저나트륨혈증, 알칼리인산효소증가, 구갈, 비타민 B12결핍, 

체중증가, 체중감소 

  - 근골격계 : 관절염악화, 관절병증, 외경련, 섬유성근육통증후군, 탈장, 류마티스성 다발성근

육통 

  - 신경계/정신계 : 식욕부진, 무감동, 식욕증가, 혼란, 우울악화, 과다근육긴장증, 초조, 감각저

하, 발기부전, 불면증, 편두통, 편두통악화, 수면장애, 떨림, 어지러움, 시야결손 

  - 생식계 : 월경통, 월경장애, 질염 

  - 호흡기계 : 천식악화, 기침, 호흡곤란, 후두부종, 인두염, 비염, 부비동염 

  - 피부/부속기관 : 여드름, 항문소양증, 발적, 홍반발진, 반점구진발적 

  - 특수감각 : 중이염, 이상후각, 미각소실, 미각도착 

  - 요로계 : 소변이상, 알부민뇨, 방광염, 배뇨곤란, 진균감염, 혈뇨, 배뇨회수, 칸디다증, 생식기

칸디다증, 다뇨 

  - 시각 : 결막염, 시각이상 

  - 내시경 상에서 발견된 이상반응 : 십이지장염, 식도염, 식도협착, 식도궤양, 식도정맥류, 위

궤양, 위염, 출혈, 양성종양, 바렛츠 식도(Barrett's esophagus), 점막변색

3. 일반적 주의 

1) 이 약으로 인해 악성종양의 증상이 완화되거나 진단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악성 종양이 의심

되는 경고 증상(의도하지 않은 현저한 체중 감소, 재발성 구토, 삼킴곤란, 토혈이나 흑토증 

등)이 있으면서 위궤양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검사를 실시하여 악성종양 여부를 확인하여

야한다. 

2) 이 약을 장기간(특히 1년 이상) 투여하는 환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이 약을 필요시 투여하는 환자에게는 증상의 변화가 있을 때 의사와 상담하도록 주의시킨다. 

이 약을 필요시 투여하도록 처방받은 경우 이 약의 혈중농도 변동으로 인한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4) 이 약을 Helicobacter pylori 박멸요법에 처방·투약하는 경우 병용투여하는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클래리스로마이신은 강력한 CYP3A4 저해제이므로 시사프라이드

와 같이 CYP3A4에 의해 사되는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박멸요법을 실시할 

경우에는 클래리스로마이신의 금기 및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5)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투여는 살모넬라 및 캄필로박터에 의한 위장관 

감염의 위험을 약간 증가시킬 수 있다.

6) 일부 해외 역학연구에서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가 고관절, 손목 및 

척추 골절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골절의 위험은 권장용

량을 상회하는 고용량을 투여한 환자와 1년 이상의 장기사용 환자에서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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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약은 백당을 함유한다. 과당 불내성, 포도당-갈락토즈 흡수불량 또는 수크라제-이소말타제

결핍과 같은 드문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는 이 약을 복용해서는 안된다(백당 함유 제제에 

한함).

8) 3개월 이상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저마그네

슘혈증이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부분의 

환자들에게 저마그네슘혈증의 치료로서 마그네슘보충 및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투여 중단이 필요하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디곡신 또는 저마그네슘혈증을 

유발하는 약물(예, 이뇨제)을 병용투여하는 환자들은 치료 시작을 포함한 주기적 마그네슘 

수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중 한 이상반응은 강직, 부정맥, 발작을 포함한다. 

4. 상호작용

1) 이 약 투여 중 위내 산도 감소로 인해 위 산도에 의해 흡수 기전이 영향을 받는 약물의 흡수가 

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다. 다른 산 분비 억제제나 제산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 투여 중에는 

케토코나졸과 이트라코나졸의 흡수가 감소될 수 있다.

2) 이 약은 CYP2C19과 CYP3A4에 의해 사된다. 그리고 이 약은 이 약의 주 사효소인 

CYP2C19을 저해한다. 디아제팜, 시탈로프람, 이미프라민, 클로미프라민, 페니토인, 와파린 

등과 같이 CYP2C19에 의해 사되는 약물과 병용시 이들 약물의 혈장 농도가 증가될 수 있

으므로 이들 약물의 감량이 필요할 수 있다. CYP2C19 기질인 디아제팜과 이 약 30mg의 병

용투여로 디아제팜의 청소율이 45% 감소되었다. 간질환자에게 페니토인과 이 약 40mg의병

용투여로 페니토인의 혈장농도 최저치가 13% 증가되었다. 이 약을 투여하기 시작하거나 중

단할 때 페니토인의 혈장 농도를 모니터링하도록 한다. 오메프라졸(1일 1회 400mg 투여)은 

보리코나졸(CYP2C19 기질)의 Cmax와 AUCτ를 각각 15% 및 41% 증가시켰다.

임상시험에서 와파린을 투여하고 있는 환자에게 이 약 40mg을 병용 투여하였을 때 응고 시

간은 정상 범위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시판 후 조사에서 두 약물을 병용투여하는 동안 임상

적으로 유의한 INR의 상승이 몇 건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와파린 또는 다른 쿠마린 유도체와 

이 약과의 병용투여를 시작하거나 중단할 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3) 건강한 지원자에게 오메프라졸(20mg 1일 1회 투여)과 아타자나비어 300mg/리토나비어 

100mg을 병용투여했을때 아타자나비어의 노출이 감소했다(AUC, Cmax, Cmin이 약 75% 감

소). 아타자나비어 400mg 1일 4회 투여는 오메프라졸의 아타나자비어 노출에 한 영향을 

상쇄시킬 수 없다. 이 약을 포함한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들은 아타자나

비어와 병용투여할 수 없다. 

4) 이 약과 CYP3A4 저해제인 클래리스로마이신(500mg 1일 2회 투여)을 동시에 투여하면 이 

약의 AUC가 2배로 증가된다. 이 약과CYP2C19, CYP3A4 저해제와의 병용투여는 이 약의 노

출을 두 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 CYP2C19, CYP3A4 저해제인 보리코나졸은 오메프라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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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τ를 280%까지 증가시켰다. 이 때문에 이 약의 용량을 조절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증

의 간기능 장애환자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서는 용량조절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건강한 지원자에게 시사프리드와 이 약 40mg을 병용투여했을 때 시사프리드의 AUC가 32% 

증가되고 배설 반감기가 31% 연장되었으나, 최고 혈장 농도의 유의한 증가는 없었다.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심장 전기생리에 한 시사프리드의 영향이 변경되지 않았다. 즉, 시사프리드 

단독 투여에 의한 QTc 간격의 근소한 연장 외에 이 약과 시사프리드의 병용투여에 의해 더 

이상 QTc 간격이 연장되지는 않았다.

6) 이 약은 아목시실린 또는 퀴니딘의 약물동력학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7) 이 약과 나프록센 또는 로페콕시브의 병용 투여를 단기간 평가한 시험에 의하면 임상적으로 

연관있는 약동학적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5. 임부에 대한 투여

이 약의 임신 중 노출에 한 임상 데이터는 없다. 동물실험 결과 배/태아 발달과 관련하여 직·간

접의 유해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라세미체 혼합물의 동물실험 결과 임신, 분만 또는 분만 후 발달

에 한 직·간접의 유해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약을 임부에 처방시 주의해야 한다.

6. 수유부에 한 투여

  이 약이 사람의 모유 중으로 이행하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수유부를 상으로 한 실험

은 실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약을 수유 중에 투여해서는 안된다.

7. 과량 투여시의 처치

  계획된 과량투여에 한 데이터는 없다. 이 약 280mg과 연관되어 나타난 증상은 위장관계 

증상과 허약증이었다. 이 약 80mg을 1회 투여한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특이적인 해독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약은 단백결합율이 아주 높기 때문에 투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량투여시 

증요법 및 일반 유지 요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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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 단일제 (현탁액용과립)
(Esomeprazole Magnesium)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성분 또는 치환기인 벤즈이미다졸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이 약을 포함한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들은 아타자나비어와 병용투여할 

수 없다. (상호작용 참조)

2. 이상반응

1) 다음의 이상반응이 임상시험과 시판후 조사에서 확인 또는 의심되었다. 용량 상관성은 없었다.

이상반응을 빈도에 따라 분류하였다. (흔하게 ＞1/100, ＜1/10 ; 흔하지 않게 ＞1/1000, 

＜1/100 ; 드물게 ＞1/10000, ＜1/1000 ; 매우 드물게 ＜1/10000) 

  - 혈액 및 림프계 : 드물게 백혈구감소증, 저혈소판증, 매우 드물게 무과립구증, 범혈구감소증 

  - 면역계 : 드물게 발열, 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 반응/쇼크 등과 같은 과민반응 

  - 사/영양 : 흔하지 않게 말초 부종, 드물게 저나트륨혈증, 매우 드물게 저마그네슘혈증

  - 정신계 : 흔하지 않게 불면, 드물게 동요, 정신 혼란, 우울, 매우 드물게 공격성, 환각 

  - 신경계 : 흔하게 두통, 흔하지 않게 현기증, 지각이상, 졸음, 드물게 미각장애

  - 시각 : 드물게 시야혼탁

  - 청각 및 미로계 : 흔하지 않게 현훈

  - 호흡기계 : 드물게 기관지경련

  - 위장관계 : 췌장염, 흔하게 복통, 변비, 설사, 고창, 구역/구토, 흔하지 않게 구강건조, 드물게 

구내염, 위장관계 칸디다증

  - 간담도계 : 흔하지 않게 간효소 증가, 드물게 황달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간염, 매우 

드물게 간부전, 기존 간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뇌병증

  - 피부 및 피하조직 : 흔하지 않게 피부염, 소양증, 발진, 두드러기, 드물게 탈모, 광감수성, 매

우 드물게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스 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TEN) (일부는 치명적이었음)

  - 근골격계 : 드물게 관절통, 근육통, 매우 드물게 근육쇠약

  - 신장 및 비뇨기계 : 매우 드물게 간질성 신염

  - 생식계 : 매우 드물게 여성형유방

  - 전신 및 투여부위 : 드물게 무력증, 발한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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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외에 다음의 이상반응이 1% 미만의 발생률로 이 약과 관련이 있거나 또는 관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전신 : 복부팽만, 알러지반응, 등통, 흉통, 흉골하동통, 안면부종, 말초부종, 안면홍조, 피로, 

독감유사장애, 일반부종, 다리부종, 권태, 통증, 경직 

  - 심혈관계 : 홍조, 고혈압, 빈맥 

  - 내분비계 : 갑상샘종 

  - 소화기계 : 장과민증, 변비악화, 소화불량, 연하곤란, 위장관형성장애, 상복부통증, 트림, 

식도장애, 잦은배변, 위장염, 위장관출혈, 딸꾹질, 흑색변, 구강장애, 인두장애, 직장장애, 위

장관 증상, 혈중가스트린증가, 혀장애, 혀부종, 궤양성 구내염, 구토 

  - 청각 : 귀앓이, 귀울림

  - 혈액 : 빈혈, 저색소빈혈, 자궁경부림프절병증, 코피, 백혈구증가증 

  - 간 : 빌리루빈혈증, 간기능이상 

  - 사/영양 : 당뇨, 고요산혈증, 저나트륨혈증, 알칼리인산효소증가, 구갈, 비타민 B12결핍, 체

중증가, 체중감소 

  - 근골격계 : 관절염악화, 관절병증, 외경련, 섬유성근육통증후군, 탈장, 류마티스성 다발성근

육통 

  - 신경계/정신계 : 식욕부진, 무감동, 식욕증가, 혼란, 우울악화, 과다근육긴장증, 초조, 감각저

하, 발기부전, 불면증, 편두통, 편두통악화, 수면장애, 떨림, 어지러움, 시야결손 

  - 생식계 : 월경통, 월경장애, 질염 

  - 호흡기계 : 천식악화, 호흡곤란, 후두부종, 인두염, 비염, 부비동염 

  - 피부/부속기관 : 여드름, 혈관부종, 항문소양증, 발적, 홍반발진, 반점구진발적 

  - 특수감각 : 중이염, 이상후각, 미각소실, 미각도착 

  - 요로계 : 소변이상, 알부민뇨, 방광염, 배뇨곤란, 진균감염, 혈뇨, 배뇨회수, 칸디다증, 생식기

칸디다증, 다뇨 

  - 시각 : 결막염, 시각이상 

  - 내시경 상에서 발견된 이상반응 : 십이지장염, 식도염, 식도협착, 식도궤양, 식도정맥류, 위

궤양, 위염, 출혈, 양성종양, 바렛츠 식도(Barrett’s esophagus), 점막변색 

3) 위식도역류질환 증상 치료에 한 임상시험(108명)에서 1-11세 소아에 흔하게 나타난 (1% 

이상) 이상약물반응은 설사(2.8%), 두통(1.9%), 졸림(1.9%)이었다. 

3. 일반적 주의

1) 이 약으로 인해 악성종양의 증상이 완화되거나 진단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악성 종양이 의심되는 

경고 증상(의도하지 않은 현저한 체중 감소, 재발성 구토, 부전실어증, 토혈이나 흑토증 등)이 

있으면서 위궤양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검사를 실시하여 악성종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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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약을 장기간(특히 1년 이상) 투여하는 환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이 약을 필요시 투여하는 환자에게는 증상의 변화가 있을 때 의사와 상담하도록 주의시킨다. 

이 약을 필요시 투여하도록 처방받은 경우 이 약의 혈중농도 변동으로 인한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상호작용 참조) 그러나, 필요시 처방하는 경우는 소아에서는 연

구된 바 없으므로 추천하지 않는다.

4) 이 약을 Helicobacter pylori 박멸요법에 처방·투약하는 경우 병용투여하는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클래리스로마이신은 강력한 CYP3A4 저해제이므로 시사프라이드

와 같이 CYP3A4에 의해 사되는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박멸요법을 실시할 

경우에는 클래리스로마이신의 금기 및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5) 이 약은 백당을 함유한다. 과당 불내성, 포도당-갈락토즈 흡수불량 또는 수크라제-이소말타제 

결핍과 같은 드문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는 이 약을 복용해서는 안된다.

6)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투여는 살모넬라 및 캄필로박터에 의한 위장관 

감염의 위험을 약간 증가시킬 수 있다.

7) 일부 해외 역학연구에서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가 고관절, 손목 및 

척추 골절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골절의 위험은 권장용

량을 상회하는 고용량을 투여한 환자와 1년 이상의 장기사용 환자에서 증가되었다.

8) 3개월 이상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저마그네

슘혈증이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부분의 

환자들에게 저마그네슘혈증의 치료로서 마그네슘보충 및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투여 중단이 필요하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디곡신 또는 저마그네슘혈증을 

유발하는 약물(예, 이뇨제)을 병용투여하는 환자들은 치료 시작을 포함한 주기적 마그네슘 

수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중 한 이상반응은 강직, 부정맥, 발작을 포함한다. 

4. 상호작용 

1) 이 약 투여중 위내 산도 감소로 인해 위 산도에 의해 흡수 기전이 영향을 받는 약물의 흡수가 

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다. 다른 산 분비 억제제나 제산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 투여중에는 

케토코나졸과 이트라코나졸의 흡수가 감소될 수 있다.

2) 이 약은 CYP2C19과 CYP3A4에 의해 사된다. 이 약은 이 약의 주 사효소인 CYP2C19을 

저해한다. 디아제팜, 시탈로프람, 이미프라민, 클로미프라민, 페니토인, 와파린 등과 같이 

CYP2C19에 의해 사되는 약물과 병용시 이들 약물의 혈장 농도가 증가될 수 있으므로 이들 

약물의 감량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이 약을 필요시 복용법(on demand therapy)으로 처방

할 때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CYP2C19 기질인 디아제팜과 이 약 30mg의 병용투여로 디아

제팜의 청소율이 45% 감소되었다. 간질환자에게 페니토인과 이 약 40mg의 병용투여로 페니

토인의 혈장농도 최저치가 13% 증가되었다. 이 약을 투여하기 시작하거나 중단할 때 페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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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혈장 농도를 모니터링하도록 한다. 오메프라졸(1일 1회 40mg 투여)은 보리코나졸

(CYP2C19의 기질)의 Cmax와 AUC를 각 15% 및 41% 증가시켰다. 

임상시험에서 와파린을 투여하고 있는 환자에게 에스오메프라졸 40mg을 병용 투여하였을 때 

응고 시간은 정상 범위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시판 후 조사에서 두 약물을 병용투여하는 동안 

임상적으로 유의한 INR의 상승이 몇 건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와파린 또는 다른 쿠마린 유도

체와 이 약과의 병용투여를 시작하거나 중단할 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3) 건강한 지원자에게 오메프라졸(40mg 1일 1회 투여)과 아타자나비어 300mg/리토나비어 

100mg을 병용투여했을 때 아타자나비어의 노출이 감소했다(AUC, Cmax, Cmin이 약 75% 

감소). 아타자나비어를 400mg까지 증가시켜도 아타나자비어 노출에 한 오메프라졸의 영향

을 상쇄시킬 수 없다. 이 약을 포함한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들은 아타자

나비어와 병용투여할 수 없다.

4) 이 약과 CYP3A4 저해제인 클래리스로마이신(500mg 1일 2회 투여)을 병용 투여하면 에스오

메프라졸의 노출(AUC)이 2배로 증가된다. 에스오메프라졸과 CYP2C19, CYP3A4 저해제와의 

병용 투여는 에스오메프라졸의 노출을 두 배 이상 증가시킬 수도 있다. CYP2C19와 CYP3A4 

저해제인 보리코나졸은 오메프라졸의 AUC를 280%까지 증가시켰다. 그러나 에스오메프라졸

이 약의 용량을 조절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증의 간기능 장애환자와 장기간의 치료가 필

요한 환자에서는 용량 조절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건강한 지원자에게 시사프리드와 이 약 40mg을 병용투여했을 때 시사프리드의 AUC가 32% 

증가되고 배설 반감기가 31% 연장되었으나, 최고 혈장 농도의 유의한 증가는 없었다.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심장 전기생리에 한 시사프리드의 영향이 변경되지 않았다. 즉, 시사프리드 

단독 투여에 의한 QTc 간격의 근소한 연장 외에 이 약과 시사프리드의 병용투여에 의해 더 

이상 QTc 간격이 연장되지는 않았다.

6) 이 약은 아목시실린 또는 퀴니딘의 약동학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7) 이 약과 나프록센 또는 로페콕시브의 병용 투여를 단기간 평가한 시험에 의하면 임상적으로 

연관있는 약동학적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5．임부에 대한 투여

이 약의 임신중 노출에 한 임상 데이터는 충분하지 않다. 라세미체 혼합물인 오메프라졸의 역

학 연구에서 규모 임신중 노출에 한 자료는 기형 및 태아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동물실험 

결과 배/태아 발달과 관련하여 직·간접의 유해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라세미체 혼합물의 동물실

험 결과 임신, 분만 또는 분만후 발달에 한 직·간접의 유해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약을 임부에 처방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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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유부에 대한 투여

이 약이 사람의 모유중으로 이행하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수유부를 상으로 한 실험은 

실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약을 수유중에 투여해서는 안된다.

7. 신생아 및 유아에 대한 투여 

1세 미만에서는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8. 과량투여시의처치

계획된 과량투여에 한 데이터는 없다. 이 약 280mg과 연관되어 나타난 증상은 위장관계 증상

과 허약증이었다. 이 약 80mg을 1회 투여한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특이적인 해독제는 알려

져 있지 않다. 이 약은 단백결합율이 아주 높기 때문에 투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량투여시 증

요법 및 일반 유지 요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9.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 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

를 주의한다.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엘지생명과학 넥사졸캡슐20 리그램(에스오메프라졸) 제조

2 (주)엘지생명과학 넥사졸캡슐40 리그램(에스오메프라졸) 제조

3 (주)종근당 오엠피에스캡슐40 리그램(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염이수화물) 제조

4 경동제약(주) 에소프라졸캡슐(에스오메프라졸) 제조

5 경동제약(주) 에소프라졸캡슐20 리그램(에스오메프라졸) 제조

6 에스케이케미칼(주) 에소메드캡슐20 리그램(에스오메프라졸) 제조

7 에스케이케미칼(주) 에소메드캡슐40 리그램(에스오메프라졸) 제조

8 진양제약(주) 에스졸캡슐20 리그램(에스오메프라졸) 제조

9 진양제약(주) 에스졸캡슐40 리그램(에스오메프라졸) 제조

10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넥시움정20 리그람(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 수입

11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넥시움정40 리그람(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 수입

국내 품목 현황

1. 에스오메프라졸 및 그 염류 단일제 (정제, 캡슐제)



497

2. 안전성 정보처리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2 한미약품(주) 에소메졸캡슐(에스오메프라졸스트론튬사수화물) 제조

13 한미약품(주) 에소메졸캡슐20 리그램(에스오메프라졸스트론튬사수화물) 제조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넥시움과립(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 수입

2.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 단일제 (현탁액용과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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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오메프라졸나트륨 단일제 (주사)
(Esomeprazole Sodium)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성분인 에스오메프라졸, 치환된 벤즈이미다졸, 또는 이 약의 기타 성분에 과민증인 환자

2) 이 약은 다른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와 마찬가지로 아타자나비어와 병용 

투여할 수 없다.(상호작용 참조)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에스오메프라졸나트륨 단일제 (주사) (Esomeprazole)

 분류 번호 ∙ [02320] 소화성궤양용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정보 사항 ∙ 이상반응, 일반적 주의 항목

  - 이상반응 항목에 “매우 드물게 저마그네슘혈증” 추가

  - 일반적 주의 항목에 “4) 3개월 이상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저마그네슘혈

증이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 가

장 많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저마그네슘혈증의 

치료로서 마그네슘보충 및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투여 중단이 필요하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

나 디곡신 또는 저마그네슘혈증을 유발하는 약물(예, 이뇨

제)을 병용투여하는 환자들은 치료 시작을 포함한 주기적 마

그네슘 수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강직, 

부정맥, 발작을 포함한다.” 추가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615호, 2012. 2.29.)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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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반응

1) 다음의 이상반응이 임상시험과 시판후 조사에서 확인 또는 의심되었다. 용량 상관성은 없었다.

이상반응을 빈도에 따라 분류하였다. (흔하게 >1/100, <1/10 ; 흔하지 않게 >1/1000, <1/100 

; 드물게 >1/10000, <1/1000 ; 매우 드물게 <1/10000)

  - 혈액 및 림프계 : 드물게 백혈구감소증, 저혈소판증, 매우 드물게 무과립구증, 범혈구감소증

  - 면역계 : 드물게 발열, 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 반응/쇼크 등과 같은 과민반응 

  - 사/영양 : 흔하지 않게 말초 부종, 드물게 저나트륨혈증, 매우 드물게 저마그네슘혈증

  - 정신계 : 흔하지 않게 불면, 드물게 동요, 정신 혼란, 우울, 매우 드물게 공격성, 환각

  - 신경계 : 흔하지 않게 두통, 흔하지 않게 현기, 지각이상, 졸음, 드물게 미각장애

  - 시각 : 드물게 시야혼탁

  - 청각 및 미로계 : 흔하지 않게 현훈 

  - 호흡기계 : 흔하게 호흡기계 감염, 부비동염, 드물게 기관지경련

  - 위장관계 : 췌장염, 흔하게 복통, 변비, 설사, 고창, 구역/구토, 소화불량, 흔하지 않게 구강건

조, 드물게 구내염, 위장관계 칸디다증 

  - 간담도계 : 흔하지 않게 간효소 증가, 드물게 황달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간염, 매우 

드물게 간부전, 기존 간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뇌병증

  - 피부 및 피하조직 : 흔하지 않게 피부염, 소양증, 발진, 두드러기, 드물게 탈모, 광감수성, 

매우 드물게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스 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일부는 치명적이었음)

  - 근골격계 : 드물게 관절통, 근육통, 매우 드물게 근육쇠약

  - 신장 및 비뇨기계 : 매우 드물게 간질성 신염

  - 생식계 : 매우 드물게 여성형유방

  - 전신 및 투여부위 : 흔하게 투여부위 반응(투여부위의 경미한 국소 홍반 및 가려움 포함, 

이 약을 3일 (72시간) 동안 고용량 투여한 시험에서 투여부위 반응이 주로 관찰되었다.), 

드물게 무력증, 발한증가

2) 다음의 이상반응이 1% 미만의 발생률로 경구용 에스오메프라졸 제제와 관련이 있거나 또는 

관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전신 : 복부팽만, 알러지반응, 무력증, 등통, 흉통, 흉골하동통, 안면부종, 말초부종, 안면홍

조, 피로, 발열, 독감유사장애, 일반부종, 다리부종, 권태, 통증, 경직

  - 심혈관계 : 홍조, 고혈압, 빈맥

  - 내분비계 : 갑상샘종

  - 소화기계 : 장과민증, 변비악화, 소화불량, 연하곤란, 위장관형성장애, 상복부통증, 트림, 

식도장애, 잦은배변, 위장염, 위장관출혈, 딸꾹질, 흑색변, 구강장애, 인두장애, 직장장애, 위

장관증상, 혈중가스트린 증가, 혀장애, 혀부종, 궤양성 구내염, 구토

  - 청각 : 귀앓이, 귀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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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액 : 빈혈, 저색소빈혈, 자궁경부림프절병증, 코피, 백혈구증가증, 백혈구감소증, 저혈소판증

  - 간 : 빌리루빈혈증, 간기능이상

  - 사/영양 : 당뇨, 고요산혈증, 저나트륨혈증, 알칼리인산효소증가, 구갈, 비타민 B12결핍, 

체중증가, 체중감소

  - 근골격계 : 관절통, 관절염악화, 관절병증, 외경련, 섬유성근육통증후군, 탈장, 류마티스성 

다발성 근육통

  - 신경계/정신계 : 식욕부진, 무감동, 식욕증가, 혼란, 우울악화, 과다근육긴장증, 초조, 감각저

하, 발기부전, 불면증, 편두통, 편두통악화, 지각이상, 수면장애, 졸림, 떨림, 어지러움, 시야

결손

  - 생식계 : 월경통, 월경장애, 질염

  - 호흡기계 : 천식악화, 기침, 호흡곤란, 후두부종, 인두염, 비염, 부비동염

  - 피부/부속기관 : 여드름, 항문소양증, 발적, 홍반발진, 반점구진발적, 피부염증, 발한증가

  - 특수감각 : 중이염, 이상후각, 미각소실, 미각도착

  - 요로계 : 소변이상, 알부민뇨, 방광염, 배뇨곤란, 진균감염, 혈뇨, 배뇨회수, 칸디다증, 생식기

칸디다증, 다뇨

  - 시각 : 결막염, 시각이상

  - 내시경 상에서 발견된 이상반응 : 십이지장염, 식도염, 식도협착, 식도궤양, 식도정맥류, 위

궤양, 위염, 출혈, 양성종양, 바렛츠 식도(Barrett’s esophagus), 점막변색

3. 일반적 주의

1) 이 약으로 인해 증상이 완화되거나 진단이 지연될 수 있는 바, 악성 종양이 의심되는 어떤 

경고 증상 (예로 현저한 체중감소, 재발성 구토, 삼킴곤란, 토혈이나 흑토증)이 있으면서 위궤

양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악성종양 여부를 검사, 배제시켜야 한다. 

2)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투여는 살모넬라 및 캄필로박터에 의한 위장관 

감염의 위험을 약간 증가시킬 수 있다.

3) 일부 해외 역학연구에서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가 고관절, 손목 및 

척추 골절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골절의 위험은 권장용

량을 상회하는 고용량을 투여한 환자와 1년 이상의 장기사용 환자에서 증가되었다.

4) 3개월 이상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저마그네

슘혈증이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부분의 

환자들에게 저마그네슘혈증의 치료로서 마그네슘보충 및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투여 중단이 필요하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디곡신 또는 저마그네슘혈증을 

유발하는 약물(예, 이뇨제)을 병용투여하는 환자들은 치료 시작을 포함한 주기적 마그네슘 

수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중 한 이상반응은 강직, 부정맥, 발작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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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호작용

1) 이 약 투여중 위내 산도 감소로 인해 위 산도에 의해 흡수기전이 영향을 받는 약제의 흡수가 

증가 내지 감소될 수 있다. 다른 산 분비 저해제나 제산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 투여시에도 

케토코나졸과 이트라코나졸의 흡수가 감소 될 수 있다.

2) 이 약은 이 약의 주 사효소인 CYP2C19을 저해하므로 디아제팜, 시탈로프람, 이미프라민, 

클로미프라민, 페닌토인과같이 CYP2C19에 의해 사되는 약물과 병용시 이들 약물의 혈장 

농도가 증가될 수 있으므로 이들 약물의 감량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약의 주성분인 에스오메

프라졸 30mg을 경구로 병용투여시 CYP2C19 기질인 디아제팜의 청소율이 45% 감소되었다. 

간 질환자에서 이 약 40mg과의 경구병용투여로 페니토인의 반복투여시 최저 혈장 농도

(trough plasma level)가 13% 증가되었다. 이약을 투여 시작하거나 중단할 때 페니토인 혈장

농도를 관찰하도록 한다. 오메프라졸(1일 40mg 투여)은 보리코나졸(CYP2C19 기질)의 Cmax

와 AUCτ를 각각 15%, 41% 증가시켰다.

3) 와파린을 투여받는 환자에게 에스오메프라졸 40mg을 경구로 병용 투여한 임상시험에서 혈액

응고 시간은 정상 수준이었다. 그러나 시판후 조사에서 임상적 의의를 가지는 혈액 응고 지연

(INR의 상승)이 일부 보고되었다. 따라서 와파린과 다른 쿠마린 유도체에 치료기간 동안 에스

오메프라졸과의 병용투여를 시작하거나 종료할 경우에는 면 히 관찰할 것이 권장된다.

4) 건강한 지원자에게 오메프라졸(1일 1회 40mg 투여)과 아타자나비어 300mg/리토나비어 100mg

을 병용 투여했을 때 아타자나비어의 노출이 감소했다(AUC, Cmax, Cmin이 약 75% 5감소). 

아타자나비어의 용량을 400mg까지 증량하는 것은 아타자나비어의 노출에 한 오메프라졸의 

영향을 상쇄시키지 않는다. 에스오메프라졸을 포함하는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들은 아타자나비어와 병용 투여할 수 없다.

5) 건강 지원자에 이 약 40mg을 경구로 병용투여했을 때 시사프라이드의 AUC가 32% 증가, 배

설 반감기가 31% 연장되었으나 최고 혈장 농도의 유의한 증가는 없었다. 시사프라이드가 에

스오메프라졸과 함께 투여되는 경우, 시사프라이드 단독투여 후 경미하게 나타나는 QTc간격

의 연장이 에스오메프라졸의 투여로 더 이상 증가되지 않았다.

6) 이 약은 아목시실린, 쿼니딘의 약동력학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7) 이 약은 CYP2C19과CYP3A4에 의해 사된다. 이 약의 주성분인 에스오메프라졸과 CYP3A4 

저해제인 클라리스로마이신(500mg 1일 2회 투여)을 동시에 경구 투여하면 이 약의 AUC가 2배

로 증가된다. 에스오메프라졸 그리고 CYP2C19와 CYP3A4 동시 저해제와의 병용 투여는 에스

오메프라졸의 노출을 2배 이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CYP2C19와 CYP3A4 저해제인 보리코나

졸은 오메프라졸 AUCτ를 280%까지 증가시켰다. 이 약 용량을 조절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증의 간기능 장애 환자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용량 조절을 고려하여야 한다.

8) 고용량 정맥 투여법 (80mg + 8mg/h) 으로 시행한 in vivo 상호작용 시험은 없다. CYP2C19

으로 사되는 약물에 미치는 에스오메프라졸의 영향은 고용량 투여 기간 동안 더 현저해질 

수 있으므로 3일간의 투여 기간 동안 이상반응 발생에 해 모니터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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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신 중 이약을 투여한 임상 경험은 없다. 동물실험 결과, 배/태자 발생과 관련, 직간접의 

유해작용을 보이지 않았으며, 라세미체 혼합물의 동물실험 결과에서도 임신, 분만 또는 분만 

후 발달에 한 직간접의 유해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이 약을 임신부에게 처방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

2) 이 약이 사람의 모유 중으로 이행하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수유부를 상으로 한 

시험은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약을 수유 중 투여해서는 안된다.

6. 소아 및 고령자에 대한 투여

1) 소아에게 이 약을 투여한 경험이 없으므로, 소아에게 투여해서는 안된다.

2) 고령자에게 이 약을 투여 시 용량조절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7. 과량 투여시의 처치

계획된 과량투여로 얻어진 정보는 많지 않다. 280mg을 경구로 투여했을 때 나타난 증상은 위장

관 증상과 무력증이었다. 에스오메프라졸 80mg의 1회 경구 투여 및 24시간 동안 에스오메프라졸 

308mg 의 정맥 투여에서 특별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중환자가 고용량의 오메프라졸을 정맥 

투여받은 후 비가역적인 시력 손상 발생이 보고된바 있으나 원인 관계는 규명되지 않았다. 특이적

인 해독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약은 단백결합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쉽게 투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량투여 시 중용법 및 일반적 지지요법을 사용해야 한다.  

8. 적용상의 주의

조제한 용액은 pH에 매우 의존적으로 분해되므로 반드시 0.9% 식염수로만 조제해야 한다. 조제

한 용액은 다른 약물과 혼합하거나 동일한 주입 셋트로 된 다른 약물과 병용투여해서는 안된다.

9. 취급상의 주의

1) 조제한 용액의 25℃에서 12시간 동안 물리, 화학적으로 안정함이 증명되었으나, 미생물학적 

견지에서 오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제후 즉시 사용해야 한다.

2) 차광을 위해 이 약은 포장물 내에 보관한다. 포장물 밖에서는 일반적인 실내 조명하에 24시간

까지 노출될 수 있다.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넥시움주(에스오메프라졸나트륨)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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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록센 ․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 복합제 (경구)
(Naproxen․Esomeprazole Magnesium)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 약이나 다른 해열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이 이 약을 복용하면 위장출혈이 

유발될 수 있다.

2) 심혈관계 위험: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중 한 심혈관계 혈전 반응,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나프록센 ․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 복합제 (경구)

(Naproxen ․ Esomeprazole Magnesium)

 분류 번호 ∙ [01140] 해열,진통,소염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정보 사항 ∙ 일반적 주의 항목

  - 일반적 주의 항목에“21) 3개월 이상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저마그네슘혈

증이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 가

장 많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저마그네슘혈증의 

치료로서 마그네슘보충 및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투여 중단이 필요하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

나 디곡신 또는 저마그네슘혈증을 유발하는 약물(예, 이뇨

제)을 병용투여하는 환자들은 치료 시작을 포함한 주기적 마

그네슘 수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강직, 

부정맥, 발작을 포함한다.”추가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615호, 2012. 2.29.)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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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투여 기간에 

따라 이러한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심혈관계 질환 또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에서는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의사와 환자는 이러한 심혈관계 증상의 발현에 하여 신중히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이는 심혈

관계 질환의 병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환자는 중 한 심혈관계 독성의 징후 

및/또는 증상 및 이러한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취할 조치에 하여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3) 위장관계 위험: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위 또는 장관의 출혈, 궤양 및 

천공을 포함한 중 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나프록센 단독투여에 비하여 이 약이 위궤양 발생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나, 궤양 및 

그와 관련된 합병증은 여전히 발생된다. 이러한 이상반응은 투여 기간 동안에 경고 증상 없이 

발생할 수 있다. 고령자는 중 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투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 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으나 단기 

투여시 이러한 위험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위장관계 궤양 또는 출혈의 증상 및 징후에 하여 신중히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추가적인 평가 및 치료를 실시

하여야 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완전히 배제될 때까

지 투여 중단하는 것도 치료법이 될 수 있다. 고위험군의 환자에게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

통제와 관련 없는 다른 체 치료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나프록센, 에스오메프라졸, 치환기인 벤즈이미다졸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아스피린이나 기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COX-2 저해제 포함)의 투여에 의하여 천식, 

비염, 코의 용종, 두드러기, 알레르기 반응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이러한 환자에서 비스

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후 치명적인 중증의 아나필락시양 반응이 드물게 보고되었다.)

3) 활동성 소화성 궤양 환자

4) 위장관출혈, 뇌혈관출혈, 기타 출혈질환 환자, 심한 혈액이상 환자

5) 중증 간장애 환자(예. Childs-Pugh 등급 C)

6) 중증의 심부전 환자 

7) 중증의 신장애 환자 (크레아티닌클리어런스 30mL/min 미만)

8) 심한 고혈압환자

9)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

10) 임신 말기 3개월 기간에 해당하는 임부

11) 아타자나비어, 넬피나비어 투여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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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흔하게 흔하게 흔하지않게 드물게

감염 감염 게실염

혈액 및 림프계 

장애 

호산구증가, 

백혈구감소증

면역계장애   과민반응

사 및 영양 장애 식욕장애 

체액저류

고칼륨혈증

고요산혈증

정신신경계 장애 불안, 우울, 불면 
정신혼란, 

비정상적인 꿈

신경계 장애
어지럼증, 두통, 

미각장애
지각이상, 실신 졸림, 떨림  

귀 및 미로장애 이명, 현훈  

심혈관계 장애 부정맥, 심계항진 심근경색, 빈맥

혈관 장애 고혈압

호흡기계, ,흉부 및 

종격동 장애

천식, 기관지경련, 

호흡곤란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소화성궤양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혈액이상 또는 그의 병력이 있는 환자

3) 출혈경향이 있는 환자 (혈소판 기능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4) 간장애 또는 그의 병력이 있는 환자

5) 신장애 또는 그의 병력이 있는 환자 및 신혈류량이 저하된 환자

6) 심기능 장애 환자

7) 고혈압 환자 

8)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9) 기관지천식 환자

10) 유도성 포르피린증환자, 전신성홍반성루푸스(SLE) 환자 및 혼합결합조질질환(MCTD) 환자

11) 고령자

4. 이상반응

1) 이 약 투여군(n=1157)과 이 약의 주성분인 나프록센과 에스오메프라졸 각각의 안전성 자료를 

비교한 결과, 새롭게 추가된 안전성 정보는 없었다. 

2) 임상시험에서 이 약 투여시 발현된 이상반응을 빈도와 발현기관(SOC; System Organ Class)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빈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매우 흔하게(>1/10), 흔하게

(>1/100, <1/10), 흔하지 않게(>1/1,000, <1/100), 드물게(>1/10,000, <1/1,000), 매우 드물게

(<1/10,000), 알려지지 않음(이용 가능한 자료에서 측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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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흔하게 흔하게 흔하지않게 드물게

감염 감염 게실염

위장관 장애 
소화불량

복통, 변비, 설사, 

식도염, 고창, 

위/십이지장궤양*, 

위염, 구역, 구토

구강건조, 트림, 

위장관 출혈, 

구내염

설염, 토혈, 직장 

출혈

피부 및 피하조직 

장애
피부발진

피부염, 다한증, 

가려움증,두드러기
탈모, 반상출혈 

근골격계 및 

연결조직 장애 
관절통 근육통

신장 및 비뇨기계 

장애 
단백뇨, 신부전

생식계 및 유방 

장애 
월경장애

전신 및 투여부위 

장애 
부종 무기력, 피로, 발열 

실험실적 검사

비정상적 간기능 

검사수치, 

혈청크레아티닌 

상승 

* 계획된 일반 내시경에 의해 확인됨. 

3) 나프록센의 임상시험 및 시판 후 조사에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① 과민증 : 쇽증상(호흡곤란, 혈압강하, 서맥, 식은땀, 부종 등), PIE증후군(호산구증가를 수

반하는 폐침윤 : 발열, 천명, 기침, 가래를 동반함),  아나필락시양 반응, 두드러기, 발진, 

가려움 등, 

  ② 소화기계 : 토혈, 위장출혈, 소화성궤양, 천공, 위부불쾌감, 위통, 복통, 구역, 구토, 식욕부

진, 소화불량, 가슴쓰림, 설사, 변비, 구내염, 복부팽만감, 흑변, 구갈, 식도염, 위염, 설염, 

트림, 고창, 흑토증, 췌장염, 장염, 염증성 장질환(궤양성 장염, 크론병)의 악화, 직장출

혈, 궤양성구내염

  ③ 혈액 : 무과립구증, 호산구증다, 과립구감소증, 범혈구감소증, 백혈구감소, 혈소판감소, 재

생불량성빈혈, 용혈성빈혈, 혈소판 기능저하(출혈시간의 연장), 임파선염 

  ④ 간장 : GOT, GPT치의 상승, 황달, 간염, 간부전, 담즙울체

  ⑤ 신장 : 신장애, 사구체 신염, 혈뇨, 간질성 신염, 신증후군, 신장 유두괴사, 단백뇨, 신부전, 

핍뇨/다뇨

  ⑥ 정신신경계 

    - 졸음, 인식기능장애 드물게 현기, 두통, 수족저림, 정력감퇴, 피로, 우울, 비정상적인 꿈, 

집중능력 상실, 지남력 상실, 불면, 근육통, 근쇠약. 동요, 불안, 정신혼란, 환각, 신경과

민. 무기력, 근무력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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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하게 흔하지 않게 드물게 매우 드물게

혈액 및 림프계 

장애

백혈구 감소증,

저혈소판증 

무과립구증, 범혈구 

감소증

면역계 장애

발열, 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

반응, 쇼크와

같은 과민반응 

사 및 영양 장애 말초 부종 저나트륨혈증 저마그네슘혈증 

정신신경계 장애 불면
동요, 정신혼란, 

우울
공격성, 환각

신경계 장애 두통
어지럼증(현기), 

지각이상, 졸음 미각 장애

 시각 장애 시야 혼탁

귀 및 미로장애 현훈

호흡기계, 흉부 및  

종격동 장애 
기관지 경련

위장관계 장애

복통, 설사, 

고창, 구역/구토, 

변비

구강건조
구내염, 위장관계 

칸디다증

장의 현미경적 

염증

간담도계 장애 간 효소 증가

황달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간염

간부전, 기존 

간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간성 

뇌병증

    - 무균성 수막염(심한 두통, 구역, 구토, 불면, 목이 뻣뻣함, 발열 또는 의식장애 등의 증상

이 나타나면 즉시 투여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한다.)

  ⑦ 호흡기계 : 호흡곤란, 천식, 기관지경련, 호산구성폐렴, 폐렴, 폐부종, 호흡저하

  ⑧ 피부 : 가려움증, 반상출혈, 발진, 습진, 발한, 자반, 광과민증, 탈모, 발적, 괴사성용해, 다

형성홍반, 스티븐스-존슨증후군(피부점막안증후군), 두드러기, 표피 수포증, 결절성홍반, 

고정약물발진, 편평태선,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탈락성피부염, 농포성반응

  ⑨ 감각기계 : 이명, 청각장애, 시각장애

  ⑩ 사 및 영양 : 부종, 체액저류, 고혈당, 저혈당, 체중변화, 고칼륨 혈증, 고요산혈증

  ⑪ 감염 ; 게실염, 감염, 패혈증

  ⑫ 기타 : 혈관신경부종, 심계항진, 울혈성심부전, 불임, 월경장애, 오한, 발열, 맥관염, 혈청크

레아티닌 수치 상승

4) 에스오메프라졸 장용코팅제제의 임상시험 및/또는 시판 후 조사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은 다음

과 같다. 용량 상관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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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하게 흔하지 않게 드물게 매우 드물게

피부/피하조직 장애
피부염, 소양증, 

두드러기, 발진
탈모, 광감수성

다형성 

홍반,스티븐스-존슨 

증후군,독성표피 

괴사용해(TEN, 

일부 치명적임)

근골격계 및

연결조직 장애
관절통, 근육통 근육쇠약

신장/비뇨기계 장애 간질성 신염

생식계 장애 여성형유방

전신 및 투여부위 

장애

무력증,

발한증가

5. 일반적 주의 

1) 이 약을 투여하기 전에 이 약 및 다른 체 치료법의 잠재적인 위험성과 유익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약은 각 환자의 치료 목적과 일치하도록 가능한 최단 기간동안 최소 유효용량으로 

투여한다. 

2) 소염진통제에 의한 치료는 원인요법이 아닌 증요법임에 유의한다.

3) 이 약을 장기간(특히 1년 이상) 투여하는 환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상

검사(뇨검사, 전혈구 검사(CBC) 및 이화학적 검사 등 혈액 검사, 간기능 검사, 안과 검사 등)

를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감량, 휴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간질환 또는 신질환과 

관련된 임상 증상이나 전신적인 징후(예: 호산구증가증, 발진)가 발현되거나 비정상적인 간기

능 검사 또는 신기능 검사 결과가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4)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반응의 발현에 유의한다. 과도한 체온강하, 허탈, 사지냉

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특히 고령자 또는 소모성 질환 환자에게는 투여 후 환자의 상태

에 충분히 주의한다. 허약자에게는 필요한 최소량으로 신중히 투여하고 이상반응의 발현에 

특히 유의한다.

5) 이 약의 약리학적 특성상 염증의 다른 증상과 징후를 불현성화하여 통증성 및 비감염성 조건

하에서 감염성 합병증의 진단을 지연시킬 수 있다.

6) 위장관계에 미치는 영향

  ① 나프록센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궤양성 질환 또는 위장관 출혈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처방시 극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화성 궤양 질환 및/또는 위장관 출

혈의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이러한 위험인자가 없는 환자에 비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투여시 위장관 출혈의 발생 위험이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위장관계 출혈을 증가시

키는 다른 위험인자로는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항응고제의 병용, 비스테로이드성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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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진통제의 장기 사용, 알콜 섭취, 고령, 허약한 건강상태 등이 있다. 치명적인 위장관계 

이상반응에 한 자발적 보고의 부분은 고령자 및 허약자에 한 것이므로, 이러한 환자

에게 이 약을 투여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미소프로스톨 또는 프로톤펌프저해제와의 

병용투여는 이러한 환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② 이 약 투여 중 위장관의 출혈이나 궤양 발생시 투여를 중단한다.

  ③ 위장관계 질환(궤양성 장염, 크론병)의 병력이 있는 환자는 신체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므

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④ 에스오메프라졸 마그네슘으로 인해 악성종양의 증상이 완화되거나 진단이 지연될 수 있으

므로 악성 종양이 의심되는 경고 증상(의도하지 않은 현저한 체중 감소, 재발성 구토, 삼킴

곤란, 토혈이나 흑토증 등)이 있으면서 위궤양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검사를 실시하여 

악성종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프로톤펌프저해제의 투여는 살모넬라 및 캄필로박터와 같은 위장관 감염의 위험을 약간 

증가시킬 수 있다. 

  ⑥ 에스오메프라졸은 저위산증 또는 무위산증으로 인한 비타민 B12(시아노코발라민)의 흡수

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장기간 치료에서 비타민 B12 흡수를 감소시키는 위험 인자 또는 

체내 저장이 감소된 환자는 충분한 주의가 요구된다.

7) 고혈압: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고혈압을 일으키거나, 기존의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혈관계 유해사례의 발생률이 증가될 수도 있다. 치아짓계 

이뇨제 또는 루프형 이뇨제를 복용중인 환자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복용시 이들 요법

에 한 반응이 감소될 수 있다.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고혈압 환자에

서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이 약의 투여 초기와 투여기간 동안에 혈압을 면 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8) 울혈성심부전 및 부종 :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는 일부 환자에

서 체액 저류 및 부종(말초적인 부종 포함)이 관찰되었다. 이 약은 체액저류 또는 심기능 부전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9)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장기간 복용시 신장유두괴사나 기타 신장 손상이 일어날 수 있

다. 또한, 신혈류를 유지하는데 프로스타글란딘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심부전 환자, 신기능 

부전 환자, 간기능 부전 환자, 이뇨제나 ACE 저해제를 투여 중인 환자, 고령자 등에서는 특별

한 주의가 필요하다. 투약을 중단하면 부분 치료 전 상태로 회복된다.

10) 진행된 신질환 : 진행된 신질환 환자에서 이 약 사용에 한 통제된 임상 시험은 실시된 

바 없다. 따라서, 진행된 신질환 환자나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30mL/분 미만인 환자에 

해서는 이 약의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이 약의 투여를 개시해야 한다면, 환자의 신장 

기능에 해서 면 히 관찰해야 한다.

11)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투여로 간기능 수치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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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정상적인 검사수치는 치료가 지속됨에 따라 악화되거나 변화가 없거나 또는 일시

적일 수 있다. 또한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황달, 치명적 전격성 

간염, 간괴사, 간부전(일부는 치명적임)을 포함한 중증의 간 관련 이상반응이 드물게 보고되

었다.

간기능 이상을 암시하는 증상 및/또는 징후가 있는 환자 또는 간기능 시험 결과 비정상인 

환자에 있어서는 투여기간 동안 주의깊게 간기능의 악화 여부를 관찰하고, 간질환과 관련된 

임상 증상이나 전신적인 징후(예: 호산구증가증, 발진)가 발현되는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한다.

12)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투여로 빈혈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약의 

장기 투여에 의해 빈혈의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헤모글로빈치 또는 헤마토크

리트치 검사를 해야 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며, 일부 환자에서는 출혈 시간을 연장

시키는 것이 확인되었다. 아스피린과 달리 이 약의 혈소판 기능에 한 영향은 상 적으로 

작고 지속기간이 짧으며 가역적이다. 응고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투여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혈소판 기능 변경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이 약 투여시 

신중히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13) 아나필락시양 반응 :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마찬가지로 아낙필락시양 반응은 

약물에 노출된 경험이 없는 환자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복합 증상은 아스피린이나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 후 비측 폴립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거나 또는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중증의 기관지 경련을 나타내는 천식 환자에게 전형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아나필락시양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응급처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4) 피부반응 : 이 약은 탈락성 피부염,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및 독성 표피괴사 같은 중 한 

피부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들 중 한 이상반응은 경고 

증상 없이 발생할 수 있다. 부분의 경우 이러한 이상반응은 투여 초기 1개월 이내에 발생

한다. 환자는 중 한 피부 발현 증상 및 증후에 해 알고 있어야 하며 피부 발진 또는 다른 

과민반응의 최초 증상 및 징후가 나타날 때 약물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15) 안구관련 : 시야장애 및 다른 변화가 일어날 경우 안과 검사가 권장된다. 

16) 천식 환자 중 일부는 아스피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 환자에게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경우 치명적일 수 있는 중증의 기관지경련과 관련될 수 있다. 이러한 

아스피린 민감성 환자에게서 아스피린과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간의 기관지경련

을 포함하는 교차반응이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이 약은 이러한 아스피린 민감성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하며, 천식 환자에게는 주의깊게 사용하여야 한다.

17) 이 약은 코르티코이드 제제를 체하거나 코르티코이드 결핍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로 사

용될 수 없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갑작스러운 투여 중단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 반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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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장기간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복용해 온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서히 용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18) 나프록센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여성 생식 장애(불임)를 일으킬 수 있으므

로, 임신을 하고자 하는 여성에게는 권장되지 않는다. 임신이 어렵거나 불임 검사중인 여성

에게는 투약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19) 일부 해외 역학연구에서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가 고관절, 손목 및 

척추 골절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골절의 위험은 권장용

량을 상회하는 고용량을 투여한 환자와 1년 이상의 장기사용 환자에서 증가되었다.

20) 이 약은 반응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졸음, 무력증, 피로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운전이

나 기계조작시 주의해야 한다.

21) 3개월 이상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저마그네

슘혈증이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부분의 

환자들에게 저마그네슘혈증의 치료로서 마그네슘보충 및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투여 중단이 필요하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디곡신 또는 저마그네슘혈증을 

유발하는 약물(예, 이뇨제)을 병용투여하는 환자들은 치료 시작을 포함한 주기적 마그네슘 

수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중 한 이상반응은 강직, 부정맥, 발작을 포함한다.

6. 상호작용

1) 항레트로바이러스제제 :  

  ① 아타자나비어 : 건강한 지원자에게 오메프라졸(20mg 1일 1회 투여)과 아타자나비어 300mg/

리토나비어 100mg을 병용투여했을때 아타자나비어의 노출이 감소했다(AUC, Cmax, Cmin

이 약 75% 감소). 아타자나비어 400mg 1일 4회 투여는 오메프라졸의 아타나자비어 노출

에 한 영향을 상쇄시킬 수 없다. 따라서 이 약과의 병용투여해서는 안된다.

  ② 넬피나비어 : 오메프라졸(1일 40mg)의 병용투여시 넬피나비어의 평균 AUC, Cmax, Cmin

이 36~39%까지 감소했다. 활성 사체 M8(히드록시-t-부틸아미드)의 평균 AUC, Cmax 및 

Cmin은 75-92%까지 감소했다. 따라서 이 약과의 병용투여해서는 안된다.

  ③ 사퀴나비르 : 오메프라졸(1일 40mg)과 병용투여시 사퀴나비르의 혈중농도가 증가하여 이

상반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개별 상태에 따라 감량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 

2) COX-2 선택적 억제제 포함한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 나프록센 유도체와 

병용할 경우 위장관궤양 및 출혈과 같은 이상반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병용하지 않

는다.

3) 히단토인계 항간질제, 설파제, 설포닐요소계 혈당강하제 : 이러한 약물과 병용투여시 그 작용

을 증강시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신중히 투여한다.

4) 프로프라놀롤 및 다른 β-차단제 : 이 약과의 병용투여로 인해 항고혈압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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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CE 저해제(캅토프릴 등)

  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의해 ACE 저해제의 항고혈압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는 보고

가 있으므로 이 약과 ACE 저해제를 병용투여하는 경우 이러한 상호작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② ACE저해제(캅토프릴)와의 병용에 의해, 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병용하는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6) 루프계 이뇨제 및 치아짓계 이뇨제

  ① 임상시험 및 시판후 조사 결과 이 약의 신장에서의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에 의해 일부 

환자에서 푸로세미드 및 치아짓계 이뇨제의 나트륨뇨배설 효과가 감소할 수 있음이 확인되

었다. 이들 약물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병용투여하는 동안 신부전 징후를 면 히 

관찰해야 한다.

  ② 이 약은 루프계 이뇨제(푸로세미드, 피레타니드) 및 치아짓계 이뇨제의 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7) 프로베네시드 : 병용투여시 이 약의 혈중농도가 상승하여 혈중 반감기가 연장되므로 감량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

8) 아스피린 : 아스피린과의 병용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사용과 관련된 중 한 심혈관

계 혈전반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일관된 증거는 없다.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

통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과 아스피린의 병용에 의해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발생 위험

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두 약물의 병용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9) 리튬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신장에서의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에 의해 혈청 리튬

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리튬의 신클리어런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와 리튬의 병용 투여 시 리튬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병용하는 경우 리튬의 독성징후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감량하는 등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10) 메토트렉세이트 : 프로톤펌프 억제제와 함께 투여될 때, 몇몇 환자에서 메토트렉세이트의 

수치 증가가 보고되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와의 병용투여로 신세뇨관에

서 메토트렉세이트의 배설이 지연되어 치명적인 메토트렉세이트의 혈액학적 독성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항암요법으로 사용하는 고용량의 메토트렉세이트와는 병용투여하지 않으며, 저

용량의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투여시 신중히 투여되어야 한다.

11) 쿠마린계 항응혈제(와파린 등)

  ① 위장관계 출혈에 하여 와파린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상승작용을 나타낼 수 있

으므로 두 약물을 함께 사용하는 환자는 단독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비해 중증의 위장관계 

출혈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② 쿠마린계 항응혈제와 병용투여시 그 작용을 증강시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신중히 

투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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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도부딘 : 지도부딘의 사를 억제하고 혈중농도를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병용하는 경우에

는 감량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

13) 뉴퀴놀론계 항생물질(에녹사신 등) : 이 약과 병용에 의해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

히 투여한다. 

14) 사이클로스포린 및 타크로리무스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사이클로스포린 혹은 타크

로리무스가 병용투여될 때 신독성의 위험이 있다. 

15)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s) : COX-2 선택적 저해제를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SSRIs의 병용투여는 위장관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16) 코르티코스테로이드 : COX-2 선택적 저해제를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코르티

코스테로이드와 병용투여시 위장관 출혈의 위험이 증가한다. 

17) 콜레스티라민 : 나프록센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와 병용투여시 흡수를 지연시

킬 수 있다.

18) 디곡신과 같은 강심배당체와의 병용 투여 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혈장 강심배당체

의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건강한 환자에서 디곡신과 오메프라졸(1일 20mg) 병용투

여시 디곡신의 생체이용률이 10%까지(10명 중 2명에서 30%까지) 증가하였다.   

19) 클로피도그렐 : 오메프라졸과의 병용투여시 클로피도그렐 활성 사체의 노출이 감소하고, 

평균 혈소판 응집억제효과도 감소하므로, 에스오메프라졸과의 병용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20) 위 산도에 의해 흡수에 영향을 받는 약물 : 이 약 투여 중 위내 산도 감소로 인해 위 산도에 

의해 흡수 기전이 영향을 받는 약물의 흡수가 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다. 다른 산 분비 억제

제나 제산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 투여 중에는 케토코나졸과 이트라코나졸의 흡수가 감소될 

수 있다.

21) CYP2C19, CYP3A4 저해제/유도제 및 기질

에스오메프라졸은 CYP2C19과 CYP3A4에 의해 사된다. 그리고 주 사 효소인 CYP2C19

을 저해한다. 

  ① 디아제팜, 시탈로프람, 이미프라민, 클로미프라민, 페니토인, 와파린 등과 같이 CYP2C19에 

의해 사되는 약물과 병용시 이들 약물의 혈장 농도가 증가될 수 있으므로 이들 약물의 

감량이 필요할 수 있다. CYP2C19 기질인 디아제팜과 이 약 30mg의 병용투여로 디아제팜

의 청소율이 45% 감소되었다. 

  ② 간질환자에게 페니토인과 에스오메프라졸 40mg의 병용 투여로 페니토인의 혈장농도 최저

치가 13% 가되었다. 이 약을 투여하기 시작하거나 중단할 때 페니토인의 혈장 농도를 모니

터링하도록 한다.

  ③ 오메프라졸(1일 1회 400mg 투여)은 보리코나졸(CYP2C19 기질)의 Cmax와 AUCτ를 각각 

15% 및 41% 증가시켰다.

  ④ 에스오메프라졸과 CYP3A4 저해제인 클래리스로마이신(500mg 1일 2회 투여)을 동시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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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면  에스오메프라졸의 AUC가 2배로 증가된다. 

  ⑤ CYP2C19 및/또는 CYP3A4 유도제로 알려진 약물(예, 리팜피신, 세인트존스워트)은 에스오

메프라졸 사를 증가 시킴으로써 에스오메프라졸 혈중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22) 실로스타졸 : 건강한 환자에게 오메프라졸 40mg을 투여한 교차시험에서, 실로스타졸 Cmax

와 AUC는 각각 18%와 26% 증가했다. 활성 사체들 중 3,4-디히드로실로스타졸은 Cmax와 

AUC가 각각 29%와 69%까지 증가했다. 

5. 임부에 대한 투여 

1) 이 약을 임부에게 투여한 잘 조절된 임상자료는 없다. 나프록센의 동물실험에서 주산기에 투

여하여 분만지연, 난산의 발생 빈도 증가 및 새끼의 생존율 감소가 보고되어 있으므로 임신말

기에는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2) 임신말기의 랫트에 투여한 실험에서 태자의 동맥관수축이 보고된 바 있다. 다른 비스테로이

드성 소염진통제와 마찬가지로 임신 말기에 이 약을 투여 시 태아의 동맥관을 조기 폐쇄시킬 

수 있으므로 이 약은 임부에게 투여를 피해야 한다.

3) 임부에 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치료

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6. 수유부에 대한 투여

이 약 중의 나프록센은 모유로의 이행이 일어나 신생아에서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억제하는 

이상반응을 일으키므로 수유부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7. 소아에 대한 투여

18세 이하의 소아 에 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여를 권장하지 않는다.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소염진통제에 의한 소화관의 궤양, 출혈 등의 발현이 높으므로 필요한 최

소량으로 투여하고 이상반응의 발현에 특히 유의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하

거나, 다른 체약 투여를 고려해야 한다.

9. 임상검사치에 대한 영향

1)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고 출혈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으므로 출혈시간을 측정할 때는 주의한다.

2) 17-케토제닉 스테로이드의 측정에 영향을 주므로 측정 72시간 전에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한다.

3) 나프록센은 5-히드록시 인돌초산(5HIAA)의 뇨 중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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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과량투여시의 처치

이 약의 과량투여에 한 임상시험 자료는 없다. 이 약의 과량투여로 인한 영향은 일차적으로 

나프록센의 과량투여에 의한 영향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증상

  ① 나프록센 과량투여시 기면, 어지러움(현기), 졸림, 상복부통증, 복부불편감, 가슴쓰림, 소화

불량, 구역, 일시적인 간기능의 악화, 저프로트롬빈혈증, 신기능 이상, 사성 산증, 무호

흡, 방향감각상실, 구토, 위장관계 출혈, 고혈압, 급성신부전, 호흡저하, 혼수, 아나필락시양 

반응(아나필락시스 유사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② 에스오메프라졸 계획된 과량투여(에스오메프라졸 1일 240mg을 초과하는 제한적 경험)와 

연관되어 나타난 증상은 일시적이었다. 이 약 280mg 복용시 위장관계 증상과 허약증이 

나타났다. 이 약 80mg을 1회 투여한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2) 과량투여시의 조치

나프록센과 에스오메프라졸에 한 특이적인 해독제는 알려져 있지 않다. 두 성분 모두 투석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세척, 활성탄을 사용하여 혈장농도를 줄이는 등 증요법 및 일반유지

요법을 사용해야 한다. 

11. 적용상의 중의사항

1) 이 약은 위에서 녹는 에스오메프라졸속방층과 소장에서 녹는 나프록센장용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투여시 쪼개거나, 씹거나, 부수지 말고 물과 함께 그 로 삼켜서 복용한다.

2) 이 약은 식후 복용시 에스오메프라졸의 체내흡수율이 감소되므로, 식전 30분 이전에 복용한다.

12.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유지 면에 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주의할 것.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비모보정 500/20 리그램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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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프라졸 단일제 (경구)
(Omeprazole)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악성종양의 가능성이 있는 위궤양 환자 

(악성종양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그 증상이 완화되거나 진단이 지연될 수 있다.)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오메프라졸 단일제 (경구) (Omeprazole)

 분류 번호 ∙ [02320] 소화성궤양용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정보 사항 ∙ 이상반응, 일반적 주의 항목

  - 이상반응 항목에 “11) 시판후 조사에서 나타난 이상반응 - 

대사 및 영양계 : 매우 드물게 저마그네슘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 추가

  - 일반적 주의 항목에 “6) 3개월 이상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저마그네슘혈

증이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 가

장 많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저마그네슘혈증의 

치료로서 마그네슘보충 및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투여 중단이 필요하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

나 디곡신 또는 저마그네슘혈증을 유발하는 약물(예, 이뇨

제)을 병용투여하는 환자들은 치료 시작을 포함한 주기적 마

그네슘 수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강직, 

부정맥, 발작을 포함한다.” 추가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615호, 2012. 2.29.)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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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약을 포함한 프로톤 펌프 저해제들은 아타자나비어와 병용투여할 수 없다(상호작용 참조).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간장애가 있는 환자

(이 약의 생체이용률과 반감기가 증가되므로 1일 투여량은 10-20mg으로 충분하며, 특히 중

증의 간기능 손상 환자에게 투약하는 경우 1일 투여량은 1캅셀(20㎎)을 초과하지 않는다.)

2) 고령자 

3. 이상반응

1) 정신신경계 : 흔하게 두통, 때때로 졸림, 현기증, 불면증, 감각이상증, 실신감, 어지러움이 나

타날 수 있다. 착란, 흥분, 공격성, 환각, 우울이 특히 중증 환자에서 드물게 나타날 수 있다.

2) 간장 : 때때로 GOT, GPT 등의 간효소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상이 인지되는 경우에

는 투여를 중지한다. 드물게 황달이 있거나 없는 간염, 간부전 등의 중증의 간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뇌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3) 소화기계 : 흔하게 설사, 연변, 변비, 구역, 구토, 복통, 복부팽만감 등의 위장장애, 드물게 

구강건조, 구내염, 위장관계 칸디다증이 나타날 수 있다.

4) 피부 : 때때로 발적, 발진, 피진, 두드러기, 가려움, 피부염, 드물게 수포성 발진,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중독성 표피박리(TEN), 다형홍반, 광감수성, 탈모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증

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5) 과민증 : 드물게 혈관부종, 발열, 기관지경련, 간질성 신염, 아나필락시스성 쇼크와 같은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6) 심혈관계 : 흉통, 빈맥, 서맥, 심계항진이 나타날 수 있다.

7) 혈액 : 드물게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무과립구증, 범혈구감소증이 나타날 수 있다.

8) 근골격계 : 때때로 등통, 드물게 관절통, 근육쇠약, 근육통이 나타날 수 있다.

9) 내분비계 : 드물게 여성형 유방이 나타날 수 있다. 

10) 기타 : 때때로 기침, 무력증, 권태, 드물게 말초부종,  발한증가, 시야혼탁, 시력장애, 미각장

애, 여성에서 유방통, 유방 멍울, 저나트륨혈증, 발기부전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11) 시판후 조사에서 나타난 이상반응

  - 사 및 영양계 : 매우 드물게 저마그네슘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

4. 일반적 주의 

1) 이 약으로 인해 악성종양의 증상이 완화되거나 진단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악성 종양이 의심

되는 경고 증상(의도하지 않은 현저한 체중 감소, 재발성 구토, 부전실어증, 토혈이나 흑토증 

등)이 있으면서 위궤양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검사를 실시하여 악성종양 여부를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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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2) 위종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 X-ray나 위내시경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암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한다.

3) 이 약을 장기간(특히 1년 이상) 투여하는 환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치료에 따라 최소필요량을 투여한다.

5) 일부 해외 역학연구에서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가 고관절, 손목 및 

척추 골절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골절의 위험은 권장용

량을 상회하는 고용량을 투여한 환자와 1년 이상의 장기사용 환자에서 증가되었다.

6) 3개월 이상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저마그네

슘혈증이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부분의 

환자들에게 저마그네슘혈증의 치료로서 마그네슘보충 및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투여 중단이 필요하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디곡신 또는 저마그네슘혈증을 

유발하는 약물(예, 이뇨제)을 병용투여하는 환자들은 치료 시작을 포함한 주기적 마그네슘 

수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중 한 이상반응은 강직, 부정맥, 발작을 포함한다. 

5. 상호작용 

1) 위산의 pH가 생체내이용율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는 약물(케토코나졸, 철염, 암피실린에스

테르 등)인 경우에는 이 약에 의한 장기적인 위산분비억제작용 때문에 이론적으로 약물의 흡

수가 저해될 수 있다. 다른 산 분비 억제제나 제산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 투여중에는 케토코

나졸과 이트라코나졸의 흡수가 감소될 수 있다.

2) 이 약은 간에서 주로 CYP2C19에 의해 사된다. 디아제팜, 페니토인, 와파린 및 다른 비타민 

K 길항제 등과 같이 CYP2C19에 의해 사되는 약물과 병용시 이들 약물의 배설을 지연시켜 

혈장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들 약물(특히 페니토인 및 와파린)과 병용투여시에는 환자

에 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권장되며, 이들 약물의 감량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페니토

인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이 약 20mg/day를 병용 투여시 페니토인의 혈중 농

도에 변화가 없었다. 와파린 또는 비타민 K 길항제를 투여받는 환자들에게 이 약을 병용 투여

할 경우는, INR 모니터링이 권장되며 와파린 (또는 다른 비타민 K 길항제)의 감량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와파린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이 약 20mg/day를 병용 투여시 

응고 시간의 변화는 없었다. 

3) 사이클로스포린, 디설피람, 벤조디아제핀 등 Cytochrome P450 효소계를 통해 사되는 약물

과 상호작용이 보고된 바 있다. 이 약을 이들 약물과 병용투여시 환자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하

고 필요시 이들 약물의 용량을 조정한다.

4) 이 약을 클래리스로마이신과 병용투여시 두 약물의 혈중농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약은 

메트로니다졸이나 아목시실린과는 상호작용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들 약물은 이 약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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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cobacter pylori 박멸요법에 사용되는 항생제이다.

5) 건강한 지원자에게 이 약과 디곡신을 병용투여했을 때 위내 pH의 증가로 디곡신의 생체이용

률이 10% 증가하였다. 

6) 이 약을 페나세틴, 테오필린, 카페인, 프로프라놀올, 메토프롤올, 사이클로스포린, 리도카인, 

퀴니딘, 에스트라디올, 피록시캄, 디클로페낙, 나프록센 또는 제산제와 병용투여한 경우 상호

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약의 흡수는 알콜 또는 음식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7) 건강한 지원자에게 오메프라졸(20mg 1일 1회 투여)과 아타자나비어 300mg/리토나비어 

100mg을 병용투여했을 때 아타자나비어의 노출이 감소했다(AUC, Cmax, Cmin이 약 75% 

감소). 아타자나비어 400mg 1일 4회 투여는 오메프라졸의 아타나자비어 노출에 한 영향을 

상쇄시킬 수 없다. 이 약을 포함한 프로톤 펌프 저해제들은 아타자나비어와 병용투여할 수 

없다.

8) 오메프라졸과 타크로리무스의 병용투여는 타크로리무스의 혈청 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 약

을 투여하기 시작하거나 중단할 때 타크로리무스의 혈장 농도를 모니터링하도록 한다.

9) 오메프라졸과 CYP2C19, CYP3A4 저해제인 보리코나졸과의 병용 투여는 이 약의 노출을 두 

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 오메프라졸(1일 1회 40mg 투여)은 보리코나졸(CYP2C19 기질)의 

Cmax 와 AUC를 각각 15% 및 41%로 증가시켰다. 이 때문에 이 약의 용량을 조절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증의 간기능 장애환자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서는 용량 조절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임부에 대한 투여 

동물실험 (토끼 : 138mg/kg 경구투여)에서 태자독성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

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7. 수유부에 대한 투여

이 약의 모유중으로의 이행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수유부에는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

다. 또한 부득이하게 투여하는 경우에는 수유를 중단한다.

8. 소아에 대한 투여 

소아에 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9. 과량 투여시의 처치

이 약의 과량투여로 오심, 구토, 현기, 복통, 설사, 두통 등이 보고되었으며, 무감정, 우울, 착란이 

나타난 증례도 있었다. 현재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이 약의 과량투여와 연관되어 나타난 증상은 일

시적이었고,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 증례는 보고된 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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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 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

를 주의할 것

3) 이 약은 사용 후 용기의 뚜껑을 잘 닫아 보관한다. 

11. 기타 

흰 쥐에 장기간 투여(2년)한 시험에서 용량과 상관성이 있는 위유암종 (Gastric carcinoid 

tumor) 및 장크롬친화 세포 (Enterochromaffin-like cell) 비후가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넥스팜코리아 오메란캡슐(오메프라졸) 제조

2 (주)동구제약 오메톤캡슐(오메프라졸) 제조

3 (주)디에이치피코리아 베스프라졸캡슐(오메프라졸) 제조

4 (주)디에이치피코리아 베스프라졸정20mg(오메프라졸) 제조

5 (주)바이넥스 바이넥스오메프라졸캡슐(오메프라졸장용성과립) 제조

6 (주)비티오제약 인바이오넷오메프라졸캡슐 제조

7 (주)서울제약 오라섹캡슐(오메프라졸) 제조

8 (주)스카이뉴팜 클라졸캡슐(오메프라졸)(수출용) 제조

9 (주)유한양행 유한로섹캅셀(오메프라졸) 제조

10 (주)종근당 오엠피정(오메프라졸) 제조

11 (주)종근당 오엠피정40 리그램(오메프라졸) 제조

12 (주)태준제약 오메프란캡슐(오메프라졸) 제조

13 (주)테라젠이텍스 아메졸캡슐(오메프라졸) 제조

14 (주)한국글로벌제약 오메프캡슐(오메프라졸) 제조

15 (주)한국코러스제약 코러스오메프라졸캡슐 제조

16 (주)한국파비스제약 오메존캡슐(오메프라졸) 제조

17 (주)휴온스 엠프라캡슐(오메프라졸장용성과립)(수출명:OMERAMEXcap.) 제조

18 구주제약(주) 애니시드캡슐(오메프라졸장용성과립) 제조

19 원제약(주) 원엠프정(오메프라졸) 제조

20 한뉴팜(주) 한뉴팜오엠프라졸캡슐(오메프라졸) 제조

21 동광제약(주) 오메프릴캡슐(오메프라졸) 제조

22 동화약품(주) 제메프라캡슐20mg(오메프라졸장용성과립) 제조

국내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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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23 명인제약(주) 오피졸캡슐(오메프라졸)(수출명:클로마졸캡슐(오메프라졸)) 제조

24 비알엔사이언스(주) 모프랄캡슐(오메프라졸)(수출용)(수출명:ORZETALE) 제조

25 삼성제약공업(주) 오프라졸캡슐(오메프라졸) 제조

26 삼익제약(주) 오메라졸캡슐(오메프라졸)(수출명 : OMERAZOLE Caps.) 제조

27 슈넬생명과학(주) 오큐졸캡슐(오메프라졸) 제조

28 신일제약(주) 신일오메프라졸캡슐 제조

29 신풍제약(주) 바로메졸캡슐(오메프라졸) 제조

30 아주약품(주)
아주오메프라졸캅셀[수출명:얼써프라졸캅셀(오메프라졸),

오메가스트캅셀(오메프라졸), 오메프라졸캅셀20mg]
제조

31 안국약품(주) 오펠캡슐(오메프라졸) 제조

32 알리코제약(주)
큐라졸캅셀(오메프라졸)(수출명:노티졸캡슐,보파얼서프라졸

캡슐)
제조

33 에스케이케미칼(주) 오메드정40 리그람(오메프라졸)(수출용) 제조

34 에스케이케미칼(주) 오메드정(오메프라졸) 제조

35 에스케이케미칼(주) 오메드정10 리그람(오메프라졸) 제조

36 영풍제약(주) 오멕스캅셀(오메프라졸)(수출명:스톰멕스캅셀(StomexsCap.)) 제조

37 위더스제약(주) 오프라캡슐(오메프라졸) 제조

38 유니메드제약(주) 유니프라졸캡슐(오메프라졸) 제조

39 이연제약(주) 이연오메프라졸캡슐 제조

40 일동제약(주) 오메큐캡슐(오메프라졸) 제조

41 일양바이오팜(주) 일양바이오오메프라졸캡슐 제조

42 일양약품(주) 윈프라졸정(오메프라졸) 제조

43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리절트정(오메프라졸)(수출명:MEDICOPRAL) 제조

44 하나제약(주) 프라섹캅셀(오메프라졸) 제조

45 한국마이팜(주) 오메라스캡슐(오메프라졸장용성과립) 제조

46 한국약품(주) 오메라캡슐(오메프라졸) 제조

47 한국웨일즈제약(주) 오메딘캡슐(오메프라졸) 제조

48
한국유나이티드바이오

켐제약(주)
오놀캡슐(오메프라졸) 제조

49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오메놀캅셀(오메프라졸)(수출명:PeprazoleCaps.OprazecCaps.) 제조

50 한국유니온제약(주) 뉴섹캡슐(오메프라졸) 제조

51 한국프라임제약(주)
오프졸캡슐(오메프라졸)

수출명:BENOZOLECapsule,PRESILCapsule)
제조

52 한림제약(주) 한림오메프라졸캡슐 제조

53 한미약품(주) 라메졸캅셀(오메프라졸) 제조

54 한불제약(주) 한불오메프라졸캡슐 제조

55 한올바이오파마(주) 프라졸캅셀(오메프라졸캅셀) 제조

56 환인제약(주) 메프졸캅셀(오메프라졸)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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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프라졸나트륨 단일제 (주사)
(Omeprazole Sodium)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앰플주사제는 용기 절단시 유리파편이 혼입되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시 유리파편 

혼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절단사용하되, 특히 어린이, 노약자 사용시에는 각별히 주의

할 것.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오메프라졸나트륨 단일제 (주사) (Omeprazole Sodium)

 분류 번호 ∙ [02320] 소화성궤양용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정보 사항 ∙ 이상반응, 일반적 주의 항목

  - 이상반응 항목에 “10)시판후 조사에서 나타난 이상반응  -대

사 및 영양계:매우 드물게 저마그네슘혈증이 나타날 수 있

다” 추가

  - 일반적 주의 항목에 “7) 3개월 이상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저마그네슘혈

증이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 가

장 많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저마그네슘혈증의 

치료로서 마그네슘보충 및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투여 중단이 필요하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

나 디곡신 또는 저마그네슘혈증을 유발하는 약물(예, 이뇨

제)을 병용투여하는 환자들은 치료 시작을 포함한 주기적 마

그네슘 수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강직, 

부정맥, 발작을 포함한다.” 추가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615호, 2012. 2.29.)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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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마십시오.

1) 이 약 성분에 과민증인 환자

2) 악성종양의 가능성이 있는 위궤양 환자

(악성종양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그 증상과 진단이 지연될 수 있음)

3) 이 약을 포함한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들은 아타자나비어와 병용투여할 

수 없다.(상호작용 참조)

3. 다음 환자에는 신중 투여하십시오.

1) 간장해가 있는 환자

2) 고령자

4. 이상반응

임상시험에서 가장 흔하게보고된 증상은 설사, 오심, 변비와 같은 위장관계 증상과 두통으로서 

각 1~3%로 나타났다.

1) 피부 : 때때로 발적, 발진, 피진, 드물게 두드러기, 가려움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드물게 탈모, 광과민성, 다형홍반이 나타날 수 있다.

2) 간장 : 때때로GOT, GPT 등의 간효소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상이 인지되는 경우에

는 투여를 중지한다. 드물게 중증의 간질환, 황달을 동반하거나 하지 않는 간염, 간부전 환자

에서 뇌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3) 소화기계 : 때때로 설사, 묽은 변, 변비, 구역·구토, 복통, 고창 등의 위장장해가 나타날 수 

있으며 드물게 구강건조, 미각이상, 구내염, 칸디다증이 나타날 수 있다.

4) 정신신경계 : 때때로 두통, 졸림, 드물게 가역적인 착란, 흥분, 환각, 현운, 불면, 우울, 감각이

상, 공격성 등이 주로 중증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다.

5) 심혈관계 : 흉통, 빈맥, 서맥, 심계항진, 말초부종이 나타날 수 있다.

6) 혈액 : 드물게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무과립구증, 범혈구감소증이 나타날 수 있다.

7) 근골격계 : 드물게 관절통, 근육쇠약, 근육통이 나타날 수 있다.

8) 내분비계 : 드물게 여성형 유방이 나타날 수 있다.

9) 기타 : 덜 흔하게 피곤, 드물게 권태, 시야혼탁, 발한증가, 저나트륨혈증 및 혈관부종, 열, 아나

필락시 쇼크 등의 과민반응, 기관지경련, 간질성 신염이 나타날 수 있다. 스티븐스-존슨 증후

군과 독성 표피성 괴사가 보고된 적이 있으나 오메프라졸과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다. 중

증의 환자에서 정맥 주입시 고용량의 오메프라졸과 연관된 비가역적인 시야장애가 나타났으

나 오메프라졸과의 원인 관계는 규명되지 않았다.

10) 시판후 조사에서 나타난 이상반응

  - 사 및 영양계 : 매우 드물게 저마그네슘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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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적 주의

1) 중증의 간기능 손상 환자에 있어서 1일 투여량은 20m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 치료에 따라 최소필요량을 투여한다.

3) 위종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초기단계에서 X-ray나 위내시경 검사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암

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한다.

4) 궤양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초기단계에서 X-ray나 위내시경 검사에 의해 확인하여 부적절한 

치료를 피하도록 한다.

5) 위궤양이 존재하거나 의심될 경우, 또는 유의성있는 비의도적 체중 감소, 재발성 구토, 실어

증, 혈변, 흑변과 같은 경고성 증상이 존재할때는, 악성종양이 배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치료

가 증상을 완화시키고 진단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6) 일부 해외 역학연구에서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가 고관절, 손목 및 

척추 골절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골절의 위험은 권장용

량을 상회하는 고용량을 투여한 환자와 1년 이상의 장기사용 환자에서 증가되었다.

7) 3개월 이상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저마그네

슘혈증이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부분의 

환자들에게 저마그네슘혈증의 치료로서 마그네슘보충 및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투여 중단이 필요하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디곡신 또는 저마그네슘혈증을 

유발하는 약물(예, 이뇨제)을 병용투여하는 환자들은 치료 시작을 포함한 주기적 마그네슘 

수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중 한 이상반응은 강직, 부정맥, 발작을 포함한다. 

6. 상호작용

1) 디아제팜, 와르파린, 페니토인 등 간에서 산화에 의해 사되는 약물의 배설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이 약과 병용투여시에는 환자에 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타 약물과의 상호작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Cytochrome P 450 효소계를 통해 사 되는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다. CYP2C19 또는 CYP3A의 저해하는 약물(HIV protease 저

해제, 케토코나졸, 이트라코나졸)은 오메프라졸의 혈장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임

상시험에서 테오필린, 카페인, 퀴니딘, 리도카인, 프로프라놀올, 메토프로롤, 에탄올과의 상호

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3) 위산의 pH가 Bioavailability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는 약물인 경우에는 이 약에 의한 장기적

인 위산분비억제작용 때문에 이론적으로 약물의 흡수가 저해될 수 있다.

4) 제산제와의 병용투여시 상호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5) 오메프라졸과 케토코나졸 및 이트라코나졸은 병용하지 않는다. 약물(제산제, 위산분비 억제

제, sucralfate) 투여로 인해 위산의 pH가 증가하면 위에서의 케토코나졸 정제의 용출이 감소

되어 케토코나졸의 유효 혈중농도에 이르지 못한다. 오메프라졸과 이트라코나졸의 병용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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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코나졸의 혈중농도와 AUC는 약 65%까지 감소되었는데 이는 pH에 의존적인 흡수가 낮

은 결과에 의한 것이다.

6) 클라리스로마이신 또는 에리스로마이신과 오메프라졸을 병용 투여하였을 때 오메프라졸의 혈

장 농도가 증가하였다. 오메프라졸의 혈장 농도는아목시실린 또는 메트로니다졸과의 병용 투

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7) 건강한 지원자에게 오메프라졸(20mg 1일 1회 투여)과 아타자나비어 300mg/리토나비어 100mg

을 병용 투여했을 때 아타자나비어의 노출이 감소했다(AUC, Cmax, Cmin이 약 75% 감소). 

아타자나비어 400mg 1일 4회 투여는 오메프라졸의 아타나자비어 노출에 한 영향을 상쇄시

킬 수없다. 이 약을 포함한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들은 아타자나비어와 

병용투여할 수 없다.

8) 오메프라졸과 타크로리무스의 병용투여는 타크로리무스의 혈청 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 약

을 투여하기 시작하거나 중단할 때 타크로리무스의 혈장 농도를 모니터링하도록 한다.

7. 임부에 대한 투여

임부에서 수행된 계획적 임상시험은 없었으나, 역학조사를 통하여 임부에 한 투여경험이 보고

되었다.

보고된 투여경험은 부분 임신의 첫 3개월내에 투약되었으며, 투약기간은 확실치 않다. 역학조

사 결과에 따르면 오메프라졸이 신생아의 기형을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동물시험(토

끼:138mg/kg 경구투여)에서 태자독성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

는 부인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8. 수유부에 대한 투여

이 약은 모유를 통해 분비되며 태아에 한 영향이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수유부에는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부득이하게 투여하는 경우에는 수유를 중단한다.

9. 소아에 대한 투여

소아에 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10. 과량투여시의 처치

1일 용량으로 270mg, 3일간 650mg까지 정맥투여한 임상연구에서 용량 연관 이상반응은 나타나

지 않았다.

증상 : 현기증, 무감동, 두통, 빈맥, 구역, 구토, 고창, 설사 등. 이상반응 참조

처치 : 필요하면 위세척, 활성탄을 투여하고 증상에 따라 처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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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상의 주의

1) 정맥주사 용액은 첨부된 용해액에 동결 건조물을 녹여서 만들며, 4시간 이내에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해액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로섹주사는 정맥주사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점적 주사목적으로 용액을 추가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주사용액은 적어도 2분 30초간에 걸쳐 분당 4ml를 넘지않는 속도로 서서히 투여되어야 한다.

4) 빛에 민감하므로 외부 포장에 보관해야 하며, 외부포장을 제거한 바이알은 일반 실내광 하에

서 24시간까지 보관할 수 있다.

12.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 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

를 주의할 것.

13.기타

1) 흰쥐에 장기간 투여(2년)한 시험에서 용량과 상관성 있는 위유암종(Gastric Carcinoid tumor) 

및 장크롬친화세포(Enterochromaffin-like cell)비후가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2) 외국에서 시력장애가 발현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오메프라졸나트륨 단일제 (점적용주사)
(Omeprazole Sodium)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마십시오

1) 이 약 성분에 과민증인 환자

2) 악성종양의 가능성이 있는 위궤양 환자

(악성종양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그 증상과 진단이 지연될 수 있음)

3) 이 약을 포함한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들은 아타자나비어와 병용투여할 

수 없다. (상호작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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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환자에는 신중 투여하십시오

1) 간장해가 있는 환자

2) 고령자

3. 이상반응

임상시험에서 가장 흔하게 보고된 증상은 설사, 오심, 변비와 같은 위장관계 증상과 두통으로서 

각 1~3%로 나타났다.

1) 피부 : 때때로 발적, 발진, 피진, 드물게 두드러기, 가려움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드물게 탈모, 광과민성, 다형홍반이 나타날 수 있다.

2) 간장 : 때때로GOT, GPT 등의 간효소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상이 인지되는 경우에

는 투여를 중지한다. 드물게 중증의 간질환, 황달을 동반하거나 하지 않는 간염, 간부전 환자

에서 뇌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3) 소화기계 : 때때로 설사, 묽은 변, 변비, 구역·구토, 복통, 고창 등의 위장장해가 나타날 수 

있으며 드물게 구강건조, 미각이상, 구내염, 칸디다증이 나타날 수 있다.

4) 정신신경계 : 때때로 두통, 졸림, 드물게 가역적인 착란, 흥분, 환각, 현운, 불면, 우울, 감각이

상, 공격성 등이 주로 중증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다.

5) 심혈관계 : 흉통, 빈맥, 서맥, 심계항진, 말초부종이 나타날 수 있다.

6) 혈액 : 드물게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무과립구증, 범혈구감소증이 나타날 수 있다.

7) 근골격계 : 드물게 관절통, 근육쇠약, 근육통이 나타날 수 있다.

8) 내분비계 : 드물게 여성형 유방이 나타날 수 있다.

9) 기타 : 덜 흔하게 피곤, 드물게 권태, 시야혼탁, 발한증가, 저나트륨혈증 및 혈관부종, 열, 아나

필락시 쇼크 등의 과민반응, 기관지경련, 간질성 신염이 나타날 수 있다. 스티븐스-존슨 증후

군과 독성 표피성 괴사가 보고된 적이 있으나 오메프라졸과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다. 중

증의 환자에서 정맥 주입시 고용량의 오메프라졸과 연관된 비가역적인 시야장애가 나타났으

나 오메프라졸과의 원인 관계는 규명되지 않았다.

10) 시판후 조사에서 나타난 이상반응

  - 사 및 영양계 : 매우 드물게 저마그네슘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

4. 일반적 주의

1) 중증의 간기능 손상 환자에 있어서 1일 투여량은 20 mg 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 치료에 따라 최소필요량을 투여한다.

3) 위종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초기단계에서 X-ray나 위내시경 검사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암

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한다.

4) 궤양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초기단계에서 X-ray나 위내시경 검사에 의해 확인하여 부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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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피하도록 한다.

5) 위궤양이 존재하거나 의심될 경우, 또는 유의성있는 비의도적 체중 감소, 재발성 구토, 실어

증, 혈변, 흑변과 같은 경고성 증상이 존재할때는, 악성종양이 배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치료

가 증상을 완화시키고 진단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6) 일부 해외 역학연구에서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가 고관절, 손목 및 

척추 골절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골절의 위험은 권장용

량을 상회하는 고용량을 투여한 환자와 1년 이상의 장기사용 환자에서 증가되었다.

7) 3개월 이상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저마그네

슘혈증이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부분의 

환자들에게 저마그네슘혈증의 치료로서 마그네슘보충 및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투여 중단이 필요하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디곡신 또는 저마그네슘혈증을 

유발하는 약물(예, 이뇨제)을 병용투여하는 환자들은 치료 시작을 포함한 주기적 마그네슘 

수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중 한 이상반응은 강직, 부정맥, 발작을 포함한다. 

5. 상호작용

1) 디아제팜, 와르파린, 페니토인 등 간에서 산화에 의해 사되는 약물의 배설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이 약과 병용투여시에는 환자에 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타 약물과의 상호작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Cytochrome P 450 효소계를 통해 사 되는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다. CYP2C19 또는 CYP3A의 저해하는 약물(HIV protease 저

해제, 케토코나졸, 이트라코나졸)은 오메프라졸의 혈장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임

상시험에서 테오필린, 카페인, 퀴니딘, 리도카인, 프로프라놀올, 메토프로롤, 에탄올과의 상호

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3) 위산의 pH가 Bioavailability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는 약물인 경우에는 이 약에 의한 장기적

인 위산분비억제작용 때문에 이론적으로 약물의 흡수가 저해될 수 있다.

4) 제산제와의 병용투여시 상호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5) 오메프라졸과 케토코나졸 및 이트라코나졸은 병용하지 않는다. 약물(제산제, 위산분비 억제

제, sucralfate) 투여로 인해 위산의 pH가 증가하면 위에서의 케토코나졸 정제의 용출이 감소

되어 케토코나졸의 유효 혈중농도에 이르지 못한다. 오메프라졸과 이트라코나졸의 병용시 이

트라코나졸의 혈중농도와 AUC는 약 65%까지 감소되었는데 이는 pH에 의존적인 흡수가 낮

은 결과에 의한 것이다.

6) 클라리스로마이신 또는 에리스로마이신과 오메프라졸을 병용 투여하였을 때 오메프라졸의 혈

장 농도가 증가하였다. 오메프라졸의 혈장 농도는 아목시실린 또는 메트로니다졸과의 병용 

투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7) 건강한 지원자에게 오메프라졸(20mg 1일1회 투여)과 아타자나비어 300mg/리토나비어 10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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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병용투여했을 때 아타자나비어의 노출이 감소했다(AUC, Cmax, Cmin이 약 75% 감소). 

아타자나비어 400mg 1일 4회 투여는 오메프라졸의 아타나자비어 노출에 한 영향을 상쇄시

킬 수 없다. 이 약을 포함한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들은 아타자나비어와 

병용투여할 수 없다.

8) 오메프라졸과 타크로리무스의 병용투여는 타크로리무스의 혈청 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 약

을 투여하기 시작하거나 중단할 때 타크로리무스의 혈장 농도를 모니터링하도록 한다.

6. 임부에 대한 투여

임부에서 수행된 계획적 임상시험은 없었으나, 역학조사를 통하여 임부에 한 투여경험이 보고

되었다. 보고된 투여경험은 부분 임신의 첫 3개월내에 투약되었으며, 투약기간은 확실치 않다. 

역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메프라졸이 신생아의 기형을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동물시

험(토끼:138mg/kg 경구투여)에서 태자독성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

이 있는 부인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7. 수유부에 대한 투여

이 약은 모유를 통해 분비되며 태아에 한 영향이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수유부에는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부득이하게 투여하는 경우에는 수유를 중단한다.

8. 소아에 대한 투여

소아에 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9. 과량투여시의 처치

1일 용량으로 270mg, 3일간 650mg까지 정맥투여한 임상연구에서 용량 연관 이상반응은 나타나

지 않았다.

증상 : 현기증, 무감동, 두통, 빈맥, 구역, 구토, 고창, 설사 등. 부작용 참조

처치 : 필요하면 위세척, 활성탄을 투여하고 증상에 따라 처치한다.

10. 적용상의 주의

1) 포도당(50mg/ml)에 조제된 액은 6시간이내, 식염수(9mg/ml)에 조제된 액은 12시간 이내에 

사용 한다.

2) 오메프라졸의 안정성은 점적주사용 수액의 pH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다른 점적용 수액이

나 상이한 용량을 오메프라졸 용해시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3) 빛에 민감하므로 외부 포장에 보관해야 하며, 외부포장을 제거한 바이알은 일반 실내광 하에

서 24시간까지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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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 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

를 주의할 것

12. 기타

1) 흰쥐에 장기간 투여(2년)한 시험에서 용량과 상관성 있는 위유암종(Gastric Carcinoid tumor) 

및 장크롬친화세포(Enterochromaffin-like cell)비후가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2) 외국에서 시력장애가 발현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국내 품목 현황

1. 오메프라졸나트륨 단일제 (주사)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우신메딕스 오메졸리오주(오메프라졸나트륨) 수입

2 일동제약(주) 오메큐주사(오메프라졸나트륨) 제조

3 제이텍바이오젠 로르딘주(오메프라졸나트륨) 수입

4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로섹주사(오메프라졸나트륨) 수입

2. 오메프라졸나트륨 단일제 (점적용주사)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오메프라졸주(수출용) 제조

2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로섹점적용주사(오메프라졸나트륨)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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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프라졸 단일제(경구)
(Ilaprazole)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 또는 다른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악성종양의 가능성이 있는 위궤양 환자 (악성종양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그 증상이 

완화되거나 진단이 지연될 수 있다.)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일라프라졸 단일제 (경구) (Ilaprazole)

 분류 번호 ∙ [02320] 소화성궤양용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정보 사항 ∙ 이상반응 항목

  - 이상반응 항목에“3)시판후 조사에서 나타난 이상반응  (1)

대사 및 영양계 빈도 알려지지 않음 : 저마그네슘혈증”추가

  - 일반적 주의 항목에“5) 3개월 이상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저마그네슘혈

증이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 가

장 많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저마그네슘혈증의 

치료로서 마그네슘보충 및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투여 중단이 필요하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

나 디곡신 또는 저마그네슘혈증을 유발하는 약물(예, 이뇨

제)을 병용투여하는 환자들은 치료 시작을 포함한 주기적 마

그네슘 수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강직, 

부정맥, 발작을 포함한다.” 추가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615호, 2012. 2.29.)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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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현빈도
계통

흔하게 흔하지 않게

혈액 및 림프계 빈혈
호산구증가증, 호중구증가증, 프로트롬빈시간 연장, 

평균세포용적 이상, 백혈구증가증, 림프절병증

소화기계 설사, 상복부통, 가스트린종

소화불량, 고가스트린혈증, 복통, 변비, 고창, 위염, 

구역, 구토, 복부팽창, 장폴립, 상복부불쾌감, 

위장염, 가성게실증, 복부불쾌감, 충수염, 복수, 

담낭절제술, 결장염, 염증성설사, 십이지장염, 트림, 

위암, 위내육종, 가스트린분비장애, 열공헤르니아, 

구강건조, 인두백태, 식도출혈

간담도계 간경화증, 간지방증

호흡기계 기침, 상기도감염, 코인두염
인후두통, 비염, 호흡곤란, 기관지연축, 비충혈, 

코불쾌감, 폐렴, 폐결핵, 호흡부전, 콧물, 부비동염

전신 및 투여부위 발열 피로감, 투여부위발진, 무력증, 통증, 우묵부종, 압통

감염 단순포진, 상포진, 인플루엔자, 패혈증

면역계 과민증, 두드러기, 음식알러지

신경정신계 두통 어지러움, 불면증, 기억상실, 편두통, 졸림

신장 ․ 비뇨생식계
혈뇨, 요로감염, 배뇨장애, 단백뇨, 알부민뇨증, 

질소혈증, 신증후군, 급성신부전, 월경통

3) 간장애 및 신장애 환자 

4) 19세 미만 청소년 및 소아 

5) 이 약을 포함한 프로톤 펌프 저해제들은 아타자나비어와 병용투여할 수 없다(상호작용 참조). 

6) 수유부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 할 것

1) 고령자 

3. 이상반응 

1) 4주 또는 6주간 오메프라졸 조 임상시험에서 총 1399명으로부터의 안전성 자료이다. 이 

환자들 중에서 790명이 이 약 1일 5mg 또는 10mg 용량을 투여받았다.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이상반응의 부분은 경증 내지 중등도였으며 2% 이상 나타난 이상반응은 두통(3.7%), 설사

(2.4%), 발열(2.3%)이었다.  

2) 임상시험 중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을 약물과의 인과관계 고려없이 신

체 기관계 및 절  빈도수에 따라 나열하였으며, 보고된 이상반응들은 아래 표와 같다.

아주 흔하게(≥1/10) ; 흔하게(≥1/100, ＜1/10) ; 흔하지 않게(≥1/1,000, ＜1/100) ; 드물게

(≥1/10,000, ＜1/1,000) ; 매우 드물게(＜1/10,000) ; 미정(예측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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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현빈도
계통

흔하게 흔하지 않게

피부 및 피하조직
연조직염, 줄까짐, 가려움증, 피부병, 모발이상, 발진, 

열상, 급성두드러기, 상처농양

사 및 영양 고콜레스테롤혈증
지질이상증, 고혈당,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 산증, 

식욕감소, 통풍, 저알부민혈증, 고지질혈증

근골격계
관절염, 근육통, 관절통, 요통, 골통, 통풍성관절염, 

관절부종, 급성골수염

안과계 결막염, 맥립종, 안와부종, 눈부종

감각계 미각이상

심혈관계 고혈압, 동성부정맥, 심계항진

기타 AST/ALT 상승 

LDL 상승, 흉부불쾌감, 옆구리통증, 잇몸통증, 치통, 

흉통, 혈중 칼시토닌 이상, 혈중 크레아티닌 증가, 

혈증 트리글리세라이드 증가, 트랜스아미나제 이상, 

뇨분석이상, 황색종, 개복술

3) 시판 후 조사에서 나타난 이상반응

  (1) 사 및 영양계

빈도 불명 : 저마그네슘혈증

4. 일반적 주의

1) 이 약으로 인해 악성종양의 증상이 완화되거나 진단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악성종양이 의심

되는 경고 증상(의도하지 않은 현저한 체중 감소, 재발성 구토, 부전실어증, 토혈이나 흑토증 

등)이 있으면서 위궤양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검사를 실시하여 악성종양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2) 위종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 X-ray나 위내시경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암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한다.

3) 십이지장궤양 및 위궤양에 해서는 장기간의 사용경험이 없으므로(십이지장궤양 최  4주, 

위궤양 최  6주 투약), 유지요법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일부 해외 역학연구에서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가 고관절, 손목 및 

척추 골절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골절의 위험은 권장용

량을 상회하는 고용량을 투여한 환자와 1년 이상의 장기사용 환자에서 증가되었다.

5) 3개월 이상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저마그네

슘혈증이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부분의 

환자들에게 저마그네슘혈증의 치료로서 마그네슘보충 및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투여 중단이 필요하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디곡신 또는 저마그네슘혈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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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는 약물(예, 이뇨제)을 병용투여하는 환자들은 치료 시작을 포함한 주기적 마그네슘 

수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중 한 이상반응은 강직, 부정맥, 발작을 포함한다.

5. 상호작용

1) 이 약과의 약물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시행된 바 없다.

2) 위산의 pH가 생체내 이용율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는 약물(케토코나졸, 철염, 암피실린에

스테르 등)인 경우에는 이 약에 의한 장기적인 위산분비억제작용 때문에 이론적으로 약물의 

흡수가 저해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산분비 억제제나 제산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 투여 중에는 

케토코나졸과 이트라코나졸의 흡수가 감소될 수 있다. 

3) 다른 프로톤 펌프 저해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은 간에서 싸이토크롬 P450을 통해 사되며 

주로 CYP3A4에 의해 사된다. 사이클로스포린, 디설피람, 벤조디아제핀 등과 같이 싸이토

크롬 P450을 통해 사되는 약물과 병용시 상호작용이 일으킬 수 있다. 이들 약물과 병용투

여시 환자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이들 약물의 용량을 조정한다. 

4) 음식물과 함께 이 약을 투여시 이 약의 흡수가 11시간 이상까지 지연되었으므로, 식사 1시간 

전에 복용한다.

5) 이 약과 동일계열 약물인 오메프라졸을 건강한 자원자에게 아타자나비어/리토나비어와 병용

투여했을 때 아타자나비어의 노출이 감소했다(AUC, Cmax, Cmin이 약 75% 감소). 프로톤 

펌프 저해제들은 아타자나비어와 병용투여할 수 없다.

6) 이 약과 동일계열 약물인 오메프라졸과 타크로리무스의 병용투여는 타크로리무스의 혈청 농

도를 높일 수 있다. 이 약을 투여하기 시작하거나 중단할 때 타크로리무스의 혈장 농도를 모

니터링하도록 한다.

6. 임부,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부에 한 투여

동물실험(임신 토끼 240 mg/kg/day 경구투여시)에서 태자독성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임부 또

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2) 수유부에 한 투여

동물실험에서 유즙 중으로 이행하는 보고되었고 랫드의 출생 전․후의 경구투여시 출생자의 

체중 저하, 간 중량 감소가 관찰되었으므로, 이 약을 수유부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7.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이 약은 주로 간에서 사되므로 고령자는 간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상반응이 나

타난 경우에는 휴약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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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아에 대한 투여

소아를 상으로 투여한 경험이 없다.

9. 과량투여시의 처치

사람을 상으로 한 과량복용시의 증상에 하여는 보고된 바 없다. 특별한 해독제에 해 알려

진 바 없다. 일라프라졸은 단백결합율(98.9%)이 높기 때문에 투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령투여시 

증요법 및 지지요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 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

를 주의한다.

11. 기타

1) 랫드에서 수태능 및 초기배 발생시험 결과, 모동물의 무해용량은 320 mg/kg/day이었으며, 

320 mg/kg/day 투여군의 태자에서 내부 장기의 기형, 골형성 이상이 나타났다.

랫드 및 토끼에서 배태자 독성시험이 수행되었다. 랫드에서는 모자 독성 및 태자 독성이 관찰

되지 않았다. 토끼에서는 80, 240 mg/kg/day에서 배자사망 증가, 생존태자수 감소, 태자의 

체중저하가 관찰되었고, 240 mg/kg/day에서 태자의 골화지연이 관찰되었다.

랫드에서 수행된 출생전후발생 및 모체기능시험 결과 모동물(F0)과 차세  동물(F1)에서 200 

mg/kg/day에서 독성이 관찰되었으며, 1000 mg/kg/day의 차세  자손에서 황체수, 착상수 

및 산자수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2) 세균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 CHL 세포의 염색체이상시험, 마우스 림포마세포의 유전자

변이 시험에서 유전독성을 나타내었다. 마우스 소핵시험에서는 유전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3) 일라프라졸을 104주간 랫드에 138 mg/kg/day까지 경구투여 한 결과 43 mg/kg/day 이상에

서 위의 양성 신경내분비세포 종양 또는 악성 신경내분비세포 종양 및 간종양의 발생이 관찰

되었다.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일양약품(주) 놀텍정10 리그램(일라프라졸)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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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토프라졸나트륨 단일제 (20mg 경구)
(Pantoprazole Sodium)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에 과민증을 일으킨 적이 있는 환자 

2) 이 약은 다른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와 마찬가지로 아타자나비어와 병용

투여할 수 없다.(4.상호작용참조)

3) 임부, 수유부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판토프라졸나트륨 단일제(경구) (Pantoprazole Sodium)

 분류 번호 ∙ [02320] 소화성궤양용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정보 사항 ∙ 이상반응, 일반적 주의 항목

  - 이상반응 항목에“4)시판후 조사에서 나타난 이상반응 -대

사 및 영양계 빈도 알려지지 않음 : 저마그네슘혈증” 추가

  - 일반적 주의 항목에“3개월 이상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저마그네슘혈

증이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 가

장 많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저마그네슘혈증의 

치료로서 마그네슘보충 및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투여 중단이 필요하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

나 디곡신 또는 저마그네슘혈증을 유발하는 약물(예, 이뇨

제)을 병용투여하는 환자들은 치료 시작을 포함한 주기적 마

그네슘 수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강직, 

부정맥, 발작을 포함한다.” 추가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615호, 2012. 2.29.)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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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반응  

1) 이상반응 

 발현빈도
기관계

1% ~ 10% 미만 0.1% ~ 1% 미만 0.1% 미만

위장관계

상복부통, 설사, 

변비, 고창(복부 

팽만감)

오심, 트림 구토

전신계 부종(투약중단시 사라짐),  피로

간담즙계

간부전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황달을 유발시키는 심각한 

간세포성 손상

면역계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포함하는 

아나필락시스 반응

조사

간효소치(트란스아미나제, γ-GT) 

상승, 트리글리세라이드치 상승, 

체온상승(투약중단시 사라짐) 

근골격계, 

결합조직계
근육통(투약중단시 사라짐)

신경계 두통
어지러움, 

시력장애(시야 흐림)

정신계 우울증(투약중단시 사라짐), 불면증

신장 및 요로계 간질성 신염

피부 및 피하조직계

가려움증이나 

피부발적과 같은 

알러지 반응

두드러기, 혈관부종,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형성홍반, 중독성 

표피괴사증(Lyell syndrome)과 

같은 심각한 피부 증상, 광감수성

내분비계 고혈당증

2) 이 약과의 인과관계에 상관없이 1%이상에서 추가로 발생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 불안, 

관절통, 무기력증, 요통, 기관지염, 흉통, 기침증가, 소화불량, 호흡곤란, 독감증상(flu 

syndrome), 위장염, 위장장애, 고지혈증, 긴장과도, 감염, 편두통, 경부통, 통증, 인두염, 직장

장애, 비염, SGPT상승, 부비동염, 상기도감염, 빈뇨, 요로감염

3) 이 약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 약 투여 후 1% 미만에서 추가로 발생한 이상반응

은 다음과 같다.

  - 전신계 : 종기, 알러지반응, 오한, 피낭, 안면부종, 일반적인 부종, 열감, 탈장, 임상실험실검

사이상, 권태감, 모닐리아증, 종양, 불특이성약물반응

  - 심혈관계 : 심전도이상, 협심증, 부정맥, 심방세동, 관상동맥질환, 흉통, 울혈성심부전, 출혈, 

고혈압, 저혈압, 심근경색, 심근허혈, 심계항진, 망막혈관질환, 실신, 빈맥, 정맥염, 혈전증, 

혈관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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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기계 : 식욕감퇴, 아프타성 구내염, 장염, 십이지장염, 연하장애, 장염, 식도출혈, 식도

염, 위십이지장 종양, 위십이지장 출혈, 위십이지장 모닐리아증, 치은염, 구취, 토혈, 식욕증

가, 흑색변, 구내궤양, 구내 모닐리아증, 치주농양, 치주염, 직장출혈, 위궤양, 배변이상, 혀

의 변색, 궤양성 장염

  - 내분비계 : 당뇨, 갑상선종

  - 간 및 담도계 : 담낭통, 고빌리루빈증, 담낭염, 담석증, 황달, 간염, Alkaline Phosphatase 상승

  - 혈액계 : 빈혈, 반상출혈, 호상구증가증, 철결핍성빈혈, 백혈구증가증, 백혈구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 사 및 영양계 : 탈수, 통풍, 갈증, 체중증가, 체중감소

  - 근골격계 : 관절염, 골질환, 관절질환, 다리경련, 활액낭염, 건초염

  - 신경계 : Abnormal dream, 혼돈, 경련, 입마름, 구어장애, 환각, 활동과다, 성욕감퇴, 초조, 

신경통, 신경염, 신경장애, 이상감각, 반사작용감소, 수면장애, 졸림, 이상지각, 진전(떨림)

  - 호흡기계 : 천식, 코피, 딸꾹질, 후두염, 호흡장애, 폐렴, 목소리변형

  - 피부/부속기계 : 여드름, 탈모증, 접촉성피부염, 습진, 균성피부염, 출혈, 단순포진, 상포진, 

태선모양피부염, 반구진성 발진, 피부질환, 피부궤양, 발한

  - 특수감각 : 약시, 백내장, 난청, 복시증, 이통, 마비, 녹내장, 외이도염, 미각이상, 이명

  - 비뇨기계 : 알부민뇨, 귀두염, 유방통, 방광염, 월경불순, 배뇨장애, 부고환염, 혈뇨, 발기부

전, 신장결석, 신장통, 야뇨증, 전립선장애, 신우신장염, 음낭부종, 요도통, 요도질환, 비뇨이

상, 질염

4) 시판 후 조사에서 나타난 이상반응

  - 사 및 영양계

빈도 불명 : 저마그네슘혈증

3. 일반적 주의 

1) 이 약 투여로 악성종양의 증상이 은폐되어 오진할 수 있으므로 투여전에 식도나 위의 악성종

양이 있는 경우 투여하지 않는다.

2) 중증의 간부전(liver failure)환자에 하여 투약하는 경우 1일 투여량은 20mg을 초과하지 않

는다. 또한 장기투여시 투약기간중 간효소치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만일, 수치가 높아진 경

우에는 투약을 중지한다.

3) 노인이나 신장장애가 있는 환자에 있어서 투여량 조정은 필요하지 않다.

4) 이 약은 신경성 위질환 같은 경미한 위통증 및 장통증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5) 이 약의 장기투여로 인해 저염산증 또는 염산결핍증에 의해 비타민 B12 (cyanocobalamin) 

흡수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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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속적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위장관 복합증

세가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위험성 증가는 65세 이상 

연령이나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또는 위장관 출혈 등 개인적 위험성에 따라 평가한다.

7) 일부 해외 역학연구에서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가 고관절, 손목 및 

척추 골절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골절의 위험은 권장용

량을 상회하는 고용량을 투여한 환자와 1년 이상의 장기사용 환자에서 증가되었다.

8) 3개월 이상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저마그네

슘혈증이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부분의 

환자들에게 저마그네슘혈증의 치료로서 마그네슘보충 및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투여 중단이 필요하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디곡신 또는 저마그네슘혈증을 

유발하는 약물(예, 이뇨제)을 병용투여하는 환자들은 치료 시작을 포함한 주기적 마그네슘 

수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중 한 이상반응은 강직, 부정맥, 발작을 포함한다. 

4. 상호작용 

1) 이 약물은 생체이용률이 pH에 의하여 변하는 약물(예:케토코나졸, 암피실린에스테르, 철분제

제)의 흡수를 감소 또는 증가시킬 수 있다.

2) 이 약물은 Cytochrome P450 효소계를 통해 간에서 사되므로, 간에서 Cytochrome P450 

효소계를 거쳐 사하는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약물과의 유의할 만한 임상적 상호작용은 없었다. : 디아제팜, 와르파린, 

테오필린, 페니토인, 디곡신, 안티피린, 니페디핀, 페노프로쿠몬, 디클로페낙, 카바마제핀, 카

페인, 에탄올, 글리벤클라미드, 메토프로롤, 경구용피임제, 제산제, 나프록센, 피록시캄 

3) 건강한 지원자에게 오메프라졸(40mg 1일 1회 투여)과 아타자나비어 300mg/리토나비어 100mg

을 병용투여 했을 때 아타자나비어의 노출이 감소했으며(AUC, Cmax, Cmin이 약 75% 감소), 

혹은 란소프라졸(60mg, 일회용량)과 아타자나비어 400mg을 병용투여 했을 때 아타자나비어

의 생체이용율이 상당량 감소했다. 아타자나비어의 흡수는 pH에 의하여 변한다. 그러므로 

판토프라졸을 포함하는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들은 아타자나비어와 병용

투여할 수 없다.

5. 임부 및 수유부에의 투여 

1) 이 약은 랫트 암컷을 이용한 수태능 및 일반생식독성 시험의 고용량(450mg/kg/day)에서 분만

지연 및 출생자의 사망율 증가와 성장지연이 나타났으며 주산, 수유기 시험의 10 mg/kg/day

이상 투여군에서 출생자의 출생후 체중감소가 나타났으므로 임신초기 3개월간은 투여하지 않

으며 그 외 기간에도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2) 이 약은 모유로의 유입이 약간 일어난다고 보고되어 있으므로 수유중인 부인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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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아에 대한 투여 

소아에 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7. 적용상의 주의사항 

1) 이 약을 복용할 때는 씹거나 부수지 말고 그 로 복용할 것. 

2) 이 약은 수년간 복용하는 경우에 한 안전성이 완전히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역류성 식도

염의 재발방지를 위한 장기용법의 경우 1년 이상 투여하려면 이익/위험비를 신중히 고려하여

야 한다.

8. 과량투여시의 처치 

인체를 상으로 한 과량복용시의 증상에 하여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판토프라졸 240 리그람

을 정맥주사하여도 부작용은 없었다. 과량투여로 인하여 독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해

독요법을 실시한다. 

9. 기타 

실험동물 랫트를 이용한 발암성시험(2년)에서 이 약에 기인한 위종양, 간세포선종 및 암종

(50mg/kg/day 이상), 갑상선여포성 세포종양 (200mg/kg/day)병변이 관찰되었다.

10.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주의할 것

판토프라졸나트륨 단일제 (40mg 경구)
(Pantoprazole Sodium)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항생제 병용요법의 경우 中-重症의 간장 또는 신장기능 장애자(안전성 유효성에 한 임상경

험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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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약에 과민증을 일으킨 적이 있는 환자 

3) 이 약은 다른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와 마찬가지로 아타자나비어와 병용

투여할 수 없다.(4.상호작용참조)

 4) 임부, 수유부

2. 이상반응

1) 이상반응

          발현빈도
기관계 1% ~ 10% 미만 0.1% ~ 1% 미만 0.1% 미만

위장관계
상복부통, 설사, 변비, 

고창(복부 팽만감)
오심, 트림 구토

전신계 부종(투약중단시 사라짐),  피로

간담즙계

간부전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황달을 유발시키는 심각한 

간세포성 손상

면역계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포함하는 

아나필락시스 반응

조사

간효소치(트란스아미나제, γ-GT) 

상승, 트리글리세라이드치 상승, 

체온상승(투약중단시 사라짐) 

근골격계, 결합조직계 근육통(투약중단시 사라짐)

신경계 두통

어지러움, 

시력장애(시야 

흐림)

정신계
우울증(투약중단시 사라짐), 

불면증

신장 및 요로계 간질성 신염

피부 및 피하조직계

가려움증이나 

피부발적과 같은 

알러지 반응

두드러기, 혈관부종,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형성홍반, 중독성 

표피괴사증(Lyell syndrome)과 

같은 심각한 피부 증상, 광감수성

내분비계 고혈당증

2) 이 약과의 인과관계에 상관없이 1%이상에서 추가로 발생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 불안, 

관절통, 무기력증, 요통, 기관지염, 흉통, 기침증가, 소화불량, 호흡곤란, 독감증상(flu 

syndrome), 위장염, 위장장애, 고지혈증, 긴장과도, 감염, 편두통, 경부통, 통증, 인두염, 직장

장애, 비염, SGPT상승, 부비동염, 상기도감염, 빈뇨, 요로감염

3) 이 약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 약 투여 후 1% 미만에서 추가로 발생한 이상반응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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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신계 : 종기, 알러지반응, 오한, 피낭, 안면부종, 일반적인 부종, 열감, 탈장, 임상실험실검

사이상, 권태감, 모닐리아증, 종양, 불특이성약물반응

  - 심혈관계 : 심전도이상, 협심증, 부정맥, 심방세동, 관상동맥질환, 흉통, 울혈성심부전, 출혈, 

고혈압, 저혈압, 심근경색, 심근허혈, 심계항진, 망막혈관질환, 실신, 빈맥, 정맥염, 혈전증, 

혈관확장

  - 소화기계 : 식욕감퇴, 아프타성 구내염, 장염, 십이지장염, 연하장애, 장염, 식도출혈, 식도

염, 위십이지장 종양, 위십이지장 출혈, 위십이지장 모닐리아증, 치은염, 구취, 토혈, 식욕증

가, 흑색변, 구내궤양, 구내 모닐리아증, 치주농양, 치주염, 직장출혈, 위궤양, 배변이상, 혀

의 변색, 궤양성 장염

  - 내분비계 : 당뇨, 갑상선종

  - 간 및 담도계 : 담낭통, 고빌리루빈증, 담낭염, 담석증, 황달, 간염, Alkaline Phosphatase 

상승

  - 혈액계 : 빈혈, 반상출혈, 호상구증가증, 철결핍성빈혈, 백혈구증가증, 백혈구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 사 및 영양계 : 탈수, 통풍, 갈증, 체중증가, 체중감소

  - 근골격계 : 관절염, 골질환, 관절질환, 다리경련, 활액낭염, 건초염

  - 신경계 : Abnormal dream, 혼돈, 경련, 입마름, 구어장애, 환각, 활동과다, 성욕감퇴, 초조, 

신경통, 신경염, 신경장애, 이상감각, 반사작용감소, 수면장애, 졸림, 이상지각, 진전(떨림)

  - 호흡기계 : 천식, 코피, 딸꾹질, 후두염, 호흡장애, 폐렴, 목소리변형

  - 피부/부속기계 : 여드름, 탈모증, 접촉성피부염, 습진, 균성피부염, 출혈, 단순포진, 상포진, 

태선모양피부염, 반구진성 발진, 피부질환, 피부궤양, 발한

  - 특수감각 : 약시, 백내장, 난청, 복시증, 이통, 마비, 녹내장, 외이도염, 미각이상, 이명

  - 비뇨기계 : 알부민뇨, 귀두염, 유방통, 방광염, 월경불순, 배뇨장애, 부고환염, 혈뇨, 발기부

전, 신장결석, 신장통, 야뇨증, 전립선장애, 신우신장염, 음낭부종, 요도통, 요도질환, 비뇨이

상, 질염

4) 시판 후 조사에서 나타난 이상반응

  - 사 및 영양계

빈도 불명 : 저마그네슘혈증

3. 일반적 주의 

1) 이 약 투여로 악성종양의 증상이 은폐되어 오진할 수 있으므로 투여전에 식도나 위의 악성종

양이 있는 경우 투여하지 않는다.

2) 중증의 간부전(liver failure)환자에 하여 투약하는 경우 투약기간중 간효소치를 정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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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고 만일, 수치가 높아진 경우에는 투약을 중지한다.

3) 노인이나 신장장애가 있는 환자에 있어서 1일 투여량은 판토프라졸로 40 리그람을 초과하지 

않는다.(단, 노인환자에 있어서 항생제 병용요법의 경우에는 판토프라졸로 1회 40mg씩, 1일 

2회, 1주간 복용 가능)

4) 역류성 식도염은 내시경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5) 이 약은 신경성 위질환 같은 경미한 위통증 및 장통증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 졸링거-엘리슨증후군(ZES) 또는 병적인 위산과다 환자에게 장기간 투여시 저염산증 또는 염

산결핍증에 의해 비타민 B12(cyanocobalamin) 흡수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7) 항생제 병용요법을 실시하는 경우 각 사용약품의 설명서를 숙지한다. 

8) 일부 해외 역학연구에서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가 고관절, 손목 및 

척추 골절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골절의 위험은 권장용

량을 상회하는 고용량을 투여한 환자와 1년 이상의 장기사용 환자에서 증가되었다.

9) 3개월 이상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저마그네

슘혈증이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부분의 

환자들에게 저마그네슘혈증의 치료로서 마그네슘보충 및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투여 중단이 필요하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디곡신 또는 저마그네슘혈증을 

유발하는 약물(예, 이뇨제)을 병용투여하는 환자들은 치료 시작을 포함한 주기적 마그네슘 

수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중 한 이상반응은 강직, 부정맥, 발작을 포함한다. 

4. 상호작용 

1) 이 약물은 생체이용률이 pH에 의하여 변하는 약물(예:케토코나졸, 암피실린에스테르, 철분제

제)의 흡수를 감소 또는 증가시킬 수 있다.

2) 이 약물은 Cytochrome P450 효소계를 통해 간에서 사되므로, 간에서 Cytochrome P450 

효소계를 거쳐 사하는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약물과의 유의할 만한 임상적 상호작용은 없었다. : 디아제팜, 와르파린, 

테오필린, 페니토인, 디곡신, 안티피린, 니페디핀, 페노프로쿠몬, 디클로페낙, 카바마제핀, 카

페인, 에탄올, 글리벤클라미드, 메토프로롤, 경구용피임제, 제산제, 나프록센, 피록시캄 

3) 건강한 지원자에게 오메프라졸(40mg 1일 1회 투여)과 아타자나비어 300mg/리토나비어 100mg

을 병용투여 했을 때 아타자나비어의 노출이 감소했으며(AUC, Cmax, Cmin이 약 75% 감소), 

혹은 란소프라졸(60mg, 일회용량)과 아타자나비어 400mg을 병용투여 했을 때 아타자나비어

의 생체이용율이 상당량 감소했다. 아타자나비어의 흡수는 pH에 의하여 변한다. 그러므로 

판토프라졸을 포함하는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들은 아타자나비어와 병용

투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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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부 및 수유부에의 투여 

1) 이 약은 랫트 암컷을 이용한 수태능 및 일반생식독성 시험의 고용량(450mg/kg/day)에서 분

만지연 및 출생자의 사망율 증가와 성장지연이 나타났으며 주산, 수유기 시험의 10mg/kg/day

이상 투여군에서 출생자의 출생후 체중감소가 나타났으므로 임신초기 3개월간은 투여하지 않

으며 그 외 기간에도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2) 이 약은 모유로의 유입이 약간 일어난다고 보고되어 있으므로 수유중인 부인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6. 소아에 대한 투여 

소아에 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7. 적용상의 주의사항 

이 약을 복용할 때는 씹거나 부수지 말고 그 로 복용할 것. 

8. 과량투여시의 처치 

인체를 상으로 한 과량복용시의 증상에 하여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판토프라졸 240 리그람

을 정맥주사하여도 부작용은 없었다. 과량투여로 인하여 독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해

독요법을 실시한다. 

9. 기타 

실험동물 랫트를 이용한 발암성시험(2년)에서 이 약에 기인한 위종양, 간세포선종 및 암종

(50mg/kg/day이상), 갑상선여포성 세포종양(200mg/kg/day)병변이 관찰되었다.

10.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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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경보제약 토프라졸정40 리그램(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2 (주)한국코러스제약

판졸정40mg(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수출명:①Panto  Tab.40mg ②Panto-S Tab. 40mg ③Kopanto 

Tab.40mg ④ Panprazol Tab. 40mg)(수출용)

제조

3 근화제약(주) 판테온정40 리그램(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4 나이코메드코리아(주) 판토록정40 리그램(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수입

5 우제약(주) 판테졸정(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6 한뉴팜㈜ 한뉴팜판토프라졸정(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수출용) 제조

7 동아제약(주) 판토라인정(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8 명문제약(주) 판토시드정40 리그램(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9 슈넬생명과학(주) 슈판토정40mg(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10 신풍제약(주) 익스트림정40 리그람(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국내 품목 현황

1. 판토프라졸나트륨 단일제 (20mg 경구)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경보제약 토프라졸정20 리그람(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2 (주)한국코러스제약

판졸정20mg(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수출명:①Panto  Tab.②Panto-S Tab. ③Kopanto Tab. 

④Panprazole Tab.20mg)(수출용)

제조

3 근화제약(주) 판테온정20 리그램(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4 나이코메드코리아(주) 판토록정20 리그램(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수입

5 우제약(주) 판테졸정20 리그람(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6 동아제약(주) 판토라인정20mg(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7 동화약품(주) 판토프라정20 리그람(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8 명문제약(주) 판토시드정20 리그램(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9 슈넬생명과학(주) 슈판토정20 리그램(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10 신풍제약(주) 익스트림정20 리그램(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11 영진약품공업(주) 판프라졸정20 리그램(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12 유니메드제약(주) 판토졸정20 리그람(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13 일동제약(주) 판토메드정20 리그람(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14 한림제약(주) 펩타졸정20 리그람(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15 한불제약(주) 한불판토프라졸정20 리그람(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16 환인제약(주) 판토스탁정20 리그램(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2. 판토프라졸나트륨 단일제 (40mg 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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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1 영진약품공업(주) 판프라졸정40mg(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12 유니메드제약(주) 판토졸정40 리그람(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13 한국콜마(주) 판토케이정40mg(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14 한림제약(주) 펩타졸정40 리그람(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15 환인제약(주) 판토스탁정40 리그램(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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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토프라졸나트륨 단일제 (주사)
(Pantoprazole Sodium)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한 과민반응 환자

2) 이 약은 다른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와 마찬가지로 아타자나비어와 병용

투여할 수 없다. (4. 상호작용 참조)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판토프라졸나트륨 단일제 (주사) (Pantoprazole Sodium)

 분류 번호 ∙ [02320] 소화성궤양용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정보 사항 ∙ 이상반응, 일반적 주의 항목

  - 이상반응 항목에 “또한 저마그네슘혈증도 보고된 바 있다. 

(빈도는 알려지지 않음)” 추가

  - 일반적 주의 항목에“8) 3개월 이상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저마그네슘혈

증이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 가

장 많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저마그네슘혈증의 

치료로서 마그네슘보충 및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투여 중단이 필요하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

나 디곡신 또는 저마그네슘혈증을 유발하는 약물(예, 이뇨

제)을 병용투여하는 환자들은 치료 시작을 포함한 주기적 마

그네슘 수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강직, 

부정맥, 발작을 포함한다.” 추가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615호, 2012. 2.29.)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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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빈도
기관계

흔하게
1% ~ 10% 미만

흔하지 않게
0.1% ~ 1% 미만

드물게
0.01% ~ 0.1% 미만

매우 드물게
0.01% 미만

또는 단독보고

혈액 및 림프계
백혈구감소증, 

저혈소판증

위장관계

상복부통, 설사, 

변비, 복부팽만감, 

소화불량

구역/구토 구내건조

호흡기계 비염

일반적 

이상반응

주사부위 

반응(농양포함)

주사부위의 

혈전정맥염; 말초부종

간담즙계

간부전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황달을 

유발시키는 심각한 

간세포성 손상

면역계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포함하는 아나필락시스 

반응

임상검사치의 

영향

간효소치(트란스아미나

제, γ-GT) 상승, 

트리글리세라이드치 

상승, 체온상승

근골격계, 

결합조직계
관절통 근육통

정신신경계 두통, 불면

어지러움, 

시력장애(시야 

흐림)

우울증, 환각, 

지남력장애, 착란. 

특히 상기 증상 

발현이 나타나기 

쉬운 환자에서의  

발현 증가, 상기 

이상반응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서의 상기 

증상 악화

신장 및 

비뇨기계
간질성신염

피부 및 

피하조직계

가려움증이나 

피부발적과 같은 

알러지 반응

두드러기, 혈관부종,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형홍반, 

독성표피괴사융해증

(Lyell syndrome)과 

같은 심각한 피부 증상, 

광과민반응

2. 이상반응  

1) 기관계별 이상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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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판후 이 약의 안전성은 경구용 판토프라졸과 체로 유사하였다. 쇼크를 포함한 아나필락

시스, 혈관부종,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 CPK (creatinine kinase) 상승, 심한 피부반응(다형

홍반, 스티븐-존슨 증후군, 독성표시괴사융해증), 간세포 손상에 의한 황달과 간부전, 간질성 

신장염, 췌장염, 범혈구감소증, 횡문근융해증 등에 한 보고가 있었다. 기타 착란, 운동감소

증, 언어장애, 타액증가, 현기증, 구역, 이명, 시야흐려짐도 보고되었다. 또한 저마그네슘혈증

도 보고된 바 있다.(빈도불명)

3)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801명을 상으로 실시한 시판후 조사결과 이상반응의 

발현 빈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0.6%(5례/801례)로 나타났으며 설사 2례, 두통 2례, 속

쓰림 1례가 보고되었다.

3. 일반적 주의 

1) 이 약은 판토프라졸 경구용제의 투여가 부적절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2) 이 약은 신경성 소화불량 같은 경미한 소화불량 증상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이 약의 투여로 인해 악성 질병의 증상을 경감시키고 진단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투여 전

에 악성위궤양이나 식도암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적절한 치료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가 고려되어야 한다. 

5) 노인환자 또는 신장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있어서 1일 투여량은 판토프라졸로 40mg을 초과하

지 않는다. 

6)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게 있어서 1일 투여량은 판토프라졸로 20mg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또

한 이 약 투여 중 간효소치를 관찰하여야 하며, 그 수치가 높아진 경우에는 투약을 중지한다.

7) 일부 해외 역학연구에서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가 고관절, 손목 및 

척추 골절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골절의 위험은 권장용

량을 상회하는 고용량을 투여한 환자와 1년 이상의 장기사용 환자에서 증가되었다.

8) 3개월 이상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저마그네

슘혈증이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부분의 

환자들에게 저마그네슘혈증의 치료로서 마그네슘보충 및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투여 중단이 필요하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디곡신 또는 저마그네슘혈증을 

유발하는 약물(예, 이뇨제)을 병용투여하는 환자들은 치료 시작을 포함한 주기적 마그네슘 

수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중 한 이상반응은 강직, 부정맥, 발작을 포함한다.

4. 상호작용

1) 이 약물은 위산 pH에 따라 생체이용률이 변하는 약물(예:케토코나졸, 암피실린에스테르, 철

분제제)의 흡수를 감소 또는 증가시킬 수 있다.

2) 건강한 지원자에게 오메프라졸(40mg 1일 1회 투여)과 아타자나비어 300mg/리토나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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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g을 병용투여 했을 때 아타자나비어의 노출이 감소했으며(AUC, Cmax, Cmin이 약 

75% 감소), 혹은 란소프라졸(60mg, 일회용량)과 아타자나비어 400mg을 병용투여 했을 때 

아타자나비어의 생체이용율이 상당량 감소했다. 아타자나비어의 흡수는 pH에 의하여 변한

다. 그러므로 판토프라졸을 포함하는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들은 아타자

나비어와 병용투여할 수 없다.

3) 이 약물은 cytochrome P450 효소계를 통해 간에서 사되므로 간에서 cytochrome P450 효

소계를 거쳐 사하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약물과의 

유의할 만한 임상적 상호작용은 없었다. : 카바마제핀, 카페인, 디아제팜, 디클로페낙, 디곡신, 

에탄올, 글리벤클라미드, 메토프로롤, 나프록센, 니페디핀, 페니토인, 피록시캄, 테오필린, 경

구용피임제, 시사프리드, 미다졸람, 클래리스로마이신, 메트로니다졸, 아목시실린

4) 임상적 약동학 자료에서 펜프로코우몬이나 와파린의 병용투여시의 상호작용은 없었으나, 시판 

후 조사 기간 동안  INR(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수치에 변화를 보인 몇몇의 사례가 

있었다. 그러므로 쿠마린계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판토프라졸의 사용을 개시 혹

은 종료시점 이후, 혹은 비정기적으로 프로트롬빈시간/INR 을 모니터링 할 것을 권장한다.

5) 이 약물은 제산제와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임부 및 수유부에의 투여 

1) 임산부에 한 임상사례는 많지 않다. 이 약은 랫트 암컷을 이용한 수태능 및 일반생식독성 

시험의 고용량(450mg/kg/day)에서 분만지연 및 출생자의 사망률 증가와 성장지연이 나타났

으며, 주산․수유기 시험의 10mg/kg/day이상 투여군에서 출생자의 출생 후 체중감소가 나타

났으므로 임신초기 3개월간은 투여하지 않으며 그 외 기간에도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2) 동물 생식연구에서는 5mg/kg이상의 용량에서 약한 태독성의 증상이 관찰되었다. 

3) 이 약의 인간 모유로의 유입에 관한 정보는 없으나, 경구투여시 판토프라졸과 그 사물은 

쥐의 모유로 배출됨이 관찰되었다. 수유중인 부인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6. 소아에 대한 투여

소아에의 투여경험은 제한적이므로 18세 이하의 환자에게 투여는 권장하지 않는다.

7. 고령자에 대한 투여

위식도역류질환과 연관된 미란성 식도염을 가진 65세 이상 환자와 65세 미만 환자를 상으로 

이 약을 정맥투여한 국제적인 연구결과, 나이에 따른 안전성의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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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운전 및 기계조작

운전이나 기계를 조작하는 데에는 알려진 영향이 없다.

9. 적용상의 주의사항

1) 병 속의 내용물을 10mL 생리식염수에 녹이면 사용가능 용액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용액은 

바로 투약해도 되고 100mL 생리 식염수나 5% 글루코스 용액과 섞어서 사용해도 된다. 

2) 준비된 용액은 12시간 내에 소비되어야 한다. 미생물학적 관점에서 용액은 즉시 투약되어야 

하며, 보관조건은 25℃를 넘지 않도록 한다

3) 위에서 언급된 용매 이외의 용매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4) 병안에 남아 있거나 외관이 변색된 제품(예:혼탁하거나 부유물이 보이는 경우)은 폐기해야 

한다.

5) 병속의 내용물은 1회용이다. 

10. 과량투여시의 처치

인체를 상으로 한 과량투여시의 증상에 하여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판토프라졸 240mg을 

2분간 정맥주사 하여도 이상반응은 없었다. 과량투여로 인하여 중독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증요법을 실시한다. 

11. 기타

실험동물 랫트를 이용한 발암성시험(2년)에서 이 약에 기인한 위종양, 간세포선종 및 암종

(50mg/kg/day 이상), 갑상선여포성 세포종양(200mg/kg/day) 병변이 관찰되었다.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나이코메드코리아(주) 판토록주사(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수입

2 한뉴팜㈜
한뉴팜판토프라졸주(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수

출용)
제조

3 동광제약(주) 판타졸주사(판토프라졸나트륨수화물) 제조

4 동아제약(주) 판토라인주(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5 동화약품(주) 판토프라주(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6 유니메드제약(주) 판토졸주(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7 일동제약(주) 판토메드주사(판토프라졸나트륨수화물) 제조

8 한림제약(주) 펩타졸주사(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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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베프라졸나트륨 단일제 (경구)
(Rabeprazole Sodium)

용법 ․ 용량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 통상 성인에게 라베프라졸나트륨으로서 1일 1회 10 리그람을 경구 투

여한다. 증상에 따라 1일 1회 20 리그람을 경구 투여할 수 있다. 통상 위궤양에는 8주까지, 십이

지장궤양에는 6주까지 투여한다.

미란성 또는 궤양성 위식도역류질환 : 1일 1회 20mg을 4-8주간 경구 투여한다. 프로톤펌프저해

제(PPI, proton pump inhibitor)를 8주간 투여 후에도 치료되지 않은 경우, 추가로 8주간 10mg 

또는 20mg을 1일 2회 경구 투여할 수 있다. 단, 20mg 1일 2회 투여는 중증의 점막 손상이 확인된 

환자에 한한다.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라베프라졸나트륨 단일제 (경구) (Rabeprazole Sodium)

 분류 번호 ∙ [02320] 소화성궤양용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정보 사항 ∙ 용법·용량 항목

  - 용법·용량 항목에“Helicobacter pylori 제균 : Helicobacter 

pylori 감염 환자들은 제균요법으로 치료받아야 한다.  파리

에트정20mg과 클래리스로마이신 500mg, 아목시실린 1g을 

1일 2회씩 7일간 병용 투여함이 권장된다.”를 “Helicobacter 

pylori 제균 : Helicobacter pylori 감염 환자들은 제균요

법으로 치료받아야 한다. 라베프라졸나트륨 20mg과 클래리

스로마이신 500mg, 아목시실린 1g을 1일 2회씩 7일간 병

용 투여함이 권장된다.”로 정정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758, 2012. 3.15.)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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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식도역류질환의 증상 완화 : 1일 1회 10mg을 경구투여한다. 4주간 투여 후에도 증상이 조절되

지 않는 경우,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

증상이 소실된 후에는, 필요시 10mg을 1일 1회 투여하는 on-demand 요법을 사용하여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 

위식도역류질환의 장기간 유지요법 : 환자에 따라 1일 10mg 또는 20mg을 경구 투여한다. 

Helicobacter pylori 제균 : Helicobacter pylori 감염 환자들은 제균요법으로 치료받아야 한다. 

라베프라졸나트륨 20mg과 클래리스로마이신 500mg, 아목시실린 1g을 1일 2회씩 7일간 병용 투여

함이 권장된다.

졸링거 엘리슨 증후군 : 성인에 한 권장 초회량은 60mg 1일 1회 이다. 투여량은 개개 환자의 

필요에 따라 1일 120mg 까지 조절 가능하다. 100mg 용량까지는 1일 1회 투여가 가능하며, 120mg 

용량은 60mg 씩 1일 2회로 나누어 투여한다. 졸링거 엘리슨 증후군 환자들은 이 약을 1년까지 

투여한 경험이 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의 구성성분 또는 벤지미다졸(benzimidazole) 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간장애를 가진 환자(간경변 환자에서 간성뇌증의 정신신경계 이상반응이 보고되었다.)

2) 고령자(고령자에 한 투여 항 참조)

3. 이상반응 

1) 과민증 : 때때로 발진, 담마진 또는 드물게 소양감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런 증상이 나타

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2) 혈 액 : 때때로 적혈구감소, 백혈구감소, 백혈구증가, 호산구증가, 호중구증가, 임파구감소, 

빈혈, 반상출혈, 림프절병증, 저색소빈혈, 범혈구 감소, 무과립구증, 혈소판감소, 용혈성 빈혈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투여 중에는 정기적으로 혈액학적 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3) 간 장 : 때때로 SGOT, SGPT, AL-P, γ-GTP, LDH, 총빌리루빈의 상승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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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투여 중에는 정기적으로 혈액생화학적 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격성간염, 간기능

장애, 황달이 나타날 수 있다. 이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4) 심혈관계 : 고혈압, 심근경색, 심전도 이상, 편두통, 실신, 협심증, 각차단, 두근거림, 동서맥, 

빈맥, 드물게 서맥, 폐색전증, 심실상성 빈맥, 혈전정맥염, 혈관확장, QTC 연장, 심실 빈맥이 

나타날 수 있다.

5) 소화기 : 설사, 때때로 변비, 복통, 복부팽만감, 고창, 소화불량, 트림, 오심, 직장출혈, 혈변, 

거식증, 담석증, 구강궤양, 삼킴곤란, 잇몸염, 쓸개염, 식욕항진, 비정상적 변, 장염, 식도

염, 설염, 췌장염, 직장염 드물게 구갈, 구토, 하복부통, 위체, 위염, 구내염, 미각이상, 출혈성 

설사, 담관염, 십이지장염, 위장 출혈, 간성뇌병증, 간염, 간암, 간지방축적, 침샘확장, 갈증이 

나타날 수 있다. 

6) 정신신경계 : 두통, 불면, 불안, 현기증, 경련, 비정상적인 꿈, 성욕저하, 신경병, 감각이상, 

떨림, 때때로 무력증, 신경과민, 졸음, 또 드물게 현훈, 우울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드물게 

초조, 기억상실증, 혼돈, 추체외로증후군, 순환혈류량 과다가 나타날 수 있다. 또, 간경변환자 

1례에서 상하지 탈력, 지각둔마(知覺鈍麻), 악력저하, 언어혼란, 휘청거림, 외국에서 간성혼수

의 기왕력을 가진 간경변환자 1례에서 착란, 방향감각 장애, 기면(嗜眠)의 보고가 있다. 

7) 호흡기계 : 기침, 인후염, 비염, 호흡곤란, 천식, 코피, 후두염, 딸꾹질, 과다호흡, 때때로 기관

지염, 부비동염이 나타날 수 있다. 드물게 무호흡, 호흡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간질성 폐렴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발열, 기침, 호흡곤란, 폐음 이상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신속하게 흉부 X선 검사 등을 실시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8) 근골격계 : 근육통, 요통, 관절염, 다리경련, 뼈 통증, 관절증, 윤활낭염, 과다근육긴장증, 신경

통, 드물게 단일수축이 나타날 수 있다.

9) 피부 및 부속기계 : 발진, 가려움, 발한, 두드러기, 탈모증, 드물게 피부건조, 상포진, 건선, 

피부색 변화, 독성표피괴사용해(TEN), 스티븐-존슨증후군, 다형홍반이 나타날 수 있다.

10) 특수감각 : 백내장, 약시, 녹내장, 안구건조, 비정상적 시야, 이명, 중이염, 드물게 각막혼탁, 

흐려보임, 겹보임, 난청, 눈의 통증, 망막변성, 사시가 나타날 수 있다.

11) 비뇨기계 : 단백뇨. 방광염, 빈뇨, 월경곤란, 배뇨곤란, 신결석, 자궁출혈, 다뇨증, 드물게 유

방확장, 혈뇨, 발기부전, 질분비물, 월경과다, 고환염, 요실금, 간질성신염이 나타날 수 있다,

12) 기 타 : 때때로 부종 및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BUN, 혈중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상승, 

흉통, 오한, 발열, 요로감염, 홍반, 또 드물게 권태감, 체중증가, 시각이상, 식욕부진, 경부경

직, 광과민성 반응, 숙취효과, 체중감소, 통풍이 나타날 수 있다. 다른 PPI(proton pump 

inhibitor)계열약물(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에서 드물게 아나필락시스반응, 쇼크를 일으켰

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이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13) 시판 후 외국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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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성 정보처리 현황

간 효소 수치의 상승이 보고되었으며, 드물게 간염, 황달이 보고되었다. 간경변 환자에서 

간성 뇌병증이 드물게 보고되었다. 급사, 혼수, 고암모니아혈증, 횡문근융해, 방향감각 장애, 

섬망, 과민증, 혈관부종이 보고되었다, 또한, 드물게 저마그네슘혈증, 혈소판감소, 호중구감

소, 백혈구감소, 무과립구증, 용혈성빈혈, 범혈구감소증, 수포성 혹은 두드러기성 피부 발진 

및 전신적인 알레르기 반응(저혈압, 호흡곤란, 안면부종 등), 근육통, 관절통이 보고되었다. 

매우 드물게 간질성 신염, 간질폐렴, 갑상샘자극호르몬 상승, 다형홍반, 독성표피괴사용해

(TEN) 및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보고되었다. 와파린과 병용시 INR과 프로트롬빈 시간 증

가가 보고되었다.

실험실적 검사에서 라베프라졸 치료와 관련이 있는 다른 뚜렷한 비정상적인 검사결과는 보

고되지 않았다.

14)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53,109명을 상으로 실시한 사용성적조사결과 이상반

응의 발현증례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0.47%(250례/53,109례)로 보고되었다.

  (1) 소화기계 : 오심, 변비, 복통, 설사, 소화불량증, 복부팽만, 트림, 구갈, 구취, 설염, 구강건

조, 구토, 미각이상, 위염, 간기능 이상, SGOT 상승, SGPT 상승

  (2) 전신 및 사이상 : 가슴답답함, 알레르기 반응, 발열, 부종, 고중성지방혈증, 고콜레스테

롤혈증, 체중감소

  (3) 신경계 : 두통, 현기증, 착란, 무력증, 손발저림, 불안, 불면, 졸음

  (4) 피부 및 부속기관 : 두드러기, 발진, 가려움증, 얼굴부종. 홍조

  (5) 근골격계 : 관절통, 근육통

  (6) 호흡기계 : 기침, 호흡곤란

  (7) 기타 : 두근거림, 안압상승, 시각이상, 요로감염

 

4. 일반적 주의

1) 이 약의 치료반응으로 인해 위 또는 식도 종양 진단을 방해할 수 있다.

2) 치료 시 경과를 충분히 관찰하고 증상에 따라 치료상 필요한 최소량을 투여한다. 장기간 치료

할 경우(특별히 1년 이상) 정기 검진을 실시하도록 한다.

3) 신부전, 경증-중등도의 간부전 환자들에게는 용량조절이 필요치 않다.  경증-중등도의 간부전

환자와 평균연령의 남녀와의 비교시험에서 약물과 관련된 유의한 안전성 문제가 보고되지 않

았다. 그러나, 중증의 간부전 환자에게 이 약을 사용한 임상시험 자료가 없으므로, 중증의 간

부전 환자에게 이 약 투여시 주의하도록 한다. 유의한 간기능 장애 환자에서의 라베프라졸의 

노출(AUC)은 건강한 사람의 거의 2배이다. 

4)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문합부궤양에 해서는 장기적인 사용경험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유지

요법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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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부 해외 역학연구에서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가 고관절, 손목 및 

척추 골절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골절의 위험은 권장용

량을 상회하는 고용량을 투여한 환자와 1년 이상의 장기사용 환자에서 증가되었다.

6) 3개월 이상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저마그네

슘혈증이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부분의 

환자들에게 저마그네슘혈증의 치료로서 마그네슘보충 및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투여 중단이 필요하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디곡신 또는 저마그네슘혈증을 

유발하는 약물(예, 이뇨제)을 병용투여하는 환자들은 치료 시작을 포함한 주기적 마그네슘 

수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중 한 이상반응은 강직, 부정맥, 발작을 포함한다.

5. 상호작용

1) 다른 PPI 계열 약물과 마찬가지로, 라베프라졸나트륨은 간 사계인 싸이토크롬 P450계를 통

해 사된다. 건강한 성인을 상으로 실시한 시험에서 라베프라졸나트륨은 아목시실린 또는 

싸이토크롬 P450계에 의해 사되는 와파린, 페니토인, 데오필린, 디아제팜 등과 같은 약물과 

임상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을 나타내지 않았다. (다른 PPI 계열 약물인 오메프라졸의 경우

에는 페니토인의 사, 배설을 지연시켰다는 보고가 있다.)

라베프라졸을 포함한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와 와파린을 병용투여한 환

자들에게서 INR과 프로트롬빈 시간이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

2) 라베프라졸나트륨은 위산분비를 뛰어나게 또한 장기간 지속적으로 저해한다. 위산농도에 따

라 흡수에 차이가 있는 약물과는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다. 라베프라졸나트륨과 병용투여시 

정상인에서 케토코나졸의 혈중농도는 약 33% 감소, 디곡신의 최저혈중농도는 22%가 증가하

였다. 따라서 이러한 약물과 이 약을 병용투여하여 용량조절이 필요할 경우, 환자별로 모니터

링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 항생제와의 병용 치료 - 16명의 건강한 자원자에게 이 약 20mg과 아목시실린 1000mg, 클래

리스로마이신 500mg을 단독 혹은 병용 투여하고 교차 시험을 시행하였다. 클래리스로마이신

과 아목시실린의 AUC와 최고 혈중농도는 단독요법과 유사하였다. 라베프라졸의 AUC와 최고

혈중농도는 각각 11%, 34% 증가하였으며 14-히드록시클래리스로마이신(클래리스로마이신의 

활성 사체)의 AUC와 최고혈중농도는 단독 투여시의 값에 비해 각각 42%, 46% 증가되었

다. 이 라베프라졸과 14-히드록시클래리스로마이신 노출의 증가는 임상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임상시험에서 제산제와 파리에트 병용시 제산제와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시험

에서 액제형 제산제와 상호작용이 관찰되지 않았다. 수산화알루미늄겔, 수산화마그네슘 함유 

제산제와 이 약을 동시에 병용 투여한 경우와 제산제 투여 1시 간 후에 복용 한 경우 평균 

혈중농도곡선하면적이 각각 8%, 6% 저하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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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지방 식이를 섭취한 일본의 임상시험에서 음식과도 임상적으로 상관성 있는 상호작용이 없

었다. 고지방 식이와 함께 이 약을 투여시 이 약의 흡수가 4시간 이상까지 지연될 수 있지만 

흡수 정도(AUC)와 최고 혈중농도는 변화 없다.

6) 인체 간 마이크로솜과의 in vitro 시험에서 라베프라졸나트륨은 CYP450(CYP2C19와 CYP3A4)

계 효소에 의해 사되었다. 이러한 시험에서 인체 내 라베프라졸의 혈중농도는 CYP3A4를 

저해하거나 유도하지 않았다. 인체 간 마이크로솜과의 in vitro 시험에서 라베프라졸은 싸이

크로스포린의 사를 저해하였으며, 이때 IC50은 62μM이었으며, 이 농도는 건강한 자원자가 

20mg씩 14일간 복용한 후 측정되는 최고 혈중농도의 50배 이상의 농도이다. 

7) 아타자나비어 - 건강한 자원자에 아타자나비어 300mg/리토나비어 100mg과 오메프라졸(40mg 

1일 1회) 또는 아타자나비어 400mg과 란소프라졸(60mg 1일 1회)의 병용투여시 아타자나비

어 노출도가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다. 아타자나비어 흡수는 pH 의존적이다. 라베프라졸과의 

병용투여는 연구되지 않았으나 기타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에서와 유사

한 결과가 예상된다. 따라서 라베프라졸을 포함한 PPIs를 아타자나비어와 동시에 투여하여서

는 안 된다.

6. 임부,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 해서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할 것[동물실험에서 임신 랫드의 기관형성기에 경구투여시

(400mg/kg/day) 태자의 골화지연, 분만시 착상수, 생존자수와 분만율의 감소, 출생자의 체중

증가량 저하와 open-field test에서 시행횟수와 구획이행수의 감소가 관찰되었으며, 분만전․후
에 정맥투여시(30mg/kg/day) 출생자의 지속적인 체중저하가 관찰되었다. 임신 토끼의 기관

형성기에 정맥투여시(30mg/kg/day) 태자의 체중 저하, 골화지연이 관찰되었다.]

2) 수유중의 부인에 한 투여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부득이 투여하는 경우는 수유를 

하지 말 것[동물실험에서 유즙중으로 이행하는 것이 보고되었고, 랫드의 분만전․후에 정맥투

여(30mg/kg/day) 출생자의 체중저하가 관찰되었다.]

7.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이 약은 주로 간장에서 사되지만 고령자는 간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소화기증상등의 이상반응(이상반응항 참조)이 나타난 경우에는 휴약하는 등 

신중히 투여할 것. 

8. 소아에 대한 투여 

소아에 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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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상검사치에의 영향

간효소증가와 관련되어 드물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험실 시험결과 수치에 특별히 비정상

적인 결과는 없었다.

10. 과량투여시의 처치

현재까지는 고의로 과량투여한 경험은 없다. 과량투여에 한 경험이 제한적이다. 확인된 최고 

투여량은 60mg 1일 2회 혹은 160mg 1일 1회를 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영향은 경미하며 다른 

의학적 처치 없이 가역적이다.  

특별한 해독제에 해 알려진 바 없다. 라베프라졸나트륨은 단백결합률이 아주 높아, 쉽게 투석

되지 않는다. 과량투여한 경우 증상에 따른 치료를 실시하고, 전체적인 보조 요법을 실시하도록 

한다. 

11. 운전 및 기계 조작능력에 대한 영향

약리학적 특성과 발생한 이상반응을 근거로 하면, 이 약은 운전능이나 기계 조작능력 등에 영향

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졸음으로 민첩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운전이나 복잡한 

기계 작동은 피하도록 한다.

12. 적용상의 주의

이 약을 씹거나 부수어 복용하지 않도록 하며, 정제를 한번에 삼켜 복용한다.

 

13. 기타

1) 다른 PPI계열(오메프라졸)에 해 외국에서 시력장해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 

2) 다른 PPI 계열(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에 해 랫드에 장기간 경구투여한 독성시험에서 위에 

카르티노이드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고 이 약에서는 Enterochromaffin-like세포 (ECL세포)

의 과형성이 보고되었다. 

3) 동물실험(랫드 경구투여 25mg/kg이상)에서 갑상선중량 및 혈중티록신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사용시 갑상선기능에 주의할 것. 

4) 세균을 이용한 in vitro 복귀 돌연변이시험에서 약한 유전자변이 유발물질로 판명되었다. 

5) 동물시험에서 항원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6) 동물시험 자료에서 라베프라졸 나트륨의 LD50는 단회경구 투여시 마우스에서 ＞ 1,000 mg/kg, 

랫트에서 ＞ 1,300mg/kg 이었다. 라베프라졸 나트륨의 치사량은 단회 경구투여시 개에서 ＞

2,000mg/kg [사람 권장용량(예, 20mg/day)의 약 2,500 ~ 5,000배], 단회 정맥투여시 마우스

에서 ＞ 200mg/kg, 랫트에서 ＞ 150mg/kg 이었다. 마우스에서 100mg/kg, 랫트에서 300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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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서 25 mg/kg 씩의 초회 경구용량 투여후 피크 혈장 농도는 사람에서의 피크 혈장 농도

(Cmax=427ng/mL)의 8 - 37배 이었다.

14.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 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

를 주의한다.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 웅제약 웅라베프라졸나트륨정10 리그램 제조

2 (주) 웅제약 웅라베프라졸나트륨정20 리그램 제조

3 (주)바이넥스
라베넥스정10 리그램

(라베프라졸나트륨)(구.바이넥스라베프라졸정10 리그람)
제조

4 (주)바이넥스
라베넥스정20 리그램

(라베프라졸나트륨)(구.바이넥스라베프라졸정20 리그람)
제조

5 (주)비티오제약 라베나정2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6 (주)셀트리온제약 얼사라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7 (주)셀트리온제약 얼사라정2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8 (주)스카이뉴팜 스카이라베프라졸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9 (주)스카이뉴팜 스카이라베프라졸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10 (주)씨트리 라베피아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11 (주)씨트리 라베피아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12 (주)유영제약 라베트라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13 (주)유영제약 라베트라정20mg(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14 (주)유한메디카 라베론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15 (주)유한메디카 라베론정(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16 (주)종근당 뉴라벨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17 (주)종근당 종근당라베프라졸나트륨정2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18 (주)파마킹 라베트정1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19 (주)파마킹 라베트정2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20 (주)하원제약 라베스틴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21 (주)한국얀센 파리에트정1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22 (주)한국얀센 파리에트정2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23 (주)한국코러스제약 라베라졸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수출용) 제조

국내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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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24 (주)한국코러스제약 라베라졸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수출용) 제조

25 (주)휴온스 라베스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26 (주)휴온스 라베스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27 국제약품공업(주) 라비스터정(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28 원제약(주) 파리벤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29 원제약(주) 파리벤정20mg(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30 화제약(주) 라베라톤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31 화제약(주) 라베라톤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32 동광제약(주) 라베스타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33 동광제약(주) 라베스타정20mg(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34 동국제약(주) 라베드정(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35 비알엔사이언스(주) 벤프라정(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36 비알엔사이언스(주) 벤프라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37 삼아제약(주) 파리아졸정1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38 삼아제약(주) 파리아졸정2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39 신일제약(주) 라베리트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40 신일제약(주) 라베리트정2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41 신풍제약(주) 베라졸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42 신풍제약(주) 베라졸정(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43 씨제이제일제당(주) 라베원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44 씨제이제일제당(주) 라베원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45 안국약품(주) 라베톤정1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46 안국약품(주) 라베톤정2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47 영일제약(주) 파비졸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48 영일제약(주) 파비졸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49 위더스제약(주) 엘비피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50 이연제약(주) 네오베트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51 이연제약(주) 네오베트정20mg(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52 일동제약(주) 라비에트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53 일동제약(주) 라비에트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54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라베칸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55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라베칸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56 진양제약(주) 에이스프라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57 케이엠에스제약(주) 피피라졸정1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58 케이엠에스제약(주) 피피라졸정2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59 하나제약(주) 파라메트정(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60 한미약품(주) 라베졸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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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61 한미약품(주) 라베졸정2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62 한불제약(주) 한불라베린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63 한불제약(주) 한불라베린정2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64 현 약품(주) 라베큐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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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카토닌 단일제 (주사)
(Salcatonin)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에 의한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이상반응

1) 때때로 구토, 구역, 열감을 동반한 미약한 안면홍조, 어지러움, 드물게 다뇨, 경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용량 의존적이며 부분 즉시 사라지나 예외적인 경우 일시적인 용량

감소가 필요하다.

2) 칼시토닌은 폴리펩티드이므로 드물게 주사부위의 국소적 반응이나 또는 전신적 피부반응과 

같은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국한성 아나필락시성 반응이 빈맥, 저혈압, 실신을 초래한

다는 보고가 있다. 일부에서는 발진, 고혈압, 말초부종과 같은 알레르기성 반응이 나타났다.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살카토닌 단일제 (주사) (Salcatonin)

 분류 번호 ∙ [02430] 갑상선, 부갑상선호르몬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한국노바티스(주)

 정보 사항 ∙ 이상반응 항목

  - 이상반응 항목에 “6) 자발보고를 통한 시판 후 경험 및 문

헌사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이 보고되었다. 이 이

상반응은 불분명한 크기의 인구집단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된 

것으로 빈도에 대한 신뢰성있는 평가는 불가능하므로 빈도

불명으로 분류한다. 중추 및 말초신경계 : 떨림” 등 추가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972호, 2012. 4. 9.)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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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계

드물게 과민증

매우 드물게 아나필락시 반응, 아나필락시양 반응, 아나필락시성 쇽

중추 및 말초신경계

흔하게 두통, 어지러움, 미각이상

시각

흔하지 않게 시야흐림

혈관계

흔하게 홍조

흔하지 않게 고혈압

소화기계

흔하게 구역, 설사, 복통

흔하지 않게 구토

피부

드물게 전신 발진

근골격계/교원질

흔하게 관절통

흔하지 않게 근골격성 동통

신/비뇨기계

드물게 다뇨증

전신 및 국소반응

흔하게 피로

흔하지 않게 인플루엔자양 증상, 부종 (안면, 사지, 전신)

드물게 주사부위 국소반응, 가려움

아니필락시양 반응과 아나필락시성 쇽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증상이 이 약에 의한 것으로 판

단되면 즉시 치료를 중지한다.

3) 소화기계 : 이 약을 투여한 환자의 10%에서 구토를 동반 또는 동반하지 않는 구역이 치료개

시에 나타났으며 이 약을 계속 투여시 감소하거나 사라진다.

4) 피부/과민증 : 피하 또는 근육주사시 이 약 투여 환자의 10%에서 국소적은 염증 반응이 보고

되었다. 안면 또는 손의 홍조, 피부발진, 야뇨증, 귀의 가려움, 열감, 눈의 통증, 식욕부진, 

복톡, 발의 부종, 짠맛 등이 보고되었다.  이 약 투여시 몇몇 경우에 있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예: 기관지수축, 이 혀 또는 목의 종창, 아나필릭시성 쇽)이 , 심한 경우에는 아나필락시

로 인한 사망도 1예 보고되었다.

5) 이상반응은 발현빈도에 따라, 매우 흔하게(≥ 1/10), 흔하게(≥ 1/100, ＜1/10), 흔하지 않게

(≥ 1/1,000, ＜1/100), 드물게(≥ 1/10,000, ＜1/1,000), 단독보고를 포함하여 매우 드물게

(<1/10,000)로 <표 1>에 정리하였다. 같은 빈도 그룹에서는 이상반응의 중 함 (Seriousness)

이 감소하는 순서로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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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발보고를 통한 시판 후 경험 및 문헌사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이 보고되었다. 

이 이상반응은 불분명한 크기의 인구집단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된 것으로 빈도에 한 신뢰성

있는 평가는 불가능하므로 빈도불명으로 분류한다.

중추 및 말초신경계 : 떨림

3. 일반적주의

1) 파제트병이나 기타 골교체 과다에 의한 만성질환의 치료는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한다.

2) 치료에 의해 혈액의 알카리성 포스파타제와 요의 히드록시프롤린의 배설이 현저히 저하되며 

때때로 정상화되기도 한다.

3) 드물게 알카리성 포스파타제와 히드록시프롤린 배설이 초기감소 이후에 증가하는 경우도 있

다. 이러한 경우 치료의 지속여부는 임상사진에 의해 판단한다. 치료를 중단한 경우 골 사장

애가 수개월 후에 재발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칼시토닌으로 새로운 치료를 한다.

4) 장기치료시 소수의 환자에게서 칼시토닌에 한 항체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나 이 약의 효과

와는 부분 무관하다.

5) 때때로 장기 치료시 나타나는 회피현상은 항체생성 때문이 아니라 결합부위의 포화에 기인하

여 나타나며 이 경우 칼시토닌에 한 치료반응은 회복된다.

6) 침 안정을 요하는 환자를 장기 치료할 때 최소한 1개월에 한번 반드시 소변 침전물을 정기적

으로 검사한다.

7) 환자에 따라 환자 자신이 피하주사 하도록 지시된 경우 의사나 간호사의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8) 연어 칼시토닌은 펩티드이므로 전신적 알레르기 반응이나 아나필락시성 쇽을 포함한 알레르

기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연어 칼시토닌에 한 과민성이 우려되는 환자에게는 치료 전에 

이 약을 살균, 희석하여 피부검사를 받도록 한다.

9) 연구된 자료는 없지만 이 약이 환자의 활동성을 저하시키는 졸음, 피곤, 시야흐림,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졸음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는 운전이나 기계조작을 해서는 

안된다.

4. 상호작용

Bisphosphoric acid계 골용해억제제와 병용투여시 칼슘농도가 급격히 저하될 수 있으므로 신중

히 투여한다. 칼시토닌과 리튬을 동시에 투여하였을 때 혈장 리튬 농도의 감소가 일어날 수 있으므

로 리튬의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다. 

5.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이 약을 체표면적에 근거한 사람 권장투여량의 70-278배를 토끼의 비강 내로 투여시 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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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감소가 나타났다. 

2) 이 약은 태반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지만, 임부에 한 적절하고 잘 조절된 실험결과가 없으므

로 이 약을 임부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3) 이 약은 동물에서 유즙 분비를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사람의 모유로 분비된다는 증거가 

있으므로 수유부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6. 소아에 대한 투여

1) 드물게 특발성 연소성 골다공증이라는 소아의 골장애가 드물게 보고되었다.

2) 소아에는 의사의 판단에 의해 의학적 근거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2-3주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소아를 위한 지속적인 사용 여부에 한 적절한 근거가 확립되

어 있지 않다.

7. 과량투여시의 처치

1) 증상 : 이 약이 비경구적으로 투여될 때 구역, 구토, 홍조, 어지러움이 용량 의존적으로 나타

난다. 그 외의 과량투여에 의한 중 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2) 처치 : 증요법으로 치료한다.

8. 적용상의 주의

1) 고칼슘혈증 환자의 발작시 응급치료로 정맥점적 주사가 가장 효과적이며 만성적 상태의 지속

적 치료에는 주사제와 비강분무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2) 폐경 후의 골다공증에도 초기치료에는 주사제를 사용하며 만성적 상태에서는 두 가지 제형을 

모두 사용한다.

3) 이 약은 육안으로 검사해야 한다. 이 약의 용액이 투명하지 않거나 무색이지 않을 경우, 또는 

어떠한 입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앰플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 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4) 이 약 한 앰플은 단회분으로 사용 후 남은 용액은 버려야 한다. 이 약을 근육 또는 피하주사로 

투여할 때 실온에 도달한 이 약의 용액을 사용해야 한다.

9. 보관 및 취급상의주의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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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비티오제약 칼소닌주100아이유(살카토닌) 제조

2 (주)휴온스 휴온스살카토닌주사100단위 제조

3 건일제약(주) 건일살카토닌주 제조

4 일성신약(주) 칼시돌주사(살카토닌) 제조

5 한국노바티스(주) 마야칼식주50(살카토닌) 수입

6 한국유니온제약(주) 유니카톤주50단위(살카토닌) 제조

7 한국유니온제약(주) 유니카톤주100단위(살카토닌) 제조

국내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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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카토닌 단일제 (비강분무제)
(Salcatonin)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에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이상반응

1) 때때로 구토, 구역, 열감을 동반한 미약한 안면홍조, 어지러움, 드물게 다뇨, 경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용량 의존적이며 부분 즉시 사라지나 예외적인 경우 용량감소가 

필요하다. 

2) 국소이상반응은 일반적으로 경증이였으며 (보고건수의 약 80%) 투여 중지를 야기한 국소이상

반응은 5% 미만이었다. 

3) 이상반응은 발현빈도에 따라, 매우 흔하게(≥1/10), 흔하게(≥1/100, ＜1/10), 흔하지 않게(≥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살카토닌 단일제 (비강분무) (Salcatonin)

 분류 번호 ∙ [02430] 갑상선, 부갑상선호르몬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한국노바티스(주)

 정보 사항 ∙ 이상반응 항목

  - 이상반응 항목에 “4) 자발보고를 통한 시판 후 경험 및 문

헌사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이 보고되었다. 이 이

상반응은 불분명한 크기의 인구집단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된 

것으로 빈도에 대한 신뢰성있는 평가는 불가능하므로 빈도

불명으로 분류한다. 중추 및 말초신경계 : 떨림” 등 추가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972호, 2012. 4. 9.)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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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계

드물게 과민증

매우 드물게 아나필락시 반응, 아나필락시양 반응, 아나필락시성 쇽

중추 및 말초신경계

지각이상, 편두통, 신경통, 초조

흔하게 두통, 어지러움, 미각이상

시각

비정상적인 유루, 결막염, 부유 초자체(vitreous floater)

흔하지 않게 시야흐림

혈관계

협심증, 빈맥, 심계항진, 각차단(bundel branch block), 심근경색, 뇌혈관사고, 

혈전성 정맥염

흔하게 홍조

흔하지 않게 고혈압

호흡, 흉부, 종격동계

상부호흡기계 감염, 기관지수축, 기관지염, 폐렴, 호흡곤란, 이상후각

매우 흔하게 비강불편감, 비충혈, 비부종, 재채기, 비염, 코건조, 알러지성 비염, 

코자극, 코냄새, 비점막홍반, 점막찰상

흔하게 비출혈, 부비강염, 염증성 비염, 인두염

흔하지 않게 기침

소화기계

소화불량, 변비, 복부팽만감, 식욕증가, 위염, 구갈

흔하게 구역, 설사, 복통

흔하지 않게 구토

피부

홍반성 발진, 피부궤양, 습진, 탈모증

드물게 전신 발진

근골격계/교원질

관절증, 관절염, 류마티스성 다발성 근육통, 경직

흔하게 관절통

흔하지 않게 근골격성 동통

전신 및 국소반응

발열

흔하게 피로

흔하지 않게 인플루엔자양 증상, 부종 (안면, 사지, 안구주위)

드물게 가려움, 오한

간/ 사계

담석증, 간염, 갈증, 체중증가

내분비계

1/1,000, ＜1/100), 드물게(≥1/10,000, ＜1/1,000), 단독보고를 포함하여 매우 드물게(＜1/10,000)

로 <표 1>에 정리하였다. 같은 빈도 그룹에서는 이상반응의 중 함(Seriousness)이 감소하는 

순서로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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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풍, 갑상선기능항진증

비뇨기계

방광염, 신우신염, 혈뇨, 신결석

청각/전정

이명, 청각상실, 이통

혈액/저항기전

림프절병증, 감염, 빈혈

정신신경계

우울, 불면, 불안, 식욕부진

4) 자발보고를 통한 시판 후 경험 및 문헌사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이 보고되었다. 

이 이상반응은 불분명한 크기의 인구집단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된 것으로 빈도에 한 신뢰성

있는 평가는 불가능하므로 빈도불명으로 분류한다.

중추 및 말초신경계 : 떨림

3. 일반적주의 

1) 파제트병이나 기타 골교체 과다에 의한 만성질환의 치료는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한다. 

2) 치료에 의해 혈액의 알카리성 포스파타제와 요의 히드록시프롤린의 배설이 현저히 저하되며 

때때로 정상화되기도 한다. 

3) 드물게 알카리성 포스파타제와 히드록시프롤린 배설이 초기감소 이후에 증가하는 경우도 있

다. 이러한 경우 치료의 지속여부는 임상사진에 의해 판단한다. 치료를 중단한 경우 골 사장

애가 수개월 후에 재발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칼시토닌으로 새로운 치료를 한다. 

4) 장기치료시 소수의 환자에게서 칼시토닌에 한 항체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나 이 약의 효과

와는 부분 무관하다. 

5) 때때로 장기 치료시 나타나는 회피현상은 항체생성 때문이 아니라 결합부위의 포화에 기인하

여 나타나며 이 경우 칼시토닌에 한 치료반응은 회복된다. 

6) 침 안정을 요하는 환자를 장기 치료할 때 최소한 1개월에 한번 반드시 소변 침전물을 정기적

으로 검사한다. 

7) 만성 비염 환자의 경우 생체이용율이 증가되므로 의사의 감독 하에 투여하며 주의깊게 모니

터링한다. 

8) 비강점막을 통한 장기 투여시 비강점막의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다. 

9) 연어 칼시토닌은 펩티드이므로 전신적 알레르기 반응이나 아나필락시성 쇽을 포함한 알레르

기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연어 칼시토닌에 한 과민성이 우려되는 환자에게는 치료 전에 

이 약을 살균, 희석하여 피부검사를 받도록 한다. 

10) 연구된 자료는 없지만 이 약이 환자의 활동성을 저하시키는 졸음, 어지러움, 피곤, 시야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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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졸음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는 운전이나 기계조작을 해서

는 안 된다.

4. 상호작용 

Bisphosphoric acid계 골용해억제제와 병용투여시 칼슘농도가 급격히 저하될 수 있으므로 신중

히 투여한다. 칼시토닌과 리튬을 동시에 투여하였을 때 혈장 리튬 농도의 감소할 수 있으므로 리튬

의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다.

5. 임부에 대한 투여 

1) 이 약을 체표면적에 근거한 사람 권장투여량의 70-278배를 토끼의 비강 내로 투여시 태자의 

체중감소가 나타났다. 

2) 임부를 상으로 행해진 연구가 없으므로 이들에게는 투여해서는 안 된다. 동물 실험에서는 이 

약이 태아독성이나 최기형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동물의 태반관문은 통과하지 않는다.

6.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부를 상으로 행해진 연구가 없고, 연어 칼시토닌이 인간의 유즙으로 분비되는지는 규명되

지 않았으므로 이 약으로 치료하는 동안의 수유는 권장되지 않는다. 

7. 소아에 대한 투여 

1) 특발성 연소성 골다공증이라는 소아의 골장애가 드물게 보고되었다. 

2) 소아에는 의사의 판단에 의해 의학적 근거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2-3주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소아를 위한 지속적인 사용 여부에 한 적절한 근거가 확립되

어 있지 않다. 

8. 과량투여시의 처치 

1) 증상 : 이 약이 비경구적으로 투여될 때 구역, 구토, 홍조, 어지러움이 용량 의존적으로 나타

난다. 그러므로 이러한 반응들이 나살 스프레이로 과량 투여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약을 1회 1600 IU까지, 또는 1일 800 IU를 3일동안 투여하여도 중 한 이상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 외의 과량투여로 인한 중 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2) 처치 : 증요법으로 치료한다. 

9. 적용상의 주의 

1) 고칼슘혈증 환자의 발작시 응급치료로 정맥점적 주사가 가장 효과적이며 만성적 상태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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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치료에는 주사제와 비강분무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2) 폐경 후의 골다공증에도 초기치료에는 주사제를 사용하며 만성적 상태에서는 두 가지 제형을 

모두 사용한다. 

10.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원제약(주) 포로스테니나비강분무액100(살카토닌) 수입

2 동아제약(주) 칼토닌비강분무액100아이.유(살카토닌)(수출용) 제조

3 동아제약(주) 칼토닌비강분무액200아이.유(살카토닌) 제조

4 명문제약(주) 새몬칼액(살카토닌) 제조

5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 메노칼비강분무액200아이유(살카토닌) 제조

6 우전약품교역(주) 바이오칼신나살스프레이100IU(살카토닌) 수입

7 한국노바티스(주) 마야칼식나살스프레이200(살카토닌)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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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루트렌지질미소구체 단일제 (주사)
(Perflutren lipid microsphere)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퍼플루트렌 함유 미소구체는 특정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혈관폐색을 일으킬 수 있다(신중투여 

참조).

2) 중증 심폐 이상반응

사망례를 포함하는 중증 심폐 이상반응이 동 제제 투여 중 또는 투여 후 일반적으로 30분 이내 

발생하였다. 이러한 반응의 위험성은 불안정한 심폐상태(급성심근경색,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악화된 또는 불안정 울혈성 심부전, 심각한 심실부정맥)에 있는 환자들에게 증가될 수 있다.

동 제제 투여 전 항상 심폐소생실시요원 및 장치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급성반응에 

해 모든 환자들을 모니터링 한다.

보고된 반응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퍼플루트렌지질미소구체 단일제 (주사)

(Perflutren Lipid Microsphere)

 분류 번호 ∙ [07290] 기타의 진단용약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주)부경 에스·엠

 정보 사항 ∙ 경고, 이상반응 항목

  - 경고에 “이러한 반응의 위험성은 불안정한 심폐상태(급성

심근경색,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악화된 또는 불안정 울혈성 

심부전, 심각한 심실부정맥에 있는 환자들에게 증가될 수 있

다.” 추가하는 등 변경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972호, 2012. 4. 9.)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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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인 심장 또는 폐기능 정지, 쇼크, 실신, 증상이 있는 부정맥(심방세동, 빈맥, 서맥, 심실

위빠른맥, 심실세동, 심실빈맥), 고혈압, 저혈압, 호흡곤란, 저산소증, 호흡시 고통, 그렁거림, 

쌕쌕거림, 의식상실, 경련

3) 아나필락시 반응

시판 후 조사에서 퍼플루트렌 함유 미소구체 투여 중 또는 투여 후 즉시 드물지만 중 한 

아나필락시양반응이 관찰되었으며, 다음을 포함한다. : 쇼크, 과민반응, 기관지경련, 인후긴

장, 혈관부종, 부종(인두, 입천장, 입, 말초, 국소), 종창(얼굴, 눈, 입술, 혀, 상기도), 얼굴감각

저하, 발진, 두드러기, 가려움증, 홍조, 홍반이 발생하였다.

4) 심장단락술을 실시한 환자의 전신 색전증

우-좌 단락, 양방향 단락, 또는 일시적인 우-좌 단락을 실시한 심장단락 환자는 퍼플루트렌 

함유 미소구체가 폐의 여과단계로 가지 않고, 단락을 통하여 곧바로 동맥순환계로 들어가서 

미세혈관의 폐색과 허혈을 일으킬 수 있다. 활성화된 동 제제를 동맥내로 투여하는 동물실험

에서 퍼플루트렌 함유 미소구체가 15μm 미만의 작은 동맥에서 걸리는 것이 관찰되었고, 특

히 미세혈관으로 가는 분기점에서는 투여한 모든 양이 걸렸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람에게도 

바로 적용된다. 그러나 정맥내로 주사하는 동물 실험에서는 이러한 동맥 미세혈관의 폐색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폐의 여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활성화된 동 제제를 직접 동맥

내로 투여해서는 안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동 제제 또는 동 제제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 환자

2) 우-좌 단락, 양방향 단락, 또는 일시적인 우-좌 단락을 실시한 심장단락 환자

3) 24시간 내에 체외충격파쇄석술(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을 받기로 예정된 환자

4) 임상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악화되고 있는 울혈성심부전 환자

5) 급성심근경색 또는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

6) 중증의 심실성 부정맥 또는 QT 간격의 연장으로 인한 부정맥의 고위험군 환자

7) 이산화탄소 축적이나 저산소혈증의 징후와 증상을 보이는 호흡부전 환자

8) 중증 폐기종, 폐색전증 또는 폐동맥 구조의 손상으로 인해 폐동맥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하에 있는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울혈성 심부전 환자, 부정맥 환자

2) 폐동맥고혈압 등의 폐혈관질환자

3) 만성폐쇄폐질환(COPD) 등의 중증의 폐질환자

4) 폐기종, 호흡기 혈관염 등의 만성 폐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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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천성 심질환 환자 또는 최근에 심장이나 폐기능이 악화된 환자

6) 임신을 예정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환자

4. 이상반응

1) 사망 및 중증의 이상반응

활성화된 동 제제를 투여받은 1,716명의 환자 중 19명에서 중증 심폐 이상반응이 관찰되었으

며 이 중 8명이 사망하였다. 사망은 활성화된 동 제제를 투여한 후 며칠 후에 발생하였으며 

이는 기저질환의 진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11건의 이상반응은 동 제제 투여 

후 2~15일 동안 발생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기저질환(심장 또는 비심장질환)의 진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기반응 및 이상반응의 경과가 동 제제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2) 이상반응에 의한 투여중단

15건의 투여중단이 보고되었으며 평균연령은 41.5세였으며, 이 중 9건은 동 제제의 첫 번째 

주사 후에 발생하였다. 중단 사유는 1건에서 두드러기와 가려움을 동반한 과민반응 때문이며, 

나머지는 어지러움, 가슴통증, 호흡곤란, 등통증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이상반응은 투여 후 

수분이내(1~15분)에 나타났으며, 특별한 처치 없이도 수분에서 수시간 이내에 회복되었다.

3) 임상시험에서 0.5% 이상 보고된 약물 이상반응

  ① 투여부위 관련 : 주사부위 반응

  ② 전신 : 등통증, 신장통증, 가슴통증

  ③ 중추 및 말초신경계 : 두통, 어지러움

  ④ 소화기계 : 구역

  ⑤ 혈관계 : 홍조

4) 임상시험에서 0.5% 미만 보고된 약물 이상반응

  ① 전신 :  피로, 발열, 홍반, 통증, 추위, 실신

  ② 심혈관계 : 비정상 심전도, 빈맥, 서맥, 심계항진, 고혈압, 저혈압

  ③ 소화기계 : 소화불량, 구갈, 혀 이상, 치통, 복통, 설사, 구토

  ④ 혈액계 : 과립구 증가, 백혈구 증가, 백혈구 감소, 단핵구 증가, 호산구 증가, 혈종

  ⑤ 근골격계 : 관절통

  ⑥ 신경계 : 다리 경련, 과다근육긴장증, 어지러움, 감각이상

  ⑦ 호흡기계 : 기침, 저산소증, 인두염, 비염, 호흡곤란

  ⑧ 특수 감각 : 청력 감소, 결막염, 시력 이상, 미각 이상

  ⑨ 피부 : 가려움, 발진, 홍반성 발진, 두드러기, 땀 증가, 피부 건조

  ⑩ 비뇨기계 : 단백뇨, 비정상뇨

  ⑪ 기타 : 림프절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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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판 후 조사에서 나타난 이상반응

일반적인 진료지침에 따라 동 제제를 투여받은 전향적, 다기관, 공개임상시험에 등록된 

1,053명 환자를 상으로 동 제제 투여후 30분 동안 심박동, 호흡률, 맥박산소측정을 모니터

링하였다. 이때 사망 또는 중 한 이상반응이 보고되지 않았으며, 이는 동 제제를 권고 로 

사용하였을 때 이러한 반응들이 0.3% 이상 비율로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이상반응이 퍼플루트렌 함유 미소구체의 시판 후 사용 기간 동안 확인되었다. 이러한 

반응들은 불분명한 환자군 크기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빈도를 확실히 예측하거나 

약물노출과의 인과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다.

치명적인 심폐 및 아나필락시양반응, 다른 중 하지만 치명적이지 않은 이상반응이 드물게 

보고되었다. 이러한 반응들은 일반적으로 동 제제 투여 30분 이내에 발생하였다. 이러한 심

각한 반응들은 불안정한 심폐상태 (급성심근경색,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악화된 또는 불안정 

울혈성심부전 또는 심각한 심실부정맥)에 있는 환자들에게서 증가될 수 있다. 보고된 이상반

응은 다음을 포함한다.

심폐관련 : 치명적인 심장 또는 폐기능 정지, 쇼크, 실신, 증상이 있는 부정맥(심방세동, 빈맥, 

서맥, 심실위빠른맥, 심실세동, 심실빈맥), 고혈압, 저혈압, 호흡곤란, 저산소증, 흉통, 호흡시

고통, 그렁거림, 쌕쌕거림)

아나필락시스 : 아나필락시스/아나필락시양반응, 아나필락시성 쇼크, 과민반응, 기관지경련, 

인후긴장, 혈관부종, 부종(인두, 입천장, 입, 말초, 국소), 종창(얼굴, 눈, 입술, 혀, 상기도), 

얼굴 감각저하, 발진, 두드러기, 가려움증, 홍조, 홍반

신경계 : 혼수, 의식상실, 경련, 발작, 일과성허혈발작, 초조, 떨림, 시력흐림, 어지러움, 두통, 

피로

5. 일반적 주의

1) 약물 알레르기, 천식, 고초열 및 다발성 알레르기를 가진 환자에게 투여시 주의한다.

2) 인공호흡을 하는 환자에서 활성화된 동 제제의 안전성은 조사되지 않았다.

3) 조영제를 이용한 검사는 해당 조영제에 한 충분한 지식이 있는 의사의 지시 하에서 실시해

야 한다.

4) 활성화된 동 제제를 산과 초음파 진단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5) 높은 메카니컬 인덱스 초음파(high ultrasound mechanical index)는 퍼플루트렌 함유 미소구

체의 공동화 또는 파열을 일으켜 심실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수축기말 유발

(end-systolic triggering)이 있는 환자에게 높은 메카니컬 인덱스를 가하면 심실부정맥을 일

으킨다는 보고가 있다. 동 제제는 메카니컬 인덱스가 0.8을 초과하는 경우의 안전성이 확립되

어 있지 않으며, 수축기말 유발(end-systolic triggering)이 있는 환자에서의 안전성도 확립되

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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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활성화된 동 제제(최  10μL/kg 까지)를 투여받은 221명에게 첫 투여 후 1~72시간 사이의 

다양한 시점에서 심전도 지표를 조사하였다. 221명 중 64명의 환자에서 30msec 이상의 QT 

시간 연장이 관찰되었고, 이 64명의 환자 중 46명의 환자를 계속 평가해 보니, 이 중 18명의 

환자에서 관련된 심장 리듬(cardiac rhythm)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의한 악성

심장증후(malignant cardiac symptomatology) 또는 심장성 실신(events of syncope)은 관찰

되지 않았다. 병용 약의 효과는 연구되지 않았다.

7) 운동부하 심전도 검사 또는 약물부하 심전도 검사에 한 동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연구

된 바 없다.

6. 상호작용 

활성화된 동 제제의 상호작용에 한 연구는 실시되지 않았다.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랫트와 토끼를 이용한 생식독성 실험결과 3mL/kg, 1mL/kg(랫트와 토끼의 체표면적에 근거

한 사람 최 용량의 24배, 15배)의 용량에서도 태자 성장에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는 없었다.

2) 임부에 한 적절한 연구는 실시된 적 없고, 동물실험의 결과로 사람의 반응을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부에 한 투여는 진단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3) 활성화된 동 제제가 모유로 이행되는지에 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으나, 많은 다른 약물들

이 모유로 이행되므로 수유부에게 투여할 때는 진단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8. 소아에 대한 투여 

활성화된 동 제제의 소아에 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9. 과량 투여시의 처치

활성화된 동 제제의 과량투여시의 경과에 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과량 투여한 경우에는 생

체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신속한 증요법을 실시한다.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부경 에스·엠 데피니티주(퍼플루트렌지질미소구체) 수입



577

2. 안전성 정보처리 현황

스트론튬라네레이트 단일제(경구)
(Strontium Ranelate)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이 약을 복용시 심각한 과민반응, 특히 때때로 치명적인 DRESS 증후군(drug rash eosinophilia 

and systemic symptoms)이 보고되었다. DRESS 증후군은 발적, 발열, 호산구증가증과 전신

증상(신병증, 간염, 간질성 신장병증, 간질성 폐질환)을 특징으로 하며,  발병기간은 개 3-6

주 간이다. 부분의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요법을 시작한

다. 일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요법 중단 후 회복이 느리고 재발이 보고되었다. 환자는 발적이 

나타나 치료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시 중지하고 영구적으로 중지하여야 한다. 

과민반응 또는 다른 심각한 알러지 반응으로 인해 이 약의 복용을 중지한 환자는 이 약을 

이용한 치료요법을 다시 시작해서는 안 된다.

2) 이 약을 투여한 후 중증의 알러지반응이 나타난 경우 복용을 중지한다. 

3) 이 약에 함유되어 있는 인공감미제 아스파탐은 체내에서 분해되어 페닐알라닌으로 사되므로, 페

닐알라닌의 섭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유전성 질환인 페닐케톤뇨증 환자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스트론튬라네레이트 단일제 (경구) (Strontium Renelate)

 분류 번호 ∙ [03990]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제일약품(주)

 정보 사항 ∙ 이상반응 항목

  - 이상반응 항목에 “위식도 역류, 소화불량, 변비, 위창자내 

공기참”등 추가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972호, 2012. 4. 9.)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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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투여군 위약군

신경계

  두통 3.3% 2.7%

  의식장애 2.6% 2.1%

  기억상실 2.5% 2.0%

  발작 0.4% 0.1%

소화기계

  오심 7.1% 4.6%

  설사 7.0% 5.0%

  묽은 변 1.0% 0.2%

피부 및 피하조직

  피부염 2.3% 2.0%

  습진 1.8% 1.4%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 또는 첨가제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환자

2) 중증의 신장애 환자 (크레아티닌 청소율 30ml/min 미만)

3) 페닐케톤뇨증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폐색전증을 포함한 정맥혈전색전증 병력 및 위험인자를 지닌 환자

4. 이상반응

1) 임상시험

이 약은 약 8,000명의 지원자를 상으로 임상시험이 실시되었다. 장기간 안전성은 골다공증

이 있는 폐경후 여성을 상으로 60개월 동안 이 약 1일 2g을 투여한 환자 3,352명 및 위약을 

투여한 환자 3,317명을 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에서 평가되었다. 피험자의 평균연령은 75

세였고, 이 중 23%가 80~100세의 환자였다.

이 약의 이상반응 발현율은 위약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다르지 않았으며, 부분 경증이었

고 일시적이었다.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구역 및 설사였고, 일반적으로 치료초기에 보고되었

으며 이후에는 두 군간 큰 차이는 없었다. 투여를 중단하게 된 주 원인은 오심이었다(이 약 

투여군 2.2%, 위약군 1.3%).

이 약의 투여로 인해 일어난 이상반응은 기관별 발현빈도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매우 

흔하게(＞1/10), 흔하게 (＞1/100, ＜1/10); 때때로 (＞1,1000, ＜1/100); 드물게(＞1/10,000, 

1＜1,000); 매우 드물게(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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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투여군 위약군

혈관계

  정맥혈전색전증(VTE) 2.7% 1.9%

Investigation(검사)

 크레아틴 포스포키나아제(CPK) 증가a 1.4% 0.6%

 a 근골격근의 분획중 크레아틴 포스포키나아제 활성이 정상치의 3배 이상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부분 별다른 치료없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연령 80세 이하 또는 이상에 상관없이 두 투여군간 이상반응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5년간에 걸친 3상 임상시험에서 정맥혈전색전증(VTE)의 연간 발병율은 략 0.7%였고, 위약 

조군과 비교하여 이 약 투여군의 상 위험도는 1.4였다(95% 신뢰구간 1.0, 2.0).

2) 외국에서의 시판 후 조사

다음의 이상반응이 외국의 시판 후 조사에서 보고되었다(빈도 불명).

  - 소화기계 : 구토, 복통, 구내염 및/또는 구강 궤양을 포함한 구강 점막 손, 위식도 역류, 소화

불량, 변비, 위창자내 공기참

  - 피부 및 피하조직계 : 발진, 소양증, 두드러기, 혈관부종, 스티븐스-존스 증후군을 포함한 피

부 과민반응. 호산구증가증과 전신증상이 동반된 약물로 인한 발진이 포함된 심각한 과민반

응 증후군(DRESS), 중독성 표피융해, 탈모

  - 골격근 및 결합조직계 : 근육경련, 근육통, 뼈통증, 관절통을 포함한 근골격근 통증과 사지통증

  - 전신 : 말초부종, (피부과민반응과 연관된) 발열

  - 정신계 : 혼돈 상태, 불면

  - 호흡기계 : 기관지과민반응

  - 간, 담도계 : (피부과민반응과 연관된) 혈청 아미노전이효소 증가, 간염

  - 혈액 및 림프계 : 골수부전, (피부과민반응과 연관된) 호산구 증가증, (피부과민반응과 연관

된) 림프절병증

5. 일반적 주의

1) 3상 위약 조 임상시험에서 이 약의 투여로 폐색전증을 포함한 정맥혈전색전증(VTE)이 증가

하였으며, 그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약을 정맥혈전색전증의 병력 또는 위험인자

가 높은 환자는 가능한 증상 및 증후를 관찰하면서 주의깊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이 약이 운전이나 기계조작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무시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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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호작용

1) 음식물, 우유, 유제품 및 칼슘을 함유한 의약품은 이 약의 생체이용률을 약 60~70% 까지 감

소시킬 수 있으므로, 이 약을 이러한 음식물 및 약물과 투여 시 최소한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한다. 

2) 이 약과 알루미늄, 수산화마그네슘을 2시간 이내 또는 병용투여 시, 이 약의 흡수가 약간 감소

하였으나(AUC 20~50% 감소), 반면 2시간 이후에 복용 시에는 이 약의 흡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알루미늄, 수산화마그네슘을 포함하고 있는 제산제는 이 약의 투여 

최소 2시간 이후에 복용할 것을 권장한다.

3) 경구용 테트라사이클린과 퀴놀론계 항생물질은 2가 양이온과 위장관내에서 복합체를 형성하

여 흡수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이 약과의 병용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4) 이 약과 경구용 비타민D 보충제와의 상호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5) 임상시험에서 일반적으로 이 약과 병용처방이 기 되는 의약품들에 한 상호작용 및 혈중 

스트론튬 농도의 유의적인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에 한 약물은 다음과 같다 :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아세틸살리실산 포함), 아닐라이드계(아세트아미노펜 등), H2 차단

제와 프로톤펌프 저해제, 이뇨제, 디곡신 및 강심배당체, 유기질산염 및 심장질환에 사용되는 

혈관확장제, 칼슘 채널 차단제, 베타 차단제, ACE저해제, angiotensin Ⅱ 길항제, 선택적 베

타-2 효능약, 경구용 항응고제, 혈소판 응집 억제제, 스타틴계 약물, 피브레이트 및 벤조다이

아제핀 유도체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이 약은 폐경 후 여성에게만 투여해야 한다. 

2) 임부를 상으로 한 임상자료는 없다. 임신 중인 랫드와 토끼를 상으로 한 동물실험 결과 

고용량에서 태자의 뼈에 가역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만일 임신 중 부주의하게 이 약을 투여

한 경우 반드시 복용을 중지해야 한다. 

3) 물리화학적 자료는 스트론튬이 유즙으로 분비됨을 보여준다. 이 약은 수유중인 여성에게 투

여하지 않는다. 

8. 소아에 대한 투여

소아와 성장기 청소년에 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이 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폐경 후 골다공증을 지닌 여성의 광범위한 연령에서 입증되었으므

로 연령에 따른 용량의 조절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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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상검사치에 대한 영향]

스트론튬은 혈액과 뇨의 칼슘농도를 측정을 위한 비색정량법(colorimetric methods)을 방해 

 하므로, 정확한 혈액과 뇨의 칼슘농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방출분광법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n Emission Spectroscopy; ICP-AES) 또는 원자흡수분광법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AAS)을 사용하여 측정해야 한다. 

11. 과량투여

1) 건강한 폐경 후 여성을 상으로 25일 이상, 1일 4g의 용량으로 이 약을 반복투여 한 임상시

험에서 내약성이 좋았다. 건강한 젊은 남성 지원자에게 11g까지 단회투여한 결과, 어떠한 특

이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고용량 투여 임상시험(1일 4g을 최  147일까지 투여)에서 임

상적으로 유의적인 이상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2) 우유나 제산제의 투여는 이 약의 활성성분의 흡수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상당히 

과량이 투여된 경우, 흡수되지 않은 활성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구토가 고려될 수 있다. 

12.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주의한다. 

13. 기타

수태능이상 : 동물실험결과 수컷, 암컷의 수태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제일약품(주) 프로토스현탁용과립(스트론튬라넬레이트구수화물)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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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니티닙말산염 단일제 (경구)
(Sunitinib Malate)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임부에 대한 투여(임부 카테고리 D) :

혈관신생은 배, 태자 발달의 중요한 요소로, 이 약의 투여로 인해 혈관신생이 저해되면 임신시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임부에 한 투여항을 참조한다.)

수니티닙은 수태한 랫트(0.3, 1.5, 3.0, 5.0mg/kg/day)와 토끼(0.5, 1, 5, 20mg/kg/day)에서 배

자에 한 영향이 평가되었다. 배자의 치사 및 구조이상이 5mg/kg/day를 투여한 랫트에서 관찰되

었다(5mg/kg은 전신노출에 근거하여 사람의 1일 권장용량인 50mg의 ≥5.5배에 해당하는 용량). 

토끼에서 배자의 치사는 5mg/kg/day의 용량에서 나타났고, 발달장애는 1mg/kg/day 이상의 용량

에서 나타났다(1mg/kg은 AUC에 근거하여 사람의 1일 권장용량의 ≥0.3배에 해당하는 용량). 발달

에 한 영향은 랫트에서 늑골 및 척추의 근골격 이상을 들 수 있다. 토끼에서 1mg/kg/day 용량에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수니티닙말산염 단일제 (경구) (Sunitinib Malate)

 분류 번호 ∙ [04210] 항악성종양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한국화이자제약(주)

 정보 사항 ∙ 이상반응 항목

  - 이상반응 항목에 “수니티닙 치료시 가장 빈번히 관찰되는 

감염들은 종양 환자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감염들이었다 

(예. 호흡기, 요로, 피부감염 및 폐혈증 등). 회음부를 포함하

여, 괴사근막염이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일부 사례는 치명적

이었다.” 추가하는 등 변경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1108호, 2012. 4.19.)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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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순열이 발생하였고, 5mg/kg/day 용량에서 구순열과 구개열이 발생하였다(5mg/kg은 AUC에 

근거하여 사람의 1일 권장용량의 ≥2.7배에 해당하는 용량). 3mg/kg/day 이하를 투여한 랫트에서

는 태자 감소나 기형이 관찰되지 않았다(3mg/kg/day는 인체에 한 1일 권장용량과 비교하여 ≥

2.3배에 해당하는 AUC를 나타내는 용량). 

수니티닙을 수태한 랫트(0.3, 1.0, 3.0mg/kg/day)에 투여해, 출생전후 발생 독성을 평가하였다. 

1mg/kg 투여군에서 모체의 체중증가정도가 착상 및 수유기간 동안 감소하였으나, 3mg/kg/day 

(AUC에 근거하여 사람 1일 권장용량의 ≥2.3배에 해당하는 용량)까지 모체에서 생식독성이 나타

나지는 않았다, 3mg/kg/day 투여군에서 이유기 전후 동안 출생자 체중 감소가 관찰되었다. 

1mg/kg/day (AUC에 근거하여 사람 1일 권장용량의 약 0.9배에 해당하는 용량)에서 발생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말산 수니티닙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한 환자

3. 이상반응 

아래에 기술된 전이성 신세포암에 한 이상반응은 3개의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것이다. 위장관 

기저종양에 한 이상반응은 1개의 맹검, 위약 조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것이다. 췌장내분비종양에 

한 이상반응은 1개의 맹검, 위약 조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것이다.

이 중, 위장관 기저종양에 한 위약 조 시험(202명) 또는 전이성 신세포암에 한 활성약물 

조 시험(375명), 췌장내분비종양에 한 위약 조 시험(83명)에 참여한 660명의 환자가 수니티

닙을 투여받았다. 위장관 기저종양 및 신세포암 환자들은 4/2 주기에 따라, 시작용량으로 매일 

50mg을, 췌장내분비종양 환자들은 휴약기 없이 시작용량으로 매일 37.5mg을 경구투여받았다. 

수니티닙으로 치료받은 환자에서 발생한 가장 중요한 약물관련 중증 이상반응은 페색전(1%), 혈

소판 감소증(1%), 종양출혈(0.9%), 발열성호중구감소증(0.4%), 고혈압(0.4%), 간부전(＜1%), 

torsade de pointes(＜0.1%) 이었다.

중증도를 구분하지 않고 집계한 경우, 가장 흔한 약물관련 이상반응 (환자의 20%이상 경험)은 

피로, 설사, 오심, 구내염, 소화불량, 구토. 복통, 변비 등과 같은 위장관질환, 피부탈색, 발진, 손발

의 홍반성감각이상증후군(palmar plantar erythrodysesthesia), 피부건조, 모발변색, 점막염증, 무력

증, 미각이상, 식욕부진, 고혈압, 출혈 등이었다. 고형암 환자에서 최  3등급까지 보고된 이상반응 

중 가장 빈번하게 보고된 약물관련 이상반응은 피로와 고혈압, 호중구감소증이었으며, 최  4등급

까지 보고된 약물관련 이상반응 중 가장 빈번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리파제 증가였다. 

좌심실 박출률(LVEF) 이상, QT간격 연장, 출혈, 고혈압, 갑상선 기능이상, 부신 기능에 한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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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관 기저종양

기관계 분류 빈도 이상반응
모든 등급

명 (%)
3등급
명 (%)

4등급
명 (%)

혈액 및 림프계 매우 흔함 빈혈 33 (12.8%) 13 (5.1%) 1 (0.4%)

흔함 호중구감소증 24 (9.3%) 15 (5.8%) 1 (0.4%)

흔함 혈소판감소증 23 (8.9%) 6 (2.3%) 1 (0.4%)

내분비계 흔함 갑상선저하증 15 (5.8%) 0 (0.0%) 1 (0.4%)

사/영양 매우 흔함 식욕부진 44 (17.1%) 1 (0.4%) 0 (0.0%)

신경계 매우 흔함 미각이상 48 (18.7%) 0 (0.0%) 0 (0.0%)

매우 흔함 두통 27 (10.5%) 2 (0.8%) 0 (0.0%)

혈액계 매우 흔함 고혈압 43 (16.7%) 18 (7.0%) 0 (0.0%)

호흡기계, 흉부 및 종격 흔함 비출혈 17 (6.6%) 0 (0.0%) 0 (0.0%)

신장 및 비뇨기계 흔함 색뇨증 13 (5.1%) 0 (0.0%) 0 (0.0%)

위장관계 매우 흔함 설사 90 (35.0%) 13 (5.1%) 0 (0.0%)

매우 흔함 오심 69 (26.8%) 2 (0.8%) 0 (0.0%)

매우 흔함 구내염 49 (19.1%) 2 (0.8%) 0 (0.0%)

매우 흔함 구토 46 (17.9%) 1 (0.4%) 0 (0.0%)

매우 흔함 소화불량 32 (12.5%) 2 (0.8%) 0 (0.0%)

매우 흔함 복통* 30 (11.7%) 5 (1.9%) 1 (0.4%)

흔함 혀의 통증 17 (6.6%) 0 (0.0%) 0 (0.0%)

흔함 변비 13 (5.1%) 1 (0.4%) 0 (0.0%)

흔함 구강 통증 16 (6.2%) 0 (0.0%) 0 (0.0%)

흔함 방귀 15 (5.8%) 0 (0.0%) 0 (0.0%)

재적으로 중 한 이상반응은 아래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외 위장관 기저 종양 및 전이성 신세포암, 췌장내분비종양 시험에서 발생한 이상반응들은 아

래에 기재하였다.

1) 위장관 기저종양의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이상반응 

맹검시험에서 수니티닙 투여기간의 중앙값은 2 주기였고(평균 3.0, 범위 1-9), 위약 투여기간

의 중앙값은 1주기(평균 1.8, 범위 1-6)였다. 수니티닙을 투여한 23명(11%)의 환자에서 용량

감소가 필요했고 위약 투여군에서는 용량감소가 필요치 않았다. 수니티닙 투여환자의 59명

(29%) 및 위약 투여환자의 31명(30%)에서 일시적인 약물투여 중단이 있었다. 수니티닙 투여

군 및 위약 투여군에서 각각 7%, 6%가 비치명적인 이상반응으로 약물투여를 중단하였다.

두 군에서 이상반응은 부분 1 또는 2 등급이었다. 수니티닙 투여군 및 위약 투여군에서 

3 또는 4등급의 이상반응은 각각 56% 및 51%로 나타났다. <표 1>에서는 위장관기저종양에 

한 이중맹검 임상시험에서 5%이상 보고된 약물관련 이상반응을 나타내었다.

아래 표에서, 빈도는 ‘매우 흔함(1/10이상), 흔함(1/100 이상에서 1/10 미만), 흔하지 않음

(1/1,000이상에서 1/100 미만), 드뭄(1/10,000이상에서 1/1,000 미만), 매우 드뭄(1/10,000 

미만)’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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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관 기저종양

기관계 분류 빈도 이상반응
모든 등급

명 (%)
3등급
명 (%)

4등급
명 (%)

흔함 구강 건조 15 (5.8%) 0 (0.0%) 0 (0.0%)

흔함 위식도역류질환 15 (5.8%) 0 (0.0%) 0 (0.0%)

피부 및 부속기계 매우 흔함 피부탈색 65 (25.3%) 0 (0.0%) 0 (0.0%)

매우 흔함 손/발의 

홍반성감각이상

증후군

55 (21.4%) 14 (5.4%) 0 (0.0%)

매우 흔함 발진** 39 (15.2%) 2 (0.8%) 0 (0.0%)

흔함 모발 변색 22 (8.6%) 0 (0.0%) 0 (0.0%)

흔함 피부건조 15 (5.8%) 0 (0.0%) 0 (0.0%)

근골격계, 결합조직 흔함 사지통 21 (8.2%) 1 (0.4%) 0 (0.0%)

흔함 관절통 15 (5.8%) 2 (0.8%) 0 (0.0%)

흔함 근육통 13 (5.1%) 0 (0.0%) 0 (0.0%)

전신이상 및 투여부위 

증상 

매우 흔함 피로/무력증 135 (52.5%) 25 (9.7%) 0 (0.0%)

매우 흔함 점막 염증 30 (11.7%) 0 (0.0%) 0 (0.0%)

흔함 부종*** 21 (8.2%) 1 (0.4%) 0 (0.0%)

검사 흔함 헤모글로빈 감소 16 (6.2%) 2 (0.8%) 0 (0.0%)

흔함 혈중 크레아틴 

포스포키나제

(creatine 

phosphokinase) 

증가

14 (5.4%) 0 (0.0%) 0 (0.0%)

흔함 심박출률 감소 13 (5.1%) 1 (0.4%) 0 (0.0%)

흔함 리파제 증가 13 (5.1%) 5 (1.9%) 4 (1.6%)

흔함 혈소판 수 감소 13 (5.1%) 2 (0.8%) 1 (0.4%)

  전체 이상반응 222 (86.4%) 88 (34.2%) 24 (9.3%)

 사이토카 불응성 전이성 신세포암

기관계 분류 빈도 이상반응
모든 등급

명 (%)
3등급
명 (%)

4등급
명 (%)

혈액계 매우 흔함 호중구감소증 17 (10.1%) 8 (4.7%) 1 (0.6%)_

흔함 빈혈 16 (9.5%) 6 (3.6%) 0 (0.0%)

혈소판감소증 15 (8.9%) 5 (3.0%) 2 (1.2%)

 *** 복통, 상복부통, 하복부통을 포함 

 *** 발진, 홍반성 발진, 반점 발진, 비늘 발진 포함 

 *** 부종, 말초부종 포함

 

2) 사이토카인 불응성인 전이성 신세포암의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이상반응

전이성 신세포암에 한 2개의 임상시험에서 모집된 환자 169명에 한 이상반응을 아래에 

나타내었다. <표 2>는 사이토카인 불응성인 전이성 신세포암 환자에서 5%이상 보고된 약물

관련 이상반응을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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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토카 불응성 전이성 신세포암

기관계 분류 빈도 이상반응
모든 등급

명 (%)
3등급
명 (%)

4등급
명 (%)

백혈구감소증 14 (8.3%) 7 (4.1%) 0 (0.0%)

눈 흔함 눈물 증가 9 (5.3%) 0 (0.0%) 0 (0.0%)

사/영양 매우 흔함 식욕 부진 47 (27.8%) 1 (0.6%) 0 (0.0%)

흔함 탈수 12 (7.1%) 4 (2.4%) 0 (0.0%)

식욕 감소 11 (6.5%) 0 (0.0%) 0 (0.0%)

신경계 매우 흔함 미각 이상 71 (42%) 0 (0.0%) 0 (0.0%)

두통 25 (14.8%) 1 (0.6%) 0 (0.0%)

흔함 현기증 13 (7.7%) 2 (1.2%) 0 (0.0%)

감각 이상 9 (5.3%) 0 (0.0%) 0 (0.0%)

혈액계 매우 흔함 고혈압 28 (16.6%) 7 (4.1%) 0 (0.0%)

호흡기계 흔함 비출혈 16 (9.5%) 0 (0.0%) 0 (0.0%)

호흡곤란 9 (5.3%) 0 (0.0%) 0 (0.0%)

위장관계 매우 흔함 설사 83 (49.1%) 5 (3.0%) 0 (0.0%)

오심 84 (49.7%) 2 (1.2%) 0 (0.0%)

구내염 70 (41.4%) 6 (3.6%) 0 (0.0%)

소화불량 69 (40.8%) 1 (0.6%) 0 (0.0%)

구토 52 (30.8%) 2 (1.2%) 0 (0.0%)

변비 34 (20.1%) 0 (0.0%) 0 (0.0%)

혀의 통증 25 (14.8%) 0 (0.0%) 0 (0.0%)

복통* 17 (10.1%) 2 (1.2%) 0 (0.0%)

흔함 방귀 16 (9.5%) 0 (0.0%) 0 (0.0%)

복부 팽만 9 (5.3%) 0 (0.0%) 0 (0.0%)

구강 건조 9 (5.3%) 0 (0.0%) 0 (0.0%)

피부기계 매우 흔함 피부 탈색 54 (32.0%) 0 (0.0%) 0 (0.0%)

발진** 46 (27.2%) 0 (0.0%) 0 (0.0%)

모발 변색 24 (14.2%) 0 (0.0%) 0 (0.0%)

피부 건조 22 (13.0%) 0 (0.0%) 0 (0.0%)

손-발바닥 

홍반성감각이상증후군  
21 (12.4%) 6 (3.6%) 0 (0.0%)

홍반 20 (11.8%) 0 (0.0%) 0 (0.0%)

흔함 탈모 13 (7.7%) 0 (0.0%) 0 (0.0%)

박탈성 피부염 10 (5.9%) 2 (1.2%) 0 (0.0%)

안와부종 9 (5.3%) 0 (0.0%) 0 (0.0%)

근골격계 매우 흔함 사지통 21 (12.4%) 1 (0.6%) 0 (0.0%)

흔함 근육통 15 (8.9%) 1 (0.6%) 0 (0.0%)

전신이상 및 

투여부위 증상
매우 흔함

피로/무력증 108 (63.9%) 19 (11.2%) 0 (0.0%)

점막 염증 30 (17.8%) 1 (0.6%) 0 (0.0%)

부상, 중독 및 

처치상의 합병증
매우 흔함 수포 13 (7.7%) 4 (2.4%) 0 (0.0%)

검사 매우 흔함 리파제 증가 17 (10.1%) 12 (7.1%) 3 (1.8%)

흔함 심박출률 이상 16 (9.5%) 1 (0.6%) 0 (0.0%)

혈액 아 라제 증가*** 9 (5.3%) 6 (3.6%)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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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화학요법 치료경험이 없는 전이성 신세포암

수니티닙   (375명) 인터페론알파   (360명)

기관계 
분류

빈도 이상반응
모든 등급

  (%)
3/4 등급
명 (%)

모든 등급
명 (%)

3/4 등급
명 (%)

혈액계 매우 흔함 혈소판감소증 69 (18.4%) 33 (8.8%) 13 (1.4%) 2 (0.6%)

매우 흔함 호중구감소증 70 (18.7%) 40 (10.7%) 31 (6.9%) 12 (3.3%)

매우 흔함 빈혈 51 (13.6%) 19 (5.1%) 31 (7.8%) 7 (1.9%)

매우 흔함 백혈구감소증 40 (10.7%) 12 (3.2%) 14 (3.9%) 3 (0.8%)

흔함 림프구감소증 16 (4.3%) 9 (2.4%) 21 (5.8%) 15 (4.1%)

내분비계 매우 흔함 갑상선저하증 55 (14.7%) 6 (1.6%) 2 (0.6%) 0 (0%)

눈 흔함 눈물증가 25 (6.7%) 0 (0%) 0 (0%) 0 (0%)

사/영양 매우 흔함 식욕 부진 129 (34.4%) 7 (1.9%) 101 (28.1%) 6 (1.7%)

흔함 식욕 감소 37 (9.9%) 1 (0.3%) 38 (10.6%) 0 (0%)

흔함 탈수 21 (5.6%) 5 (1.3%) 11 (3.1%) 1 (0. 3%)

 사이토카 불응성 전이성 신세포암

기관계 분류 빈도 이상반응
모든 등급

명 (%)
3등급
명 (%)

4등급
명 (%)

체중 감소 11 (6.5%) 0 (0.0%) 0 (0.0%)

WBC 감소 10 (5.9%) 3 (1.8%) 0 (0.0%)

혈소판 수 감소 9 (5.3%) 3 (1.8%) 2 (1.2%)

  전체 이상 반응 166 (98.2%) 77 (45.6%) 14 (8.3%)

 *** 복통과 상복부통, 하복부통을 포함.

 *** 발진, 홍반성 발진, 소포성 발진, 전신성 발진, 구진성 발진, 소양성 발진 포함.

 *** 혈액 아 라제 및 혈액 아 라제 증가 포함

 

3) 이전 화학요법 치료경험이 없는 전이성 신세포암의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이상반응

이전 화학요법 치료경험이 없는 전이성 신세포암 환자에 한 임상시험에 750명의 환자가 

포함되었으며, 이 중 수니티닙 투여군에 무작위 배정된 환자는 375명, 인터페론알파 투여군

에 배정된 환자는 375명이었다.

투여기간의 중앙값은 수니티닙 11.1개월(범위 0.4-46.1), 인터페론알파 4.1개월(범위 

0.1-45.6)이었다. 투여 중단은 수니티닙 투여군의 202명(54%) 및 인터페론알파 투여군의 

141명(39%)에서 발생하였다. 수니티닙을 투여한 환자의 194명(52%) 및 인터페론알파를 투

여한 환자의 98명(27%)에서 용량감소가 필요했다. 이상반응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한 비율은 

수니티닙 투여군 20%, 인터페론알파 투여군 23%였다 .

아래 <표 3>에서 이전 화학요법 치료경험이 없는 전이성 신세포암 환자에게 수니티닙과 인터

페론알파를 투여 시 5% 이상 보고된 약물관련 이상반응을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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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화학요법 치료경험이 없는 전이성 신세포암

수니티닙   (375명) 인터페론알파   (360명)

기관계 
분류

빈도 이상반응
모든 등급

  (%)
3/4 등급
명 (%)

모든 등급
명 (%)

3/4 등급
명 (%)

정신계 흔함 불면증 18 (4.8%) 0 (0%) 21 (5.8%) 0 (0%)

흔함 우울증 12 (3.2%) 0 (0%) 34 (9.4%) 5 (1.4%)

신경계 매우 흔함 미각 이상 172 (45.9%) 1 (0.3%) 52 (14.4%) 0 (0%)

매우 흔함 두통 53 (14.1%) 2 (0.5%) 55 (15.3%) 0 (0%)

흔함 현기증 28 (7.5%) 0 (0%) 33 (9.2%) 2 (0.6%)

흔함 감각 이상 23 (6.1%) 0 (0%) 4 (1.1%) 0 (0%)

혈액계 매우 흔함 고혈압 113 (30.1%) 46 (12.3%) 22 (6.1%) 1 (0.3%)

호흡기계 매우 흔함 비출혈 67 (17.9%) 3 (0.8%) 5 (1.4%) 0 (0%)

매우 흔함 호흡곤란 39 (10.4%) 6 (1.6%) 30 (8.3%) 5 (1.4%)

흔함 인후통 26 (6.9%) 2 (0.6%) 1 (0.3%) 0 (0%)

위장관계 매우 흔함 설사 229 (61.1%) 33 (8.8%) 49 (13.6%) 1 (0.3%)

매우 흔함 오심 195 (52.0%) 17 (4.5%) 124 (34.4%) 4 (1.1%)

매우 흔함 소화불량 118 (31.5%) 7 (1.9%) 13 (3.6%) 0 (0%)

매우 흔함 구토 117 (31.2%) 14 (3.7%) 41 (11.4%) 2 (0.6%)

매우 흔함 구내염 110 (29.3%) 5 (1.3%) 10 (2.8%) 1 (0. 3%)

매우 흔함 복통* 70 (18.7%) 7 (1.9%) 15 (4.2%) 0 (0%)

매우 흔함 구강 통증 50 (13.3%) 2 (0.5%) 1 (0.3%) 0 (0%)

매우 흔함 구강 건조 45 (12.0%) 0 (0%) 24 (6.7%) 1 (0.3%)

매우 흔함 변비 44 (11.7%) 1 (0.3%) 14 (3.9%) 0 (0%)

매우 흔함 방귀 43 (11.5%) 0 (0%) 6 (1.7%) 0 (0%)

매우 흔함 위식도역류질환 39 (10.4%) 1 (0.3%) 2 (0.6%) 0 (0%)

흔함 혀의 통증 37 (9.9%) 0 (0%) 1 (0.3%) 0 (0%)

흔함 복부팽만 25 (6.7%) 1 (0.3%) 2 (0.6%) 0 (0%)

피부기계 매우 흔함 발진** 110 (29.3%) 4 (1.1%) 30 (8.3%) 2 (0.6%)

매우 흔함 손/발의 

홍반성감각이

상증후군 

108 (28.8%) 32 (8.5%) 2 (0.6%) 0 (0%)

매우 흔함 피부 탈색 89 (23.7%) 1 (0.3%) 0 (0%) 0 (0%)

매우 흔함 피부 건조 79 (21.1%) 1 (0.3%) 19 (5.3%) 0 (0%)

매우 흔함 모발 변색 75 (20.0%) 0 (0%) 1 (0.3%) 0 (0%)

매우 흔함 탈모 46 (12.3%) 0 (0%) 31 (8.6%) 0 (0%)

매우 흔함 홍반 39 (10.4%) 2 (0.5%) 3 (0.8%) 0 (0%)

흔함 소양감 35 (9.3%) 1 (0.3%) 17 (4.7%) 0 (0%)

흔함 박탈성 피부염 35 (9.3%) 3 (0.8%) 4 (1.1%) 0 (0%)

흔함 피부손상 23 (6.1%) 1 (0.3%) 1 (0.3%) 0 (0%)

흔함 피부반응 21 (5.6%) 3 (0.8%) 1 (0.3%) 0 (0%)

근골격계 매우 흔함 사지통 66 (17.6%) 5 (1.3%) 11 (3.1%) 0 (0%)

매우 흔함 관절통 43 (11.5%) 1 (0.3%) 49 (13.6%) 0 (0%)

흔함 근육통 32 (8.5%) 1 (0.3%) 60 (16.7%) 2 (0.6%)

전신이상 

및 

매우 흔함 피로 206 (54.9%) 43 (11.5%) 186 (51.7%) 48 (13.3%)

매우 흔함 점막 염증 98 (26.1%) 7 (1.9%) 6 (1.7%) 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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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화학요법 치료경험이 없는 전이성 신세포암

수니티닙   (375명) 인터페론알파   (360명)

기관계 
분류

빈도 이상반응
모든 등급

  (%)
3/4 등급
명 (%)

모든 등급
명 (%)

3/4 등급
명 (%)

투여부위 

증상

매우 흔함 무력증 76 (20.3%) 28 (7.5%) 67 (18.6%) 14 (3.9%)

매우 흔함 부종 *** 66 (17.6%) 3 (0.8%) 5 (1.4%) 0 (0%)

흔함 발열 31 (8.3%) 3 (0.8%) 125 (34.7%) 1 (0.3%)

흔함 오한 28 (7.5%) 2 (0.5%) 105 (29.2%) 0 (0%)

흔하지 않음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9 (2.4%) 0 (0%) 54 (15.0%) 1 (0.3%)

검사 매우 흔함 심박출률 감소 51 (13.6%) 10 (2.7%) 11 (3.1%) 3 (0.8%)

매우 흔함 체중 감소 46 (12.3%) 1 (0.3%) 50 (13.9%) 1 (0.3%)

흔함 혈소판 수 감소 29 (7.7%) 11 (2.9%) 3 (0.8%) 0 (0%)

  전체 이상 반응 358 (95.5%) 257 (68.5%) 331(91.9%) 137 (38.1%)

기관계 분류 빈도 이상반응
모든 등급

명(%)
3등급
명(%)

4등급
명(%)

혈액   및 림프계 매우 흔함 호중구감소증 24 (28.9%) 6 (7.2%) 4 (4.8%)

매우 흔함 혈소판감소증 14 (16.9%) 2 (2.4%) 1 (1.2%)

흔함 백혈구감소증 8 (9.6%) 4 (4.8%) 1 (1.2%)

내분비계 흔함 갑상선저하증 5 (6.0%) 0 (0.0%) 0 (0.0%)

사/영양 매우 흔함 식욕 부진 17 (20.5%) 2 (2.4%) 0 (0.0%)

흔함 식욕 감소 5 (6.0%) 0 (0.0%) 0 (0.0%)

정신계 흔함 불면증 7 (8.4%) 0 (0.0%) 0 (0.0%)

신경계 메우 흔함 미각이상 16 (19.3%) 0 (0.0%) 0 (0.0%)

매우 흔함 두통 10 (12.0%) 0 (0.0%) 0 (0.0%)

 *** 복통과 상복부통을 포함.

 *** 발진, 홍반성 발진, 박탈성 발진, 소포성 발진, 구진성 발진, 소양성 발진, 반점구진성 발진 및 건선 

피부염 포함.

 *** 부종 및 말초부종 포함.

 

4) 췌장내분비종양 제3상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이상반응

치료기간의 중앙값은 수니티닙 투여군 139일(범위 13-532일), 위약 투여군 113일(범위 1-614

일)이었다. 수니티닙 투여군 19명(23%), 위약 투여군 3명(4%)이 1년 이상 시험에 참여하였

다. 투여 중단은 수니티닙 투여군 25명(30%), 위약 투여군 10명(12%)에서 나타났다. 투여량 

감량은 수니티닙 투여군 26명(31%), 위약 투여군 9명(11%)에서 발생했다. 이상반응으로 인

한 시험중단 비율은 수니티닙 투여군 22%, 위약 투여군 17%였다. 

두 군 모두에서 부분의 이상반응의 중증도는 1 또는 2등급 수준이었다. 3 또는 4등급 이상

반응은 수니티닙 투여군에서 54%, 위약 투여군에서 50% 보고되었다. <표 4>에서 수니티닙

을 투여받은 위장내분비종양 환자의 5%에서 보고된 약물관련 이상반응을 나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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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계 분류 빈도 이상반응
모든 등급

명(%)
3등급
명(%)

4등급
명(%)

흔함 현기증 5 (6.0%) 1 (1.2%) 0 (0.0%)

눈 흔함 눈꺼풀부종 5 (6.0%) 1 (1.2%) 0 (0.0%)

혈액계 매우 흔함 고혈압 19 (22.9%) 8 (9.6%) 0 (0.0%)

호흡기, 흉부 및 

종격

매우 흔함 비출혈 16 (19.3%) 1 (1.2%) 0 (0.0%)

흔함 호흡곤란 6 (7.2%) 1 (1.2%) 0 (0.0%)

위장관계 매우 흔함 설사 44 (53.0%) 4 (4.8%) 0 (0.0%)

매우 흔함 오심 32 (38.6%) 1 (1.2%) 0 (0.0%)

매우 흔함 구토 21 (25.3%) 0 (0.0%) 0 (0.0%)

매우 흔함 구내염 18 (21.7%) 3 (3.6%) 0 (0.0%)

매우 흔함 복통 12 (14.5%) 1 (1.2%) 0 (0.0%)

매우 흔함 소화불량 12 (14.5%) 0 (0.0%) 0 (0.0%)

흔함 변비   8 (9.6%) 0 (0.0%) 0 (0.0%)

흔함 구강 건조 7 (8.4%) 0 (0.0%) 0 (0.0%)

흔함 복통-상부 6 (7.2%) 1 (1.2%) 0 (0.0%)

흔함 아프타 구내염 5 (6.0%) 0 (0.0%) 0 (0.0%)

흔함 고창 5 (6.0%) 0 (0.0%) 0 (0.0%)

흔함 잇몸출혈 5 (6.0%) 0 (0.0%) 0 (0.0%)

피부 및 피하조직 매우 흔함 모발 변색 24 (28.9%) 1 (1.2%) 0 (0.0%)

매우 흔함 손/발의 

홍반성감각이

상증후군

19 (22.9%) 5 (6.0%) 0 (0.0%)

매우 흔함 발진 13 (15.7%) 0 (0.0%) 0 (0.0%)

매우 흔함 피부 건조 11 (13.3%) 0 (0.0%) 0 (0.0%)

흔함 손톱이상 8 (9.6%) 0 (0.0%) 0 (0.0%)

흔함 홍반 7 (8.4%) 0 (0.0%) 0 (0.0%)

흔함 황색피부 6 (7.2%) 0 (0.0%) 0 (0.0%)

흔함 탈모 5 (6.0%) 0 (0.0%) 0 (0.0%)

근골격계 흔함 심한 통증 7 (8.4%) 0 (0.0%) 0 (0.0%)

흔함 관절통 6 (7.2%) 0 (0.0%) 0 (0.0%)

전신 이상 및 

투여부위 증상

매우 흔함 피로/무력증 46 (55.4%) 5 (6.0%) 1 (1.2%)

매우 흔함 점막염증 13 (15.7%) 1 (1.2%) 0 (0.0%)

검사 매우 흔함 체중감소 11 (13.3%) 1 (1.2%) 0 (0.0%)

  전체이상반응 81 (97.6%) 29 (34.9%) 7 (8.4%)
 

5) 피부 및 조직

이 약 주성분의 색(노란색)이 원인일 수 있는 피부착색이 약물과 연관된 흔하게 나타난 이상

반응으로 략 30%의 환자에서 나타났다. 이 약 투여시 모발 혹은 피부 탈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부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증상들은 피부건

조, 피부의 두꺼워짐 혹은 갈라짐, 손바닥 및 발바닥의 수포 혹은 간헐성 발진이다. 이 이상반

응들은 축적적이지 않았으며, 전형적으로 가역적이고, 일반적으로 약물투여의 중단이 필요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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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혈

시판 후 조사를 통해, 위장관계, 호흡기계, 종양, 요로, 뇌의 출혈 등이 포함된 출혈이 보고되

었으며, 이중 일부는 치명적이었다. 위장관 기저종양 및 신세포암 임상시험에서는, 이전 화학

요법 치료경험이 없는 전이성 신세포암 환자에서, 인터페론알파 투여군의 11%에 비해, 수니

티닙 투여군의 39%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다. 3등급 이상의 약물과 관련된 출혈 경험 환자는 

인터페론알파 투여 군에서 1명(0.3%) 였던 것에 비해, 수니티닙 투여군에서는 11명(3.1%)이

었다. 싸이토카인-불응성 전이성 신세포암 환자에서는 수니티닙 투여군의 26%가 출혈을 경

험하였다. 출혈에 한 임상평가는 전혈구수검사(CBC)와 신체진찰소견을 포함하였다.

위장관 기저종양 환자에서는 수니티닙 투여군의 37명/202명(18%)에서, 위약 투여군은 17명

/102명(17%)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다. 출혈 이상반응 중 가장 흔하게 보고된 것은 비출혈이었

다. 위장관 기저종양과 전이성 신세포암 환자에서 덜 흔한 다른 출혈 이상반응으로는 직장, 

잇몸, 상부 위장관, 생식기 및 상처부위 출혈이 보고되었다. 위장관 기저종양 환자의 임상시

험에서 수니티닙 투여군 14명/202명(7%)가, 위약 투여군은 9명/102명(9%)가 3, 4 등급의 출

혈 이상반응을 보였다. 또한 위약 투여군 환자 1명은 2주기에서 치명적인 위장관 출혈이 발

생하였다. 전이성 신세포암 환자에서 부분의 이상반응은 1 또는 2등급이었다; 이전 화학요

법 치료경험이 없는 환자에게서 1건의 5 등급 위출혈이 발생하였다. 

췌장내분비종양 임상시험에서, 출혈 사건은 비출혈을 제외하면, 수니티닙군 18/83명(22%), 

조군 8/82명 (10%)에서 보고되었다. 비출혈은 수니티닙군 17/83명(21%), 위약군 4명(5%) 

이었습니다. 수니티닙군 중 1/83명(1%)는 3등급 비출혈이었으며, 이외 다른 3, 4등급 출혈 

사건은 없었다. 위약군 중 3/82명(4%)에서 3 또는 4등급 출혈 사건이 보고되었다.

투여와 관련된 종양출혈이 수니티닙 투여군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갑자기 발생하며 폐종양의 

경우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할 만한 객혈 또는 폐출혈로 나타날 수 있다. 임상시험과 시판후 

조사를 통해 전이성 신세포암, 위장관 기저종양,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으로 수니티닙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폐출혈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일부는 치명적인 결과를 동반하였다. 수니티닙

은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사용하도록 허가되지 않았다.

3, 4 등급의 종양출혈이 위장관 기저종양 환자에 한 임상시험에서 수니티닙 투여군 5명/202

명(3%)에서 나타났다. 종양출혈은 빠르게 1주기, 늦게는 6주기에서도 발생하였다. 이들 5명중 

1명은 종양출혈로 인해 약물 투여를 중단하였으나, 나머지 4명은 종양출혈로 인해 약물투여를 

중단하거나 연기하지 않았다. 위장관 기저종양 환자를 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위약 투여군에

서는 종양내 출혈이 발생하지 않았다. 전이성 신세포암 환자에서는 종양출혈이 나타나지 않았

다. 종양출혈에 한 임상평가는 전혈구수검사(CBC)와 신체진찰소견을 포함하였다.

7) 혈액

3, 4 등급의 절  호중구 수의 감소가 각각 13.1% 및 0.9%의 환자에서 보고되었다. 3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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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의 혈소판 수의 감소는 각각 4% 및 0.5%의 환자에서 나타났다. 이 이상반응은 축적적

이지 않았고, 전형적으로 가역적이었으며 일반적으로 치료의 중단이 필요치 않았다. 또한 시

판후 조사에서 혈소판감소증과 연관된 치명적인 출혈이 몇 건 보고되었다. 수니티닙을 투여 

받는 환자에서 각 치료주기(cycle)의 초기에 전혈구수(CBC)의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8) 심혈관계

시판 후 조사에서 심부전과 심근병증, 심근이상을 포함하는 심혈관계 사건이 보고되었으며, 

이중 몇 건은 치명적이었다. 위장관 기저종양 및 신세포암 임상시험에서는, 위약이나, 인터페

론알파를 투여받은 환자에 비해 수니티닙을 투여받은 경우, 더 많은 환자가 좌심실박출률

(LVEF) 감소를 경험하였다. 위장관 기저종양 환자에 한 임상시험에서는 수니티닙 투여군 

22명/209명(11%)과 위약 투여군 3명/102명(3%)에서 좌심실 박출률이 정상수치의 하한선 이

하로 나타났다. 좌심실 박출률의 변화를 보인 위장관 기저종양 환자 22명 중 9명은 별도의 

치료 없이 회복되었고, 5명은 투여용량 감소(1명), 항고혈압약 또는 이뇨약 추가투여(4명) 후 

회복되었다. 6명은 회복되었다는 기록은 없는 상태에서 임상시험을 중단하였다. 또한, 3명은 

좌심실 박출률이 40% 미만으로, 3등급에 해당하는 좌심실 수축기능 감소를 보였으며, 이중 

2명은 시험약을 더 투여받지 않고 사망하였다. 위약투여군에서 3등급의 좌심실박출률 감소를 

보인 환자는 없었다. 위장관 기저종양 환자에 한 임상시험에서 수니티닙 투여군 1명과 위

약투여군 1명은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수니티닙 투여군 2명과 위약투여군 2명은 치료관련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이전 화학요법 치료경험이 없는 전이성 신세포암 환자에 한 시험에서 수니티닙 투여군 

27% 및 인터페론알파 투여군 15%에서 좌심실 박출률이 정상수치의 하한선 이하로 나타났다. 

수니티닙 투여군의 13명(4%)과 인터페론알파 투여군의 4명(1%)에서는 좌심실박출률이 기저

치로부터 20%을 초과하여 감소하였고, 최  50% 이하에 달했다. 좌심실 기능 부전은 수니티

닙 투여군의 3명(1%), 울혈성 심부전은 2명에서 보고되었다. 

‘심부전’, ‘울혈성 심부전’ 또는 ‘좌심실부전’ 등의 약물관련 이상반응이 고형암 환자에 한 

수니티닙 투여군에서 0.7%, 위약 투여군에서 1% 보고되었다.

췌장내분비종양에 한 제3상 임상시험에서, 수니티닙 투여군의 환자 1명(1%)이 치료와 관련

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수니티닙 투여 전 12개월 내에 심근경색증(중증/비안정형 협심증), 관상/말초동맥 우회술, 증

상성 울혈성 심부전, 뇌혈관 사건 또는 일과성허혈성발작, 폐색전과 같은 심장사건의 발병을 

보인 환자는 임상시험에서 제외되었다. 이들 동반질환이 약물관련 좌심실 기능 부전의 위험

을 높이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의사들은 이러한 위험성과 약물의 잠재적 유익성에 해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수니티닙을 투여 받는 동안 울혈성 심부전의 

증상 및 징후에 하여 주의깊게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수니티닙을 투여하는 동안 기저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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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인 좌심실 박출률을 평가하여야 한다. 심질환 위험요소가 없는 환자는 기저치에서 박

출률의평가가 고려되어야 한다.

울혈성 심부전의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수니티닙 투여를 중단하도록 권장한다. 울혈성 심부전

의 임상증상을 보이지는 않지만 박출률이 50% 미만이고, 기저치에서 20% 이상의 감소를 보

이는 경우 수니티닙 투여를 중단하거나 투여용량을 감량하여야 한다.

 

9) QT간격 연장

치료용량의 략 2배 용량에서 수니티닙은 QTcF (Fridericia’s correction) 간격을 연장시키는 

것이 관찰되었다. CTCAE (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 v3.0) 기준으

로 2등급 이상의 QT/QTc간격의 연장이 나타난 환자는 없었다. QT 간격 연장은 Torsade 

de pointes를 포함한 심실 부정맥의 위험성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Torsade de pointes는 

수니티닙 투여 환자의 0.1% 미만에서 관찰되었다. 수니티닙은 QT간격의 연장 병력이 있는 

환자들, 심부정맥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 또는 관련 심혈관 질환, 서맥, 혹은 전해질 장애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수니티닙을 주의하여 투여하여야 한다. 강력한 CYP3A4저

해제는 수니티닙의 혈장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병용시 주의하여야 하며 수니티닙의 

용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10) 고혈압

위장관 기저종양 및 신세포암 임상시험에서, 략 16%의 고형암환자에서 약물과 관련된 고

혈압이 보고되었다. 이 환자의 략 2.7%에서 수니티닙의 투여용량을 감량하거나 일시적으

로 투여를 연기 하였으나, 수니티닙 투여 중단이 필요한 경우는 없었다. 중증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200mmHg 초과 또는 이완기 혈압이 110mmHg 초과)이 4.7%의 환자군에서 나타났

다. 이전에 화학요법 치료를 받지 않은 전이성 신세포암(MRCC) 환자에서 약물 투여 관련 

고혈압이 수니티닙 투여군의 30%, 인터페론알파 투여군의 6%에서 보고되었다. 중증의 고혈

압 발생률은 수니티닙 투여군 12%과 인터페론알파 투여군에서 ＜1%였다.

제3상 췌장내분비종양 임상시험에서 수니티닙군의 22/83명(27%), 위약군의 4/82명(5%)이 

고혈압을 경험하였다. 3등급 고혈압은 수니티닙군 8/83명(10%), 위약군 1/82명(1%)에서 보

고되었고, 4등급 고혈압은 보고되지 않았다. 고혈압으로 인한 수니티닙 감량 또는 일시적인 

투여 연기가 췌장내분비종양 시험의 수니티닙 투여군 중 7/83명(8%)에서 나타났다. 1명의 환자

가 고혈압으로 인해 시험을 중단하였다. 중증 고혈압(수축기＞200mmHg, 확장기＞110mmHg)

이 수니티닙 투여군 8/80명(10%), 위약 투여군 2/76명(3%)에서 보고되었다.

환자들은 고혈압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항고혈압약으로 치료하여야 한다.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중증 고혈압의 경우 혈압이 조절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수니티닙 투여

를 중단할 것을 권장한다. 혈압이 적절히 조절되면 치료를 다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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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갑상선기능 이상

기저치에서 갑상선 기능에 한 실험실 검사 실시를 권장하며, 갑상선기능 저하증 또는 갑

상선기능항진증 환자는 수니티닙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표준 치료법으로 치료 받아야 한다. 

수니티닙 치료 동안 모든 환자에 해 갑상선기능이상의 증상과 징후를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갑상선기능이상을 암시하는 증상 및/또는 징후를 보이는 환자는 갑상선 기능을 실험

실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표준 치료법으로 치료하여야 한다.

위장관 기저종양 환자에서 수니티닙 투여군의 4%, 위약 투여군의 1%에서 갑상선기능저하

증이 나타났다. 이전에 화학요법을 받지 않은 전이성 신세포암 환자에서 수니티닙 투여군의 

16%와 인터페론알파 투여군의 3명의 환자(＜1%)에서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보고되었으며, 

사이토카인 불응성인 전이성 신세포암에 한 두개의 임상 시험에서는 4%의 환자에서 갑상

선기능 저하증이 보고되었다. 추가로, 사이토카인 불응성인 전이성 신세포암 환자의 2%에

서 TSH의 증가가 보고되었다.

종합하면, 사이토카인 불응성 전이성 신세포암 환자의 총 7%에서 임상 또는 실험실적인 갑

상선기능저하증의 증거가 나타났다. 췌장내분비종양 임상시험에서는 갑상선기능 저하증이 

수니티닙 투여군 6/83명(7%), 위약 투여군 1/82명(1%)에서 보고되었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임상시험과 시판후 조사경험에서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이중 몇몇 경우

는 갑상선기능저하증 발생 이후에 나타났다.

12) 위장관계 이상반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약물투여와 관련된 위장관 이상반응으로 오심, 설사, 구내염, 소화불

량 및 구토가 보고되었다. 처치가 필요한 위장관 질환인 경우 진토제 또는 지사제와 같은 

보조 요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 약을 투여한 복강내 종양환자에서 위장관 천공을 포함한 중 한 때때로 치명적인 위장관

계 합병증이 나타났다.

 

13) 췌장염

혈중 리파제 및 아 라제의 증가가 수니티닙을 투여받은 다양한 고형 종양 환자들에서 관찰

되었다. 리파제 농도의 증가는 일시적이었으며 췌장염의 증상이나 징후를 동반하지 않았다. 

췌장염은 고형암 환자의 0.4%에서 나타났으며, 췌장내분비종양 임상시험에서 수니티닙 투

여군 1명(1%), 위약 투여군 1명(1%)에서 췌장염이 보고되었다. 췌장염 증상이 나타나면, 수

니티닙의 투여를 중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14) 간독성

간독성이 수니티닙 투여 환자에게서 관찰되었다. 간기능 부전이 수니티닙을 투여받은 고형



595

2. 안전성 정보처리 현황

암 환자의 1% 미만에서 발생하였으며, 일부 사례는 치명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간기능 

검사 수치(ALT, AST, 빌리루빈 수치) 모니터링을 약물 치료 전, 각각의 치료주기 동안, 그리

고 임상적 징후가 나타날 때 실시한다. 3 또는 4등급의 간 관련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수니티

닙 투여를 일시 중단해야 하며, 이상반응이 소실되지 않으면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15) 발작

임상시험에서 발작은 뇌전이의 방사소견을 보인 환자에서 나타났다. 또한 발작와 가역적인 

후두부 백질뇌병증(RPLS: Reversible Posterior Leukoencephalopathy Syndrome)의 방사소

견을 보인 환자가 드물게(＜1%) 보고되었다. 이러한 환자들 중 치명적인 경우는 없었다. 발

작 및 가역적 후두부 백질뇌병증의 증상(고혈압, 두통, 각성도 감소, 정신기능 변화, 피질성 

시각소실을 포함하는 시각상실 등)을 보인 환자는 고혈압조절을 포함한 치료 등을 통해 잘 

관리되어야 한다. 일시적인 약물 투여의 중단을 권고하며, 증상이 호전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투여를 계속할 수 있다.

16) 부신 기능

부신독성이 랫트와 원숭이에 한 14일~9개월의 반복독성 시험에서 나타난 바 있으며, 이 

때의 혈중 노출량은 임상시험에서 관찰된 AUC의 0.7배로 낮게 나타났다. 부신의 조직학적 

변화로 출혈, 괴사, 울혈, 비 , 염증이 관찰되었다. 임상시험에서 수니티닙을 1주기 이상 

노출 후 336명에서 얻어진 CT/MRI에서 부신 출혈이나 괴사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부

신피질자극호르몬(ACTH) 자극검사가 다수의 수니티닙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 400명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ACTH 자극검사에서 기저치가 정상이었던 환자 중 1명이 수니티닙으로 

치료 중 비정상적인 검사 결과를 보였으며 설명되지 않았으나, 수니티닙 투여와 관련이 있

을 수 있다. 추가로, 기저치에서 정상이었던 11명의 추가 환자들은 마지막 검사에서 비정상

적인 수치를 보였으며 자극 후 코티졸 농도는 12~16.4mcg/dL(정상수치＞18mcg/dL)이었습

니다. 이들 중 부신기능 부전의 임상소견을 보인 환자는 아무도 없었다. 의사는 수술, 외상 

또는 중증의 감염과 같은 스트레스를 겪는 환자에서 부신기능 부전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17) 정맥 혈전색전증

위장관 기저종양에 한 3상 시험에서 수니티닙 투여군의 7명(3%)과 위약 투여군의 0명에

서 정맥 혈전색전증이 나타났다. 7명 중 5명은 3등급의 심부 정맥혈전증(DVT)이었고, 다른 

2명에서는 1내지 2 등급이었으며, 이들 7명 중 4명이 심부정맥혈전증의 첫 관찰 후 치료를 

중단하였다. 이전에 화학요법을 받지 않은 전이성 신세포암 환자에서 수니티닙 투여 환자의 

13명(3%)과 사이토카인 불응성 전이성 신세포암에 한 두 건의 임상시험에서 수니티닙 투

여환자의 4명(2%)에서 정맥 혈전색전증이 보고되었다. 이들 환자 중 9명은 폐색전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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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서 2등급이고 다른 8명에서는 4등급이었으며, 8명은 심부정맥혈전증으로 1등급 1명, 2

등급 2명, 3등급 4명, 4등급 1명이었다. 이들 중 한 명에서 약물의 투여를 중단하였다.이전

에 화학요법 치료를 받지 않은 전이성 신세포암 환자에 인터페론알파를 투여한 6명 (2%)에

서 정맥 혈전색전증이 보고되었다. 한 명이(＜1%) 3등급의 심부정맥혈전증을 보였고, 5명은

(1%)에서는 폐색전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4등급에 해당하였다.

수니티닙을 투여 받은 고형암 환자의 략 1.1%에서 약물과 연관된 폐색전증이 보고되었다. 

이 환자들 중 수니티닙의 투여중단이 필요한 환자는 없었으나, 몇몇의 환자에서 투여 용량

을 감소하거나 치료를 일시적으로 연기하였다. 약물 투여를 다시 시작한 후에는 폐색전의 

재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췌장내분비종양 임상시험에서, 위약 투여군 5명(6%)에 비해, 수니티닙 투여군 1명(1%)에서 

정맥 혈전색전증이 보고되었고, 2등급 혈전증이었다. 위약 투여군 환자 중 2명은 정맥혈전

색전증으로 1명은 3등급이었으며, 다른 2명은 폐색전으로 각각 3등급, 4등급이었다. 또 다

른 1명은 3등급 경정맥혈전이었다.

18) 수술

수니티닙 치료 중 상처치유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가 보고되었다. 주요 수술(major surgery)을 

받는 환자는 주의하기 위해 수니티닙 치료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것을 권고한다. 주요 외과수

술 이후의 치료재개 시점에 한 임상적 경험은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주요 외과수술 이후 

수니티닙 치료 재개에 한 결정은 수술 후 회복여부에 한 임상적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

19) 턱뼈괴사

이 약으로 치료받은 환자 중에서 턱뼈괴사 사례가 보고되었다. 다수의 환자는 비스포스포

네이트계열 약물의 정맥투여나 침습적 치과 치료 같은 턱뼈괴사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

다. (일반적 주의 참조)

20) 종양용해 증후군 (Tumor Lysis Syndrome)

임상시험과 시판후 사용에서 수니티닙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종양용해증후군이 보고되었으

며, 일부 사례는 치명적이었다. 종양용해증후군의 위험이 있었던 환자는 일반적으로 치료 

이전에 적하중량(tumor burden)이 컸던 경우였다 이런 환자들은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적

절하게 치료해야 한다. 

21) 시판 후 추가로 보고된 이상반응:

아래의 이상반응이 수니티닙의 시판 후 사용 중에 확인되었다. 이 반응들은 모집단의 크기

가 명확하지 않은 환자군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되었으므로, 발생 빈도를 확실히 평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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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노출과의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 혈액 및 림프계 이상: 미세혈관병증 사례가 드물게 보고되었다. 이 경우 수니티닙을 일시적

으로 중단할 것을 권고하며, 해당 이상반응이 치료된 이후, 처방의의 판단에 따라 수니티닙 

치료를 재개할 수도 있다. 

  - 호흡기계 이상: 폐색전이 보고되었으며, 일부 사례는 치명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 내분비 이상: 갑상선기능항진증 사례가 임상시험과 시판후 조사경험에서 드물게 보고되었으

며, 이중 몇몇 경우는 갑상선기능저하증 발생 이후에 나타났다. 

  - 면역계 이상: 혈관부종을 포함한 과민반응이 보고되었다. 

  - 감염: 중증 감염(호중구감소증 동반 또는 미동반)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일부 사례는 치명적

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수니티닙 치료시 가장 빈번히 관찰되는 감염들은 종양 환자에서 전형

적으로 나타나는 감염들이었다 (예. 호흡기, 요로, 피부감염 및 폐혈증 등). 회음부를 포함하

여, 괴사근막염이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일부 사례는 치명적이었다.

  -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급성 신부전을 동반하거나 하지않은 근육병증 및/또는 횡문근융해증

이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일부 사례는 치명적이었다. 이런 환자들 중 부분은 약물 복용 

이전에 이미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었거나, 이러한 이상반응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약물을 병용투여받고 있었다. 근육 독성의 증상이나 징후가 나타난 환자는 표준 치료요법으

로 치료받아야 한다. 누공 생성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때때로 종양 괴사 및/또는 퇴행

과 관련되었고, 일부 사례는 치명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 신경계 이상: 무미각증을 포함한 미각 이상이 보고되었다.

  - 심장 이상: 심근병증이 보고되었으며, 일부 사례는 치명적이었다.

  - 신장 및 비뇨기계 이상: 신장애 및/또는 신부전이 보고되었으며, 일부 사례는 치명적이었다. 

단백뇨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신장증후군 사례가 드물게 보고되었다. 기저치 뇨분석이 권장

되며, 환자에게서 단백뇨가 발생되거나 악화되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중등증-중증 단백뇨 

환자에 한 지속적인 수니티닙 치료 시의 안전성은 체계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신장증후

군 환자에 해서는 수니티닙 치료를 중단한다. 

  - 혈관이상: 수니티닙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동맥 혈전색전 사건이 보고되었으며, 일부사례는 

치명적이었다. 가장 빈번한 사건으로는 뇌혈관 사고, 일과성  허혈발작 및 뇌경색증이 포함

되었다. 동맥 혈전색전증과 관련된 위험인자로는, 기저 악성질환 보유와, 65세 이상인 경우

도 포함하여, 고혈압, 당뇨병, 이전 혈전색전성 질환 보유 등이 포함된다.

  - 사 및 영양질환: 수니티닙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종양용해증후군이 보고되었으며, 일부사

례는 치명적이었다.

  - 출혈사건: 수니티닙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폐출혈이 보고되었으며, 일부사례는 치명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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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적 주의 

1) 이 약을 투여 받는 환자는 비슷한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의사가 모니터링해야 한다. 

부분의 이상반응은 가역적이며, 이로 인해 치료를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이 약을 투여 받은 고형암 환자에서 설사, 오심, 구내염, 소화불량, 구토와 같은 위장관계 이

상반응이 가장 흔하게 나타났으며, 이들에 한 보조요법으로 진토제 혹은 지사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3) 이 약의 색상(노랑)으로 인한 피부변색이 약 1/3의 환자에서 나타났다. 환자에게 이 약을 투

여하는 동안 머리카락이나 피부의 탈색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피부에 한 다른 

영향으로는 피부건조, 피부 두꺼워짐 또는 피부갈라짐, 손·발바닥의 물집 또는 발진이 나타

날 가능성이 있다. 

4) 다른 이상반응은 피로, 고혈압, 출혈, 부종, 구강통증/자극 및 미각변화 등이 보고되었다. 

5) 환자는 일반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을 포함한 현재 복용하고 모든 병용약물에 해 의사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약물상호작용 참조). 

6) 이 약으로 치료받은 환자에게서 턱뼈괴사 사례가 보고되었다. 턱뼈괴사가 보고된 환자의 

부분이 수니티닙 복용 동시 또는 이전에, 턱뼈괴사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의약품인 비

스포스포네이트계열 약물을 정맥주사로 투여받았다. 따라서 수니티닙과 비스포스포테이트계

열 약물 정맥 주사를 병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침습적 치과 치료 

또한 위험 요인이다. 수니티닙 치료 전에, 치과적 검사와 적절한 예방적 치료가 고려되어야 

한다. 비스포스포네이트계열 약물의 정맥투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환자는 가능한 한 침습

적 치과치료를 피해야 한다. 

5. 약물 상호작용

1) 이 약과 강력한 CYP3A4 저해제(케토코나졸, 이트라코나졸, 클래리스로마이신, 아타자나비어, 

인디나비어, 네파조돈, 낼피나비어, 리토나비어, 사퀴나비어, 텔리스로마이신, 보리코나졸 등)

의 병용투여는 수니티닙의 혈중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2) 자몽쥬스는 이 약의 혈장농도를 높일 수 있다.

3) 이 약과 강력한 CYP3A4 유도제(덱사메타손, 페니토인, 카바마제핀, 리팜핀, 리파부틴, 리파펜

틴, 페노바르비탈, 세인트 존스워트 등)의 병용투여는 수니티닙의 혈중농도를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감소시킬 수 있다. 

4) 세인트 존스워트는 이 약의 혈장농도를 예측 불가능한 범위에서 감소시킬 수 있다. 이 약을 

복용중인 환자는 세인트 존스워트를 병용하면 안된다.

5) 이 약과 CYP3A4 저해제나 유도제를 병용 투여하는 환자는 용량 조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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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부

임부를 상으로 한 충분하고 적절하게 평가된 임상시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약은 임신

기간 동안 또는 적절한 피임을 하고 있지 않은 가임 여성에게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태아에 

한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면 투여해서는 안 된다. 이 약을 임신 중 

투여하거나,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임신이 된 환자에는 태아에 한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 

가  임 여성은 이 약 복용 중에는 임신을 피하도록 한다.

2) 수유부

수니티닙과 그 사체는 랫트의 유즙으로 이행되었다. 수니티닙 15mg/kg을 수유 랫트에 투

여한 결과 수니티닙 및 그 사체는 혈장보다 12배까지 높은 농도로 광범위하게 유즙으로 

분비되었다. 수니티닙과 활성 사체가 사람에서도 유즙으로 이행되는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

다. 이 약의 모유 이행 가능성과 수유아에 한 중 한 이상반응 가능성으로 인해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에는 수유를 중단하여야 한다.

7. 소아에 대한 투여

1) 이 약의 소아에 한 안전성·유효성 시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원숭이에서 AUC에 근거하여 사람의 1일 권장용량의 약 0.4배 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을 3개월 

이상 투여한 결과 성장판 형성장애가 관찰되었다(2, 6, 12mg/kg/day 용량을 3개월 투여, 0.3, 

1.5, 6.0mg/kg/day 용량을 8주기 투여). 성장기 랫트에 1.5, 5.0, 15.0mg/kg 용량을 3개월 

동안 매일 투여하거나, 0.3, 1.5, 6.0mg/kg/day 용량을 5주기 동안 투여한 결과, 5mg/kg 이

상 용량에서 퇴골의 골단연골 비후와 경골의골절 증가와 같은 골격이상이 나타났다

(5mg/kg AUC에 근거하여 10배에 해당하는 용량). 또한 치아우식증이 5mg/kg 이상의 용량

을 투여한 랫트에서 관찰되었다. 성장판 형성장애의 정도와 발현율은 용량에 비례하며 치료

를 중단하면 가역적으로 돌아오지만 치아는 그렇지 않았다. 원숭이의 3개월 시험에서 무해용

량(no effect level)은 규명되지 않았으나, 8주기 간헐적 투여시험에서의 무해용량은 

1.5mg/kg/day 이었다. 랫트에서 골에 한 무해용량(NOEL)은 2mg/kg/day 이하였다.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임상시험에서 수니티닙을 투여받은 위장관 기저종양 및 전이성 신세포암 환자 825명중 227명

(34%), 췌장내분비종양 환자 22명(27%)이 65세 이상이었다. 젊은이와 고령자간에 안전성이나 유효

성의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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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험실 이상검사

1) 임상 검사 : 이 약을 투여 받는 환자에 하여 매 투약 주기의 초기에 전 혈구수검사(CBC)에 

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10. 과량 투여

임상시험에서 이 약의 과량복용이 보고된 예는 없다.

전임상시험에서 랫트에 500mg/kg(3000mg/㎡)을 5일 투여후 사망예가 보고되었다. 이 용량에

서 나타나는 독성증상으로 근육협조능 손상, 머리 흔들림, 운동저하증, 안구 돌출, 입모, 위장관계 

통증이 있다. 저용량을 장기간 투여시 사망과 독성증상이 나타났다.  과량 투여시 치료는 일반적인 

지지요법으로 한다. 특정 해독제는 없으며 필요시 구토나 위세척을 통해 흡수되지 않은 약물을 제

거한다. 몇 건의 과량투여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 사례들은 이미 알려져 있는 수니티닙의 안전성 

프로파일과 일관되는 이상반응과 관련되거나, 이상반응과는 관련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11. 기타 

1) rasH2 형질전환 마우스에 약물을 매일 지속 경구투여한 1개월 간의 용량 결정 실험 시(0, 

10, 25, 75, 200mg/kg/day) 최고용량(200mg/kg/day)에서 십이지장 Brunner’s gland에서의 

암종과 증식이 관찰되었다.

rasH2 형질전환 마우스에 6개월 매일 경구투여 시의 발암성(0, 8, 25, 75 [50으로 감량] 

mg/kg/day) 을 평가하였다. 위십이지장종양, 기저 혈관육종의 발생증가 및/또는 위점막 증

식이 1 또는 6개월의 투여기간 동안 ≥ 25 mg/kg/day 용량군에서 관찰되었다 (1일 권장용량 

투여 환자 AUC의 ≥ 7.3배). 2년 간의 랫트 발암성 실험 (0, 0,33, 1, 3mg/kg/day)에서, 수니

티닙을 28일간 투여하고, 이후 7일간 쉬는 주기로 실험하였을 때, 3mg/kg/day를 1년 초과해 

투여받은 수컷 랫트의 부신수질에서 크롬친화성세포종과 과증식 발생이 증가하였다 (1일 권

장용량 투여 환자 AUC의 ≥7.8배). ≥1mg/kg/day 투여 암컷과, 3mg/kg/day 투여 수컷의 

십이지장 Brunner’s gland에서의 암종이, 3mg/kg/day 투여 수컷의 선위(glandular stomach)

에서의 점막세포 과증식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1일 권장용량 투여 환자 AUC의 각각 ≥ 0.9

배, 7.8배, 7.8배에 해당하는 용량이다. 수니티닙 투여 시 rasH2 형질전환 마우스 및 랫트에

서 관찰된 발암성과 인체와의 관련성은 명확치 않다.

2) 이 약은 in vitro 분석(세균변이(AMES assay), 인간 림프구 염색체 이상)과 in vivo 랫트 골수 

소핵시험에서 유전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3) 암컷 생식기에 한 영향이 원숭이에 한 3개월의 반복독성시험(2, 6, 12mg/kg/day)에서 

확인되었는데, 12mg/kg/day 용량(AUC에 근거하여 사람의 1일 권장용량의 약 5.1배에 해당

하는 용량)에서 난소변화(여포 발달 감소)가 나타났다. 반면 자궁변화(자궁내막 위축)는 

2mg/kg/day(AUC에 근거하여 사람의 1일 권장용량의 약 0.4배에 해당하는 용량) 이상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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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서 나타났다. 질위 축과 함께 자궁 및 난소에 한 영향이 6mg/kg/day 용량으로 원숭이

에 한 9개월의 시험에서 보고되었다(0.3, 1.5, 6mg/kg/day 를 28일간 매일 투여 후 14일 

동안 휴지기를 가짐 ; 6mg/kg은 AUC에 근거하여 사람의 1일 권장용량의 약 0.8배에 해당하

는 용량). 3개월 시험에서 무해용량(NOEL)은 규명되지 않았으나, 원숭이에서 9개월 시험에서 

무해용량은 1.5mg/kg/day 이었다.

비록 랫트의 수태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이 약은 인체에서 수정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 암컷 랫트에서 5.0mg/kg/day이하 용량에서 수태능에 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0.5, 1.5, 5.0mg/kg/day을 수정 후 7일까지 21일간 투여, 5.0mg/kg/day는 AUC에 근거하여 

사람의 1일 권장용량의 약 5배에 해당하는 용량). 그러나 5.0mg/kg의 용량에서 유의한 태자

치사가 관찰되었다. 약물 투여되지 않은 암컷 랫트와의 교미전에 수컷 랫드에 58일간 1, 3, 

10mg/kg/day 용량으로 이 약을 투여시 생식 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10mg/kg/day 

이하의 용량에서는 수태능, 교미, 수태지수와 정자평가(형태, 농도, 운동성) 모두에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10mg/kg은 AUC에 근거하여 사람의 1일 권장용량의 약 25.8배에 해당하는 용량).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한국화이자제약(주) 수텐캡슐12.5 리그램(수니티닙말산염) 수입

2 한국화이자제약(주) 수텐캡슐25 리그램(수니티닙말산염) 수입

3 한국화이자제약(주) 수텐캡슐50 리그램(수니티닙말산염)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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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데포비어디피복실 단일제 (경구)
(Adefovir Dipivoxil)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이 약은 권장 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해서는 안된다.

2) 치료 중단 후 간염의 악화 

  ① 이 약 투여중단을 비롯하여 B형 간염 치료를 중단한 환자에서 심각한 급성 간염 악화가 

보고된 바 있다. 이 약 투여 중단 후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환자의 간기능을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B형 간염 치료를 재개할 수 있다. 

  ② 이 약으로의 임상 시험에서, 이 약 투여 중단 후 25%의 환자에서 간염의 악화(ALT의 정상 

상한치의 10배 혹은 그 이상 상승)가 발생하였다. 이들 사례들은 부분 약물 투여중단 

12주 이내에 발생하였다. 이들 악화는 일반적으로 HBeAg 혈청전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였고, 바이러스 복제가 재개된 동시에 혈청 ALT도 상승되었다. 상성 간질환 

HBeAg 양성 및 HBeAg음성 환자를 상으로 한 시험에서 간염 악화는 간 상부전을 수

반하지는 않았다. 이 약 10mg으로 치료 받은 상성 간 기능 환자들에서 발생한 혈청 ALT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아데포비어디피복실 단일제 (경구) (Adefovir Dipivoxil)

 분류 번호 ∙ [03910] 간장질환용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정보 사항 ∙ 이상반응 항목

  - 이상반응 항목에 “(뼈통증이 나타나며 드물게 골절을 초래

함)과 근육병증” 추가하는 등 변경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1108호, 2012. 4.19.)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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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은 간 상부전과 관련된 임상적 또는 실험실 수치 변화를 동반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행된 간질환 혹은 간경화 환자에서는 간 상부전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다. 부분의 

사례가 자기한정적이거나 치료를 재개하면 해결 되었으나 치명적인 사례를 포함한 심각한 

간염 악화도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투여를 중단한 후 몇 개월 동안은 환자를 주의깊게 모

니터링하여야 한다.

  ③ 진행된 간질환이나 간경화 환자는 치료 초기 동안 주의깊게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④ HIV감염 환자에서 뉴클레오시드 아날로그 병용요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중증 간비  및 

지방간과 관련 있는 때로 치명적인 유산산증(저산소혈증을 수반하지 않은)이 보고되었다. 

Aminotransferase값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진행성 간비 , 병인이 알려지지 않는 사성 유

산산증이 나타날 경우에는 뉴클레오시드 아날로그 투여를 중단하여야 한다. 간비  또는 

다른 간질환 관련 위험요인이 있는 환자. 특히 비만인 여성의 경우 뉴클레오시드 아날로그

를 처방할 때는 주의하여야 하고 이들 환자를 면 히 관찰하여야 한다. 비 상 간질환을 

동반한 B형 간염 환자에서 때때로 이러한 이상반응이 보고되었다.  

3) 신독성 

  ① 이 약의 장기 투여(1일 1회 10 리그람)로 신독성이 생길 수 있다. 정상적인 신기능을 가진 

환자에서 신독성의 위험은 낮지만, 신기능 장애가 있거나 신기능 장애의 위험이 있는 환자 

또는 사이클로스포린, 타크로리무스, 아미노글리코사이드, 반코마이신 및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등 신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을 병용투여하고 있는 환자에서는 특별히 

중요하다. 이 약으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환자들의 크레아니틴 청소율을 계산하는 

것이 권장된다.

  ② 혈청 크레아티닌의 지속적인 증가 및 혈청 인의 감소로 특징지어지는 신독성이 아데포비어 

디피복실 고용량을 투여하는 HIV 감염 환자(1일 60 및 120 리그람) 및 만성 B형 간염 

환자(1일 30 리그람)에서 아데포비어 디피복실 치료에 해 치료 제한 독성이 있음이 나

타났다. 

  ③ 이 약으로 치료를 받는 모든 환자들, 특히 신장애나 그 병력이 있는 환자나 기타 신장애의 

위험이 있는 환자들은 신기능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환자들에서는 혈청 

크레아티닌 및 혈청 인 변화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권장된다. 치료 초기 또는 치료 도중

에 신기능 부족을 나타내는 환자들은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약의 치료로 신독성

이 나타난 환자에서는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기 전에 이 약 치료의 유익성과 위험성을 주

의깊게 고려해야 한다. 

  ④ 혈액 투석 이외의 투석법(예, 휴  복막 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장 질환 환자에 해서

는 연구되지 않았다. 

4) HIV 내성

이 약으로의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환자에 해 HIV 항체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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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안되거나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HIV에 감염된 만성 B형 간염 환자를 상으로 이 약과 

같이 HIV에 해서도 활성을 나타내는 약제로 B형 간염을 치료할 경우 HIV 내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약은 환자의 HIV RNA를 억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HIV에 동시 감염된 

만성 B형 간염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이 약을 사용한 자료는 제한적이다. 

5) HIV 동시 감염

이 약 10mg 투여가 HIV 복제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다. HIV에 동시 감염

된 환자는 이 약으로 HBV 감염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입증된 항바이러스 치료법으로 HIV 

RNA를 조절(＜400 copies/mL)하여야 한다.

HIV에 동시 감염되었으나 항바이러스 치료가 요구되지 않는 환자들에게 만성 B형 간염 치료 

목적으로 이 약을 단독 투여시 HIV 변이의 위험이 있다. 

6) 유산 산증 / 지방증을 동반한 중증 간비

뉴클레오시드 유사체 단독투여 또는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병용투여했을 때 치명적인 

사례를 포함한 유산산증과 지방증을 동반한 중증 간비 가 보고되었다. 아데포비어도 구조적

으로 뉴클레오시드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이 배제될 수 없다.

이들 사례의 부분은 여성에게서 보고되었고 비만과 장기간에 걸친 뉴클레오시드에 한 노

출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간질환에 한 위험요소가 있는 환자에게 뉴클레오시드 유사체

를 투여할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하나, 위험요소가 없는 환자에서도 사례들이 보고되었

다. 유산산증 또는 뚜렷한 간독성(눈에 띄는 아미노기 전이효소의 상승이 없이 나타나는 간비

 및 지방증 포함)을 의심할만한 임상적 또는 실험실적 이상이 나타난 환자에 해서는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7) 기타

  ① 이 약의 투여가 다른 사람에게로의 B형 간염 전염 위험을 감소시키는 지는 증명되지 않았

으므로 적절한 주의가 필요함을 환자에게 충고하여야 한다. 

  ② 생체 내에서 아데포비어 디피복실이 아데포비어로 사되면서 생기는 pivalic acid는 자유 

카르니틴과 축합하여 신장으로 배설된다. 따라서 이 약을 카르니틴 결핍증(선천성) 환자에

게 투여시 주의하여야 한다. 카르니틴과의 결합에 한 임상적 유의성은 알려지지 않았다. 

Valproic acid와 같이 카르니틴 농도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약물이나 pivalic acid를 

분리시키는 다른 약물과 이 약을 병용투여한 자료는 없다. 만성 B형 간염 환자에게 이 약

을 투여한 임상시험에서 혈청 카르니틴의 수치의 변화는 이 약 투여군과 위약 투여군에서 

비슷하였다. 따라서 이 약 투여시 일반적인 L-카르니틴 보조요법이나 혈청 카르니틴 수치

의 모니터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③ 이 약은 테노포비어 또는  엠트리시타빈과 테노포비어의 복합제, 에파비렌즈, 엠트리시타빈, 

테노포비어의 복합제와 같이 테노포비어를 포함하는 제제와 함께 투여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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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아데포비어 또는 이 약의 다른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라미부딘 내성 B형 간염의 임상적 근거를 보이는 간이식 전(n=226) 및 후(n=241) 만성 B형 간

염 환자를 상으로 각각 평균 치료기간 51주 및 99주로 203주까지 이 약으로 공개 임상시험을 

진행하였다. 신 기능장애에 하여 사이클로스포린과 타크로리무스와의 병용투여, 치료초기 신 기

능부족, 고혈압, 당뇨, 장기 이식 등을 포함한 위험요소를 지닌 간이식 전 후 환자들에게서 신기능

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신기능에서의 이러한 변화들에 해 이 약이 미치는 영향은 평가하

기가 어렵다. Kaplan-Meier estimate에 의해 볼 때, 간이식 전 환자들 가운데 48주까지 12%의 환자

에서, 96주까지 28%의 환자에서, 144주까지 30%의 환자에서 초기보다 ≥0.5mg/dL의 혈청 크레아

티닌 상승이 관찰되었고, 간이식후 환자들 가운데 48주까지 18%의 환자에서, 96주까지 35%의 환

자에서, 144주까지 35%의 환자에서 초기보다 ≥0.5mg/dL의 혈청 크레아티닌 상승이 관찰되었다. 

치료초기에 간 이식 전이었던 환자들을 고려하면, 48주까지 혈청 크레아티닌이 최소 0.5mg/dL 증

가한 것으로 확인된 환자들의 퍼센트(%)에 한 Kaplan-Meier estimate가 간이식 전보다 간이식 

후에서 더 높았다(52% vs 5%). 최종 방문까지 간이식 전 환자 중 1.3%(226명 가운데 3명), 간이식 

후 환자 중 2.5%(241명 가운데 6명)에서 ＜2.0mg/dL 의 혈청 인 수치를 보였다. 간이식 전 후 

환자들 가운데 4%의 환자가(467명 가운데 19명) 신장 반응으로 인해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였다. 

이 약으로 치료 받은 간 이식 전후 환자에서 치료와 관련된 것으로 2% 혹은 그 이상의 빈도로 

가장 빈번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① 전신 : 무력증, 두통, 발열

  ② 위장관 : 복통, 구역, 구토, 위창자내공기참, 설사, 간부전, 소화불량

  ③ 사 및 영양 : ALT 및 AST 상승, 비정상적 간기능, 저인산혈증

  ④ 호흡기 : 기침 증가, 인두염, 부비동염 

  ⑤ 피부 및 피부 부속기관 : 가려움증, 발진 

  ⑥ 비뇨기계 : 크레아티닌 상승, 신부전, 신기능 부족

4. 이상반응 

1) 48주간 이 약(n=294) 또는 위약(n=228)으로 이중맹검 치료를 받은 만성 B형 간염 환자 및 

상성 간질환 환자 522명을 상으로 한 두 시험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을 평가하였다. 

연장 치료에 의해, 이 약 10mg을 최소 1회 이상 투여한 총 492명의 환자들에 한 평균 치료 

기간은 49주였고, 최  치료기간은 109.4주였다. 3% 이상 보고된 이상반응을 <표 1>에 나타

내었고, 위약과 비교하여 이 약의 치료 동안 보고된 실험실적 검사수치 이상을 <표 2>에 요약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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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10mg (n = 294) 위약 (n = 228)

무력증 13% 14%

두통 9% 10%

복통 9% 11%

구역 5% 8%

위, 창자 내 가스 팽만 4% 4%

설사 3% 4%

소화불량 3% 2%

 

   

이 약 10mg 위약

(n=294) (n=228)

ALT (＞ 5 × ULN)

혈뇨 (≥ 3+)

AST (＞ 5 × ULN)

크레아틴 키나아제 (＞ 4 × ULN)

아 라제 (＞ 2 × ULN)

당뇨 (≥ 3+)

20%

11%

8%

7%

4%

1%

41%

10%

23%

7%

4%

3%

 * ULN = Upper limit of normal

  이 임상 시험에서 실험실적 수치 이상이 이 약 치료군 및 위약군에서 비슷한 빈도로 발생하였

으나, 간 아미노기 전이 효소의 상승은 위약군에서 더 자주 발생하였다.

2) 이 약을 연장 투여한 아래 두 공개임상시험에서, 크레아티닌의 증가가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HBeAg 음성 환자 125명에게 연장 투여했을때(최  226주간) 혈청 크레아티닌이 초기값보다 

최소 0.5mg/dL 증가한 피험자는 4명이었고 증가된 혈청 크레아틴 농도로 인해서 1명이 시험

을 중단하였다. 

HBeAg 양성 환자 65명에서 연장 투여했을때(최  234주간) 혈청 크레아티닌이 초기값보다 

최소 0.5mg/dL 증가한 피험자는 6명 이었고 증가된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로 인해서 2명이 

시험을 중단하였다.

3) 정상 신기능을 가진 환자 가운데 초기보다 혈청 크레아티닌이 0.3mg/dL 이상 상승된 환자는 

48주까지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의 4%에서 그리고 위약을 투여 받은 환자의 2%에서 관찰되

었다. 48주까지 초기보다 혈청 크레아티닌이 0.5mg/dL 이상 상승된 환자는 없었다. Kaplan- 

Meier estimate에 의해 볼 때, 96주까지 이 약 치료 환자의 10% 및 2%에서 혈청 크레아티닌

이 각각≥0.3mg/dL 및 0.5mg/dL 상승되었다(48주 이후부터의 위약 조시험 결과는 없다.). 

492명 가운데 혈청 크레아티닌이 초기보다 ≥0.3mg/dL 상승된 29명 가운데 20명은 치료를 

지속하여 회복되었고(초기보다 ≤0.2mg/dL), 8명은 변화가 없었으며 1명은 치료를 중단한 후 

회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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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상시험에서의 이상반응 보고에 추가하여 이 약의 시판 후 사용시 아래와 같은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알려지지 않은 환자수로부터 자발적으로 보

고된 것이므로 발생 확률을 산정할 수 없다.

  - 근 골격계와 결합조직 장애 : 골연화증(뼈통증이 나타나며 드물게 골절을 초래함)과 근육병

증(두 사례 모두 근위요세관질환과 관련 있음)

  - 신장 : 근위요세관질환, 판코니 증후군

  - 사 및 영양 : 저인산혈증

  - 위장관 : 췌장염

5)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4,158명의 환자를 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유해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78%(74명/4,158명, 118건)로 보고되었다. 간부전 

0.22%(9명/4,158명, 9건), 기침증가, 간신생물 각각 0.17%(7명/4,158명, 7건), 복통 0.14%(6

명/4,158명, 7건), 소화불량, 무력증, 가래증가 각각 0.12%(5명/4,158명, 5건), 오심 0.10%(4

명/4,158명, 5건), 위창자내공기참, 간경변증, 정맥류 각각 0.10%(4명/4,158명, 4건)등의 순

으로 조사되었다.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0.65%(27명/4,158명, 

40건)로 보고되었다. 복통, 소화불량, 무력증 각각 0.10%(4명/4,158명, 4건), 오심, 피로 각각 

0.07%(3명/4,158명, 3건), 위창자내공기참, 기침증가, 발진 각각 0.05%(2명/4,158명, 2건), 

적혈구이상 0.02%(1명/4,158명, 2건), 설사, 황달, 복수, 내성, 가래증가, 단백뇨, 배뇨곤란, 

요도질환, 고질소혈증, 국소피부반응, 두통, 골수과다형성, 골수기능억제, 비장비 가 각각 

0.02%(1명/4,158명, 1건)이었다.

국내 시판 후 조사기간 동안 발생한 중 한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0.77%(32명/4,158례, 49건)이었으며, 간부전 0.22%(9명/4,158명, 9건), 간신생물 0.17%(7명

/4,158명, 7건), 간경변증, 정맥류 각각 0.10%(4명/4,158명, 4건)등 이었다. 이 약과 인과관계

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0.02%(1명/4,158례, 3건)로 발진, 황

달, 복통 각각 1건이었다.

국내 시판 후 조사기간 동안 발생한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

이 0.94%(39명/4,158명, 61건)이었으며, 간신생물 0.17%(7명/4,158명, 7건), 가래증가 

0.12%(5명/4,158명, 5건), 간경변증, 정맥류 0.10%(4명/4,158명, 4건)등 이었다. 이 약과 인

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0.22%(9명/4,158명, 17건)이었

으며, 피로 0.07%(3명/4,158명, 3건), 적혈구이상 0.02%(1명/4,158명, 2건), 고질소혈증, 단

백뇨, 내성, 배뇨곤란, 요도질환, 비장비 , 복수, 골수기능억제, 골수과다형성, 국소피부반응, 

가래증가, 황달 각각 0.02%(1명/4,158명, 1건)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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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적 주의 

1) 이 약의 최적 치료기간 및 치료반응과 간세포종양 또는 비 상성 간경화와 같은 장기적인 

결 과 간의 상관관계는 알려져 있지 않다. 

2) 이 약이 기계조작 및 운전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된 바 없으나 이 약의 약리작용에 근거했

을때 이러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3) 신독성이 있는 약물 또는 이 약과 같은 신장 물질전달체(유기음이온운반체1, hOAT1)를 이용

하여 배설되는 약물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에 한 이 약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6. 상호작용 

1) 아데포비어는 신장으로 배설되므로 신기능을 감소시키는 약물 또는 양성 세뇨관 분비에 해 

경쟁적으로 작용하는 약물과 이 약을 병용투여 할 때 아데포비어 또는 병용투여되는 약물의 

혈청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2) 라미부딘과 트리메토프림/설파메톡사졸,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테노포비어를 제외하

고는 신장으로 배설되는 약물이나 신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과 이 약을 

병용투여 하였을 때 신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된 바 없다. 

3) 이 약은 트리메토프림/설파메톡사졸,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라미부딘의 약물동태를 변

화시키지 않는다.

4) 신장으로 배설되는 약물 또는 신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기타 약물과 이 약을 

병용투여할 때 이상반응에 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5) 이부프로펜 800 리그람을 1일 3회 투여하였을 때 아데포비어의 AUC는 약 23%, Cmax는 

약 33%가 증가되었다. 이들 증가는 이 약의 신 클리어런스의 감소보다는 생물학적 이용률이 

더 높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아데포비어 노출 증가의 임상적 유의성은 알려지지 

않았다. 

6) 아데포비어는 일반적으로 CYP450 효소를 저해하지 않지만 아데포비어가 CYP450 효소를 유

도할 가능성은 알려져 있지 않다. 

7) 사이클로스포린 및 타크로리무스 농도에 한 아데포비어의 영향은 알려져 있지 않다. 

8) 이 약과 라미부딘 100mg을 병용투여했을때 각 약물의 약물동태 양상을 변화시키지는 않았다.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부

  ① 아데포비어 디피복실을 경구로 랫드에 35mg/kg/day까지(사람의 치료용량인 10mg/day에

서 사람에서보다 23배의 전신 노출을 나타내었다.) 혹은 토끼에 20mg/kg/day까지(사람의 

치료용량인 10mg/day에서 사람에서보다 40배의 전신 노출을 나타내었다.) 투여한 생식 시

험에서 배아독성 또는 최기형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609

2. 안전성 정보처리 현황

  ② 모성독성과 관련된 용량으로(20mg/kg/day, 전신 노출은 사람의 38배) 임신한 랫드에 아데

포비어를 정맥투여 하였을 때, 배아독성 및 태아 기형 사례의 증가(전신부종, 함몰된 안구 

돌출, 배꼽탈장, 엉킴 꼬리)가 관찰되었다. 임신한 랫드에 아데포비어 2.5mg/kg/day을 정

맥투여 하였을 때 발달과 관련된 이상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전신 노출은 사람의 12배). 

  ③ 임부를 상으로 적절하게 잘 조절된 임상시험은 없다. 동물의 생식독성 시험결과로 인체

에서의 반응을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깊게 고려하여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여 명백하게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이 약을 투여하도록 한다. 

2) 진통 및 분만

임부를 상으로 시험한 자료 및 HBV가 모체에서 태아로 전달되는데 한 이 약의 영향과 

관련된 자료는 없다. 그러므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신생아에게 획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적절한 영아 면역을 실시해야 한다. 

3) 수유부

아데포비어가 모유로 이행되는지에 관해서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이 약을 투여받는 경우에는 

수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가임 여성

사람의 태아 발달에 한 잠재적인 위험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약을 투여받고 있는 가임 

여성은 효과적으로 피임하여야 한다.

8.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투여 

소아 및 청소년(18세 미만) 환자에 한 이 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1) 65세 이상의 환자들이 이 약에 해 젊은 환자들과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를 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실시되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병발 질환 또는 기타 

약물 치료로 인해 신기능 또는 심기능이 감소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고령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고령자에 한 이 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10. 과량투여 

1) 만성 HBV 감염 치료 권장 용량의 25~50배에 해당하는 용량인 아데포비어 디피복실 250mg 

및 500mg을 1일 1회 14일간 HIV 양성인 피험자에게 투여하였을 때, 경증~중등도의 위장관

계 이상반응이 발생하였다. 

2) 과량투여 발생시에는 독성 증상과 관련하여 환자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필요시 표준 보조 치

료법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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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데포비어는 혈액투석으로 제거될 수 있다. 아데포비어의 체중-교정 혈액투석 청소율의 중

앙값은 104mL/min이다. 이 약 10mg을 1회 투여한 후 4시간의 혈액 투석시 아데포비어의 

약 35%가 제거되었다. 복막 투석에 의한 아데포비어의 제거는 연구되지 않았다. 

11.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 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

를 주의할 것

12. 기타 

1) 동물에서의 독성

조직 변화 및/또는 BUN 및 혈청 크레아티닌의 증가로 특징지어지는 신 세뇨관 신장병증은 

동물에서 아데포비어 디피복실의 투여와 관련된 일차 용량제한적 독성이었다. 사람의 권장 

치료용량인 10 리그람/일을 투여하였을 때 략 3-10배 정도 높은 전신 노출을 나타낸 동물

에서 신독성이 관찰되었다. 

2) 발암성

마우스와 랫드를 상으로 아데포비어의 발암성 시험을 실시하였다. 마우스에서는 1, 3, 

10mg/kg/day의 용량으로 시험하였는데 10mg/kg/day에서도 치료와 관련된 종양 증가는 발

견되지 않았다(사람의 치료용량인 10mg/day에서 사람에서보다 10배의 전신 노출을 나타내

었다.). 랫드에서는 0.5, 1.5, 5mg/kg/day의 용량으로 시험하였는데 치료와 관련된 종양 증

가는 발견되지 않았다(5mg/kg/day에서는 사람에서보다 4배의 전신 노출을 나타내었다.). 

3) 유전독성

아데포비어 디피복실은 사 활성계의 유무와 관계없이 in vitro상 마우스 림프종 세포 분석

에서 유전독성이 있었다. 아데포비어는 in vitro상 사람 말초혈 림프구 분석에서 사활성계 

없이 염색체 이상을 유발하였다. 아데포비어는 in vivo상 마우스 미소핵 분석에서 2,000mg/kg 

까지도 염색체 이상을 유발하지 않았으며 사활성계의 유무와 관계없이 S. typhimurium 및 

E. coli균을 사용한 세균 복귀 돌연변이 분석(Ames test)에서도 돌연변이원성은 없었다. 

4) 생식독성

생식독성 시험에서 암컷 혹은 수컷 랫드에 30mg/kg/day 용량까지 투여하였을 때 생식능력

의 손실 근거는 나타나지 않았다(사람의 치료용량에서 사람에서보다 19배의 전신 노출을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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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헵세라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수입

2 (주)녹십자 아뎁세라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3 (주)다산메디켐 헵피어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4 (주) 웅 헵세데포정(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5 (주)동구제약 헵세포비정(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6 (주)바이넥스 아데시스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7 (주)비씨월드제약 헤포빌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8 (주)유한양행 아덱스정10mg(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9 (주)일화 헤파비르정10mg(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10 (주)종근당 에버헤파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11 (주)태평양제약 리벡실정(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12 (주)파마킹 헵셀정(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13 건일제약(주) 썬세라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14 경동제약(주) 아포빌정(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15 광동제약(주) 쎄비어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16 근화제약(주) 아데포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17 웅바이오(주) 헵세루사정(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18 원제약(주) 헤파세라정10mg(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19 한약품공업(주) 헵퓨어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20 동광제약(주) 동광아데포비어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21 동국제약(주) 헵세론정(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22 동성제약(주) 아데비르정(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23 동아제약(주) 헵세비어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24 동화약품(주) 아데비어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25 명문제약(주) 헵세스정(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26 미래제약(주) 헵사바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27 보령제약(주) 보령아데포비어정10mg(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28 부광약품(주) 부광아데포비어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29 삼일제약(주) 아데포라정10mg(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30 삼진제약(주) 아포리바정(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31 슈넬생명과학(주) 슈넬아데포비어정10mg(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32 신풍제약(주) 바이헤파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33 씨제이제일제당(주) 헵큐어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34 에스케이케미칼(주) 헵스크정(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35 영진약품공업(주) 아데포실정10mg(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국내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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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36 일동제약(주) 아데팜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37 일양약품(주) 아데실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38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리버세라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39 제일약품(주) 아뎁틴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40 진양제약(주) 아데바정(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41 코오롱제약(주) 헵텍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42 한국웨일즈제약(주) 한국웨일즈아데포비어정10mg(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43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헵사정(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44 한국유니온제약(주) 유니리버정10mg(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45 한국콜마(주) 한국콜마아데포비어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46 한림제약(주) 헤비어정(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47 한미약품(주) 아데포빌정10 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48 한올바이오파마(주) 아세비라정10mg(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49 현 약품(주) 아데팍트정(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50 화일약품(주) 원더헤파정(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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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넵틴나트륨 단일제 (경구)
(Tianeptine Sodium)

사용상의 주의사항

(정제)

1. 경고

자살/자살관념 및 임상적 악화

우울증은 자살관념, 자해, 자살 성향(행동)의 위험증가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위험은 우울증상

이 관해 될 때까지 지속된다. 치료시작 후 몇 주 동안은 임상적 개선이 없을 수 있으므로 개선이 

있을 때까지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임상 경험은 자살 위험이 회복의 매우 초기단계에서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자살시도를 했거나 자살관념을 보였던 환자는 자살관념이나 자살 시도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치료기간 동안 주의 깊게 관찰되어야 한다. 정신 질환이 있는 성인에게 항우울제

를 투여한 위약 조 임상시험의 메타분석은 위약군에 비하여 항우울제를 투여 받은 25세 이하의 환

자에서 자살 시도의 위험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 약을 사용하는 동안 환자, 특히 고위험군의 

환자는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치료를 시작할 때와 용량을 변화시킬 때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티아넵틴나트륨 단일제 (경구) (Tianeptine Sodium)

 분류 번호 ∙ [01170] 정신신경용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제일약품(주)

 정보 사항 ∙ 이상반응 항목

  - 이상반응 항목에“6)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 : 반구진발진 또

는 홍반발진, 가려움증, 두드러기, 여드름”추가하는 등 변경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1108호, 2012. 4.19.)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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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족, 친구)는 임상적인 악화나 자살관념/시도, 혹은 비정상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즉시 의사와 연락하도록 한다.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 15세 미만의 소아

2) MAO 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MAO 억제제 투여중인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2주 이상의 약물 제거기간이 필요하다. 이와 반 로 이 약을 투여중인 환자에게 MAO 

억제제로 체 투여할 경우에는 24시간 정도의 약물 제거기간으로 충분하다.)

3) 과당 불내성(fructose intolerance),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syndrome) 또는 백당분해효소결핍증(sucrase-isomaltase deficiency) 등의 희귀유전질환을 

가진 환자(자당(sucrose) 함유제제에 한함.)

3. 이상반응

드물게 다음 이상반응들이 발생할 수 있다.

1) 정신신경계 : 불면증, 졸음, 악몽, 무력증, 어지러움, 두통, 실신, 진전 

2) 소화기계 : 상복부 통증, 복부 통증, 구갈, 식욕부진, 구역, 구토, 변비, 방귀 

3) 순환기계 : 빈맥, 기외수축, 흉통

4) 호흡기계 : 호흡곤란, 목이 막힘

5) 근골격계 : 근육통, 요통, 골절(주로 50세 이상의 환자를 상으로 한 외국 역학연구에서 선택

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및 삼환계 항우울제(TCA)를 투여받은 환자에게서 골절 위

험이 증가하였음이 보고되었고, 작용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6)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 : 반구진발진 또는 홍반발진, 가려움증, 두드러기, 여드름

7) 기타 : 얼굴홍조

8) 국내 시판후 조사결과(조사증례수 : 900명) 나타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으며, 이 약과의 관

련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요실금, 소화불량, 전신권태, 언어장애, 체중증가, 설사, 얼굴부종, 열, 통증, 허약, 빈혈, 우울

증, 진정, 천식

9) 특히 약물 또는 알코올 의존 병력이 있는 50세 이하의 환자에서 남용 및 의존성이 나타났다.

10) 이 약으로 치료시 혹은 투여중단 직후 자살관념 및 자살행동이 보고된 바 있다(1. ‘경고’항 

참조).

4. 일반적 주의

1) 전신마취의 경우 마취의사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수술 전 24시간 또는 48시간에 

투약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응급사항에서는 미리 약물을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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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이 경우 반드시 수술 전에 주의깊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

2) 의사의 조언 없이 임의로 중단하지 않으며, 투약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정신과 약물들

처럼 7~14일 동안 서서히 용량을 감량하면서 중단한다.

3) 어떤 환자들에게서는 약물복용에 따른 경각심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운전중인 환

자나 기계조작중인 자에서는 이 약의 사용과 관련된 졸음발생의 위험성에 주의해야 한다.

4) 약물이나 알코올 의존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약물 과다사용을 피하기 위해 주의 깊게 관찰

되어야한다.

5) 권장용량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6) 간부전 환자는 이 약의 반감기가 1시간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1일 2회로 제한한다.

5. 상호작용 

1) 비선택적인 MAO 억제제와 병용투여하지 않는다(허탈, 발작성 고혈압, 체온 상승, 경련, 사망

이 나타날 수 있다.).

2) 미안세린과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 실험적 모델에서 길항효과가 있었다.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동물시험에서 생식기능에 한 어떤 영향도 확인되지 않았다. 태반이행은 매우 경미한 것으

로 나타났고, 태자내 축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2) 임부에 한 투여 임상자료가 없어 위험성을 알 수 없으므로 임신중 이 약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삼환계 항우울약은 모유로 분비되므로 치료기간 중에는 수유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고령자에 대한 투여

70세 이상의 고령자를 장기간 치료하면서 약물동태학 연구를 실시한 결과 이 약의 반감기가 1시

간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연령의 환자군에서는 1일 2회로 제한한다.

8. 과량투여시의 처치 

모든 경우에 투약을 중단하고 주의깊게 모니터링하며 다음과 같은 처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세척

2) 심장과 호흡기계, 사계, 신장 모니터링

3) 사계와 신장의 장애를 교정하고, 나타날 수 있는 장애들에 해서 인공호흡 등을 통해 처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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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 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

를 주의한다.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태준제약 티아네론정(티아넵틴나트륨) 제조

2 (주)한국파마 스티아론정(티아넵틴나트륨) 제조

3 동국제약(주) 디프론정(티아넵틴나트륨) 제조

4 동화약품(주) 스타넵틴정(티아넵틴나트륨) 제조

5 아주약품(주) 아주브론정12.5 리그램(티아넵틴나트륨) 제조

6 에스에스팜(주) 티아탄정(티아넵틴나트륨) 제조

7 우리들제약(주) 티아스틴정(티아넵틴나트륨) 제조

8 제일약품(주) 스타브론정(티아넵틴나트륨) 제조

9 하나제약(주) 티아론정(티아넵틴나트륨) 제조

10 한국콜마(주) 제이브론정(티아넵틴나트륨) 제조

11 한미약품(주) 넵틴정(티아넵틴나트륨)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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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사글립틴수화물 단일제 (경구)
(Saxagliptin Monohydrate)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본제 또는 다른 dipeptidyl-peptidase 4(DPP4) 저해제에 아나필락시스 혹은 혈관 부종 등의 

중 한 과민반응을 보인 환자

2) 제1형 당뇨병 또는 당뇨병성 케톤산증 환자

3)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 (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

해효소 결핍증 (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 (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삭사글립틴수화물 단일제(경구) (Saxagliptin Monohydrate)

 분류 번호 ∙ [03960] 당뇨병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유)한국비엠에스제약

 정보 사항 ∙ 이상반응 항목

  - 이상반응 항목에 “3) 췌장염 : 이 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급

성 췌장염에 대한 시판 후 조사 보고가 있었다. 이 약의 복용 

시작 후, 환자들은 췌장염의 징후와 증상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되어야 한다. 만약 췌장염이 의심된다면 이 약의 복용은 

신속하게 중단되어야 하고 적절한 조치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 약 사용 중 췌장염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췌장염 발전 

위험성의 증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등 추가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팀-1279호, 2012. 5. 4.)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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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저혈당 유발 약물과의 사용 : 설포닐우레아 계열 등의 인슐린 분비촉진제는 저혈당을 유발한

다. 따라서 이 약과 병용하여 투여시 저혈당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설포닐우레아 계열 

약품의 용량을 감량하여 투여할 필요가 있다. 

2) 심부전 : New York Heart Association(NYHA) functional class I-II의 울혈성 심부전이 있는 

환자에서 투여 경험이 제한적이므로, 이들 환자에서는 신중히 사용하여야 한다. NYHA 

functional class III-IV 환자에서의 임상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약의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3) 췌장염 : 이 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급성 췌장염에 한 시판 후 조사 보고가 있었다. 이 약의 

복용 시작 후, 환자들은 췌장염의 징후와 증상에 해 주의 깊게 관찰되어야 한다. 만약 췌장염

이 의심된다면 이 약의 복용은 신속하게 중단되어야 하고 적절한 조치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 

약 사용 중 췌장염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췌장염 발전 위험성의 증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3. 이상반응

1) 단독 요법 및 추가 병용요법

24주간의 2개의 위약 조 단독 요법 시험에서 환자는 이 약 1일 1회 2.5mg, 5mg, 위약을 

투여받았다. 3개의 24주간의 위약 조의 추가 병용요법 시험이 시행되었는데, 각각 메트포

르민, 치아졸리딘디온(피오글리타존 또는 로시글리타존), 글리부리드에 한 추가 병용요법 

시험이었다. 

두 개의 단독 요법 시험 및 메트포르민, 치아졸리딘디온, 글리부리드에 추가 요법으로 투여한 

시험들의 24주 자료 (혈당 구제 요법과 무관하게)를 모두 합한 사전 계획된 종합분석에서, 

이 약 2.5mg 및 5mg을 투여 받은 환자의 전반적인 이상반응 발생률은 위약과 유사하였다(각

각 72.0%, 72.2% vs 70.6%). 이상반응으로 인한 치료의 중단은 이 약 2.5mg, 이 약5mg, 

위약 투여 환자에서 각각 2.2%, 3.3% 및 1.8% 였다. 치료의 조기 중단과 관련된 가장 흔한 

이상 반응(이 약 2.5mg 으로 치료 받은 최소 2명의 환자 또는 이 약 5mg으로 치료 받은 

최소 2명의 환자에서 보고된)은 림프구감소증(각각 0.1%, 0.5%, 0%), 발진 (0.2%, 0.3%, 

0.3%), 혈중 크레아티닌 증가 (0.3%, 0%, 0%), 혈중 크레아틴 인산활성효소 증가 (0.1%, 

0.2%, 0%)였다. 본 종합분석에서 이 약 5mg을 투여 받은 환자의 5% 이상에서 보고 및 위약

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보다 더 흔하게 보고된 이상반응 (연구자의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

이)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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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5 mg
N=882

위약
N=799

상부호흡기감염 68   (7.7) 61   (7.6)

비뇨기감염 60   (6.8) 49   (6.1)

두통 57   (6.5) 47   (5.9)

 * 5건의 위약 조 임상시험은 2건의 단독 요법 시험 및 메트포르민, 치아졸리딘디온, 글리부리드 각각에 

한 각 1건의 추가 병용 요법 시험을 포함한다. 혈당 구제요법과 무관하게 24주 자료를 제시한다. 

  이 약 2.5mg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두통(6.5%)은 5% 이상의 비율로 보고된 유일한 이상반

응이며 위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보고된 것 보다 흔하였다.

이러한 종합 분석에서, 이 약 2.5mg 또는 이 약 5mg을 투여 받은 환자의 2%이상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및 위약과 비교시 1% 이상 더 흔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부비강염 

(각각 2.9%, 2.6% vs. 1.6%), 복통 (2.4%, 1.7% vs. 0.5%), 위장염 (1.9%, 2.3% vs. 0.9%) 

및 구토 (2.2%, 2.3% vs. 1.3%). 

치아졸리딘디온에 추가 요법 시험에서, 말초 부종의 발생률은 이 약 5mg을 위약과 비교시 

더 높게 나타났다 (각각 8.1% 및 4.3%). 이 약 2.5mg에서 말초 부종의 발생률은 3.1%였다. 

시험약의 중단을 초래한 말초 부종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 약 2.5mg 및 이 약 5mg의 말초 

부종 비율을 위약과 비교시 단독요법에서 3.6%, 2% vs. 3%, 메트포르민에 추가 요법으로 투

여시 2.1%, 2.1% vs. 2.2%, 글리부리드에 추가 요법으로 투여시 2.4%, 1.2% vs. 2.2% 였다. 

2) 저혈당

저혈당의 이상반응은 저혈당에 한 모든 보고에 근거했다; 동시적 혈당 측정은 요구되지 않

았다. 글리부리드에 추가 요법 시험에서, 보고된 저혈당의 전체적 빈도는 이 약 2.5mg 및 

이 약 5mg (13.3%, 14.6%)에서 위약과 (10.1%) 비교시 높았다. 본 임상시험에서 fingerstick 

혈당 수치가 50mg/dL 이하이면서 저혈당의 증상이 동반된, 확인된 저혈당의 빈도는 이 약 

2.5mg 및 이 약 5mg 에서 2.4% 및 0.8%이고 위약에서 0.7%였다. 이 약 2.5mg 및 이 약 

5mg에서 보고된 저혈당의 빈도를 위약과 비교시 단독 요법으로서는 각각 4.0%, 5.6% vs 

4.1%였으며, 메트포르민에 추가 요법으로 투여시는 각각 7.8%, 5.8% vs. 5.0%, 치아졸리딘

디온에 추가 요법으로 투여시는 4.1%, 2.7% vs. 3.8% 였다. 기존 약물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에게 이 약 5mg을 메트포르민과 병용하여 투여시 보고된 저혈당의 빈도는 3.4%였으며, 

메트포르민 단독 투여 환자에서는 4.0%였다. 

3) 과민반응

5건의 임상시험의 종합분석에서 두드러기 및 안면 부종 등의 과민반응관련 이상반응이 이 

약 2.5mg, 이 약 5mg, 및 위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각각 1.5%, 1.5% 및 0.4%로 보고되었

다. 입원을 필요로 하거나 연구자에 의해 생명에 치명적이라고 보고된 이상반응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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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종합분석에서 삭사글립틴으로 치료 받은 환자 1명이 전신 두드러기 및 안면 부종으로 

중단되었다. 

4) 생체 징후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관찰된 임상적으로 유의한 생체 징후의 변화는 없었다. 

5) 실험실적 검사

  ● 절  림프구 수

절  림프구수의 용량 비례적 평균 감소가 이 약에서 관찰되었다. 5건의 위약 조 임상시

험의 종합분석의 24주에서 이 약 5mg과 10mg을 위약과 상 적으로 비교시 기저 평균 절

 림프구 수인 약 2200cell/microL에서 각각 약 100 및 120cells/microL의 평균 감소가 

관찰되었다. 이 약 5mg을 메트포르민과 초기 병용요법으로 투여시 메트포르민 단독요법과 

비교하였을 때도 비슷한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 약 2.5mg을 위약과 비교시는 관찰되는 차

이가 없었다. 림프구수가 750cells/microL 이하로 보고된 환자의 비율은 삭사글립틴 

2.5mg, 5mg, 10mg 및 위약군 각각에서 0.5%, 1.5%, 1.4%, 및 0.4%였다. 몇몇 환자들이 

다시 투약시 재발하여 이 약을 투여 중단하기는 하였으나, 부분의 환자에서 이 약에 반복

적으로 노출시에 재발이 관찰되지는 않았다. 림프구수의 감소는 임상적으로 유의한 이상 

반응과 관련이 없었다. 

위약과 관련된 림프구수 감소의 임상적 유의성은 알려지지 않았다. 일상적이지 않거나 지

속적인 감염등의 임상적 징후가 있는 경우, 림프구수를 측정해야 한다. 이 약이 림프구 이

상 (예.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가 있는 환자에서 림프구수에 미치는 영향은 알려지지 않

았다. 

  ● 혈소판

6건의 이중 맹검, 조 임상 유효성 및 안전성 연구에서 이 약은 혈소판 수치에 임상적으로 

유의하거나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6) 시판 후 조사

시판 후 조사 기간 동안 삭사글립틴을 복용 후 급성췌장염 및 아나필락시스, 혈관부종, 발진, 

두드러기 등을 포함한 과민반응 등의 이상반응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반응들은 확인되지 않

은 크기의 인구집단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되므로 빈도를 측정할 수는 없다.

4. 일반적 주의

1) 이 약은 인슐린과의 병용요법으로 연구되지 않았다.

2) 운전 및 기계 조작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되지 않았다. 그러나 삭사글립틴이 투여시 졸음

이 보고된바 있으므로, 운전 및 기계 조작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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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호작용

1) 삭사글립틴은 시토크롬 P450 3A4/5 (CYP3A4/5)에 의해 주로 사된다. In vitro시험에서, 

삭사글립틴과 이의 주 사체는 CYP1A2, 2A6, 2B6, 2C9, 2C19, 2D6, 2E1, 3A4를 저해하지 

않았으며, CYP1A2, 2B6, 2C9, 3A4를 유도하지 않았다. 따라서 삭사글립틴은 이런 효소들에 

의해 사되는 약물과 병용투여하였을 때 병용약물의 사성 소실률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된다. 삭사글립틴은 P-글리코프로테인(P-gp)을 유의하게 저해하거나 유도하지 않는

다. 사람 혈청에서 삭사글립틴과 이의 주 사체의 in vitro 단백질 결합률은 측정 범위 미만이

다. 따라서 단백질 결합은 삭사글립틴이나 다른 약물의 약동학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2) 강력한 사이토크롬 P450 3A4/5 저해제(예 : 케토코나졸, 아타자나비어, 클래리스로마이신, 

인디나비어, 이트라코나졸, 네파조돈, 넬피나비어, 리토나비어, 사퀴나비어, 텔리스로마이신)

와 병용투여하는 경우 2.5mg을 1일1회 투여한다.

3) 삭사글립틴에 한 다른 약물의 영향

  ① 메트포르민 : 삭사글립틴(100mg)과 hOCT-1 및hOCT-2 기질인 메트포르민(1000mg)을 단

회 병용투여하였을 때, 삭사글립틴의 최고혈중농도는 21% 감소하였으나, AUC는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른 hOCT-1 and hOCT-2 기질과의 의미있는 상호작용이 예상되지 않는다.

  ② 글리부리드 : 삭사글립틴(10mg)과 CYP2C9기질인 글리부리드(5mg)을 단회 병용투여하였

을 때, 삭사글립틴의 최고혈중농도는 8% 증가하였으나, AUC는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

른 CYP2C9 기질과의 의미있는 상호작용이 예상되지 않는다.

  ③ 피오글리타존 : 삭사글립틴(10mg)과 CYP2C8 (major) 및 CYP3A4 (minor) 기질인 피오글

리타존 (45mg)을 1일 1회 반복 병용투여하였을 때, 삭사글립틴의 약동학은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른 CYP2C8 기질과의 의미있는 상호작용이 예상되지 않는다.

  ④ 디곡신 : 삭사글립틴(10mg)과 P-gp 기질인 디곡신(0.25mg)을 첫날 6시간 간격, 둘째 날 

12시간 간격으로 투여하고 이후 5일간을 1일 1회 투여하였을 때, 삭사글립틴의 약동학은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른 P-gp 기질과의 의미있는 상호작용이 예상되지 않는다.

  ⑤ 심바스타틴 : 삭사글립틴(10mg)과 CYP3A4/5 기질인 심바스타틴 (40mg)을 1일 1회 반복 

병용투여하였을 때, 삭사글립틴의 최고혈중농도는 21% 감소하였으나, AUC는 변하지 않았

다. 따라서 다른 CYP3A4/5 기질과의 의미있는 상호작용이 예상되지 않는다.

  ⑥ 딜티아젬 : 삭사글립틴(10mg)과 CYP3A4/5의 중등도 저해제인 딜티아젬 (steady state에서 

장시간 작용 제형 360mg)을 단회 병용투여하였을 때, 삭사글립틴의 Cmax는 63% 증가하

였고, AUC는 2.1배 증가하였다. 삭사글립틴의 활성 사체의 경우 Cmax는 43%, AUC는 

34% 감소하였다.

  ⑦ 케토코나졸 : 삭사글립틴(100mg)과 CYP3A4/5및 P-gp의 강력한 저해제인 케토코나졸 

(steady state에서 매 12시간마다 200mg)을 단회 병용투여하였을 때, 삭사글립틴의 C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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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62% 증가하였고, AUC는 2.5배 증가하였다. 삭사글립틴의 활성 사체의 경우 Cmax는 

95%, AUC는 88% 감소하였다. 

  ⑧ 리팜핀(리팜피신) : 삭사글립틴(5mg)과 CYP3A4/5및 P-gp의 강력한 유도제인 리팜핀(steady 

state까지 1일 1회 600mg)을 단회 병용투여하였을 때, 삭사글립틴의 Cmax는 53% 감소하

였고, AUC는 76% 감소하였다. 삭사글립틴의 활성 사체의 경우 Cmax는 39% 증가하였으

나, AUC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⑨ 오메프라졸 : 삭사글립틴(10mg)과 CYP2C19 (major) 및CYP3A4 기질이자 an CYP2C19의 

저해제, MRP-3의 유도제인 오메프라졸 (40mg)을 1일 1회 반복 병용투여하였을 때, 삭사글

립틴의 약동학은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른 CYP2C19 저해제나 MRP-3 유도제와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예상되지 않는다.

  ⑩ 수산화 알루미늄+수산화 마그네슘+복합제 : 삭사글립틴(10mg)과 수산화 알루미늄(2400mg), 

수산화 마그네슘(2400mg), 시메치콘(240mg)을 포함하는 액을 단회 병용투여하였을 때, 

삭사글립틴의 최고혈중농도는 26% 감소하였으나, AUC는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제형의 제산제나 방독제(antigas)와의 의미있는 상호작용이 예상되지 않는다.

  ⑪ 파모티딘 : hOCT-1, hOCT-2, hOCT-3의 저해제인 파모티딘(40mg)을 단회 투여한 3시간 

후에 삭사글립틴(10mg)을 단회투여하였을 때, 삭사글립틴의 최고혈중농도는 14% 증가하

였으나, AUC는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른 hOCT-1, hOCT-2, hOCT-3저해제와의 의미있

는 상호작용이 예상되지 않는다.

4) 다른 약물에 한 삭사글립틴의 영향

  ① 메트포르민 : 삭사글립틴(100mg)과 hOCT-1 및 hOCT-2 기질인 메트포르민(1000mg)을 단

회 병용투여하였을 때, 건강인에서 메트포르민의 약동학은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제는 

hOCT-1 및 hOCT-2매개의 수송을 저해하지 않는다.

  ② 글리부리드 : 삭사글립틴(10mg)과 CYP2C9기질인 글리부리드(5mg)을 단회 병용투여하였

을 때, 글리부리드의 최고혈중농도는 16% 증가하였으나, AUC는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제는 CYP2C9 매개성 사를 의미있게 저해하지 않는다.

  ③ 피오글리타존 : 삭사글립틴(10mg)과 CYP2C8 기질인 피오글리타존 (45mg)을 1일 1회 반

복 병용투여하였을 때, 피오글리타존의 최고혈중농도는 14% 증가하였으나 AUC는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제는 CYP2C8 매개성 사를 의미있게 저해 또는 유도하지 않는다.

  ④ 디곡신 : 삭사글립틴(10mg)과 P-gp 기질인 디곡신(0.25mg)을 첫날 6시간 간격, 둘째 날 

12시간 간격으로 투여하고 이후 5일간은 1일 1회 투여하였을 때, 디곡신의 약동학은 변하

지 않았다. 따라서 본제는 P-gp 매개성 수송의 저해제 또는 유도제가 아니다.

  ⑤ 심바스타틴 : 삭사글립틴(10mg)과 CYP3A4/5 기질인 심바스타틴 (40mg)을 1일 1회 반복 

병용투여하였을 때, 심바스타틴의 약동학은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제는 CYP3A4/5 매개

성 사의 저해제 또는 유도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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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딜티아젬 : 삭사글립틴(10mg)과 CYP3A4/5의 중등도 저해제인 딜티아젬 (steady state에서 

장시간 작용 제형 360mg)을 1일 1회 반복 병용투여하였을 때, 딜티아젬의 최고혈중농도는 

16% 증가하였으나 AUC는 변하지 않았다. 

  ⑦ 케토코나졸 : 삭사글립틴(100mg) 단회 용량과 CYP3A4/5및 P-gp의 강력한 저해제인 케토

코나졸 (steady state에서 매 12시간마다 200mg)의 반복투여용량을 병용하였을 때, 케토코

나졸의 혈장 Cmax와 AUC는 각각 16%, 13% 감소하였다.

  ⑧ 경구 피임약 : 삭사글립틴 (5mg)과 복합 경구 피임약인 Ortho-Cyclen®(에치닐 에스트라디

올 0.035mg/노르게스티메이트 0.250mg)을 1일 1회 투여 용량으로 21일간 다회 병용하여 

투여시 일차 활성 에스트로겐 성분인 에치닐 에스트라디올 또는 노렐게스토르민의 항정 

상태 약동학에 변화는 없었다. 삭사글립틴을 Ortho-Cyclen®과 병용 투여시, 노렐게스트로

민의 활성 사체인 노르게스트렐의 Cmax가 17%,AUC가 13%까지 증가하였다.

6. 임부,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부에 한 투여

임부를 상으로 한 비교 임상시험은 수행되지 않았다. 동물 생식독성 시험으로 사람에서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명백하게 필요할 경우에만 임부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삭사글립틴은 랫드나 토끼에서 평가된 어떤 용량에서도 최기형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랫드에

서 240mg/kg의 용량 또는 5mg/day가 최  권장 사람 용량(MRHD)일때 삭사글립틴 및 그 

활성 사체 각각에 해 약 1503배 및 66배의 사람 노출에서 골반의 불완전 골화 및 발달 

지연이 발생하였다. 삭사글립틴 및 그 활성 사체 각각에 해 MRHD의 7986 및 328배로 

노출시에, 모자 독성 및 태자 체중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200mg/kg의 모성 독성 용량 또는 

MRHD의 약 1432배 및 992배에 노출시 토끼에서 경미한 골격 변이가 발생하였다. 메트포르

민과 병용하여 랫드에 투여시, 삭사글립틴 MRHD의 21배 노출에서 삭사글립틴은 최기형성이

나 태아 치사가 없었다. 고용량의 삭사글립틴(삭사글립틴 MRHD의 109배)을 메트포르민과 

병용하여 투여시 두 개체의 두개척추파열 (두개골 및 척주가 불완전하게 닫히는 특징이 있는 

희귀한 신경관 결함) 태아가 관찰되었다.

삭사글립틴을 임신 6일째부터 수유 20일째까지의 암컷 랫드에 투여시 모성 독성 용량에서만 

(MRHD에서 삭사글립틴 및 그 활성 사체 노출의 1629배 및 53배 이상) 수컷 및 암컷 자손

들에서 체중 감소가 나타났다. 삭사글립틴의 어떠한 용량에서도 랫드의 자손들에서 기능적 

또는 행동적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삭사글립틴은 임신한 랫드에 투여시 태반을 통과하여 

태자에게로 간다.

2) 수유부에 한 투여 : 본제는 수유하는 랫드에서 유즙으로 혈장 약물 농도와 1:1의 비율로 

분비된다. 본제가 사람 유즙으로 분비되는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많은 약물이 사람 유즙으로 

분비되므로 수유부에게 투여시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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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아에 대한 투여 

소아에서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6개의 이중맹검 조 임상시험의 총 피험자(N=4148) 중 65세 이상이 634명(15.3%), 75세 이상

이 59명(1.4%)이었다. 65세 이상고령자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젊은 환자와 차이가 없었다. 이 

환자군과 젊은 환자군 사이에 반응성에 차이는 없었으나 일부 고령자에서 감수성이 증가할 수 있음

을 배제할 수는 없다. 삭사글립틴과 주 사체는 부분적으로 신장으로 배설된다. 고령자는 신장기

능이 감소되기 쉬우므로 신장 기능에 근거하여 고령자에서의 용량 선정시 주의해야 한다. 

 

9. 간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간장애 환자에 투여시 용량조절이 필요하지 않다.

10. 과량투여시의 처치

2주 동안 일일용량 400mg까지(최  권장 사람 용량의 80배) 투여하였을 때 용량-상관적 임상적 

이상반응이 없었으며 QTc 간격이나 심박수에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과량투여

시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반적인 증치료를 한다. 삭사글립티과 주 사체는 혈액투석에 의해 

제거된다(4시간동안 용량의 23%). 

11.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 오용에 의한 사고 발생이

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보관한다.

12. 기타

1) 삭사글립틴은 평가된 최고 용량에서 마우스(50, 250, 600mg/kg)나 랫드(25, 75, 150, 300 

mg/kg) 어느 동물에서도 종양을 야기하지 않았다. 마우스에서 평가된 최고 용량은 MRHD 

5mg/day에 해 수컷은 약 870배, 암컷은 약 1165배의 노출을 나타낸다. 랫드의 경우, 

MRHD에 해 수컷은 355배, 암컷은 2217배의 노출을 나타낸다. 

2) 삭사글립틴은 in vitro Ames 박테리아 시험 (± 사 활성), 일차 사람 림프구에서의 in vitro 

세포 유전 시험, 랫드에서의 in vivo 경구 소핵 시험, 랫드에서의 in vivo 경구 DNA 손상 

시험, 랫드의 말초 혈액 림프구에서의 in vivo/in vitro 세포유전시험을 포함하는 일련의 유전

독성시험에서 돌연변이성이거나 염색체이상을 유발하지 않았다. 활성 사체는 in vi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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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s 박테리아 시험에서 돌연변이성이지 않았다.

3) 랫드의 수정능 시험에서, 수컷은 교배 전 2주 동안에서부터 교배동안과 계획된 종료시까지(총 

4주 정도) 경구 위관 용량을 투여받았고 암컷은 교배 2주 전부터 임신 7일까지 경구 위관 

용량을 투여 받았다. MRHD의 약 603배(수컷), 776배(암컷)의 노출에서 수정능에 한 유해

한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더 높은 모성 독성 용량에서 태자 흡수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MRHD의 약 2069배 및 6138배의 노출). 발정기 사이클, 수정능, 배란, 착상에 한 부가적인 

효과가 MRHD의 약 6375배에서 관찰되었다. 

4) 삭사글립틴을 투여시 사이노몰거스 원숭이에서 사지의 이상 피부 변화 (꼬리, 손가락, 음낭 

그리고/또는 코의 가피 그리고/또는 궤양)이 발생했다. 피부 병변은 MRHD의 20배 이상에서 

가역적이었으나 일부에서는 비가역적이었으며 더 높은 노출에서 괴사가 발생하였다. 이상 피

부 변화는 5의 MRHD와 비슷한 노출 (1-3배)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원숭이에서 나타난 피

부 병변에 한 임상적 관련성은 삭사글립틴의 임상 시험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유)한국비엠에스제약 온글라이자정2.5 리그램(삭사글립틴수화물) 수입

2 (유)한국비엠에스제약 온글라이자정5 리그램(삭사글립틴수화물)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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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스타그민주석산염 단일제 (경구)
(Rivastigmine Hydrogen Tartrate)

사용상의 주의사항

(캡슐제)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리바스티그민, 다른 카르바메이트 유도체 또는 이 약 구성성분에 과민반응 환자

2) 중증 간부전 환자(이런 환자군에서 시험된 적이 없음.)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동부전증후군, 심방내 및 방실접합부전도장애 등 심장질환 환자

2)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환자 또는 소화성궤양의 병력이 있는 환자

3) 천식 및 폐쇄폐질환 환자

4) 요폐 및 발작 환자

5) 추체외로장애 환자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리바스티그민주석산염 단일제 (경구)

(Rivastigmine Hydrogen Tartrate)

 분류 번호 ∙ [01190]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정보처리

 정보원 ∙ 한국노바티스(주)

 정보 사항 ∙ 이상반응 항목

  - 이상반응 항목에 “흔하게:요실금” 추가 등 변경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1279호, 2012. 5. 4.)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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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B2315 B2311

복용 약물 및 제형 이 약 캡슐제 이 약 캡슐제 위약 

참여 환자수(%) 294(100) 362(100) 179(100)

기관계 빈도 이상반응(%)

신경계

매우 자주 진전(22.8) 진전(10.2) 진전(3.9)

자주

어지러움(8.2), 

졸음증(6.1), 두통(4.1), 

운동완만증(3.1), 

파킨슨병의 악화* 

운동이상증(3.4), 

톱니바퀴경축(3.1), 

운동저하증(2.4)

어지러움(5.5), 

졸음증(3.6), 

두통(4.1), 파킨슨병의 

악화(3.3), 

운동완만증(2.5), 

운동이상증(1.4),  

톱니바퀴경축(0.3), 

운동저하증(0.3)

어지러움(1.1), 

졸음증(2.8), 두통(2.8), 

파킨슨병의 악화(1.1), 

운동완만증(1.7), 

운동이상증(0.6)

3. 이상반응 

이상반응 발현빈도는 매우 자주(≥1/10), 자주(≥1/100, ＜1/10), 때때로(≥1/1000, ＜1/100), 드

물게(≥1/10000, ＜1/1000), 매우 드물게(＜1/10000)로 구분하였다.

1) 매우 자주 구역(38%), 구토(23%)를 포함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보고되었고, 이는 특히 용량 

적정기간 동안이었다. 임상시험에서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위장관계 이상반응과 체중감소가 

더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다음은 이 약으로 치료받는 알츠하이머형 치매환자들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이다.

  (1) 감염 : 매우 드물게 요로감염증 

  (2) 정신계 : 자주 초조, 혼돈, 때때로 불면, 우울, 매우 드물게 환각

  (3) 신경계 : 매우 자주 어지러움(19%), 자주 두통, 졸음, 진전, 때때로 실신, 드물게 경련, 

매우 드물게 추체외로 증상(파킨슨병 악화 포함.)

  (4) 심혈관계 : 드물게 협심증, 심근경색증, 매우 드물게 심부정맥(예 : 서맥, 방실차단, 심방세

동, 빈맥)

  (5) 혈관계 : 매우 드물게 고혈압

  (6) 소화기계 : 매우 자주 구역(38%), 구토(23%), 설사(15%), 식욕부진(11%), 자주 복통, 소화

불량, 드물게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매우 드물게 위장관 출혈, 췌장염, 빈도불명의 식도

파열과 관련된 중증 구토

  (7) 피부 및 피하조직 : 자주 발한증가, 드물게 발진, 빈도불명의 가려움

  (8) 전신 : 자주 피로, 무력증, 권태감, 때때로 넘어짐

  (9) 기타 : 자주 체중 감소, 때때로 비정상적 간기능검사수치

3)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존슨 증후군)은 이 약을 다른 약과 병용하여 복용한 한 환자에서 

나타났다.

4) 파킨슨병과 관련된 치매 환자를 상으로 수행된 24주간 임상시험 기간 동안 보고된 이상반

응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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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B2315 B2311

복용 약물 및 제형 이 약 캡슐제 이 약 캡슐제 위약 

참여 환자수(%) 294(100) 362(100) 179(100)

기관계 빈도 이상반응(%)

때때로 근육긴장이상증(0.8) 근육긴장이상증(0.6)

정신계 자주
불안(4.4), 불면(2.4), 

초조(0.3)

불안(3.0), 불면(2.8), 

초조(2.8)

불안(0.6), 불면(2.2), 

초조(1.7)

소화기계

매우 자주 구역(38.4), 구토(12.9) 구역(29.0), 구토(16.6) 구역(11.2), 구토(1.7)

자주

설사(8.2), 복통 및 

소화불량(4.1), 

침샘과분비(2.0)

설사(7.2), 복통 및 

소화불량(4.1), 

침샘과분비(1.4)

설사(4.5), 복통 및 

소화불량(0.6)

심혈관계

자주 서맥(0.7) 서맥(1.4) 서맥(0.6)

때때로
심방세동(0.3), 

방실차단(0.3)
심방세동(0.6) 방실차단(0.6)

사 및 

영양 
자주

식욕감소(4.8), 

탈수(0.7)

식욕감소(7.7), 

탈수(2.2)

식욕감소(4.5), 

탈수(1.1)

피부 및 

피하조직
자주 땀분비증가(2.0) 땀분비증가(2.2) 땀분비증가(0.6)

전신 및 

투여부위

매우 자주 넘어짐(9.9) 넘어짐(5.8) 넘어짐(6.1)

자주 피로(5.4), 무력증(3.7)

피로(3.9), 

무력증(1.7), 

보행장애(1.7)

피로(2.8), 무력증(1.1)

이 약 복용환자 수(%) 위약 복용환자 수(%)

 연구에 참여한 총 환자수 362(100) 179(100)

 사전 정의된 이상반응을 보인 총 환자수 99(27.3) 28(15.6)

 진전 37(10.2) 7(3.9)

 넘어짐 21(5.8) 11(6.1)

 파킨슨병(악화) 12(3.3) 2(1.1)

 타액 과분비 5(1.4) 0

 운동이상증 5(1.4) 1(0.6)

 파킨슨증 8(2.2) 1(0.6)

 운동저하증 1(0.3) 0

 * : B2315연구에서 파킨슨병의 악화는 사전 정의된 이상반응(진전, 운동완만증, 톱니바퀴경축, 넘어짐)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각각은 그 빈도에 따라 기록되었다.

  76주간의 전향적, 공개라벨 연구기간 동안 이 약 캡슐제로 치료된 파킨슨병과 관련된 치매 

환자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 고혈압, 저혈압(자주)

이 약 패취제로 치료된 파킨슨병과 관련 치매 환자를 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추가

적인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 초조, 우울(자주)

5) 파킨슨병 관련 치매 환자의 24주 임상시험에서 파킨슨병 악화를 반영할 수 있는 사전 정의된 

이상반응이 있는 환자 수와 이상반응 발생빈도를 다음 표에 나타냈다(B2311).



629

2. 안전성 정보처리 현황

이 약 복용환자 수(%) 위약 복용환자 수(%)

 운동장애 1(0.3) 0

 운동완만증 9(2.5) 3(1.7)

 근육긴장이상증 3(0.8) 1(0.6)

 보행장애 5(1.4) 0

 근육강직 1(0.3) 0

 균형장애 3(0.8) 2(1.1)

 근골격경직 3(0.8) 0

 경직 1(0.3) 0

 운동기능이상 1(0.3) 0

6) 국내 시판후 조사결과

국내에서 6년 동안 991명을 상으로 실시한 시판후 사용성적조사결과 이상반응은 인과관계

와 상관없이 6.05%(60례/991례)로 보고되었고,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된 것은 4.94%(49례/991례)이다.

이 약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또는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이상반응을 발현

빈도율이 높은 순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구역이 1.41%(14례/991례)로 가장 많았고, 구토 1.01%(10례/991례), 어지러움 0.50%(5례

/991례), 식욕부진 0.30%(3례/991례), 불면 0.30%(3례/991례), 무력 0.30%(3례/991례)의 순

으로 나타났다. 복통, 소화불량, 진전, 졸음이 각 0.2%로 보고되었으며, 변비, 설사, 근긴장이

상, 두통, 정좌불능, 지각이상, 착란, 추체외로장애, 성격장애, 혼몽, 폐렴, 발진, 패혈증이 각 

1례씩 보고되었다.

이 중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이상반응으로 졸음증 2건과 지각이상, 성

격장애, 정좌불능, 상기도감염, 변비, 착란, 혼몽, 폐렴, 패혈증 각 1건씩이 보고되었다.

7) 기타 시판 후 자발적 보고에 의한 이상반응

시판 후 자발적 보고에서 나타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으며, 이 이상반응들은 불분명한 크기

의 인구집단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된 것으로 빈도에 한 신뢰성 있는 평가는 어렵다.

  (1) 사 및 영양 : 탈수

  (2) 정신계 : 공격성, 안절부절

  (3) 심혈관계 : 동기능부전증후군

  (4) 간담도계 : 간염

8) 다음의 추가 이상반응이 이 약 패취제를 투여 받은 환자에서 관찰되었다.

흔하게 : 요실금

때때로 : 뇌혈관사고, 섬망

드물게 : 홍반, 두드러기, 물집, 알레르기피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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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적 주의

1)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인 리바스티그민은 숙사메토늄 근이완제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약은 마취제 투여 전 적당한 간격동안 중단해야한다. 이 약과 다른 콜린성약

물 또는 항콜린약물과 병용시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 이 약의 약리 작용으로 인해,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는 심박동수에 미주신경긴장 효과를 일으

킬 수 있다. 다른 콜린양 작용 약물처럼 이 약을 동기능부전증후군(sick sinus syndrome)이나 

다른 심전도 장애 환자(동방차단, 방실차단)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3) 이 약은 다른 콜린성약물처럼 위산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궤양 병력을 가지고 있거나 

NSAIDs 약물로 동시에 치료받는 환자들과 같이 위궤양 위험이 증가된 환자를 치료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임상연구에서 이런 증상을 유의하게 악화시키는 근거는 나타나지 않

았다.

4) 천식 또는 다른 폐쇄폐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를 처방할 때 주의

해야한다. 급성 기관지 천식에는 이 약 사용경험은 없다.

5) 콜린유사제제는 요폐쇄와 발작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런 상태의 환자를 치료할 때는 주

의하도록 한다. 

6) 치료는 항상 1일 2회 1.5mg으로 시작하여 각각 환자의 최적 유지용량으로 적정하여야 한다. 

투여가 며칠 동안 중단될 경우, 중증의 구토와 같은 이상반응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1일 최저 

용량으로 재개한다(용법 용량 참조). 8주간 중단 후 부적절한 단회 용량 4.5mg으로 치료를 

재개한 후, 중증의 구토 및 식도 파열이 한 건 보고된적이 있다. 중증 구토의 몇몇 사례는 

식도파열과 관련 있었다. 이러한 이상반응은 특히 이 약의 투여 증량 후 또는 고용량 투여 

후 발생하였다.

7) 구역, 구토, 설사와 같은 소화기계 장애가 투여 개시 그리고/또는 용량 증량 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이상반응은 용량 감소에 감소될 수 있다. 용량 감소에 따라 반응하지 않는 경우

는 이 약의 사용을 중지한다. 지속된 구토와 설사로 인한 탈수의 증상과 징후를 나타내는 

환자는 신속하게 발견되어 치료하는 경우, 수액 정맥투여 및 용량 감소 또는 투여 중단으로 

조절할 수 있다. 탈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8) 다른 콜린유사제제처럼 용량 증가 후 이상반응이 짧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용량 적정한다. 

파킨슨병 환자는 위장관 이상반응뿐 아니라 파킨슨병 증상(주로 진전)의 악화 또한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반응은 부분 용량 감소로 해결할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치료를 

중단해야한다. 파킨슨병 치매 환자의 임상연구에서 아 라제 및 리파제의 수치는 위약에 비

해 이 약 투여 시 더 빈번하게 상승하였다. 효소의 증가와 임상적 췌장염과의 상관성은 없다. 

임상적 증상이 췌장염을 연상시킬 경우, 환자는 혈중 아 라제와 리파제의 증가 가능성에 

해 검사를 받아야한다.

9) 알츠하이머형 치매 및 파킨슨병과 관련된 치매는 운전 능력 또는 기계 조작 능력의 점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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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를 유발시킬 수 있다. 리바스티그민은, 특히 치료를 시작하거나 증량할 때 어지러움과 

졸음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약으로 치료중인 환자에서 운동기능 장애가 관찰되지 않았

으나 이 약으로 치료중인 치매 환자의 운전이나 기계 조작 능력은 담당의사에 의해 규칙적으

로 평가되어야 한다.

10) 중증의 알츠하이머형 치매 또는 파킨슨병과 관련된 치매, 다른 형태의 치매, 기타 다른 형태의 

기억력 장애(연령과 관련된 인지력 감퇴)에 한 이 약의 사용에 해서는 연구되지 않았다.

11) 이 약은 다른 콜린유사제제와 마찬가지로 추체외로계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할 수 있다. 

파킨슨병과 관련된 치매 환자에서 진전의 악화(운동완만, 운동이상증, 보행 비정상을 포함), 

진전의 발생률 및 중증도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약의 투여를 중단한 경우도 

있었다(진전으로 인한 투여 중단율 : 리바스티그민군 1.7%, 위약군 0%). 동 유해사례에 

한 임상적 모니터링이 권장된다.

12)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는 체중이 감소할 수 있다. 이들 환자에서 이 약을 포함한 콜린에스

테라제 억제제가 체중감소와 관련 있었다. 그러므로 치료동안 환자의 체중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13) 체중 50kg 이하의 환자에서 더 빈번한 이상반응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상반응으로 인한 

투여 중지가 더 빈번할 수 있다.

14) 알츠하이머형과 다른 유형의 치매를 구분함에 있어 진단의 주의를 요한다. 치료는 알츠하이

머형 치매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경험있는 의사에 의해 시작되고 감독되어야만 한다. 진단은 

인정된 지침(예: DSM IV, ICD 10)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 약 치료는 보호자들이 환자

의 약물 복용을 정기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때에만 시작되어야 한다.

5. 상호작용

1) 리바스티그민은 주로 에스테라제에 의한 가수분해를 통해 사된다. CYP-450 동종효소에 의

해서는 최소한의 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들 효소들에 의해 사되는 다른 약물들과의 

약동학적 상호작용은 없다고 예상되어 사적 약물 상호작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약이 다른 약물의 부틸콜린에스테라제 매개 사를 저해할 수도 있다.

2) 건강한 지원자들에 한 연구에서 이 약(3 mg 단회용법)과 디곡신, 와르파린, 디아제팜, 플루

옥세틴 사이에 약동학적 상호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와르파린으로 인한 프로트롬빈 시간 

증가는 이 약 투여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 이 약과 디곡신 병용투여 후 심전도에 한 

부적절한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3) 알츠하이머형 환자들과 관련된 임상시험에서 이 약과 흔하게 병용 처방되는 약물들(예 : 제산

제, 진토제, 혈당강하제, 중추작용성 혈압강하제, 베타차단제, 칼슘채널 차단제, 수축 촉진제

(positive inotropic drug), 협심증약, NSAIDs, 에스트로겐, 진통제, 벤조디아제핀 및 항히스

타민제)과의 병용투여는 이 약의 약동학 변화 또는 임상적 관련이 있는 이상반응 위험 증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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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없었다.

4) 약력학적 효과면에서 볼 때 이 약은 다른 콜린유사제제들과 병용투여 되어서는 안 된다. 항콜

린 약물들의 활성 간섭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5) 치매 환자들의 연구에서, 이 약과 리스페리돈의 병용투여가 어떠한 임상적으로 연관된 이상반

응을 일으키는 것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리스페리돈은 파킨슨병 치매 환자들에게 사용

금기이다. 이 약과 항불안제(벤조디아제핀 제외), 정신병 치료제(리스페리돈 제외), 항경련제 

또는 항우울약과의 병용 경험은 없다. 이 약과 레보도파(벤세라자이드 또는 카르비도파와 병

용)를 병용하여 투여받는 파킨슨병 환자 치매 치료의 또 다른 연구에서 임상적으로 관련된 

이상반응이 보고되지 않았다.

6)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로서, 이 약은 마취중에 숙사메토늄 근이완제의 효과를 증강시킬 수 

있다.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리바스티그민은 동물실험에서 기형발생이 없었으나, 임부에 한 이 약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신중 이 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동물에서 리바스티그민 그리고/또는 사체는 유즙으로 배설된다. 이 약이 모유로의 이행여

부는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수유부에게 이 약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투약되어야 할 

경우에는 수유를 치료기간동안 중단하여야 한다.

7. 소아에 대한 투여

소아의 질환에 한 적절하고 잘 통제된 임상시험이 수행된 바 없으므로, 이 약은 소아에서 사용

이 권장되지 않는다.

8. 과량투여시의 처치

1) 증상 및 징후 : 부분의 우발적인 과량복용은 어떤 임상징후나 임상증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거의 부분의 환자들이 이 약 투여를 계속했다.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의 과량투여는 구역, 구토, 설사, 고혈압, 환각, 타액분비, 발한, 서맥, 

저혈압, 호흡저하, 허탈 및 경련이 그 특징인 콜린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근육 쇠약증가가 

나타날 수 있으며 호흡기근육에 나타난다면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심장활동에 한 콜린

에스테라제 억제제의 알려진 미주신경긴장효과로 인해 서맥 및/또는 실신이 나타날 수 있다. 

46mg을 섭취한 예가 한 건 있었는데 그 환자는 증요법 후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2) 처치 : 리바스티그민의 혈장 반감기는 약 1시간이고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억제 기간은 약 

9시간이기 때문에, 과량복용 후에도 무증상성인 경우에는 그 이후 24시간 동안 이 약을 투여

하지 않도록 한다. 과량복용 후 중증의 구역 및 구토를 동반한 경우에는 진토제 사용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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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과량투여의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보조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다른 

이상반응 발현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증상적 치료가 행해져야 한다. 과다한 과량복용일 경

우에는 아트로핀이 사용될 수 있다. 초기용량은 아트로핀황산염 0.03mg/kg을 정맥주사하고 

연이은 증량은 임상반응에 따라 행하도록 권장된다. 해독제로 스코폴라민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또한 이 약의 반감기가 짧아 과량투여 시 투석(혈액투석, 복막투석 또는 

혈액여과)은 임상적으로 활용될 수 없을 것이다.

9.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 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

를 주의한다.

10. 기타

1) 만성 독성 

랫트, 마우스, 개에 반복 투여한 독성 시험에서, 과도한 약리학적 효과의 유일한 보고가 있었

다. 기관 특이성 독성은 없었다. 콜린 자극에 한 이런 동물종의 높은 민감도 때문에, 사람

에 노출시 안전성에 관한 한계를 계산하기 위한 동물 연구가 불가능하였다.

2) 돌연변이

사람 말초 림프구의 염색체 이상 시험을 제외하고, 최  임상 용량보다 10
4
배 고용량에서 리

바스티그민은 표준 in vivo, in vitro 시험들에서 돌이변이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in vivo 소핵 

테스트는 음성이었다.

3) 발암성

랫트와 마우스 시험에서 최  내약 용량에서의 발암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리바스티그민과 

그 활성 사체의 노출이 사람에서보다 높지 않았다. 체표면적에 근거하여, 리바스티그민과 

그 활성 사체의 노출은 1일 최  용량 12 mg 투여 후 사람에 한 노출과 략 동등하였다.

용량 비교시 사람의 최  치료용량의 략 6배가 실험동물에 투여되었다.

4) 기형발생

동물에서 리바스티그민은 태반을 통과하고 유즙으로 이행된다. 임신한 랫트와 토끼에 경구 

투여한 시험에서 리바스티그민은 어떠한 잠재적 기형발생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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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한국노바티스(주) 엑셀론캡슐1.5 리그램(리바스티그민주석산염) 수입

2 한국노바티스(주) 엑셀론캡슐3.0 리그램(리바스티그민주석산염) 수입

3 한국노바티스(주) 엑셀론캡슐4.5 리그램(리바스티그민주석산염) 수입

4 한국노바티스(주) 엑셀론캡슐6.0 리그램(리바스티그민주석산염)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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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타페넴나트륨 단일제 (주사)
(Ertapenem Sodium)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베타 락탐계 약물을 투여받은 환자중에서 때때로 중 한 치명적 과민반응(아나필락시 반응)

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반응은 다양한 항원에 한 과민반응의 병력을 가진 환자의 경우 발생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았다. 또한 페니실린에 과민반응의 병력을 가진 환자에게 다른 베타 락탐

계 약물을 투여하였을 때, 중증의 과민반응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었다. 따라서 이 약을 투

여하기 전에 환자가 페니실린, 세팔로스포린, 다른 베타 락탐계 약물 및 기타 항원에 하여 

이전에 과민반응을 나타낸 적이 있었는지 주의 깊게 조사하여야 한다.

만약 이 약에 해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단한다.

중 한 아나필락시 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각적인 응급조치(에피네프린, 산소, 스테로이드 정

맥주사, 기도삽관 등 기도 처치)등을 취해야 한다. 이외에도 다른 치료약물을 투여할 수도 

있다.

2) 이 약의 투여 시 발작, 기타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이 보고된 적이 있다(3. 신중투여 및 4. 이상

반응 항 참조).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에르타페넴나트륨 단일제 (주사) (Ertapenem Sodium)

 분류 번호 ∙ [06180]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한국엠에스디(유)

 정보 사항 ∙ 이상반응 항목

  - 이상반응 항목에 “근골격 및 결합조직: 근육쇠약” 등 추가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1406호, 2012. 5.17.)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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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약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항균제에 의해 위막성 장염이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있으며, 

증상은 경증에서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다양하였다. 따라서 항균제 투여 후 설사를 

하는 환자의 경우 위막성 장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항균제의 투여는 정상 장내세균총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Clostridium 속 균종의 과도한 성장

을 유도할 수 있다. 연구결과, Clostridium difficile에 의해 발생하는 독소가 “항균제-관련 

장염”의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5) 위막성 장염으로 진단된 후에는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 경증인 경우에는 통상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면 회복될 수 있다. 중등도 내지 중증의 경우에는 수액 및 전해질, 단백질을 

보충하거나, Clostridium difficile에 의한 장염에 유효한 항균제의 투여를 고려해야 한다.

6) 문헌에 따르면, 이 약을 포함한 카바페넴계 항균제를 발프로산(valproic acid) 또는 디발프로

엑스나트륨(divalproex sodium)을 투여받는 환자에게 병용투여했을 때, 발프로산 농도의 감

소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약물상호작용으로 인해 발프로산 농도가 치료 농도 이하로 감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발프로산 또는 디발프로엑스나트륨의 

용량을 높이는 것이 약물 상호작용을 극복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약과 발프로

산　또는 디발프로엑스나트륨의 병용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발프로산 또는 디발프로엑스나

트륨으로 발작이 잘 조절되는 환자의 감염증 치료에는 카바페넴계 외의 항균제 사용을 고려

하여야 한다. 만약 이 약의 투여가 필요할 때에는 혈중 발프로산의 농도를 모니터링하며, 추

가적인 항경련 요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약물상호작용 항 참조). 

7) 이 약의 근육주사시 희석제로 염산리도카인 용액이 사용되므로, 염산리도카인에 한 첨부문

서를 참고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성분 혹은 동일한 계열의 다른 약물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베타 락탐계 약물에 아나필락시성 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3) 이 약의 근육주사 시 희석제로 염산리도카인 용액이 사용되므로, 아미드계열의 국소마취제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에게는 이 약을 근육주사 하여서는 안된다.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성인 환자를 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이 약과의 관련성과 상관없이 시험기간 및 14일간 

추적조사동안 환자의 0.5%에서 발작이 보고되었다(4. 이상반응 항 참조). 이 이상반응은 중

추신경계질환(예, 뇌손상 혹은 발작의 병력) 및/또는 신기능 저하 환자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발작증상을 일으킬 인자가 알려진 환자에서는 권장용량을 충실히 지킬 

것이 요구되며, 발작질환이 있는 환자는 항경련제 투여를 지속하여야 한다. 국소성 진전, 간

성 근경련, 혹은 발작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경학적으로 검사하여 입원하지 않은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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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
이 약

*

1g/일
(N=802)

Piperacillin /
Tazobactam

*

3.375g, 매6시간마다
(N=774)

이 약
†

1g/일
(N=1,152)

Ceftriaxone
†

1 혹은 2g/일
(N=942)

국소

  혈관외 유출

  주사부위 합병증

  정맥염/혈전성정맥염

1.9

7.1

1.9

1.7

7.9

2.7

0.7

5.4

1.6

1.1

6.7

2.0

전신

  무기력/피로

  사망

  부종/종창

  발열

  복통

  흉통

  혈압상승

  혈압강하

  빈맥

  위산역류

  구강 칸디다증

  변비

  설사

  소화불량

  구역

  구토

1.2

2.5

3.4

5.0

3.6

1.5

1.6

2.0

1.6

1.6

0.1

4.0

10.3

1.1

8.5

3.7

0.9

1.6

2.5

6.6

4.8

1.4

1.4

1.4

1.3

0.9

1.3

5.4

12.1

0.6

8.7

5.3

1.2

1.3

2.9

2.3

4.3

1.0

0.7

1.0

1.3

1.1

1.4

3.3

9.2

1.0

6.4

4.0

1.1

1.6

3.3

3.4

3.9

2.5

1.0

1.2

0.7

0.6

1.9

3.1

9.8

1.6

7.4

4.0

항경련제 요법을 받아야 하고, 이 약을 감량할 것인지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할 것인지 결정하

기 위하여 이 약의 용량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신부전환자: 이 약의 투여시 용량을 조절하여야 한다(용법․용량 항 참조).

4. 이상반응

1) 성인

임상시험에서 1,954명의 환자가 이 약을 투여받았다.; 몇 임상시험에서는 이 약의 투여후 적

절한 경구 항균제로 교체되었다.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의 부분은 경증 내지 중등

도이었으며, 이상반응으로 인하여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한 환자는 전체중 4.7% 이었다. 다음 

<표 1>은 임상시험에서 1.0% 이상의 환자에서 발생한 이상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경구 항균

제로 교체한 환자를 포함하여 이 약을 투여받은 모든 환자에서 약물과 관련된 것으로 가장 

빈번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설사(5.5%), 주사부위 혈관 합병증(3.7%), 구역(3.1%), 두통

(2.2%), 질염(2.1%), 정맥염/혈전성정맥염(1.3%), 구토(1.1%)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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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
이 약

*

1g/일
(N=802)

Piperacillin /
Tazobactam

*

3.375g, 매6시간마다
(N=774)

이 약
†

1g/일
(N=1,152)

Ceftriaxone
†

1 혹은 2g/일
(N=942)

  다리 통증

  불안

  정신상태 변화
‡

  어지러움

  두통

  불면

  기침

  호흡곤란

  인두염

  수포음/건성수포음

  호흡장애

  홍반

  가려움증

  발진

  질염

1.1

1.4

5.1

2.1

5.6

3.2

1.6

2.6

0.7

1.1

1.0

1.6

2.0

2.5

1.4

0.5

1.3

3.4

3.0

5.4

5.2

1.7

1.8

1.4

1.0

0.4

1.7

2.6

3.1

1.0

0.4

0.8

3.3

1.5

6.8

3.0

1.3

1.0

1.1

0.5

0.2

1.2

1.0

2.3

3.3

0.3

1.2

2.5

2.1

6.9

4.1

0.5

2.4

0.6

1.0

0.2

1.2

1.9

1.5

3.7
 *

  제IIb/III상 복잡성 복부내 감염, 복잡성 피부 및 피부조직 감염, 급성 골반 감염에 한 임상시험 포함.
 † 

제IIb/III상 지역사회획득성폐렴, 복잡성 요로감염 및 제IIa상 임상시험 포함.
 ‡

 동요, 혼란, 방향감각 상실, 인지능력의 저하, 정신상태의 변화, 기면, 혼미 등.

  복부내 감염 합병증 환자를 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4.7% 

(15/316), 조약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2.6%(8/307)가 사망하였으나, 사망한 환자들은 중 한 

합병증과 중증 감염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며, 시험자의 판단으로 이 약과의 연관성은 없

다고 여겨졌다.

  임상시험에서 시험기간 및 14일간 추적조사동안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의 0.5%, Piperacillin/ 

Tazobactam을 투여받은 환자의 0.3%, ceftriaxone을 투여받은 환자의 0% 에서 발작이 보고

되었다(3. 신중투여 항 참조).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0.1% 이상의 빈도로 보고된 기타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 전신: 복부팽창, 통증, 오한, 패혈증, 패혈성 쇽, 탈수, 통풍, 권태감, 괴사, 칸디다증, 체중감

소, 안면 부종, 주사부위 경화, 주사부위 통증, 측복부 통증, 실신.

  - 심혈관계: 심부전, 혈종, 심박정지, 서맥, 부정맥, 심방세동, 심잡음, 심실 빈맥, 무수축, 뇌경

막하 출혈.

  - 소화기계: 위장관 출혈, 식욕부진, 고창, C. difficile로 인한 설사, 구내염, 연하곤란, 치질, 

장폐색, 담석증, 십이지장염, 식도염, 위염, 황달, 구강 궤양, 췌장염, 유문협착증.

  - 신경정신계: 신경과민, 발작(1. 경고 및 3. 신중투여 항 참조), 진전, 우울, 감각감퇴, 경축, 

감각이상, 공격적 성향, 어지러움.

  - 호흡기계: 흉막삼출, 저산소혈증, 기관지 수축, 인두불편감, 비출혈, 흉막통증, 천식, 각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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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 이 약
*†

(N=384)
Ceftriaxone

*

(N=100)

Ticarcillin /
Clavulanate

†

 (N=24)

국소

  주입부위 홍반 

  주입부위 경화 

  주입부위 통증 

  주입부위 정맥염 

  주입부위 종창 

  주입부위 열감 

3.9

1.0

7.0

1.8

1.8

1.3

3.0

1.0

4.0

3.0

1.0

1.0

8.3

0.0

20.8

0.0

4.2

4.2

전신

  복통 

  상부 복통 

  변비 

  설사 

  연변 

  구역 

  구토 

  발열 

  복부농양 

  단순포진 

4.7

1.0

2.3

11.7

2.1

1.6

10.2

4.9

1.0

1.0

3.0

2.0

0.0

17.0

0.0

0.0

11.0

6.0

0.0

1.0

4.2

0.0

0.0

4.2

0.0

0.0

8.3

8.3

4.2

4.2

딸꾹질, 발성장애.

  - 피부 및 피부부속기계: 발한, 피부염, 박리, 조홍, 두드러기.

  - 특수감각: 미각이상.

  - 비뇨기계: 신부전, 핍뇨/무뇨, 질소양증, 혈뇨, 뇨저류, 방광기능이상, 질칸디다증, 외음부질염.

  289명의 성인 당뇨환자를 상으로 당뇨성 족부감염 치료를 위해 이 약을 투여한 임상시험 

결과 이상반응 양상은 이전 임상시험에서 관찰된 것과 전반적으로 유사하였다.

  476명의 성인환자를 상으로 직장결장수술로 인한 수술부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 약 1g

을 수술 전 투여한 임상시험 결과 비경구 요법 중 발생한, 이전 임상시험에서 나타나지 않았으

며 약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이상반응은 동서맥이었다(발생율: 0.1% - 1.0%).

2) 소아

임상시험에서 384명의 환자가 이 약을 투여받았다.; 몇 임상시험에서는 이 약의 투여후 적절

한 경구 항균제로 교체되었다. 소아 환자에서 나타난 이상반응은 전반적으로 성인과 유사하

였다. 다음 <표 2>는 임상시험에서 1.0% 이상의 환자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경구 항균제로 교체한 환자를 포함하여 이 약을 투여받은 소아환자에서 약물과 관련된 것으

로 가장 빈번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설사(6.5%), 주입부위 통증(5.5%), 주입부위 홍반

(2.6%), 구토(2.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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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 이 약
*†

(N=384)
Ceftriaxone

*

(N=100)

Ticarcillin /
Clavulanate

†

 (N=24)

  비인두염 

  상기도감염 

  바이러스성인두염 

  체온저하 

  어지러움 

  두통 

  기침

  천명

  피부염

  가려움증

  기저귀피부염

  발진

1.6

2.3

1.0

1.6

1.6

4.4

4.4

1.0

1.0

1.6

4.7

2.9

6.0

3.0

0.0

1.0

0.0

4.0

3.0

0.0

1.0

0.0

4.0

2.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8.3
 *

  제IIb상 복잡성 피부및 피부조직 감염, 지역사회 획득성 폐렴, 복잡성 요로감염에 한 임상시험 포함. 

이 임상시험에서 생후 3개월에서 12세 소아 환자는 이 약(1일 2회 15mg/kg 정맥투여, 1일 최 투여용

량 1g) 또는 ceftriaxone (50mg/kg/일을 2회 분할 정맥투여, 최 투여용량 2g)을 투여받음. 13세에서 

17세 환자는 이 약 1일 1회 1g을 정맥투여받거나 ceftriaxone 50mg/kg/일을 1일 1회 정맥투여받음. 
 †

 제IIb상 급성골반감염, 복잡성 복부내 감염에 한 임상시험 포함. 이 임상시험에서 생후 3개월에서 

12세 소아 환자는 이 약 (1일 2회 15mg/kg 정맥투여, 1일 최 투여용량 1g)을 투여받음. 13세에서 

17세 환자는 이 약 (1일 1회 1g)을 정맥투여받거나 ticarcillin/clavulanate (60kg 미만인 환자는 

50mg/kg, 60kg 초과인 환자는 3.0g을 1일 4회 내지 6회)를 투여받음.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0.5% 초과 1.0% 미만의 빈도로 보고된 기타 이상반응을 발현부위

별로 아래에 분류하였다.:

  - 일반장애 및 투여부위 상태: 흉통, 주입부위 가려움증

  - 감염: 칸디다증, 이염, 경구 칸디다증

  - 사 및 영양: 식욕 감소

  -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장애: 관절통

  - 신경계 장애: 기면

  - 정신계 장애: 불면증

  - 생식계 및 유방장애: 생식기 발진

  - 호흡기계, 흉부 및 종격장애: 흉막삼출, 비염, 콧물

  - 피부 및 피하조직 장애: 아토피성 피부염, 홍반성 발진, 피부손상

  - 혈관 장애: 정맥염

3) 시판 후 조사: 다음 이상반응이 시판 후 사용에서 보고되었다.

  - 면역계: 아낙필락시양 반응을 포함한 과민증

  - 정신계: 정신 상태 변화 (초조, 공격, 섬망, 지남력장애, 정신상태 변화 포함)

  - 신경정신계: 운동이상, 환각, 간 성근경련, 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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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 및 피하조직계: 두드러기, 호산구 증가증 및 전신 증상을 동반한 약물성 발진(DRESS 증후군)

  - 근골격 및 결합조직: 근육쇠약

  - 전신 및 투여부위: 보행장애

4) 임상검사상 이상반응

  (1) 성인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투여받은 성인환자의 1.0% 이상에서 보고된 임상검사상 이상반응

은 다음 <표 3>과 같다. 임상시험에서 경구 항균제로 교체한 환자를 포함, 이 약을 투여받

은 모든 성인환자의 1.0% 이상에서 투여기간동안 보고된 약물과 관련된 임상검사상 이상

반응은 ALT 상승(6.0%), AST 상승(5.2%), 혈청 alkaline phosphatase 상승(3.4%), 혈소

판수 증가(2.8%), 호산구 상승(1.1%) 등이었다. 임상검사상 이상반응으로 인하여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한 환자는 0.3% 이었다.

임상검사상 이상반응
이 약

‡

1g/일
(N=766

†
)

Piperacillin /
Tazobactam

‡

3.375g, 
매6시간마다

(N=755
†

)

이 약
§

1g/일
(N=1122

†
)

Ceftriaxone
§

1 혹은 2g/일
(N=920

†
)

ALT 상승

AST 상승

혈청 알부민 감소

혈청 alkaline phosphatase 증가

혈청 크레아티닌 증가

혈당 증가

혈청 칼륨 감소

혈청 칼륨 증가

총 혈청 빌리루빈 증가

호산구 증가

헤마토크릿 감소

헤모글로빈 감소

혈소판수 감소

혈소판수 증가

호중구 감소

프로트롬빈 시간 증가

백혈구 감소

뇨중 적혈구 증가

뇨중 백혈구 증가

8.8

8.4

1.7

6.6

1.1

1.2

1.7

1.3

1.7

1.1

3.0

4.9

1.1

6.5

1.0

1.2

0.8

2.5

2.5

7.3

8.3

1.5

7.2

2.7

2.3

2.8

0.5

1.4

1.1

2.9

4.7

1.2

6.3

0.3

2.0

0.7

2.9

3.2

8.3

7.1

0.9

4.3

0.9

1.7

1.8

0.5

0.6

2.1

3.4

4.5

1.1

4.3

1.5

0.3

1.5

1.1

1.6

6.9

6.5

1.6

2.8

1.2

2.0

2.4

0.7

1.1

1.8

2.4

3.5

1.0

3.5

0.8

0.9

1.4

1.0

1.1
 *

 임상검사상 이상반응이 나타난 환자수/본 임상검사를 실시한 환자수
 †

 1개 이상의 임상검사를 실시한 환자수
 ‡

 제IIb/III상 복잡성 복부내 감염, 복잡성 피부 및 피부 조직 감염, 급성 골반 감염에 한 임상시험 포함.
 §

 제IIb/III상 지역사회획득성폐렴, 복잡성 요로감염 및 제IIa상 임상시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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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중 0.1% - 1.0%에서 투여기간동안 보고된 기타 임상검

사상 이상반응: 혈중요소질소(BUN), 직접/간접 혈청 빌리루빈, 혈청나트륨, 단핵구, 

PTT(partial thromboplastin time), 신장 상피세포의 증가 혈청 중탄산염(bicarbonate) 감소.

     289명의 성인 당뇨환자를 상으로 당뇨성 족부감염 치료를 위해 이 약을 투여한 임상시험 

결과 임상검사상 이상반응 양상은 이전 임상시험에서 관찰된 것과 전반적으로 유사하였다.

     476명의 성인환자를 상으로 직장결장수술로 인한 수술부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 약 

1g을 수술 전 투여한 임상시험 결과 비경구 요법 중 발생한 약물과 관련된 추가적인 임상

검사상 이상반응은 없었다.

  (2) 소아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투여받은 소아환자의 1.0% 이상에서 보고된 임상검사상 이상반응

은 다음 <표 4>와 같다. 임상시험에서 경구 항균제로 교체한 환자를 포함, 이 약을 투여받

은 모든 소아환자의 2.0% 이상에서 투여기간 동안 보고된 약물과 관련된 임상검사상 이

상반응은 호중구수 감소(3.0%), ALT 상승(2.2%), AST 상승(2.1%) 이었다. 

* 

임상검사상 이상반응
이 약

(n
†

=379)
Ceftriaxone
 (n

†
=97)

Ticarcillin /
Clavulanate
 (n

†
=24)

ALT 상승

Alkaline Phosphatase 증가

AST 상승

호산구수 증가 

호중구수 감소

혈소판수 증가

3.8

1.1

3.8

1.1

5.8

1.3

1.1

0.0

1.1

2.1

3.1

0.0

4.3

0.0

4.3

0.0

0.0

8.7

 *
 임상검사를 실시한 환자 중 임상검사상 이상반응이 나타난 환자 백분율 300명 이상 검사를 실시하였음.

 †
 1개 이상의 임상검사를 실시한 환자수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중 투여기간동안 0.5% - 1.0%에서 보고된 기타 임상검

사상 이상반응: 백혈구수 감소, 단백뇨.

5) 국내 시판 후 임상시험

국내에서 성인 총 271명을 상으로 복잡성 요로감염에 하여 사용성적 조사 이외 별도로 

시판 후 임상시험이 실시되었다. 이 시험에서 약물과의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투여기간 및 14

일 추적기간 동안 이 약 투여군 88명(66.7%), 세프트리악손 투여군 92명(68.2%)이 이상반응

을 보고하였다. 이 시험에서의 안전성 결과는 이전에 보고된 임상시험 및 시판 후 사용에서의 

안전성 프로파일과 유사하였다. 이 약 투여군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중 예상하지 못한 약물 

관련 이상반응은 경련 1건(0.8%) 및 골반내감염 1건(0.8%)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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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3,043명의 환자를 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결과 

유해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6.57%(200명/3,043명, 311건)로 보고되었으며, 주

로 관찰되는 유해사례는 발열 1.38%(42명/3,043명), 패혈성 쇽 0.79%(24명/3,043명), 설사 

0.56%(17명/3,043명), 폐렴, 패혈증 각 0.43%(13명/3,043명), 정신 상태 변화 0.33%(10명

/3,043명)이었다.

약물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약물유해반응)발현율은  1.41%(43명/3,043명, 

50건)로 다음과 같다; 발열 0.43%(13명/3,043명), 설사, 발진 각 0.20%(6명/3,043명), 구역 

0.10%(3명/3,043명), 트랜스아미나제 상승, 경련, 홍반 각 0.07%(2명/3,043명), 오한, 구토, 

복통, 변비, 혈중 크레아틴 증가, 간효소 상승, 정신 상태 변화, 불면증, 구진, 가려움증, 혈소

판 감소증, 부정맥, 심실위빈맥, 저혈당증, 과민 각 0.03%(1명/3,043명).

이 중 중 한 약물유해반응은 경련, 심실위빈맥, 설사, 발진 각 0.03%(1명/3,043명)이었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은 간효소 상승, 저혈당증, 구진, 과민 각 0.03%(1명/3,043명)이

었다.

5. 일반적 주의

1) 다른 항균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을 장기간 투여하였을 때는 이 약에 감수성이 없는 미생물의 

과도한 증식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야 하며, 만약 균교 감염이 관찰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수성균에 의한 감염이거나 그러한 균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감염이 아닌 경우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이 약을 처방하는 것은 환자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약물내성균의 발생 위험

을 증가시킨다. 약물내성균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이 약과 다른 항균제의 유효성을 지속시키

기 위해 이 약에 감수성이 있는 균으로 인한 감염이거나 그러한 균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감염

에 한하여 치료나 예방의 목적으로 이 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배양결과와 감수성 정보가 확인

된 후에는 그에 따라 항균제를 선택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가 없는 

경우 그 지역의 역학이나 감수성 양상에 한 정보가 이 약을 경험적으로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 이 약을 근육주사할 때는 혈관내로 주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용법․용량 항 참조). 이 

약의 근육주사시 희석제로 염산리도카인 용액이 사용되므로, 염산리도카인에 한 첨부문서

를 참고한다.

4) 이 약은 베타락탐계 항균제와 유사한 독성을 가지므로, 장기간 투여시에는 신장, 간, 조혈계등 

장기의 기능을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이 약은 투여량 1.0g 당 약 6.0mEq(약 137mg)의 나트륨을 포함하므로, 나트륨 조절 식이 

환자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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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약물상호작용

1) 이 약과 Probenecid(500mg, 6시간마다 경구투여)를 병용하였을 때, probenecid가 이 약의 

세뇨관 능동분비와 경쟁하여 이 약의 뇨중 배설을 억제한다. 따라서 Probenecid는 이 약의 

AUC를 25% 증가시켰으며, plasma 및 renal clearance를 각각 20%, 35% 감소시켰다. 반감기

는 4.0시간에서 4.8시간으로 증가시켰다. 그러나 이 약의 반감기에 미치는 영향은 작기 때문

에, 이 약의 반감기를 연장시키기 위하여 Probenecid를 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In vitro 시험에서 이 약은 P-glycoprotein을 매개로 하는 digoxin 혹은 vinblastine의 수송을 

억제하지 않았으며, P-glycoprotein을 매개로 하는 수송의 기질이 아니었다. 또한 사람의 간 

마이크로좀을 이용한 In vitro 시험에서 이 약은 주요한 6종의 cytochrome P450(CYP) 효소

(1A2, 2C9, 2C19, 2D6, 2E1, 3A4)에 의해 매개되는 사를 억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약은 

P-glycoprotein을 매개로 하는 약물의 배설 혹은 CYP에 의한 약물의 사 등을 억제하는 기

전의 약물상호작용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3) Probenecid 외 특정한 약물과의 상호작용은 연구되지 않았다.

4) 문헌에 따르면, 이 약 등의 카바페넴계 항균제를 발프로산 또는 디발프로엑스나트륨을 투여받

는 환자에게 병용투여했을 때, 발프로산 농도의 감소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약물 상호작용으

로 인해 발프로산 농도가 치료 농도 이하로 감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작의 위험이 높아

질 수 있다. 약물상호작용의 작용기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in vitro 및 동물시험 자

료를 통해 발프로산의 글루쿠로나이드 사체(VPA-g)가 가수분해되어 발프로산으로 전환되

는 것을 카바페넴계가 저해함으로써, 발프로산의 혈중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1. 

경고 항 참조).

7. 임부, 수유부, 소아, 고령자 및 간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1) 임부에 한 투여 : 마우스 및 랫드에게 정맥으로 700mg/kg/day 용량(마우스의 경우, 체표면

적에 근거하여 사람의 권장용량인 1g의 3배 용량, 랫드의 경우 혈중 AUC에 근거하여 사람의 

권장용량인 1g의 1.2배 용량)까지 투여하고 태자의 외표기형, 내장기형, 골격기형 등을 측정하

였을 때, 발생독성의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마우스에서 700mg/kg/day 용량 투여시, 태자의 

체중감소와 천미골 척추의 골형성 감소가 관찰되었다. 이 약은 랫드에서 태반을 통과하였다.

그러나 임부를 상으로 한 적절한 비교임상시험은 없다. 동물생식시험이 항상 사람에서의 

반응을 예측할 수는 없으므로, 임신시에는 이 약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신중히 투여한다.

2) 수유부에 한 투여 : 이 약은 사람의 모유중으로 배설되므로 이 약을 수유부에 투여할 때는 

주의하여야 한다. 수유부에게는 이 약물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3) 소아에 한 투여 : 생후 3개월에서 17세의 환자에 한 이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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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의 자료에 근거하여 아래 감염증에 해서 확립되었다.; 성인에서의 적절한 조임

상시험, 소아환자에서의 약동학시험, 생후 3개월에서 17세 환자에서의 활성약 조임상시험.

∙ 복잡성 복부내 감염

∙ 복잡성 피부 및 피부조직 감염 

∙ 지역사회 획득성 폐렴

∙ 복잡성 요로감염

∙ 급성 골반 감염

이 약은 생후 3개월 미만의 영아에 한 자료는 없으므로 생후 3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권

장되지 않는다.

이 약은 뇌척수액으로 충분히 통과하지 못하므로 소아의 수막염 치료에는 권장되지 않는다.

4) 고령자에 한 투여 : 제IIb/III상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투여받은 1,835명의 환자중 략 26% 

가 65세 이상이었으며, 75세 이상은 약 12% 이었다. 이 약의 유효성 및 안전성은 고령자(65

세 이상)와 젊은 연령층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외 임상경험에서도 고령자와 젊은 연령층간에 

차이는 보고된 바 없으나, 일부 고령자에서 감수성이 증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 

약은 신장으로 부분 배설되므로, 신장애환자의 경우 이 약에 의한 독성반응의 위험성이 커

질 수 있다. 고령환자는 신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용량설정시 주의하여야 하며 

신장기능을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다(용법 ․ 용량 항 참조).

5) 간장애 환자 : 간장애 환자에서 이 약의 약동학은 확립된 바 없다. 총 임상시험에서 이 약 

1g을 투여받은 환자 37명과 조약을 투여받은 환자 36명이 Child-Pugh Class A, B, 혹은 

C 간장애로 진단받았으며, 간장애 환자에서 이상반응의 발생율은 이 약 투여군과 조약 투

여군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8. 과량투여시의 처치

1) 이 약의 과량투여시 처치법에 관한 특별한 정보는 없으며, 이 약은 의도적으로 과량투여할 

가능성이 적다. 이 약을 건강한 성인에게 30분 동안 2g, 또는 1-2시간동안 3g을 정맥투여하였

을 때, 구역의 발생율이 증가하였다. 성인을 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부주의로 24시간동안 

1g씩 3회 투여받은 환자는 설사와 일시적인 어지러움을 나타냈다. 소아환자를 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40 mg/kg으로 최  2 g까지 단회 정맥투여한 결과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2) 과량투여한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고 이 약이 뇨로 완전히 배설될 때까지 일반적 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이 약은 혈액투석으로 제거될 수 있다. 말기 신부전환자에서 투여직후 혈액투석(4시간)을 실

시하였을 때 이 약의 총량에 한 plasma clearance가 30% 증가하였다. 그러나, 과량투여시 

혈액투석의 유용성은 밝혀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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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저장상의 주의사항

조제전 : 25℃ 이하 보관

주입액 조제후 : 0.9% 염화나트륨주사액에 희석한 후에는(용법 ․ 용량중 9. 주사액의 조제 항 참

조) 실온(25℃)에서 6시간동안 보관하거나, 냉장 보관시(5℃)에는 24시간동안 보관할 수 있으며 

냉장고에서 꺼낸 후에는 4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주입액은 얼리지 말아야 한다.

10. 기타: 동물 독성시험

1) 이 약의 장기간 발암성 동물시험은 수행된 바 없다.

2) 이 약은 다음 시험에서 돌연변이원성 및 유전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랫드 간세포에서 알칼

리 추출분석(alkaline elution/rat hepatocyte assay), CHO 세포에서 염색체 이상분석, TK6 

human lymphoblastoid 세포에서 돌연변이성 분석시험 등 체외(in vitro)시험, 마우스 소핵시

험 등 체내(in vivo) 시험.

3) 마우스 및 랫드에서 정맥으로 700mg/kg/day(마우스의 경우, 체표면적에 근거하여 사람의 권

장용량인 1g의 3배 용량, 랫드의 경우 혈중 AUC에 근거하여 사람의 권장용량인 1g의 1.2배 

용량)까지 투여한 결과, 교미율, 생식력, 수태능 및 배자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랫드

에 한 반복투여독성시험에서 투여부위의 자극성, 섬유증, 출혈, 염증이 관찰되었으며, 호중

구수가 감소하였다.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한국엠에스디(유) 인반즈주1그램(에르타페넴나트륨)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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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레콕시브 단일제 (경구)
(Celecoxib)

사용상의 주의사항

(캡슐제)

1. 경고

1) 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 약이나 다른 해열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이 이 약을 복용하면 위장출혈이 

유발될 수 있다.

2) 심혈관계 위험 : 이 약은 중 한 심혈관계 혈전 반응,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

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모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약물에 의해 유사한 

위험이 발생될 수 있다. 투여 기간, 투여 용량, 기저 심혈관계 위험인자에 따라 이러한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의사와 환자는 이러한 심혈관계 증상의 발현에 하여 신중히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이는 심

혈관계 질환의 병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환자는 중 한 심혈관계 독성의 

징후 및/또는 증상 및 이러한 증상(가슴통증, 숨참, 쇠약, 불명료한 발음)이 발현되는 경우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세레콕시브 단일제 (경구) (Celecoxib)

 분류 번호 ∙ [01140] 해열, 진통, 소염제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한국화이자제약(주)

 정보 사항 ∙ 이상반응 항목

  - 이상반응 항목에 “호산구증가와 전신증상을 동반한 약물발진

(Durg rash with eosinophilia and systemic  symptom, 

DRESS 또는 과민반응 증후군)” 추가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1406호, 2012. 5.17.)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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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할 처치에 하여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3) 위장관계 위험 :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약물은 위 또는 장관의 출혈, 

궤양 및 천공을 포함한 중 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

일 수 있다. 이러한 이상반응은 투여 기간 동안에 경고 증상 없이 발생할 수 있다. 고령자는 

중 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투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 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으나 단기 

투여 시 이러한 위험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위장관계 궤양 또는 출혈의 증상 및 징후에 하여 신중히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명치의 통증, 소화불량, 흑색변, 토혈을 포함한 암시적인 증상 또는 중증의 위장

관계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추가적인 평가 및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위험군의 

환자에게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관련 없는 다른 체 치료제를 고려해야 한다.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해 과민반응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설폰아미드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환자

3) 아스피린이나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COX-2 억제제 포함)에 하여 천식, 급성 비

염, 비측 폴립, 혈관부종 두드러기 또는 알레르기 반응 병력이 있는 환자

4) 중증 간장애 환자

5) 중증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청소율＜30mL/min인 환자)

6) 활동성 소화성 궤양 또는 위장관 출혈 환자

7) 크론병 또는 궤양성 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

8) 울혈심부전 환자(NYHA II - IV)

9) 확립된 허혈성 심장질환자, 말초성 동맥질환 환자 및/또는 뇌혈관 질환자

10)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11) 수유부

12)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

13) 고칼륨혈증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간장애 환자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신장애 환자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크레아티닌청소율＜60mL/min인 환자) 

3) 기관지 천식 환자

4) 심부전 환자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5) 고혈압 환자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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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체액저류 환자 또는 부종의 병력이 있는 환자

7) 이뇨제나 ACE 억제제를 투여중인 환자

8) 저혈량증의 위험이 있는 환자

9) 탈수 환자

10) 고령자

11) 소화성궤양이나 위장관 출혈의 병력이 있는 환자

12) 심혈관계 이상반응(심장발작, 뇌졸중 등)에 한 고도의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등), 심혈관질환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13) CYP2C9에 의한 사가 어려운 환자

14) 혈액응고장애가 있거나 항응고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

15)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이 약을 복용시 여성 생식능력이 손상될 수 있다.)

16) 당뇨병 환자

4. 이상반응

1) 위약 또는 활성 조약과의 비교임상시험에 의하면, 이상반응으로 인한 약물 투여 중단비율은 

이 약 투여군에서 7.1%, 위약군에서 6.1%이었다. 이 약 투여를 중단시킨 이상반응 중 가장 

빈번한 것은 소화불량과 복통이었다. 이 약과의 인과관계에 상관없이 이 약의 투여 후 성인에

서 보고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1) 위장관계 : 소화불량(8.8%), 설사(5.6%), 과민성 장증후군, 배변횟수 증가, 때때로 복통, 

상복부통증, 고창, 구역, 변비, 게실염, 삼킴곤란, 트림, 식도염, 위장염, 위장관궤양, 위식

도 역류, 위 불쾌감, 위장장애, 치질, 열공성 헤르니아, 혈변, 구강건조, 구내염, 뒤무직, 

치아질환, 구토, 위장관 염증의 악화, 구각미란, 드물게 장폐색증, 장관천공, 위장관 출혈, 

출혈성 장염, 식도천공, 췌장염, 장패쇄증, 치아발치 후 치조골염, 장문합 궤양, 흑색변, 

설염, 아프타성 구내염, 구강점막 수포형성, 입의 감각이 둔감해짐, 구강내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2) 중추 및 말초 신경계 : 두통(15.8%), 때때로 어지러움, 다리 경련, 긴장항진, 지각감퇴, 

편두통, 신경통, 신경병증, 지각이상, 뇌경색, 드물게 무균성 수막염, 운동실조, 자살, 후각

상실, 무미각증

  (3) 전신 : 때때로 등통, 알레르기 악화, 알레르기 반응, 무력, 가슴통증, 체액저류/말초성 부

종, 전신성 부종, 얼굴 부종, 피로, 권태감, 열, 얼굴홍조, 인플루엔자성 증후군, 통증, 말초

성 통증, 드물게 패혈증, 급사, 아나필락시스모양 반응, 혈관부종

  (4) 정신신경계 : 때때로 불면증, 식욕부진, 불안, 식욕증가, 우울증, 신경 과민반응, 졸음, 치

명적 두개내 출혈, 착란, 환각, 간질악화

  (5) 호흡기계 : 상기도 감염(8.1%), 부비강염(5.0%), 때때로 인두염, 비염, 기관지염,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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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련, 악화성 기관지 경련, 기침, 호흡곤란, 후두염, 폐렴 드물게 코피, 발성장애

  (6) 피부 및 부속기관 : 수포성 피부염, 반상출혈, 때때로 발진, 탈모증, 피부염, 손톱질환, 광

민감반응, 소양감, 홍반성 발진, 반점상 구진의 발진, 피부질환, 피부건조, 발한증가, 두드

러기, 다형홍반, 박탈피부염,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

(리엘증후군), 습진, 반상출혈, 지방종, 알레르기 피부염, 드물게 점상출혈, 비듬, 호산구증

가와 전신증상을 동반한 약물발진(Durg rash with eosinophilia and systemic  symptom, 

DRESS 또는 과민반응 증후군)

  (7) 심혈관계 : 부정맥, 심실비 , 때때로 악화성 고혈압, 고혈압, 협심증, 불안정협심증, 관상

동맥장애, 심근경색증, 심부전, 울혈심부전, 심계항진, 빈맥, 뇌졸중, 동맥판폐쇄부전증, 

혈종, 동성서맥, 드물게 실신, 심실성 세동, 폐색전증, 뇌혈관 발작, 말초성 괴저, 혈전성 

정맥염, 혈관염, 심부 정맥 혈전증, 뇌출혈

  (8) 감염 : 상기도감염, 단독(erysipelas), 상처감염, 치은감염, 때때로 단순포진, 상포진, 박

테리아성 감염, 세균성 감염, 진균성 감염, 연조직 감염, 바이러스성 감염, 모닐리아증, 생

식기 모닐리아증, 중이염

  (9) 생식기계 : 유방압통, 폐경기 증상, 때때로 흉부 유선 섬유종증, 흉부신생물(여성), 가슴통

증(여성), 월경통, 월경장애, 질출혈, 질염, 전립선 장애, 난소낭증

  (10) 귀 : 때때로 청각상실, 귀의 이상, 이통, 이명, 난청

  (11) 간 및 담도계 : 때때로 간기능 이상, ALT 상승, AST 상승, γ-GTP 증가, ALP 증가, 요(尿)

우로빌리노겐 양성 , 드물게 담석증, 간염, 황달, 간부전, 전격성 간염, 간괴사 

  (12) 사 및 영양 : 혈중 나트륨 증가, 혈중 칼륨 증가, 때때로 BUN 증가, CPK 증가,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고혈당증, 저칼륨증, 고칼륨혈증, NPN 증가, 크레아티닌증가, 알카리

포스파타제 증가, 체중증가, 식욕부진, LDH 증가 드물게 저혈당증, 저나트륨혈증, 

  (13) 골격근계 : 신경절의 통증, 때때로 관절통, 관절증, 골격이상, 근육통, 경부긴장증, 활막

염, 건염, 근염, 다리 경련, 골절, 건파열, 드물게 등의 통증, 근육경직

  (14) 혈액계 : 헤마토크리트 감소, 헤모글로빈 증가, 때때로 반상출혈, 코피, 혈소판혈병, 빈혈, 

드물게 혈소판 감소증, 무과립구증, 재생불량성 빈혈, 범혈구감소증, 백혈구감소증

  (15) 투여부위 : 때때로 봉소염, 접촉 피부염, 주사부위반응, 피부소결절

  (16) 특수기관 : 때때로 미각도착

  (17) 요로계 : 때때로 알부민뇨, 방광염, 혈뇨, 배뇨곤란, 빈뇨증, 신결석, 요실금, 요로감염

  (18) 눈 : 때때로 시야혼몽, 백내장, 결막염, 눈의 통증, 녹내장, 드물게 안구출혈, 망막동맥 

또는 정맥 폐색

  (19) 신장 : 혈중 크레아티닌 증가, β2-마이크로글로불린 증가, 때때로 NAG 증가, 요잠혈 양

성, 요단백 양성, 드물게 신기능장애, 급성 신부전, 간질성 신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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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

국내에서 6년 동안 실시한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결과, 약과의 인과관계에 상관없이 총 5,648

례 중 305례(5.40%)에서 338건의 이상반응이 보고되었다. 소화불량이 155건(2.74%)으로 가

장 많았으며, 얼굴부종 54건(0.96%), 복통 33건(0.58%), 구역 13건(0.23%), 말초성 부종, 발

진 각 12건(0.21%), 설사 10건(0.18%), 불면증 7건(0.1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이상반응으로 두통, 어지러움이 각 5건(0.09%) 보고되었으며, 변비, 위궤양, 두드러기, 

빈혈이 각 2건(0.04%), 구갈, 궤양성 구내염, 위염, 알레르기, 요통, 가슴통증, 고지혈증, 당

뇨, 체중증가, 골절, 관절통, RA factor양성, 상포진, 폐렴, 호흡곤란, ALT상승, 난청이 각 

1건(0,02%) 보고되었다.

5. 일반적 주의

1) 이 약을 투여하기 전에 이 약 및 다른 체 치료법의 잠재적인 위험성과 유익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약의 복용량과 노출 기간이 증가할수록 심혈관계 위험도가 커지므로 가능한 최단 

기간동안 최소 유효용량으로 투여한다. 특히 골관절염(퇴행관절염) 환자의 경우에  주기적으

로 재평가를 해야 한다.

2) 위장관계 이상반응 :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궤양성 질환이나 위장관 

출혈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처방시 극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화성 궤양 질환 및/또

는 위장관 출혈의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이러한 위험인자가 없는 환자에 비해 비스테로이

드성 소염진통제 투여 시 위장관 출혈의 발생 위험이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위장관계 출혈을 

증가시키는 다른 위험인자로는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항응고제 병용, 비스테로이

드성 소염진통제 또는 아스피린의 병용 알코올 섭취, 흡연, 고령, 허약한 건강상태 등이 있다. 

치명적인 위장관계 이상반응에 한 자발적 보고의 부분은 고령자 및 허약자에 한 것이

므로, 이러한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 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 고혈압 :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고혈압을 일으키거나, 기존의 고혈압

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혈관계 유해사례의 발생률이 증가될 수도 있다. 티아지

드계 이뇨제 또는 루프계 이뇨제를 복용중인 환자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복용시 이들 

요법에 한 반응이 감소될 수 있다.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고혈압 

환자에서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이 약의 투여 초기와 투여기간 동안에 혈압을 면 히 모니터

링해야 한다.

4) 울혈심부전 및 부종 :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는 일부 환자에서 

체액 저류 및 부종이 관찰되었다.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저해로 신기능의 악화 및 체액저류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이 약은 심부전, 좌심실 기능 장애, 또는 고혈압의 병력이 있는 환자나 

부종이나 체액저류가 있는 환자에서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또한 이뇨제를 투여하고 있거나 

다른 사유로 혈량저하증의 위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또한 이 약 투여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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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시 신장유두괴사나 기타 신장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신혈류를 유지하는데 프로스타글란딘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심부전 환자, 신부전 

환자, 간부전 환자, 이뇨제 ACE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II 수용체 길항제를 투여 중인 환자, 

고령자 등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투약을 중단하면 부분 치료 전 상태로 회복된다.

6) 진행된 신질환 : 진행된 신질환 환자에서 이 약 사용에 한 통제된 임상 시험은 실시된 바 

없다. 따라서, 진행된 신질환 환자에 해서는 이 약의 투여가 권장되지 않다. 이 약의 투여를 

개시해야 한다면, 환자의 신장 기능에 해서 면 히 관찰해야 한다.

7)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투여로 간기능 수치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검사수치는 치료가 지속됨에 따라 악화되거나 변화가 없거나 또는 일시적

일 수 있다. 또한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황달, 치명적 전격성 

간염, 간괴사, 간부전(일부는 치명적임)을 포함한 중증의 간 관련 이상반응이 드물게 보고되

었다.

간기능 이상을 암시하는 증상 및/또는 징후가 있는 환자 또는 간기능 시험 결과 비정상인 환

자에 있어서는 투여기간 동안 주의깊게 간기능의 악화 여부를 관찰하고, 간질환과 관련된 임

상 증상이나 전신적인 징후(예, 호산구증가증, 발진)가 발현되는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

지한다. 

8) 이 약의 장기간 투여로 빈혈이나 혈액 손실의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헤모글로

빈치 또는 헤마토크리트치 검사를 해야 한다. 이 약은 일반적으로 혈소판 수치나 프로트롬빈 

시간(PT), 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PTT)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권장용량에서 혈소판 응

집을 억제하지 않는다.

9)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장기간 투여하는 환자는 정기적으로 전혈구 검사(CBC) 및 이

화학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간질환 또는 신질환과 관련된 임상 증상이나 전신적인 징후

(예, 호산구증가증, 발진)가 발현되거나 비정상적인 간기능 검사 또는 신기능 검사 결과가 지

속되거나 악화되면,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10) 아나필락시스모양 반응 :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마찬가지로 아나필락시스모양 

반응은 약물에 노출된 경험이 없는 환자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복합 증상은 아스피

린이나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 후 비측 폴립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거나 

또는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중증의 기관지 경련을 나타내는 천식 환자에게 전형적으로 발생

한다. 이러한 아나필락시스모양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응급처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피부반응 : 이 약은 설폰아미드 계열의 약물로, 박탈피부염,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

슨 증후군) 및 독성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 같은 중 한 피부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

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들 중 한 이상반응은 경고 증상 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파

제 알레르기의 병력이 없는 환자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부분의 경우 이러한 이상반응은 

투여 초기 1개월 이내에 발생한다. 환자는 중 한 피부 발현 증상 및 증후에 해 알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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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피부 발진, 점막 병변 또는 물집, 발열, 가려움과 같은 과민반응의 최초 증상 및 

징후가 나타날 때 약물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12) 천식 환자 중 일부는 아스피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 환자에게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경우 치명적일 수 있는 중증의 기관지경련과 관련될 수 있다. 이러한 

아스피린 민감성 환자에게서 아스피린과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간의 기관지경련

을 포함하는 교차반응이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이 약은 이러한 아스피린 민감성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하며, 천식 환자에게는 주의깊게 사용하여야 한다.

13) 이 약은 코르티코이드 제제를 체하거나 코르티코이드 결핍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로 사

용될 수 없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갑작스러운 투여 중단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반응성 

질환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장기간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복용해 온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서히 용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14) 이 약의 약리학적 특성상 발열 및 염증의 다른 증상과 징후를 불현성화하여 통증성 및 비감

염성 조건하에서 감염성 합병증의 진단을 지연시킬 수 있다.

15) 심한 탈수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 있어서는 수분을 공급한 후 약물 투여를 시작하며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16) 성인의 급성통증 완화(수술 후 또는 발치 후 진통)의 경우 단기간(1주일 이내)으로 사용한다.

17)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직후 최초 10～14일까지의 통증 치료를 위하여 COX-2 선택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투여한 큰 규모의 통제된 임상시험 두 건의 결과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발생률이 증가하였다. 

18) 정기적 혹은 필요에 따라 임상검사(요검사, 혈액검사, 신장기능 검사, 간기능 검사, 심전도 

검사 및 변잠혈검사 등)를 실시해, 이상이 확인될 경우 휴약이나 투여중지 등의 적절한 

처치를 실시해야 한다.

19) 이 약은 저용량 아스피린(1일 325mg 이하) 이외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투여 용량

에 관계없이 병용을 피해야 한다.

20) 이 약을 복용하고 어지러움, 졸음 등을 경험한 환자들은 운전이나 기계를 다루는 일은 피해

야 한다.

21) 이 약은 혈소판에 한 작용이 없으므로 심혈관계에 한 예방요법으로서 아스피린의 체 

약물이 될 수 없다. 이 약을 투여받고 있더라도 항혈소판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는 그 치료를 

중지해서는 안된다. 

22) 소염진통제에 의한 치료는 원인요법이 아닌 증요법임에 유의한다.

23) 교차민감도 : 하나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감수성을 가진 환자는 마찬가지로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도 감수성을 나타낼 수 있다.

24) 자가면역질환 환자(예, 전신홍반루프스(SLE) 및 혼합결합조직병(MCTD) 환자)가 이 약을 복

용시 무균수막염에 걸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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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 약은 당뇨병 환자 또는 혈중 칼륨농도를 증가시키는 약물과 병용투여 시 고칼륨혈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칼륨 수치의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26)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여성에서 일시적인 불임이 보고되었다.

6. 상호작용

1) 이 약은 주로 간에서 CYP2C9에 의해 사되므로, CYP2C9를 억제하는 약물과 병용 투여할 

경우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2) 플루코나졸 200mg을 1일 1회 병용투여 시 플루코나졸에 의해 이 약의 CYP2C9을 통한 사

가 억제되어 이 약의 혈중 농도가 2배 증가되었으므로 이 약의 병용을 시작하는 경우 최저 

권장량으로 투여한다. 플루바스타틴과 병용시 이 약 및 플루바스타틴의 혈중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리팜피신, 카르바마제핀, 바르비투르계 약물 등 CYP2C9의 유도제와의 병용

은 이 약의 혈중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3) In vitro 연구에 의하면, 이 약은 CYP2D6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CYP2D6에 의해 

사되는 약물과 in vivo에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 약과 병용투여 시 CYP2D6의 

기질인 항우울제(삼환계 및 SSRI), 신경이완제, 항부정맥약물, 덱스트로메트로판 등의 혈중농

도가 증가할 수 있다. 이 약의 병용투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약물의 용량 감소가, 

이 약의 병용투여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약물의 용량 증가가 필요할 수 있다.

4) In vitro 연구에서 이 약이 CYP2C19에 의해 매개되는 사를 일부 저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러한 결과의 임상적 유의성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CYP2C19에 의해 사되는 약물에는 

디아제팜, 시탈로프람 및 이미프라민 등이 있다.

5) ACE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길항제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의해 ACE 억

제제 또는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길항제의 항고혈압효과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이 약과 ACE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길항제를 병용투여하는 경우 이러한 상호작용을 염두에 두

어야 한다.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예, 탈수환자 또는 고령자)에게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

통제를 ACE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Ⅱ 수용체 길항제와 병용투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역적

인 급성 신부전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히 고령자에게는 이러한 병용투여 시 

주의하여야 한다. 환자에게 적절한 수분을 공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병용투여를 시작한 후 

정기적으로 신기능을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6) 이뇨제 : 임상시험 및 시판후 조사 결과 이 약의 신장에서의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에 의

해 일부 환자에서 푸로세미드 및 티아지드계 이뇨제의 나트륨뇨배설 효과가 감소할 수 있음

이 확인되었다. 이들 약물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병용투여하는 동안 신부전 징후를 

면 히 관찰해야 한다.

7) 아스피린과의 병용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사용과 관련된 중 한 심혈관계 혈전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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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일관된 증거는 없다. 저용량의 아스피린(1일 325mg 이하)과 

병용 투여할 수 있으나, 이 약을 단독 투여하는 것보다 위장관계 이상반응(위장관 궤양) 또는 

다른 위장관계 합병증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이 보고되었다. 심혈관계에 한 예방요법으로

서 아스피린을 투여할 경우에, 이 약은 혈소판에 한 작용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아스피린의 

체 약물이 될 수 없다.

8) 리튬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신장에서의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에 의해 혈청 리튬

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리튬의 신청소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

통제와 리튬의 병용 투여 시 리튬의 독성 징후를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9) 메토트렉세이트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의 병용투여로 신세뇨관에서 메토트렉세이트

의 배설이 지연되어 치명적인 메토트렉세이트의 혈액학적 독성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항암요

법으로 사용하는 고용량(15mg/주 이상)의 메토트렉세이트와는 병용투여하지 않으며, 저용량

의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투여 시 신중히 투여되어야 한다. 세레콕시브를 류머티스관절염 환

자에게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 투여(류마티스 치료용량) 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약물을 병용투여하는 경우 메토트렉세이트와 관련된 독성에 한 적절한 모니터링

을 고려해야 한다.

10) 쿠마린계 항응고제(와르파린 등) : 위장관계 출혈에 하여 와르파린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상승작용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두 약물을 함께 사용하는 환자는 단독으로 투여하

는 경우에 비해 중증의 위장관계 출혈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와르파린의 항응고 활성에 한 이 약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건강한 피험자에게 와르파린 

1일 2∼5mg을 투여한 시험에 의하면, 프로트롬빈 시간의 측정에 의한 항응고 활성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시판 후 조사에 의하면, 와르파린과 이 약을 병용 투여한 환자에

서 치명적일 수도 있는 프로트롬빈 시간의 연장과 관련된 중 한 출혈이 보고된 바 있으며, 

특히 고령자에서 더 많이 보고되었다.

11)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시클로스포린 또는 타크로리무스와의 병용투여에 의해 시클

로스포린 또는 타크로리무스의 신독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들 약물과 병용투여 시 신기

능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12) 이 약을 고지방 식이와 함께 복용한 경우 최고 혈장농도가 약 1∼2시간 지연되어 나타났으

며, 총흡수도(AUC)가 10∼20% 증가하였다.

13) 이 약을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을 함유한 제산제와 병용 투약한 경우 최고혈중 농도의 37% 

감소와 함께 총흡수도의 10% 감소가 나타났다.

14) 저용량의 아스피린(1일 325mg 이하) 이외에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병용 투여

할 경우 이상반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병용 투여하지 않아야 한다.

15) 코르티코스테로이드 : 위장관계의 이상 반응(예, 궤양, 출혈)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 특히 

고령자(65세 이상)에게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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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랫트에 한 실험에서 이 약은 분만을 지연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이 

약이 임부의 분만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알려져 있지 않다.

2) 토끼의 배 ․ 태자 발달시험에서 150mg/kg/day 이상(사람에게 200mg씩 1일 2회 투여 시 

AUC0-24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용량) 경구 투여 시 태자의 늑골융합, 흉골분절융합 등의 태아 

이상과 심실중격결손의 발현율이 드물게 증가하였다. 랫트의 배 ․ 태자 발달시험에서는 두 시

험 중 하나에서 30mg/kg/day 이상(사람에게 200mg씩 1일 2회 투여 시 AUC0-24의 약 6배에 

해당하는 용량) 경구 투여 시 태자에서 횡경막 헤르니아의 용량 의존적 증가가 관찰되었다. 

또한, 랫트의 50mg/kg/day 이상(사람에게 200mg씩 1일 2회 투여 시 AUC0-24의 약 6배에 

해당하는 용량) 투여 시 착상 전 손실, 착상 후 손실 및 태자의 생존율 감소를 유발하였다. 

이와 같은 독성은 약물 투여를 중지하고 2주 후에 임신 시에는 관찰되지 않았다.

3) 이 약을 임부에게 투여한 임상자료는 없다. 동물실험(토끼 및 랫트)에서 이 약의 투여로 기형

발생을 포함한 생식독성이 나타났으나, 사람의 임신에 있어서의 잠재적인 위험은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이 약은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저해하는 다른 약물과 마찬가지로 임신 말기에 

투여 시 자궁 무력증을 일으키거나 태아의 동맥관을 조기 폐쇄시킬 수 있으므로 이 약은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에 

임신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한다.

4) 이 약은 혈장과 유사한 농도로 랫트의 모유로 배설된다. 1명의 피험자에 한 제한적인 자료

에 의하면, 이 약은 사람의 모유로도 이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많은 약물들이 모유 중으로 

이행될 뿐만 아니라 이행될 경우 영아에서 심각한 이상반응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수유부에 

한 약물 투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유를 중단하거나 약물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8. 소아에 대한 투여

만 18세 이하의 소아 및 청소년에 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다.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1) 고령자는 신기능, 간기능 및 특히 심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령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적절한 관찰이 요구된다.

2) 임상시험에 의하면, 고령자와 젊은 피험자간의 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신장

기능(GFR, BUN, 크레아티닌) 및 혈소판 기능(출혈 시간, 혈소판 응집 정도)을 비교한 임상 

시험에서도, 고령자와 젊은 피험자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선택적인 COX-2 억제제

를 포함한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마찬가지로, 치명적인 위장관 이상반응과 급성 

신부전에 한 시판후의 자발적인 이상반응은 고령자에서 더 많이 보고되었다.

3) 일반적으로 고령자에 한 용량 조절은 요구되지 않으나, 체중이 50kg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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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서 투여를 시작한다.

10. 임상검사치에 대한 영향

1)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장기간 투여하는 환자는 정기적으로 전혈구 검사(CBC) 및 이

화학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비정상적인 간기능 검사 또는 신기능 검사 결과가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2)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마찬가지로, 임상시험에서 BUN 상승이 위약보다 더 빈번

하게 관찰되었으나, 임상적인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11. 과량투여 시의 처치

1) 임상시험 중에 이 약의 과량투여는 보고된 바 없다. 12명 환자에 하여 최  2,400mg/day의 

용량으로 최  10일 동안 투여 시 중증의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2)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과량 투여에 의한 증상은 일반적으로 무기력, 졸음, 구역, 구토, 

상복부 통증 등이며, 보조적인 치료로서 회복가능하다. 위장관 출혈도 일어날 수 있으며, 드

물게 고혈압, 급성 신부전, 호흡억제와 혼수상태 등이 일어날 수 있다.

3) 보통 증적이고 보조적인 치료를 실시하며 특정한 해독제는 없다.

4) 약물 복용한 지 4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거나 매우 다량 복용한 경우에는 구토, 활성탄(성

인 60∼100g, 소아 kg당 1∼2g), 삼투압 설사를 이용할 수 있다. 

5) 혈액투석, 강제 이뇨, 요의 알카리화, 혈액관류 등의 치료는 세레콕시브의 높은 단백결합률 

때문에 유용하지 않다.

12.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유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

를 주의한다.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넥스팜코리아 쎄넥스캡슐(세레콕시브) 제조

2 (주)메디카코리아 셀콕스캡슐200 리그램(세레콕시브) 제조

3 (주)종근당 콕스비토캡슐200 리그램(세레콕시브) 제조

4 (주)태준제약 콕시브렉스캡슐200 리그램(세레콕시브) 제조

국내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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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5 원제약(주) 쎄르콕캡슐200 리그램(세레콕시브) 제조

6 동국제약(주) 동국세레콕시브캡슐200 리그램(세레콕시브) 제조

7 삼진제약(주) 크리콕스캡슐200 리그램(세레콕시브) 제조

8 삼천당제약(주) 쎄레캅캡슐200 리그램(세레콕시브) 제조

9 안국약품(주) 안국쎄레콕시브캡슐200 리그램(세레콕시브) 제조

10 에스케이케미칼(주) 쎌렉트캡슐200 리그램(세레콕시브) 제조

11 영풍제약(주) 쎄레콕스캡슐200 리그램(세레콕시브) 제조

12 유니메드제약(주) 콕스2캡슐(세레콕시브) 제조

13 제일약품(주) 콕시비아캡슐200 리그램(세레콕시브) 제조

14 하나제약(주) 쎌비트캡슐200 리그램(세레콕시브) 제조

15 한국맥널티(주) 맥시브캡슐(세레콕시브) 제조

16 한국콜마(주) 한국콜마세레콕시브캡슐200 리그램(세레콕시브) 제조

17 한국화이자제약(주) 쎄레브렉스캡슐100 리그램(쎄레콕시브) 수입

18 한국화이자제약(주) 쎄레브렉스캡슐200 리그람(쎄레콕시브) 수입

19 한미약품(주) 콕시브캡슐200 리그램(세레콕시브)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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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프로스타딜 단일제 (주사, 요도 적용제제 제외)
(Alprostadil)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동맥관 의존성 선천성 심질환(신생아)에 투여할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로 인한 무호흡발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호흡관리설비가 있는 시설에서 사용한다. 

2) 앰플주사제는 용기 절단시 유리파편이 혼입되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시 유리파

편 혼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절단사용하되, 특히 어린이, 노약자 사용시에는 각

별히 주의 할 것.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중증의 심부전 환자(심부전의 증강이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2) 출혈(두개내 출혈, 소화관출혈, 객혈 등) 환자(출혈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

3)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7. 임부 및 수유부에 한 투여’ 항 참조)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알프로스타딜 단일제(주사, 요도 적용제제 제외) (Alprostadil)

 분류 번호 ∙ [02190] 기타의 순환계용약

 정보 구분 ∙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

 정보원 ∙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

 정보 사항 ∙ 이상반응 항목

  - 이상반응 항목에 “심근경색(빈도불명): 심근경색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흉통, 흉부압박감, 심전도 

이상 등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잘한 처치를 

한다.” 등 추가 변경

 처리 결과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의약품안전정보팀-1519호, 2012. 5.29.)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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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약 및 이 약의 성분에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심부전 환자(심부전의 증강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2) 녹내장, 안압상승이 있는 환자(안압이 상승될 우려가 있다.) 

3) 위궤양의 합병증 및 병력이 있는 환자(병력이 있는 환자에게서 위출혈을 일으킬 우려가 있

다.)

4) 간질성 폐렴 환자(간질성 폐렴이 악화될 수 있다.) 

5) 신부전 환자(신부전이 악화될 수 있다.) 

6) 출혈경향이 있는 환자(출혈을 조장될 우려가 있다.) 

7) 항응고약(와르파린 등) 또는 혈소판기능을 억제하는 약물(아스피린, 염산티클로피딘, 실로스

타졸 등), 혈전용해제(유로키나제 등)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6. 상호작용’ 항 참조) 

8) 경 상장간막동맥성 문맥조영에 사용할 경우, 중등도의 식도정맥류가 있는 환자(문맥압을 상승

시킬 우려가 있다.)

4. 이상반응 

○ 성인 대상질환

1) 만성동맥폐색증(버거씨병, 폐색성동맥경화증), 진행성전신성경화증, 전신성홍반성루푸스, 진

동병, 당뇨병성피부궤양

  - 총 증례 856례 중 103례(12.03%) 143건의 이상반응이 나타났다. 주요 내용으로는 혈관통 

33건(3.86%), 간기능 이상 16건(1.87%), 주사부위 발적 11건(1.29%), 혈관염 9건(1.05%) 

등 이었다(일본 승인시) 

  -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에서 총 증례 6,017례 중 203례(3.37%) 328건의 이상반응이 나타났다. 

주요 내용으로는 혈관통 40건(0.66%), 주사부위 발적 24건(0.40%), 두통 23건(0.38%), 설사 

17건(0.28%), 구역 16건(0.27%) 등 이었다(일본 재심사 종료시)

2) 경 상장간막동맥성 문맥조영

  - 총 증례 429례 중 14례(3.26%) 18건의 이상반응이 나타났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역 5건

(1.17%), 복부팽만감·불쾌감 4건(0.93%), 구토 3건(0.70%), 복통 2건(0.47%) 등 이었다

(일본 승인시) 

  -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에서 총 증례 6,730례 중 269례(4.00%) 460건의 이상반응이 나타났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기능 이상 93건(1.38%), 복통 75건(1.11%), 구역 67건(1.00%), 발열 36

건(0.53%), 혈압강하 32건(0.48%) 등 이었다(일본 재심사 종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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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대상질환 

  - 총 증례 89례 중 26례(29.21%) 34건의 이상반응이 나타났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호흡발작 

11건(12.36%), 설사 7건(7.87%), 발열 5건(5.62%), 저나트륨혈증 5건(5.62%) 등 이었다.(일

본 승인시) 

  -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에서 총 증례 516례중 122례(23.64%) 180건의 이상반응이 나타났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호흡발작 63건(12.21%), 발열 51건(9.88%), 저나트륨혈증18건(3.49%), 

설사14건(2.71%) 등 이었다(일본 재심사 종료시)

1) 중 한 이상반응

  (1) 쇽, 아나필락시양 증후군(모두 빈도 불명) : 쇽, 아나필락시양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두드러기, 후두부종, 호흡곤란, 청색증, 혈압저하 등이 나타난 경우에

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의식소실(빈도 불명) : 혈압저하에 따른 일과성의 의식소실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3) 심부전, 폐수종(모두 빈도 불명) : 심부전(증강 포함), 폐수종, 흉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심계항진,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부종 등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

치를 한다.(‘5. 일반적 주의’ 항 참조)

  (4) 간질성 폐렴(빈도 불명) :  간질성 폐렴(악화 포함)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발열, 기침, 호흡

곤란, 흉선 X선 이상 등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부신피질호르몬제 투여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5) 심근경색(빈도 불명) : 심근경색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흉통, 흉부압

박감, 심전도 이상 등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6) 뇌출혈, 소화관출혈(모두 빈도 불명) : 뇌출혈, 소화관출혈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7) 무과립구증, 백혈구감소, 혈소판감소(모두 빈도 불명) : 무과립구증, 백혈구감소, 혈소판감

소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8) 간기능장애，황달(모두 빈도 불명)： AST(GOT)，ALT(GPT), Al-P ，γ-GTP 등의 상승을 

수반한 간기능 장애나 황달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9) 무호흡발작(12.23%) : 신생아에게 투여한 경우 무호흡발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감량, 주입속도의 감속, 투여중지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기타의 이상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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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감량, 투여중지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빈도
분류

0.1~1% 미만 0.1% 미만 빈도불명

소화기
구역, 복통, 구토, 설사, 

복부팽만감·불쾌감

식욕부진, 변비, 

구강종창감
구내염(아프타성 포함)

순환기
혈압강하주), 혈관염, 

안면홍조, 흉부교액감

발적, 흉통주), 심계항진, 

빈맥
혈압상승주)

호흡기 기침, 호흡곤란, 천식주)

혈액 호산구증가

중추신경계 발열, 두통 어지러움, 권태감, 마비(감) 오한, 진전, 경련

피부 발진, 가려움 두드러기 발한

신장 신부전의 악화주)

주사부위 혈관통, 발적 경결, 가려움

출혈경향주) 출혈(비출혈, 안저출혈, 

결막출혈, 피하출혈, 혈뇨 등)

기타 열감

사지동통(증강포함), 

불쾌감, 부종, 시력저하, 

탈모

저나트륨혈증, 사지종창

 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2) 동맥관 의존성 선천성 심질환(신생아)에게 투여시 (1)에 기재한 이상반응 이외에, 저크롤

혈증(1.32%), 저칼슘혈증(0.50%), 고지혈증(0.17%)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

여야 한다.

  (3) 만성동맥폐색증 환자를 상으로 에글란딘주의 동맥혈행재건술 후 혈류유지효과를 평가

하기 위한 국내임상시험 수행 결과, 약물관련 이상반응으로 주사부위통증, 흉통, 발열, 두

통, 강직, 고혈압, 저혈압, 변비, 설사, 구역, AST 상승, ALT 상승등이 보고되었다.

5. 일반적 주의 

1) 만성동맥폐색증(버거씨병, 폐색성동맥경화증), 진행성전신성경화증, 전신성홍반성루푸스, 진

동병, 당뇨병성 피부궤양 환자에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이 약에 의한 치료는 증요법이고, 투여중지 후 재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2) 신부전, 폐수종, 흉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순환상태(혈압, 맥박 등)을 충분히 관찰한다. 

또한 심계항진,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부종 등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

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특히 고령자는 심기능 등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하게 투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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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뇨병성 피부궤양 환자에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당뇨병 치료의 기본인 식사요법, 운동요법, 경구용 혈당강하제, 인슐린 등의 치료를 실시

하면서 적용을 고려한다. 

  (2) 외용의 당뇨병성궤양 치료제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 되지 않는 환자에 한 적용을 고려

한다

  (3) 투여 중에는 경과를 충분히 관찰하고 4주간 연속투여하여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치료로 체한다. 

3) 경 상장간막동맥성 문맥조영에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간경변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조영능력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4) 동맥관 의존성 선천성 심질환 신생아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중증의 질환이 있는 신생아에게 투여하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신중하게 투여한다. 또한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중지, 주입속도의 감속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과량투여로 이상반응 발현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유효최소량으로 유지한다. 

  (3) 장기투여로 인한 장관골막의 비후가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필요이상의 장기투여는 피한다. 

6. 상호작용 

이 약은 혈소판응집억제작용이 있기 때문에 항응고약(와르파린 등) 또는 혈소판기능을 억제하는 

약제(아스피린, 염산티클로피딘, 실로스타졸 등), 혈전용해제(유로키나제 등)와 병용시 그 작용을 

증강시킬 가능성이 있어 출혈경향의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동물실험(랫트, in vitro)에서 자궁수축작용이 보고되었고, 사람에서 임신중의 투여에 한 안전

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8. 소아에 대한 투여 

동맥관 의존성 선천성 심질환 이외의 소아에 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감량 등의 주의를 한다 

10. 적용상의 주의 

1) 투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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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의 투여로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중지, 투여속도변경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이 약을 수액 이외의 다른 약물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혈장증량제(덱스트

란, 젤라틴제제 등)와의 혼합은 피한다. 또, 지속투여를 하는 경우에는 라인내에서의 응집

을 막기 위해 반드시 단독라인으로 투여한다. 

  (3) 경 상장간막동맥성 문맥조영에 사용할 경우에는 응집크리밍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영제

와 직접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이 약을 투여한 후 카테터내를 생리식염액으로 

세정한 후 조영제를 투여한다. 

  (4) 개에게 PGE1으로서 0.1~1.0㎍/㎏을 전 장간막동맥내에 투여할 경우 투여 1분후에 장관운

동이 촉진되었다. 이 장관운동의 촉진이 혈관조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 상

장간막동맥성 문맥조영에 적용할 경우 이 약을 조영제 주입 30초 전에 투여한다.

2) 조제시 

  (1) 동결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이 약을 수액에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합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하고 잔액은 폐

기한다. 

3) 앰플절단시 

이 약의 용기는 one point cut 앰플이므로 표시점을 위로해서 아래방향으로 절단한다. 또한 

앰플 절단시 이물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알콜솜 등으로 닦은 후 절단한다.

4) 폴리염화비닐제의 수액세트 등을 사용하는 경우, 가소제인 DEHP[di-(2-ethylhexyl) phthalate 

: 프탈산디-(2-에칠헥실)]가 제제중에 용출된다는 보고가 있다. 특히 동맥관의존성 선천성 심

질환의 신생아에게 투여하는 경우, 지속정맥주입으로 인해 DEHP의 총용출량이 증가되므로 

폴리염화비닐제의 수액세트 등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동국제약(주) 알로스틴주사(알프로스타딜) 제조

2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 에글란딘주1 리리터(알프로스타딜) 제조

3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 에글란딘주2 리리터(알프로스타딜) 제조

4 부광약품(주) 알프로딜주(알프로스타딜) 제조

5 한미약품(주) 프링크주(알프로스타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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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발행 현황

이 칼럼은 국내 제약업체, WHO, 미국, 일본 등 국내 ․ 외
에서 입수된 긴급한 안전성 관련 정보와 관련하여,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에 배포된 안전성 속보을 정리하여 소개

하는 난입니다. 이번 호에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발행된 안전성 속보을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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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발행 현황

연
번

대상품목
시행일 정보원

찾아
가기성분명 제형

1 부플로메딜 Buflomedil 주사 2011.12. 2. 유럽 EMA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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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자 : 2011. 12. 2                

○ 관련 제품 

  - 제품명 : “플로메드주사(부플로메딜염산염)”[제조업체 : (주)휴온스]등 24개사, 24품목(붙임 참조)

  - 성분명 : 부플로메딜(Buflomedil)

  - 적응증 : “레이노병 및 레이노증후군”, “간헐성파행” 등 

○ 주요 내용 

   - “부플로메딜” 성분 함유 주사제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

○ 정보 단계 : 평가 완료

국민보건증진을 위하여 일선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청에서는 2011.12.2자로 혈관확장제 “부플로메딜” 성분 함유 주사제에 대해서 판매

중지 및회수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프랑스 건강제품위생안전청(Afssaps)이 안전성 문제를 제

기함에 따라, 동 제제의 위해성/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심각한 심장 및 신경계 부작용’ 위

험이 유효성을 상회한다는 결론으로 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부플로메딜” 함유 제제의 시판

허가 중단을 권고함에 따른 것으로, 

앞서 우리청에서는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EMA의 판매중단조치 결정과 국내 제약업체

의 안전성·유효성 미입증에 따라 ‘11.8.25자로 “부플로메딜” 함유 경구제에 대하여 시판중

지 및 회수를 권고한 바 있으며,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부플로메딜 (주사) (Buflomedil)

 분류 번호 ∙ [02170] 혈관확장제

 정보 구분 ∙ 국외안전성정보 

 정보원 ∙ 유럽 의약품청(EMA)

 정보 사항 ∙ “부플로메딜” 성분 함유 주사제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

 처리 결과
∙ 안전성속보배포

(의약품안전정보팀-3047호, 2011.12. 2.)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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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유럽 EMA의 주사제를 포함한 “부플로메딜” 함유 전체 품목에 대한 시판허가 중단 

권고에 따라, 제약업체에서 제출한 안전성·유효성 입증자료에 대한 검토 및 중앙약사심

의위원회의 자문결과 등을 종합하여, 국내 주사제에 대해서도 최종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를 실시한 것입니다.

이에 의약전문가 및 환자분들께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해당 

제약업체의 회수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약전문가를 위한 권고 사항>

○ “부플로메딜” 성분 함유 주사제의 처방 및 조제를 중지할 것

○ 환자에게 동 제제와 관련된 정보사항에 대해 알릴 것

○ 동 제제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제에 대해 환자와 상의할 것

<환자를 위한 권고 사항>

○ 현재 “부플로메딜” 성분 함유 주사제를 투여 중인 환자의 경우 의약전문가와 다른 대체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상의할 것

끝으로, 동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동 품목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유해

사례 등을 인지하시는 경우에는 우리청(의약품안전정보팀, 전화 : 043-719-2707, 팩스 

: 050-2604-5962, 이메일 : adr@korea.kr, 홈페이지 : http://ezdrug.kfda.go.kr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 12.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노  연  홍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휴온스 플로메드주사(부플로메딜염산염) 제조

2 (주)비티오제약 폰딜주사액(부플로메딜염산염) 제조

3 (주)드림파마 피머딜주(부플로메딜염산염) 제조

4 명문제약(주) 메프로딜주사(염산부플로메딜) 제조

국내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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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5 구주제약(주) 플로부틸주사(염산부플로메딜) 제조

6 한국유니온제약(주) 부로메틸주(염산부플로메딜) 제조

7 (주)테라젠이텍스 이텍스부플로메딜염산염주(부플로메딜염산염)(수출용) 제조

8 삼천당제약(주) 삼천당부로메틸주(부플로메딜염산염)(수출용) 제조

9 한뉴팜(주) 메조부딜주(염산부플로메딜) 제조

10 (주)경보제약 뉴브로딜주(염산부플로메딜)(수출용) 제조

11 (주)바이넥스 포메딜주사(부플로메딜염산염) 제조

12 (주)셀트리온제약 셀필로주(부플로메딜염산염)(수출용) 제조

13 (주)제이알피 세오팔리주(부플로메딜염산염)(수출용) 제조

14 (주)제일제약 부로메딜주(부플로메딜염산염) 제조

15 (주)중외신약 라니플로주(염산부플로메딜) 제조

16 (주)한국코러스제약 코러스염산부플로메딜주 제조

17 (주)휴메딕스 에이치브이엘에스부플로메딜염산염주사(수출용) 제조

18 세종제약(주) 부프론주(부플로메딜염산염) 제조

19 알파제약(주) 알파염산부플로메딜주 제조

20 우리들제약(주) 테라부딜주(염산부플로메딜) 제조

21 익수제약(주) 익수부플로메딜주(염산부플로메딜)(수출용) 제조

22 지피제약(주) 인터메딕염산부플로메딜주(수출용) 제조

23 청계제약(주) 청계부플로메딜주(부플로메딜염산염)(수출용) 제조

24 한국휴텍스제약(주) 휴텍스부플로메딜주(부플로메딜염산염)(수출용) 제조



2.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발행 현황

이 칼럼은 국내 제약업체, WHO, 미국, 일본 등 국내 ․ 외
에서 입수된 안전성 관련 정보와 관련하여,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에 배포된 안전성 서한을 정리하여 소개하는 

난입니다. 이번 호에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5월

까지 배포된 안전성 서한을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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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발행 현황

Chapter 2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발행 현황

연
번

대상품목
시행일 정보원

찾아
가기성분명 제형

1
경구용 인산일수소나트륨· 

인산이수소나트륨 복합제 

Sodium 

Phosphate
경구 2011.12.26. 미국 FDA 676

2 프로톤펌프 억제제
Rabeprazole 

Sodium 외 7개
경구 2012. 2.10. 미국 FDA 678

3 알리스키렌 단일제, 복합제 Aliskiren 경구 2012. 2.20. 유럽 EMA 689

4
스타틴 계열 약물 함유 

단일제, 복합제

Lovastatin 외 

8개
경구 2012. 3. 2. 미국 FDA 692

5 HIV 단백분해효소 억제제
Ritonavir 외 

4개
경구 2012. 3. 6. 미국 FDA 708

6 스트론튬라네레이트
Strontium 

Ranelate
경구 2012. 3.20. 유럽 EMA 713

7 드로스피레논 복합제 Drospirenone 경구 2012. 4.16. 미국 FDA 716

8 피나스테리드 Finasteride 경구 2012. 4.16. 미국 FDA 718

9 핀골리모드
Fingolimod 

Hydrochloride
경구 2012. 4.23. 유럽 EMA 723

10

“초산”, “초산염” 또는 

“구연산염” 함유 

혈액투석액

Sodium Acetate 

등
투석액 2012. 5.31. 미국 FDA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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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자 : 2011. 12. 26.

○ 관련 제품 

  - 제품명 : 유니메드제약(주)“프리트포스포소다액 ” 등 9개 업체, 11품목 (붙임 참조)

  - 제제명 : “인산일수소나트륨 ․ 인산이수소나트륨” 성분 함유 제제

  - 적응증 : 변비시 하제

○ 주요 내용

  - 안전성 ․ 유효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장세척” 용도로 사용시 부작용 발생 등 안전성 우려

○ 정보 단계 : 평가 완료

국민보건증진을 위하여 일선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경구용 인산일수소나트륨 ․ 인산이수소나트륨” 

제제가 안전성 ․ 유효성이 입증된 적응증인 ‘변비시 하제’ 이외의 ‘장세척’ 용도로 병 ․ 의원 

등에서 사용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부작용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청에서는 ’0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 사용시 급성 

신장 손상의 하나인 ’급성인산신장병증‘ 발생 관련 정보에 따라, 동 제제의 처방 ․ 투약에 

유의하여 주실 것을 내용으로 ｢의약품안전성속보(’08.12.12)｣를 배포한 바 있고,

이후 국내 ‘인산수소나트륨’ 성분 함유제제에 대한 안전성 ․ 유효성검토결과를 토대로 

유니메드제약(주) “프리토포스포소다액” 등 9개사, 11품목의 허가사항을 ’09.11.3자로 변경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경구용 인산일수소나트륨․인산이수소나트륨 복합제 (경구)

(Sodium Phosphate)

 분류 번호 ∙ [02380] 하제, 완장제 

 정보 구분 ∙ 국외안전성정보 

 정보원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정보 사항 ∙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장세척” 용도로 사용

시 부작용 발생 등 안전성 우려

 처리 결과
∙ 안전성서한배포 

(의약품안전정보팀-3132호, 2011.12.26.)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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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장세척’ 관련 내용 삭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청에서는 “경구용 인산일수소나트륨 ․ 인산이수소나트륨” 제제에 대한 안전성 ․ 유
효성이 입증된 적응증은 ‘변비시 하제’에 한정되어 있음을 의사 ․ 약사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알

려드리니 동 사항을 충분히 유의하여 처방 ․ 투약 및 복약지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참고로 국내에는 유니메드제약(주)의 “프리트포스포소다액” 등 9개 업체, 11품목이 허가

되어 있으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1. 경고 : 대장내시경 전에 장세척을 위한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를 투여 받은 환자에서 드물지만 중증의 급성인산신장병증이 보고

되었으며 몇몇의 환자에서는 신장 기능의 영구적 장애를 초래하였고 몇몇의 환자에서는 

장기 투석이 요구되었다.”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동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동 품목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유해

사례 등을 인지하시는 경우에는 우리청 (의약품안전정보팀, 전화 : 043-719-2707, 팩스 : 

0502-604-5962, 이메일 : adr@korea.kr, 홈페이지 : http://ezdrug.kfda.go.kr 의약품 부작용 보

고)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 12. 26.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장

장  병  원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유니메드제약(주) 프리트포스포소다액 수입

2 (주)한국파마 솔린액오랄 제조

3 동인당제약(주) 포스파놀액(경구용인산나트륨액) 제조

4 (주)태준제약 콜크린액 제조

5 (주)한국파마 솔린액오랄에스 제조

6 동인당제약(주) 포스파놀액오랄-에스 제조

7 경남제약(주) 세크린오랄액 제조

8 동성제약(주) 올인액 제조

9 조아제약(주) 쿨린액 제조

10 청계제약(주) 포스크린액 제조

11 초당약품공업(주) 비비올오랄액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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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자 : 2012. 2. 10.

○ 관련 제품

  - 제품명 : (주)유한양행 “유한로섹캅셀” 등 99개 업체, 248품목 (붙임 참조)

  - 제제명 : “오메프라졸”, “에스오메프라졸”, “라베프라졸”, “란소프라졸”, “판토프라졸”, “레바프라잔”, 

“일라프라졸” 성분 함유 단일제 및 “나프록센 ․ 에스오메프라졸” 성분 함유 복합제

  - 적응증 :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의 단기치료 등

○ 주요 내용

  - 미국 FDA, “프로톤펌프억제제” 투여 시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C.difficile)성 설사(CDAD)’ 발생 증

가 연관성에 따른 주의권고 및 라벨개정 예정

○ 정보 단계 : 평가 중

국민보건증진을 위하여 일선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소화성궤양용제로 사용되는 “프로톤펌프 억제제1)
” 투

여시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Clostridium difficile)성 설사(CDAD)2) 발생’ 증가와 연관성

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환자 및 의료전문가에게 주의를 권고하는 한편 

허가사항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FDA에서 의약품부작용보고시스템(AERS) 데이터베이스 및 국내 ․ 외 

연구 검토결과에 의한 것으로, “프로톤펌프 억제제”를 투여받은 환자에게서 개선되지 않는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프로톤펌프 억제제 (경구, 주사) (Rabeprazole Sodium 외 7개)

 분류 번호 ∙ [02320] 소화성궤양용제 

 정보 구분 ∙ 국외안전성정보 

 정보원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정보 사항 ∙“프로톤펌프억제제”투여 시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C.difficile)

성 설사(CDAD)’발생 증가 연관성에 따른 주의권고 및 라벨

개정 예정

 처리 결과
∙ 안전성서한배포

(의약품안전정보팀-408호, 2012. 2.10.)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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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가 발생한 경우 CDAD의 진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청에서는 동 제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환자를 위한 추가정보]

√ ‘프로톤펌프억제제’ 복용 중 개선되지 않는 설사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치료를 받을 것. 이는 
Clostridium difficile 성 설사(CDAD)의 징후일 수 있음.

√ 의료진이 환자의 CDAD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의료진과 상의없이 동 제제의 복용을 중단하지 않도록 할 것.
√ 동 제제와 관련된 문의 또는 우려사항이 있을 경우 의약전문가와 상의할 것.
√ 동 제제 사용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식약청으로 보고할 것.

[의약전문가를 위한 추가 정보]

√ 동 제제 복용 중 지속적인 설사, 복통, 발열이 있는 경우 즉시 전문의의 치료를 구하도록 환자에게 
권고할 것.

√ 환자는 치료를 위해 적합한 동 제제 치료요법을 최저용량, 최단기간 동안 사용해야 함.
√ 동 제제 사용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식약청으로 보고할 것.

의사·약사 선생님들께 동 내용에 유의하여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

부 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품목의 안전성·유효성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허

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내에는 (주)유한양행의 “유한로섹캅셀” 등 99개 업체, 248품목이 허가되어 있

으며, “란소프라졸” 제제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클래리스로마이신, 아목시실

린 등 거의 모든 항셍제에서 위막성 대장염이 보고되었으며 경증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경

우까지 그 정도가 다양하다. 따라서 항생제 투여후 설사를 나타내는 환자의 진단은 중요

하다. 항생제 치료는 대장의 정상 세균총을 변경시키고 클로스트리디아의 과성장을 유도

할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clostridium difficinale에 의해 생산된 독소가 항생제 관련 대장

염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등 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프로톤펌프 억제제”의 허가사항

에 ‘설사’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동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동 품목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유해

사례 등을 인지하시는 경우에는 우리청 (의약품안전정보팀, 전화 : 043-719-2707, 팩스 : 

0502-604-5962, 이메일 : adr@korea.kr, 홈페이지 : http://ezdrug.kfda.go.kr 의약품 부작용 보

고)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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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장

조  기  원

1) 프로톤펌프억제제(PPIs, Proton Pump Inhibitors) : 위산분비의 최종단계인 벽세포 분비세로(secreting 

canaliculi)의 proton pump에 비가역적으로 결합, 위산분비를 차단하여 소화성궤양 등의 치료에 사용되

는 약물 계열을 통칭함.

2)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Clostridium difficile) 성 설사(CDAD, Clostridium difficile-associated diarrhea) 

: clostridium difficile은 개선되지 않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세균으로 증상은 물변, 복통, 발열 등임. 

CDAD 발병 주요요인으로는 고연령, 특정만성질환, 광범위항생제 복용 등이 있으며, 치료법에는 전해질 

요법, 특수 항생제 처방 등이 있음.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원제약(주) 파리벤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2 원제약(주) 파리벤정20mg(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3 (주)한국얀센 파리에트정1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4 (주)한국얀센 파리에트정2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5 일동제약(주) 라비에트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6 일동제약(주) 라비에트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7 씨제이제일제당(주) 라베원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8 씨제이제일제당(주) 라베원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9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라베칸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10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라베칸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11 (주)파마킹 라베트정1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12 (주)파마킹 라베트정2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13 안국약품(주) 라베톤정1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14 안국약품(주) 라베톤정2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15 이연제약(주) 네오베트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16 이연제약(주) 네오베트정20mg(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17 영일제약(주) 파비졸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18 영일제약(주) 파비졸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19 신풍제약(주) 베라졸정(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20 신풍제약(주) 베라졸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국내 품목 현황

1. 라베프라졸 단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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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발행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21 동광제약(주) 라베스타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22 동광제약(주) 라베스타정20mg(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23 (주)바이넥스
라베넥스정10 리그램

(라베프라졸나트륨)(구.바이넥스라베프라졸정10 리그람)
제조

24 (주)바이넥스
라베넥스정20 리그램

(라베프라졸나트륨)(구.바이넥스라베프라졸정20 리그람)
제조

25 (주)셀트리온제약 얼사라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26 (주)셀트리온제약 얼사라정2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27 (주)비티오제약 라베나정2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28 (주)유영제약 라베트라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29 (주)유영제약 라베트라정20mg(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30 케이엠에스제약(주) 피피라졸정1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31 케이엠에스제약(주) 피피라졸정2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32 동국제약(주) 라베드정(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33 한불제약(주) 한불라베린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34 한불제약(주) 한불라베린정2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35 비알엔사이언스(주) 벤프라정(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36 비알엔사이언스(주) 벤프라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37 (주) 웅제약 웅라베프라졸나트륨정10 리그램 제조

38 (주) 웅제약 웅라베프라졸나트륨정20 리그램 제조

39 (주)스카이뉴팜 스카이라베프라졸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40 (주)스카이뉴팜 스카이라베프라졸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41 (주)씨트리 라베피아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42 (주)씨트리 라베피아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43 (주)유한메디카 라베론정(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44 (주)유한메디카 라베론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45 (주)종근당 뉴라벨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46 (주)종근당 종근당라베프라졸나트륨정2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47 (주)하원제약 라베스틴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48 (주)한국코러스제약 라베라졸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수출용) 제조

49 (주)한국코러스제약 라베라졸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수출용) 제조

50 (주)휴온스 라베스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51 (주)휴온스 라베스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52 국제약품공업(주) 라비스터정(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53 화제약(주) 라베라톤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54 화제약(주) 라베라톤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55 삼아제약(주) 파리아졸정1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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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호_ 의약품 안전성 정보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56 삼아제약(주) 파리아졸정2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57 신일제약(주) 라베리트정1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58 신일제약(주) 라베리트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59 위더스제약(주) 엘비피정1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60 진양제약(주) 에이스프라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61 하나제약(주) 파라메트정(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62 한미약품(주) 라베졸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63 한미약품(주) 라베졸정20 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64 현 약품(주) 라베큐정20 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제조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제일약품(주) 란스톤캡슐(란소프라졸과립) 제조

2 제일약품(주) 란스톤캡슐15 리그람(란소프라졸과립) 제조

3 고려제약(주)
란시드캡슐(란소프라졸)[수출명:란프라시드캅셀(LANPRACI

DCapsule)]
제조

4 국제약품공업(주) 란스터캡슐(란소프라졸) 제조

5 고려제약(주) 란시드캡슐15 리그람(란소프라졸) 제조

6 한국프라임제약(주) 다프라캡슐(란소프라졸)수출명:SLANZOLECapsule 제조

7 국제약품공업(주) 란스터캡슐15 리그람(란소프라졸) 제조

8 한올바이오파마(주) 한올란소프라졸캡슐(수출용) 제조

9 유니메드제약(주) 유니란소캡슐(란소프라졸) 제조

10 한국다케다제약 주식회사 란스톤엘에프디티정30 리그램(란소프라졸) 수입

11 한국다케다제약 주식회사 란스톤엘에프디티정15 리그램(란소프라졸) 수입

12 (주)경보제약 유프라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13 (주)넥스팜코리아 소프라정(란소프라졸)(수출용)(수출명: Newdaepra Tab.) 제조

14 (주)뉴젠팜 란소프라젠정15 리그램(란소프라졸) 제조

15 (주) 웅제약 란프라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16 (주) 웅제약 란프라캡슐30 리그램(란소프라졸) 제조

17 (주) 웅제약 란프라정15 리그램(란소프라졸) 제조

18 (주)동구제약 란세틴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19 (주)드림파마 라소텍정(란소프라졸) (수출용) 제조

20 (주)드림파마 라소텍정15 리그램(란소프라졸) 제조

21 (주)바이넥스 바이넥스란소프라졸캡슐(란소프라졸과립)(수출용) 제조

22 (주)비씨월드제약 라소놀캡슐(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23 (주)스카이뉴팜 란소진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24 (주)스카이뉴팜 란소진정15 리그램(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2. 란소프라졸 단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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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발행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25 (주)유영제약 라노프라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26 (주)유유제약 란섹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27 (주)파마킹 란소프라정15 리그램(란소프라졸) 제조

28 (주)파마킹 란소프라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29 (주)하원제약 란세트정(란소프라졸30 리그람)(수출용) 제조

30 (주)한국글로벌제약 란소팬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31 (주)한국코러스제약 코러스란소프라졸캡슐(수출용) 제조

32 (주)한국피엠지제약 란스탑캡슐15 리그램(란소프라졸) 제조

33 경동제약(주) 라프졸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34 광동제약(주) 란가톤정15 리그램(란소프라졸) 제조

35 광동제약(주) 란가톤캡슐30 리그램(란소프라졸) 제조

36 광동제약(주) 란가톤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37 원제약(주) 프라톤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38 한뉴팜(주) 소프라정15 리그램(란소프라졸) 제조

39 한약품공업(주) 한란소프라졸정(수출용) 제조

40 명문제약(주) 란프롤정15 리그램(란소프라졸) 제조

41 명문제약(주) 란프롤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42 미래제약(주) 란소롤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43 비알엔사이언스(주) 란소프리정(란소프라졸) 제조

44 비알엔사이언스(주) 란소프리정30mg(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45 삼성제약공업(주) 란소라졸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46 삼일제약(주) 라노졸정15 리그램(란소프라졸) 제조

47 삼천당제약(주) 란프톤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48 슈넬생명과학(주) 슈넬란소프라졸캡슐30 리그램 제조

49 알앤피코리아(주) 란프라졸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50 알앤피코리아(주) 란프라졸정15 리그램(란소프라졸) 제조

51 영일제약(주) 란프란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52 우리들제약(주) 란프졸캡슐(란소프라졸과립)(수출용) 제조

53 이연제약(주) 란소프로정15 리그램(란소프라졸) 제조

54 일양바이오팜(주) 일양바이오란소프라졸캡슐(수출용) 제조

55 청계제약(주) 청계란소프라졸정15 리그램 제조

56 청계제약(주) 란프톤캡슐30 리그램(란소프라졸) 제조

57 청계제약(주) 청계란소프라졸정(수출명:LANACO-30)(수출용) 제조

58 케이엠에스제약(주) 케이엠에스란소프라졸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59 한국웨일즈제약(주) 란소텍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60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소프란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61 한국유니온제약(주) 뉴란소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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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62 한국콜마(주) 란스파졸정(란소프라졸)(수출용) 제조

63 한미약품(주) 란소졸정15 리그람(란소프라졸) 제조

64 한불제약(주) 한불란소프라졸캡슐(수출용) 제조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에스케이케미칼(주) 오메드정(오메프라졸) 제조

3. 레바프라잔 단일제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유한양행 레바넥스정200 리그람(레바프라잔) 제조

2 (주)유한양행 레바넥스정100 리그램(레바프라잔) 제조

4. 에스오메프라졸 단일제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한미약품(주) 에소메졸캡슐20 리그램(에스오메프라졸스트론튬사수화물) 제조

2 (주)엘지생명과학 넥사졸캡슐40 리그램(에스오메프라졸) 제조

3 한미약품(주) 에소메졸캡슐(에스오메프라졸스트론튬사수화물) 제조

4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넥시움정20 리그람(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 수입

5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넥시움정40 리그람(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 수입

6 경동제약(주) 에소프라졸캡슐(에스오메프라졸) 제조

7 진양제약(주) 에스졸캡슐40 리그램(에스오메프라졸) 제조

8 에스케이케미칼(주) 에소메드캡슐40 리그램(에스오메프라졸) 제조

9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넥시움주(에스오메프라졸나트륨) 수입

10 (주)엘지생명과학 넥사졸캡슐20 리그램(에스오메프라졸) 제조

11 (주)종근당
오엠피에스캡슐40 리그램(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염이수

화물)
제조

12 경동제약(주) 에소프라졸캡슐20 리그램(에스오메프라졸) 제조

13 에스케이케미칼(주) 에소메드캡슐20 리그램(에스오메프라졸) 제조

14 진양제약(주) 에스졸캡슐20 리그램(에스오메프라졸) 제조

15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넥시움과립(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 수입

5. 나프록센 ․ 에스오메프라졸 복합제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비모보정 500/20 리그램 수입

6. 오메프라졸 단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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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발행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2 (주)종근당 오엠피정(오메프라졸) 제조

3 에스케이케미칼(주) 오메드정10 리그람(오메프라졸) 제조

4 (주)종근당 오엠피정40 리그램(오메프라졸) 제조

5 한미약품(주) 라메졸캅셀(오메프라졸) 제조

6 에스케이케미칼(주) 오메드정40 리그람(오메프라졸)(수출용) 제조

7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오메놀캅셀(오메프라졸)(수출명:PeprazoleCaps.OprazecCaps.) 제조

8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리절트정(오메프라졸)(수출명:MEDICOPRAL) 제조

9 한뉴팜(주) 한뉴팜오엠프라졸캡슐(오메프라졸) 제조

10 일동제약(주) 오메큐캡슐(오메프라졸) 제조

11 (주)서울제약 오라섹캡슐(오메프라졸) 제조

12 알리코제약(주)
큐라졸캅셀(오메프라졸)(수출명:노티졸캡슐,보파얼서프라졸

캡슐)
제조

13 일동제약(주) 오메큐주사(오메프라졸나트륨) 제조

14 구주제약(주) 애니시드캡슐(오메프라졸장용성과립) 제조

15 삼익제약(주) 오메라졸캡슐(오메프라졸)(수출명 : OMERAZOLE Caps.) 제조

16 한국웨일즈제약(주) 오메딘캡슐(오메프라졸) 제조

17 환인제약(주) 메프졸캅셀(오메프라졸) 제조

18 (주)태준제약 오메프란캡슐(오메프라졸) 제조

19 (주)동구제약 오메톤캡슐(오메프라졸) 제조

20 동화약품(주) 제메프라캡슐20mg(오메프라졸장용성과립) 제조

21 한국프라임제약(주)
오프졸캡슐(오메프라졸)수출명:BENOZOLECapsule,PRESILC

apsule)
제조

22 하나제약(주) 프라섹캅셀(오메프라졸) 제조

23 (주)디에이치피코리아 베스프라졸정20mg(오메프라졸) 제조

24 한올바이오파마(주) 프라졸캅셀(오메프라졸캅셀) 제조

25 (주)한국파비스제약 오메존캡슐(오메프라졸) 제조

26 아주약품(주)
아주오메프라졸캅셀[수출명:얼써프라졸캅셀(오메프라졸),오

메가스트캅셀(오메프라졸),오메프라졸캅셀20mg]
제조

27 (주)테라젠이텍스 아메졸캡슐(오메프라졸) 제조

28 슈넬생명과학(주) 오큐졸캡슐(오메프라졸) 제조

29 명인제약(주) 오피졸캡슐(오메프라졸)(수출명:클로마졸캡슐(오메프라졸)) 제조

30 (주)유한양행 유한로섹캅셀(오메프라졸) 제조

31 위더스제약(주) 오프라캡슐(오메프라졸) 제조

32 신풍제약(주) 바로메졸캡슐(오메프라졸) 제조

33 (주)휴온스 엠프라캡슐(오메프라졸장용성과립)(수출명:OMERAMEXcap.) 제조

34 신일제약(주) 신일오메프라졸캡슐 제조

35 영풍제약(주) 오멕스캅셀(오메프라졸)(수출명:스톰멕스캅셀(StomexsCap.))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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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호_ 의약품 안전성 정보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36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로섹점적용주사(오메프라졸나트륨) 수입

37 안국약품(주) 오펠캡슐(오메프라졸) 제조

38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로섹주사(오메프라졸나트륨) 수입

39 한국약품(주) 오메라캡슐(오메프라졸) 제조

40 (주)넥스팜코리아 오메란캡슐(오메프라졸) 제조

41 에스케이케미칼(주) 베스프라졸캡슐(오메프라졸) 제조

42 (주)바이넥스 바이넥스오메프라졸캡슐(오메프라졸장용성과립) 제조

43 (주)비티오제약 인바이오넷오메프라졸캡슐 제조

44 (주)스카이뉴팜 클라졸캡슐(오메프라졸)(수출용) 제조

45 (주)한국글로벌제약 오메프캡슐(오메프라졸) 제조

46 (주)한국코러스제약 코러스오메프라졸캡슐 제조

47 원제약(주) 원엠프정(오메프라졸) 제조

48 동광제약(주) 오메프릴캡슐(오메프라졸) 제조

49 비알엔사이언스(주) 모프랄캡슐(오메프라졸)(수출용)(수출명:ORZETALE) 제조

50 삼성제약공업(주) 오프라졸캡슐(오메프라졸) 제조

51 유니메드제약(주) 유니프라졸캡슐(오메프라졸) 제조

52 이연제약(주) 이연오메프라졸캡슐 제조

53 일양바이오팜(주) 일양바이오오메프라졸캡슐 제조

54 일양약품(주) 윈프라졸정(오메프라졸) 제조

55 한국마이팜(주) 오메라스캡슐(오메프라졸장용성과립) 제조

56
한국유나이티드바이오

켐제약(주)
오놀캡슐(오메프라졸) 제조

57 한국유니온제약(주) 뉴섹캡슐(오메프라졸) 제조

58 한림제약(주) 한림오메프라졸캡슐 제조

59 한불제약(주) 한불오메프라졸캡슐 제조

60 (주)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오메프라졸주(수출용) 제조

61 (주)에이팜코리아 오메졸리오주(오메프라졸나트륨) 수입

62 제이텍바이오젠 로르딘주(오메프라졸나트륨) 수입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나이코메드코리아(주) 판토록정40 리그램(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수입

7. 일라프라졸 단일제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일양약품(주) 놀텍정10 리그램(일라프라졸) 제조

8. 판토프라졸 단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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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발행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2 나이코메드코리아(주) 판토록정20 리그램(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수입

3 동아제약(주) 판토라인정(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4 동아제약(주) 판토라인주(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5 한림제약(주) 펩타졸정40 리그람(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6 한림제약(주) 펩타졸정20 리그람(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7 우제약(주) 판테졸정(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8 동아제약(주) 판토라인정20mg(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9 명문제약(주) 판토시드정20 리그램(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10 영진약품공업(주) 판프라졸정40mg(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11 한림제약(주) 펩타졸주사(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12 (주)한국코러스제약

판졸정20mg(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수출명: 

①Panto Tab.②Panto-S Tab. ③Kopanto Tab.④Panprazole 

Tab.20mg)(수출용)

제조

13 한국콜마(주) 판토케이정40mg(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14 우제약(주) 판테졸정20 리그람(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15 근화제약(주) 판테온정20 리그램(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16 환인제약(주) 판토스탁정20 리그램(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17 일동제약(주) 판토메드정20 리그람(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18 (주)경보제약 토프라졸정20 리그람(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19 (주)경보제약 토프라졸정40 리그램(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20 근화제약(주) 판테온정40 리그램(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21 일동제약(주) 판토메드주사(판토프라졸나트륨수화물) 제조

22 영진약품공업(주) 판프라졸정20 리그램(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23 동화약품(주) 판토프라정20 리그람(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24 슈넬생명과학(주) 슈판토정20 리그램(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25 신풍제약(주) 익스트림정20 리그램(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26 유니메드제약(주) 판토졸정20 리그람(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27 한불제약(주) 한불판토프라졸정20 리그람(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28 (주)한국코러스제약

판졸정40mg(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수출명:①

Panto Tab.40mg ②Panto-S Tab. 40mg ③Kopanto 

Tab.40mg ④ Panprazol Tab. 40mg)(수출용)

제조

29 한뉴팜(주)
한뉴팜판토프라졸정(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수출용)
제조

30 명문제약(주) 판토시드정40 리그램(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31 슈넬생명과학(주) 슈판토정40mg(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32 신풍제약(주) 익스트림정40 리그람(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33 유니메드제약(주) 판토졸정40 리그람(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34 환인제약(주) 판토스탁정40 리그램(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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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35 한뉴팜(주)
한뉴팜판토프라졸주(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수출용)
제조

36 동광제약(주) 판타졸주사(판토프라졸나트륨수화물) 제조

37 동화약품(주) 판토프라주(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38 유니메드제약(주) 판토졸주(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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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자 : 2012. 2. 20.                

○ 관련 제품 

  - 제품명 : 한국노바티스(주) “라실레즈정150밀리그램” 등 1개 업체, 6품목 (붙임 참조)

  - 제제명 : “알리스키렌” 성분 함유 제제

  - 적응증 : 본태성고혈압

○ 주요 내용 

  - 유럽 EMA, ACE억제제 또는 ARB 제제와 병용투여시 위험성 확인에 따른 새로운 금기 및 주의사항 

권고

○ 정보 단계 : 평가 중

국민보건증진을 위하여 일선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당뇨병 및 신장장애 환자에게 본태성고혈압 치료제인 

“알리스키렌(Aliskiren)”’ 성분 함유제제의 ACE억제제1)나 ARB제제2)와 병용 투여금기를 권

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동 성분 제제에 대한 임상시험 및 기타 연구 등을 검토한 결과, 동 성분제

제를 ACE억제제나 ARB제제와 병용투여시 ‘저혈압, 실신, 뇌졸중, 고칼륨혈증, 급성신부전

을 포함한 신기능장애’ 발생 위험이 확인됨에 따른 것으로,

유럽 EMA는 기타 질환자에서도 동 제제를 ACE억제제나 ARB제제와 병용투여하는 것은 

더 이상 권장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알리스키렌 단일제, 복합제 (경구) (Aliskiren)

 분류 번호 ∙ [02140] 혈압강하제 

 정보 구분 ∙ 국외안전성정보 

 정보원 ∙ 유럽 의약품청(EMA)

 정보 사항 ∙ ACE억제제 또는 ARB 제제와 병용투여시 위험성 확인에 따른 

새로운 금기 및 주의사항 권고

 처리 결과
∙ 안전성서한배포

(의약품안전정보팀-498호, 2012. 2.20.)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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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우리청에서는 동 제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의약전문가 및 환자를 위한 추가 정보]

√ 의사는 ACE억제제나 ARB 제제를 복용중인 당뇨병(제1형 및 제2형) 및 중간~중증의 신장장애 환자들
에게 동 성분 함유 제제의 처방을 중단해야 하며, 필요시 다른 항고혈압치료를 고려해야 함.

√ 의사는 동 제제를 ACE억제제나 ARB제제와 병용투여받는 기타 다른 질환자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치료
의 위해성/유효성 균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 환자는 의사와 상의없이 동 제제의 치료를 중단하지 않아야 함. 이는 의사의 감독없이 항고혈압제 복용을 
중단하는 것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환자는 다음번 진료 시 의사와 치료에 대해 상의할 것.

√ 동 제제 사용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식약청으로 보고할 것.

 

이에 의사·약사 선생님들께서는 동 내용에 유의하여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청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품목의 안전성·유효성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내에는 한국노바티스(주)의 “라실레즈정 150밀리그램” 등 1개 업체, 6품목이 

허가되어 있으며, 동 제제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

여할 것 : 2) 신장애 환자 : 이 약은 중증 신장애(크레아티닌 ≥ 150μmol/L 인 여성과 ≥ 

170 μmol/L인 남성 및/또는 사구체여과율(GFR) ＜ 30mL분)가 있는 고혈압 환자, 투석의 

병력, 신증후군, 또는 신혈관성 고혈압환자에서는 임상시험이 수행되지 않았다. 이 약에 

대한 안전성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중증의 신장애를 지닌 고혈압 환자에게는 주의하

여 투여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동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동 품목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유해

사례 등을 인지하시는 경우에는 우리청 (의약품안전정보팀, 전화 : 043-719-2707, 팩스 : 

0502-604-5962, 이메일 : adr@korea.kr, 홈페이지 : http://ezdrug.kfda.go.kr 의약품 부작용 보

고)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 2. 2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장

조  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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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CE억제제(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Renin-Antiotension- 

Aldosterone System : RAAS)에 작용하는 제제의 하나로, 안지오텐신I이 안지오텐신II로 전환되는 과정

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여 항고혈압 효과를 나타내며, captopril, enalapril, quinapril, ramipril 등이 있음.

2) ARB제제(Angiotension II receptor Blocker :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RAAS)에 작용하는 제제의 

하나로, 안지오텐신II가 안지오텐신 II type 1 수용체(AT1)에 결합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작용

을 하여 항고혈압효과를 나타내며, losartan, valsartan, candesartan 등이 있음.

국내 품목 현황

1. 알리스키렌 함유 단일제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한국노바티스(주) 라실레즈정150 리그램(알리스키렌헤미푸마르산염) 수입

2 한국노바티스(주) 라실레즈정300 리그램(알리스키렌헤미푸마르산염) 수입

2. 알리스키렌 ․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함유 복합제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한국노바티스(주) 코라실레즈정 150/12.5 리그램 수입

2 한국노바티스(주) 코라실레즈정 150/25 리그램 수입

3 한국노바티스(주) 코라실레즈정 300/12.5 리그램 수입

4 한국노바티스(주) 코라실레즈정 300/25 리그램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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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자 : 2012. 3. 2               

○ 관련 제품 

  - 제품명 : 대한뉴팜(주) “로바타딘정” 등 118개 업체, 454품목 (붙임 참조)       

  - 제제명 : “스타틴(Statin)” 계열 약물 함유제제

  - 적응증 : 원발성고지혈증 등

○ 주요 내용 

  - 미국 FDA, “스타틴(Statin)" 계열 약물의 허가사항 개정에 따른 주의권고

○ 정보 단계 : 평가 완료

국민보건증진을 위하여 일선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원발성고지혈증 등의 치료제인 “스타틴(Statin)” 계열 약

물1)
 함유제제에 대한 임상시험, 연구논문, 전문가 권고사항 등의 검토결과에 따라 허가사

항을 개정하는 한편 의료진 및 환자에게 주의를 권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FDA의 조치사항은 “스타틴”계열 약물 복용 후 간손상이 매우 드물고 개별 환자에

게 예측불가로 판단됨에 따라, 종전 허가사항에 기반영되어 있는 ‘정기적인 간효소 모니터

링 필요성’ 내용을 삭제하고, “스타틴(Statin)” 요법 시작 전 및 이후 임상적 필요에 따른 실

시를 권고하였으며,

또한 심각하지 않고 가역적인 인지부작용(기억상실, 혼동 등) 가능성과 혈당 및 당화헤

모글로빈(HbA1c)2) 수치 상승 관련 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스타틴 계열 약물 함유 단일제, 복합제(경구) (Lovastatin 외 8개)

 분류 번호
∙ [02180] 동맥경화용제 (스타틴 계열 단일제)

∙ [02190] 기타의 순환계용약 (스타틴+암로디핀 복합제) 

 정보 구분 ∙ 국외안전성정보 

 정보원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정보 사항 ∙ “스타틴(Statin)”계열 약물의 허가사항 개정에 따른 주의권고

 처리 결과
∙ 안전성서한배포

(의약품안전정보팀-626호, 2012. 3. 2.)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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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동 계열 약물 중 “로바스타틴(Lovastatin)” 성분 제제의 약물상호작용과 관련하여 

근육손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사이클로스포린, 겜피브로질)과 병용을 피하고, 

“딜티아젬” 및 “베라파밀” 제제와 병용 시 동 제제의 일일 사용량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청에서는 동 제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환자를 위한 추가 정보]

√ 동 계열 약물 복용 환자에서 드물지만 심각한 간문제와 관련된 사례가 보고되었으므로 환자는 다음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진에 즉시 알리도록 할 것: 비정상적인 피로감이나 무력감, 식욕저하, 상복부 
통증, 진한 색깔의 소변, 피부나 눈흰자위의 황변. 

√ 동 계열 약물에 관한 의문이나 우려가 있는 환자는 의료전문가와 상의할 것. 

√ 동 제제 사용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식약청으로 보고할 것.

[의약전문가를 위한 추가 정보]

√ 의료진은 ‘스타틴(Statin) 요법’ 시작 전 간효소 검사를 실시하고 그 후에는 임상적 필요에 따라 실시하
며, 치료 중 임상적 증상 및/또는 고빌리루빈혈증 또는 황달을 동반한 심각한 간손상이 발현될 경우 
치료를 중단해야 함. (다른 병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동 계열 약물은 재투여하지 않도록 할 것)

√ 동 계열 약물 사용과 관련하여 드물게 인지부작용(예: 기억력감퇴, 건망증, 기억상실증, 기억장애, 혼동)
와 관련된 시판 후 사례가 있었음. 이러한 증상은 일반적으로 심각하지 않으며 가역적이고, 증상발생 
(1일~수년)과 증상해결(중간일 3주)시점에 대한 편차가 있음.

√ 동 제제 사용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식약청으로 보고할 것. 

의사·약사 선생님들께서는 동 내용에 유의하여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청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품목의 안전성·유효성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내에는 대한뉴팜(주)의 “로바타딘정” 등 118개 업체, 454품목이 허가되어 있으

며, “로바스타틴” 성분 제제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간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는 

이 약 투여 전 또는 투여시작 후 임상적으로 지정된 시기에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일 40mg 또는 그 이상의 용량을 투여 받는 모든 환자는 투여 전 및 투여시작 

후 임상적으로 지정된 시기에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의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동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동 품목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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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등을 인지하시는 경우에는 우리청 (의약품안전정보팀, 전화 : 043-719-2707, 팩스 : 

0502-604-5962, 이메일 : adr@korea.kr, 홈페이지 : http://ezdrug.kfda.go.kr 의약품 부작용 보

고)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 3. 2.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장

조  기  원

1) 스타틴(Statin) 계열 약물 : 콜레스테롤 합성의 속도조절단계인 HMG-CoA를 메발론산(mevalonic acid)으

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작용하는 효소인 HMG-CoA 환원효소(3-hydroxy-3-Methylglutaryl-coenzyme A 

reductase)를 억제하여 LDL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 원발성고지혈증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며, 동 계열 약물로는 simvastatin, lovastatin, atorvastatin 등이 있다.

2) 당화헤모글로빈(Glycosylated hemoglobin, HbA1c) : 높은 혈당 상태에서 헤모글로빈과 포도당이 결합

하여 형성되며, 장기간 동안 혈당농도를 알기 위해 사용됨.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한뉴팜(주) 로바타딘정(로바스타틴)(수출명:LovacTablet) 제조

2 (주)종근당 로바로드정(로바스타틴) 제조

3 명인제약(주) 로바콜정(로바스타틴) 제조

4 삼성제약공업(주) 바이로틴정(로바스타틴) 제조

5 동성제약(주) 동성로바스타틴정(수출명:Lowripa) 제조

6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록틴정(로바스타틴) 제조

7 신일제약(주) 신일오바스타정(로바스타틴) 제조

8 위더스제약(주) 로바이틴정(로바스타틴) 제조

9 동광제약(주) 동광로바스타틴정 제조

10 광동제약(주) 로바스틴정(로바스타틴) 제조

11 한미약품(주) 로바스트정(로바스타틴) 제조

12 한국웨일즈제약(주) 도바스틴정(로바스타틴) 제조

13 (주)넥스팜코리아 리노바정(로바스타틴) 제조

14 (주)스카이뉴팜 로바피드정(로바스타틴) 제조

국내 품목 현황

1. 로바스타틴 단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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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5 (주)유한메디카 로바코정(로바스타틴) 제조

16 (주)티디에스팜 하이테롤정(로바스타틴) 제조

17 (주)하원제약 로보스정(로바스타틴) 제조

18 (주)한국파마 엘스타틴정(로바스타틴) 제조

19 (주)한국파비스제약 로스티딘정(로바스타틴) 제조

20 구주제약(주) 로바크린정(로바스타틴) 제조

21 근화제약(주) 콜바틴정(로바스타틴) 제조

22 원제약(주)
바스틴정(로바스타틴)(수출명:알리신정(로바스타틴)

,하이바스판정)
제조

23 동화약품(주) 메비나코정(로바스타틴) 제조

24 비알엔사이언스(주) 로바스팜정(로바스타틴) 제조

25 신풍제약(주) 바스테롤정(로바스타틴)(수출명:BASATEROLTablet) 제조

26 아주약품(주)
아주로바스타틴정20 리그람[수출명:로타코정(로바

스타틴)]
제조

27 안국약품(주) 안국로바스타틴정 제조

28 알파제약(주) 알파로바스타틴정(로바스타틴) 제조

29 영일제약(주) 로바스정(로바스타틴) 제조

30 일동제약(주) 로스타틴정(로바스타틴) (수출명 : 일동로스타틴정) 제조

31 일양바이오팜(주) 일양바이오로바스타틴정 제조

32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메버스틴정(로바스타틴) 제조

33 태극제약(주) 태극로바스타틴정 제조

34 한국넬슨제약(주) 로바톤정(로바스타틴) 제조

35 한국마이팜(주) 마로바정(로바스타틴) 제조

36 한국약품(주) 로바신정(로바스타틴) 제조

37 한국유나이티드바이오켐제약(주) 로바정(로바스타틴) 제조

38 한국유니온제약(주) 로바스탄정(로바스타틴) 제조

39 한국콜마(주) 한국콜마로바스타틴정 제조

40 한국프라임제약(주) 로바탄정(로바스타틴) 제조

41 한림제약(주) 로바타정(로바스타틴) 제조

42 한불제약(주) 한바스타정(로바스타틴) 제조

43 한올바이오파마(주) 한올로바스타틴정 제조

44 환인제약(주) 바스로틴정(로바스타틴) 제조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경보제약 수바스틴정(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2 (주) 웅제약 웅로수바스타틴칼슘정5 리그램 제조

2. 로수바스타틴 단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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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3 (주) 웅제약 웅로수바스타틴칼슘정10 리그램 제조

4 (주) 웅제약 웅로수바스타틴칼슘정20 리그램 제조

5 (주)동구제약 동구로수바스타틴칼슘정10 리그램 제조

6 (주)드림파마 로레스토정(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7 (주)메디카코리아 로수테롤정1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8 (주)비씨월드제약 스타로바정10mg(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9 (주)서울제약 크레스틴정1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10 (주)유유제약 유유로수바스타틴칼슘정10 리그램 제조

11 (주)일화 레스타정1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12 (주)종근당 로수로드정5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13 (주)종근당 로수로드정1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14 (주)종근당 로수로드정2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15 (주)태준제약 로수덱스정1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16 (주)태준제약 로수덱스정2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17 (주)태평양제약 로리피드정10mg(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18 (주)태평양제약 로리피드정20mg(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19 광동제약(주) 로수리딘정1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20 광동제약(주) 로수리딘정2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21 국제약품공업(주) 크레로바정1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22 근화제약(주) 로수토정5 리그람(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23 근화제약(주) 로수토정1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24 근화제약(주) 로수토정2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25 원제약(주) 크로우정10mg(로수바스타틴칼슘염) 제조

26 원제약(주) 크로우정20mg(로수바스타틴칼슘염) 제조

27 한약품공업(주) 크레스타정5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28 한약품공업(주) 크레스타정1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29 한약품공업(주) 크레스타정2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30 화제약(주) 화로수바스타틴칼슘정10 리그램 제조

31 화제약(주) 화로수바스타틴칼슘정20 리그램 제조

32 동아제약(주) 동아로수바스타틴칼슘정5mg 제조

33 동아제약(주) 동아로수바스타틴칼슘정10mg 제조

34 동아제약(주) 동아로수바스타틴칼슘정20mg 제조

35 명인제약(주) 올스타틴정1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36 보령제약(주) 크레산트정5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37 보령제약(주) 크레산트정1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38 보령제약(주) 크레산트정20mg(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39 비알엔사이언스(주) 크로바틴정10mg(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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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40 삼아제약(주) 삼아로수바스타틴칼슘정5 리그램 제조

41 삼아제약(주) 삼아로수바스타틴칼슘정10 리그램 제조

42 삼아제약(주) 삼아로수바스타틴칼슘정20 리그램 제조

43 삼일제약(주) 로수타틴정5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44 삼일제약(주) 로수타틴정1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45 삼일제약(주) 로수타틴정2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46 삼천당제약(주) 로수틴정1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47 신일제약(주) 하이엘정1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48 신일제약(주) 하이엘정2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49 신풍제약(주) 콜로스타정1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50 아주약품(주) 로스틴정1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51 안국약품(주) 안국로수바스타틴칼슘정5 리그램 제조

52 안국약품(주) 안국로수바스타틴칼슘정10 리그램 제조

53 안국약품(주) 안국로수바스타틴칼슘정20 리그램 제조

54 에스케이케미칼(주) 에스로틴정1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55 에스케이케미칼(주) 에스로틴정2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56 유니메드제약(주) 크레토정1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57 진양제약(주) 로수바틴정1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58 진양제약(주) 로수바틴정2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59 코오롱제약(주) 로슈타정1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60 코오롱제약(주) 로슈타정2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61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크레스토정5 리그람(로수바스타틴칼슘) 수입

62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크레스토정10 리그람(로수바스타틴칼슘) 수입

63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크레스토정2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수입

64 한국웨일즈제약(주) 로슈틴정1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65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로바스타정1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66 한국프라임제약(주) 로수바정1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67 한미약품(주) 수바스트정1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68 한미약품(주) 수바스트정2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69 현 약품(주) 콜레리스정1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70 현 약품(주) 콜레리스정2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71 환인제약(주) 로바스로정10 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제조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경보제약 심스타틴정(심바스타틴) 제조

2 (주)넥스팜코리아 조코나정40 리그람(심바스타틴) 제조

3. 심바스타틴 단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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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3 (주)뉴젠팜 심바젠정(심바스타틴) 제조

4 (주)다림바이오텍 에프심바정40 리그람(심바스타틴) 제조

5 (주) 웅제약 웅심바스타틴정40 리그람(수출명:Starzoko40mg) 제조

6 (주)동구제약 심바코정(심바스타틴) 제조

7 (주)메디카코리아 심바테롤정(심바스타틴)(수출명:디심바세스정,이바스트정) 제조

8 (주)메디카코리아 메디카심바스타틴정5 리그람(심바스타틴)(수출용) 제조

9 (주)메디카코리아 메디카심바스타틴정10 리그람(심바스타틴)(수출용) 제조

10 (주)메디카코리아
심바테롤정40 리그램(심바스타틴)(수출명:이바스트정40

리그램)
제조

11 (주)바이넥스 심바넥스정(심바스타틴) 제조

12 (주)서울제약 서울심바스타틴정40mg 제조

13 (주)셀트리온제약 심바타정(심바스타틴)(수출용) 제조

14 (주)씨트리 씨트리심바스타틴정20 리그람 제조

15 (주)씨티씨바이오 뉴바스틴정(심바스타틴) 제조

16 (주)유영제약 엘바스타정(심바스타틴) 제조

17 (주)유한양행 유한심바스타틴20 리그람 제조

18 (주)유한양행 유한심바스타틴정80 리그램 제조

19 (주)일화 리포스타정20 리그람(심바스타틴) 제조

20 (주)제일제약 심스틴정5 리그램(심바스타틴)(수출용) 제조

21 (주)제일제약 심스틴정10 리그램(심바스타틴)(수출용) 제조

22 (주)제일제약 심스틴정20 리그램(심바스타틴)(수출용) 제조

23 (주)종근당 심바로드정10 리그람(심바스타틴) 제조

24 (주)종근당 심바로드정20 리그램(심바스타틴) 제조

25 (주)종근당 심바로드정40 리그램(심바스타틴)(수출용) 제조

26 (주)태평양제약 리피다틴정20 리그람(심바스타틴) 제조

27 (주)테라젠이텍스 리피스탄정(심바스타틴) 제조

28 (주)티디에스팜 콜스테롤정(심바스타틴) 제조

29 (주)파마킹 심바맥스정(심바스타틴) 제조

30 (주)하원제약 바스트정20 리그람(심바스타틴) 제조

31 (주)한국글로벌제약 글로심바스타틴정20 리그램 제조

32 (주)한국파마 에스타틴정40 리그람(심바스타틴) 제조

33 (주)한국파비스제약 심록스정(심바스타틴) 제조

34 (주)휴온스 시바스정(심바스타틴) 제조

35 경남제약(주) 심바스탄정(심바스타틴) 제조

36 경동제약(주) 로엘디정(심바스타틴)(수출용) 제조

37 고려제약(주) 로코정20 리그람(심바스타틴) 제조

38 광동제약(주) 심바티딘정(심바스타틴)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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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발행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39 구주제약(주) 심바크린정(심바스타틴) 제조

40 우제약(주) 심바스테롤정20 리그람(심바스타틴) 제조

41 한뉴팜(주) 심바티딘정40 리그램(심바스타딘) 제조

42 화제약(주) 콜레스틴정(심바스타틴) 제조

43 동성제약(주) 동성심바스타틴정(수출명:도파소정) 제조

44 동아제약(주) 콜레스논정20 리그램(심바스타틴) 제조

45 동아제약(주) 콜레스논정40 리그램(심바스타틴) 제조

46 동화약품(주) 심바틴정10 리그람(수출명:Austin)(심바스타틴) 제조

47 동화약품(주) 심바틴정20 리그람(심바스타틴) 제조

48 동화약품(주) 심바틴정40 리그람(심바스타틴) 제조

49 명문제약(주) 명문심바스타틴정 제조

50 미래제약(주) 심바탄정20mg(심바스타틴) 제조

51 보령제약(주) 시스타정20 리그램(심바스타틴) 제조

52 보령제약(주) 시스타정40 리그람(심바스타틴) 제조

53 삼아제약(주) 삼아심바스타틴정 제조

54 삼익제약(주) 심박정(심바스타틴)(수출명:SIMVACTab.) 제조

55 슈넬생명과학(주) 슈넬심바스타틴정20 리그람 제조

56 신풍제약(주)
심바스틴정40 리그람(심바스타틴)(수출명:SIMTEROLTab

let40mg,CHOLVASIMTablet40mg)
제조

57 신풍제약(주) 심바스틴정20 리그람(심바스타틴) 제조

58 씨제이제일제당(주) 심바스타정10 리그램(심바스타틴) 제조

59 씨제이제일제당(주) 심바스타정20 리그램(심바스타틴) 제조

60 씨제이제일제당(주) 심바스타정40 리그람(심바스타틴) 제조

61 아주약품(주) 심바트정20 리그람(심바스타틴) 제조

62 아주약품(주) 심바트정40 리그람(심바스타틴) 제조

63 안국약품(주) 안국심바스타틴정20 리그람 제조

64 알리코제약(주) 심바로틴정20 리그람(심바스타틴) 제조

65 에스케이케미칼(주) 리피듀정(심바스타틴) 제조

66 영일제약(주) 심바로정(심바스타틴) 제조

67 영풍제약(주) 심바스정(심바스타틴) 제조

68 영풍제약(주) 심바스정10 리그람(심바스타틴) 제조

69 우리들제약(주) 심바란정(심바스타틴) 제조

70 유니메드제약(주) 유니심바정(심바스타틴)(수출명:조쿠나정) 제조

71 일동제약(주) 심바롤정(심바스타틴) 제조

72 일성신약(주) 일바스틴정20 리그람(심바스타틴) 제조

73 일양바이오팜(주) 일양바이오심바스타틴정 제조

74 진양제약(주) 조바틴정20 리그람(심바스타틴)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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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75 청계제약(주) 청계심바스타틴정20 리그램(수출용) 제조

76 청계제약(주)
청계심바스타틴정40 리그람(수출명:CHIVASUN40mg,SE

VASIN40mg)
제조

77 케이엠에스제약(주) 심바스포정20 리그람(심바스타틴) 제조

78 태극제약(주) 태극심바스타틴정 제조

79 하나제약(주) 심콜정(심바스타틴) 제조

80 한국엠에스디(유) 조코정20 리그램(심바스타틴) 수입

81 한국엠에스디(유) 조코정40 리그램(심바스타틴) 수입

82 한국엠에스디(유) 조코정80 리그램(심바스타틴) 수입

83 한국웨일즈제약(주) 심바텍정(심바스타틴) 제조

84
한국유나이티드바이오켐제

약(주)
심펙틴정 제조

85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심펙스정(심바스타틴)(수출명:Simtano) 제조

86 한국유니온제약(주) 조바코정(심바스타틴) 제조

87 한국유니온제약(주) 조바코정40 리그람(심바스타틴)(수출용) 제조

88 한국콜마(주) 심바타틴정20 리그람(심바스타틴) 제조

89 한국프라임제약(주)
심비단정(심바스타틴)(수출명:SIVASTANTTAB.,SIVANST

ANTTAB.)
제조

90 한국프라임제약(주) 심비단정10 리그람(심바스타틴)(수출용) 제조

91 한국휴텍스제약(주) 휴심바정(심바스타틴) 제조

92 한림제약(주) 한림심바스타틴정 제조

93 한미약품(주) 심바스트정(심바스타틴) 제조

94 한미약품(주) 심바스트씨알정(심바스타틴) 제조

95 한미약품(주) 심바스트정40mg(심바스타틴) 제조

96 한불제약(주) 한불심바스타틴정20 리그람 제조

97 한올바이오파마(주) 한올심바스타틴정10 리그람(심바스타틴) 제조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경보제약 에이스틴정(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2 (주)뉴젠팜 아스타틴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제조

3 (주) 웅제약 스피틴정1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4 (주) 웅제약 스피틴정2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5 (주) 웅제약 스피틴정4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6 (주) 웅제약 스피틴정8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7 (주)동구제약 아토스탄정1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8 (주)드림파마 한국메디텍제약아토르바스타틴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제조

4. 아토르바스타틴 단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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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9 (주)비씨월드제약 비씨아토르바스타틴정(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10 (주)비씨월드제약 비씨아토르바스타틴정2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11 (주)서울제약 아토르정1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12 (주)셀트리온제약 토바스틴정(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13 (주)씨트리 라도바정1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14 (주)씨티씨바이오
씨티씨아토르바스타틴정1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

칼슘)
제조

15 (주)씨티씨바이오
씨티씨아토르바스타틴정2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

칼슘)
제조

16 (주)유영제약 아토스틴정(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17 (주)유영제약 아토스틴정2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18 (주)유한양행 아토르바정1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19 (주)유한양행 아토르바정2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20 (주)유한양행 아토르바정40mg(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21 (주)종근당 리피로우정10mg(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22 (주)종근당 리피로우정2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23 (주)종근당 리피로우정4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24 (주)종근당 리피로우정80mg(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25 (주)태평양제약 아리피드정1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26 (주)태평양제약 아리피드정2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27 (주)태평양제약 아리피드정4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28 (주)하원제약 리피트롤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제조

29 건일제약(주) 에이피토정(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30 경동제약(주) 아트로반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31 고려제약(주) 리포메트정1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32 고려제약(주) 리포메트정2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33 광동제약(주) 광동아토르바스타틴정10mg(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34 우제약(주) 리피테롤정(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35 원제약(주) 리피원정1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36 원제약(주) 리피원정20mg(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37 화제약(주) 아토바정1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제조

38 동국제약(주) 아토반정2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39 동아제약(주) 리피논정1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40 동아제약(주) 리피논정2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41 동아제약(주) 리피논정4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42 동아제약(주) 리피논정8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43 동화약품(주) 아토스타정10mg(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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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동화약품(주) 아토스타정20mg(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45 동화약품(주) 아토스타정4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46 명문제약(주) 리토바스정1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제조

47 비알엔사이언스(주) 리피탈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제조

48 삼천당제약(주) 아토로우정10mg(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49 신일제약(주) 리피칸정1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50 신일제약(주) 리피칸정2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51 신일제약(주) 리피칸정4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52 신풍제약(주) 바토르정10mg(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53 씨제이제일제당(주)
씨제이아토르바스타틴칼슘정1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

타틴칼슘)
제조

54 씨제이제일제당(주)
씨제이아토르바스타틴칼슘정2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

타틴칼슘)
제조

55 안국약품(주) 리포액틴정1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56 안국약품(주) 리포액틴정4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57 알리코제약(주) 아르바정(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58 영일제약(주) 아로반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제조

59 위더스제약(주) 아토렌정1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60 유니메드제약(주) 유니피토정(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61 일동제약(주) 리피스톱정1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62 일동제약(주) 리피스톱정2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63 일동제약(주) 리피스톱정4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64 일성신약(주) 아도르정1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제조

65 일양약품(주) 리토르정1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제조

66 청계제약(주)
청계아토르바스타틴칼슘10 리그램정(무수아토르바스타

틴칼슘)
제조

67 한국노바티스(주) 아토르빈정1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수입

68 한국산도스(주)
산도스아토르바스타틴정1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

칼슘)
수입

69 한국유니온제약(주) 아토르반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수출용) 제조

70 한국화이자제약(주) 리피토정10 리그람(아토르바스타틴칼슘) 수입

71 한국화이자제약(주) 리피토정20 리그람(아토르바스타틴칼슘) 수입

72 한국화이자제약(주) 리피토정40 리그람(아토르바스타틴칼슘) 수입

73 한국화이자제약(주) 리피토정80 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 수입

74 한국휴텍스제약(주) 휴텍스아토르바스타틴정(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75 한미약품(주) 토바스트정10 리그람(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76 한미약품(주) 토바스트정20 리그람(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77 한미약품(주) 토바스트정4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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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한미약품(주) 토바스트정8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79 한미약품(주) 뉴바스트정10 리그람(아토르바스타틴스트론튬오수화물) 제조

80 한미약품(주) 뉴바스트정20 리그람(아토르바스타틴스트론튬오수화물) 제조

81 한미약품(주) 뉴바스트정40 리그람(아토르바스타틴스트론튬오수화물) 제조

82 한미약품(주) 뉴바스트정80 리그람(아토르바스타틴스트론튬오수화물) 제조

83 한화제약(주) 아토산정(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84 현 약품(주) 리파로민정40 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뉴젠팜 뉴젠프라바스타틴정20 리그램(프라바스타틴나트륨) 제조

2 (주) 웅제약 스타프라정10 리그램(프라바스타틴나트륨)(수출용) 제조

3 (주)동구제약 리포스탄정(프라바스타틴)(수출용) 제조

4 (주)일화 리피스타정20 리그람(프라바스타틴나트륨) 제조

5 (주)일화 리피스타정10 리그람(프라바스타틴나트륨) 제조

6 (주)하원제약 라프라스정40 리그램(프라바스타틴나트륨)(수출용) 제조

7 (주)하원제약 라프라스정20 리그램(프라바스타틴나트륨) 제조

8 (주)한국코러스제약 코러스프라바스타틴정(프라바스타틴나트륨)(수출용) 제조

9 경동제약(주) 바소프란정(프라바스타틴나트륨) 제조

10 원제약(주) 원프라바스타틴나트륨정(수출용) 제조

11 한뉴팜(주) 프라바타딘정20mg(프라바스타틴나트륨) 제조

12 한뉴팜(주) 프라바타딘정10mg(프라바스타틴나트륨) 제조

13 명문제약(주) 프라바스타정20mg(프라바스타틴나트륨) 제조

14 명문제약(주) 프라바스타정(프라바스타틴나트륨)(수출용) 제조

15 명문제약(주) 프라바스타정40mg(프라바스타틴나트륨)(수출용) 제조

16 보령제약(주) 보령프라바스타틴나트륨정20 리그람(프라바스타틴나트륨) 제조

17 삼아제약(주) 삼아프라반정20 리그람(프라바스타틴나트륨) 제조

18 삼익제약(주) 해리스타정20mg(프라바스타틴) 제조

19 삼천당제약(주) 파바틴정10 리그램(프라바스타틴나트륨)(수출용) 제조

20 성원애드콕제약(주) 프라스타정20mg(프라바스타틴나트륨) 제조

21 씨제이제일제당(주) 씨제이메바로친정10 리그램(프라바스타틴나트륨) 제조

22 씨제이제일제당(주) 씨제이메바로친정20 리그램(프라바스타틴나트륨) 제조

23 씨제이제일제당(주) 씨제이메바로친정5 리그램(프라바스타틴나트륨) 제조

24 씨제이제일제당(주) 씨제이메바로친정40 리그램(프라바스타틴나트륨) 제조

25 영일제약(주) 프라틴정20 리그람(프라바스타틴나트륨) 제조

26 영일제약(주) 프라틴정10 리그람(프라바스타틴나트륨) 제조

27 영진약품공업(주) 프라스탄정10 리그람(프라바스타틴나트륨) 제조

5. 프라바스타틴 단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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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28 영진약품공업(주) 프라스탄정20 리그람(프라바스타틴나트륨) 제조

29 영진약품공업(주) 프라스탄정40 리그람(프라바스타틴나트륨) 제조

30 영진약품공업(주) 프라스탄정5 리그람(프라바스타틴나트륨) 제조

31 한국프라임제약(주) 프라탄정40 리그람(프라바스타틴나트륨) 제조

32 한국프라임제약(주) 프라탄정20 리그람(프라바스타틴나트륨) 제조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한국노바티스(주) 레스콜엑스엘서방정(플루바스타틴나트륨) 수입

2 한국노바티스(주) 레스콜캅셀20 리그람(플루바스타틴나트륨) 수입

3 한국노바티스(주) 레스콜캅셀40 리그람(플루바스타틴나트륨) 수입

4 한국산도스(주) 자이렙엑스엘서방정(플루바스타틴나트륨) 수입

5 한국산도스(주) 자이렙캡슐20 리그람(플루바스타틴나트륨) 수입

6 한국산도스(주) 자이렙캡슐40 리그람(플루바스타틴나트륨) 수입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경보제약 리피타정2 리그램(피타바스타틴칼슘) 제조

2 (주) 웅제약 웅피타바스타틴칼슘정2 리그램 제조

3 (주)메디카코리아 피타테롤정(피타바스타틴칼슘) 제조

4 (주)바이넥스 피타넥스정(피타바스타틴칼슘) 제조

5 (주)서울제약 피타정2 리그램(피타바스타틴칼슘) 제조

6 (주)유영제약 피라바정(피타바스타틴칼슘) 제조

7 (주)종근당 피타로우정2 리그램(피타바스타틴칼슘) 제조

8 (주)태준제약 피타시아정2 리그램(피타바스타틴칼슘) 제조

9 (주)한독약품 한독피타바스타틴칼슘정2 리그램 제조

10 (주)휴온스 피스타틴정(피타바스타틴칼슘) 제조

11 구주제약(주) 리바스틴정2 리그램(피타바스타틴칼슘) 제조

12 국제약품공업(주) 피타바로정(피타바스타틴칼슘) 제조

13 원제약(주) 원피타바스타틴칼슘정 제조

14 동광제약(주) 동광피타바스타틴정2 리그램(피타바스타틴칼슘) 제조

15 동화약품(주) 피바틴정2 리그램(피타바스타틴칼슘) 제조

16 삼남제약(주) 피타틴정(피타바스타틴칼슘) 제조

17 삼성제약공업(주) 타마스틴정(피타바스타틴칼슘) 제조

18 삼아제약(주) 삼아피타바스타틴칼슘정2 리그램 제조

19 삼일제약(주) 리디엘정2 리그램(피타바스타틴칼슘) 제조

6. 플루바스타틴 단일제

7. 피타바스타틴 단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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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20 삼천당제약(주) 피큐로우정2 리그램(피타바스타틴칼슘) 제조

21 신풍제약(주) 피타로바정2 리그램(피타바스타틴칼슘) 제조

22 아주약품(주) 피타반정2 리그램(피타바스타틴칼슘) 제조

23 영진약품공업(주) 피바스탄정2 리그램(피타바스타틴칼슘) 제조

24 위더스제약(주) 타스틴정2 리그램(피타바스타틴) 제조

25 일동제약(주) 피타큐정2 리그램(피타바스타틴칼슘) 제조

26 일양약품(주) 피스타정2 리그램(피타바스타틴칼슘) 제조

27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리바로정1 리그람(피타바스타틴칼슘) 제조

28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리바로정2 리그램(피타바스타틴칼슘) 제조

29 초당약품공업(주) 피타바스정2 리그램(피타바스타틴칼슘) 제조

30 하나제약(주) 리파틴정2 리그램(피타바스타틴칼슘) 제조

31 한국웨일즈제약(주) 피타바정(피타바스타틴칼슘) 제조

32 한국콜마(주) 한국콜마피타바스타틴정(피타바스타틴칼슘) 제조

33 한미약품(주) 피바스트정2 리그램(피타바스타틴칼슘) 제조

34 환인제약(주) 피타바로틴정2 리그램(피타바스타틴칼슘) 제조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동구제약 심바코미브정10/10mg 제조

2 (주)동구제약 심바코미브정10/20mg 제조

3 (주)바이넥스 바이테롤정10/10 제조

4 (주)바이넥스 바이테롤정10/20 제조

5 (주)유한양행 심바미브정10/10 제조

6 (주)유한양행 심바미브정10/20 제조

7 (주)종근당 심바에지정10/10 제조

8 (주)종근당 심바에지정10/20 제조

9 국제약품공업(주) 리페토린정10/10mg(ezetimibe,simvastatin) 제조

10 국제약품공업(주) 리페토린정10/20mg(ezetimibe,simvastatin) 제조

11 원제약(주) 아이토린정10/20 제조

12 동화약품(주) 이지심바정10/10 리그램 제조

13 동화약품(주) 이지심바정10/20 리그램 제조

14 보령제약(주) 이지스타정10/10mg(ezetimibe,simvastatin) 제조

15 보령제약(주) 이지스타정10/20mg(ezetimibe,simvastatin) 제조

16 삼성제약공업(주) 콜레타틴정10/10mg(ezetimibe,simvastatin) 제조

17 삼성제약공업(주) 콜레타틴정10/20mg(ezetimibe,simvastatin) 제조

18 일양약품(주) 듀오심바정10/10 리그램 제조

19 일양약품(주) 듀오심바정10/20 리그램 제조

8. 심바스타틴 ․ 에제티미브 복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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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20 하나제약(주) 바이스틴정10/10mg 제조

21 하나제약(주) 바이스틴정10/20mg 제조

22 한국엠에스디(유) 바이토린정10/10 수입

23 한국엠에스디(유) 바이토린정10/20 수입

24 한국엠에스디(유) 바이토린정10/40 수입

25 한국엠에스디(유) 바이토린정10/80 수입

26 한국웨일즈제약(주) 심바토린정10/10 제조

27 한국웨일즈제약(주) 심바토린정10/20 제조

28 한미약품(주) 심바듀오정10/10 제조

29 한미약품(주) 심바듀오정10/20 제조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드림파마 디바스틴정 제조

2 (주)비씨월드제약 듀오맥스정 제조

3 (주)셀트리온제약 카디엔정5/10 리그램 제조

4 (주)셀트리온제약 카디엔정5/20 리그램 제조

5 (주)엘지생명과학 리바듀엣정5/10mg 제조

6 (주)엘지생명과학 리바듀엣정5/20mg 제조

7 (주)유영제약 써큐엣정5/10 리그램 제조

8 (주)종근당 카디페어정5/10mg 제조

9 (주)종근당 카디페어정5/20mg 제조

10 (주)태평양제약 하이듀엣정5mg/10mg 제조

11 (주)태평양제약 하이듀엣정5mg/20mg 제조

12 경동제약(주) 아토디핀정 제조

13 고려제약(주) 카디렉스정5mg/10mg 제조

14 고려제약(주) 카디렉스정5mg/20mg 제조

15 근화제약(주) 맥스바틴정5/10mg(암로디핀베실산염,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16 근화제약(주) 맥스바틴정5/20mg(암로디핀베실산염,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조

17 웅바이오(주) 아토바디핀정5mg/10mg 제조

18 웅바이오(주) 아토바디핀정5mg/20mg 제조

19 원제약(주) 코듀원정5mg/10mg 제조

20 동성제약(주) 카로디엣정5mg/10mg 제조

21 동성제약(주) 카로디엣정5mg/20mg 제조

22 동화약품(주) 아토스타플러스정 제조

23 명인제약(주) 투믹스정5mg/10mg 제조

24 명인제약(주) 투믹스정5mg/20mg 제조

9. 아토르바스타틴 ․ 암로디핀 복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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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25 삼아제약(주) 아토디아정5mg/10mg 제조

26 삼진제약(주) 듀스틴정 제조

27 삼천당제약(주) 비듀엣정5mg/10mg 제조

28 신일제약(주) 듀오브이정5mg/10mg 제조

29 신일제약(주) 듀오브이정5mg/20mg 제조

30 신일제약(주) 듀오브이정5mg/40mg 제조

31 아주약품(주) 올핀정5mg/10mg 제조

32 아주약품(주) 올핀정5mg/20mg 제조

33 안국약품(주) 듀오액틴정 제조

34 안국약품(주) 에스-듀오액틴정 제조

35 영진약품공업(주) 에이듀엣정5mg/10mg 제조

36 우리들제약(주) 디핀스타정5mg/10mg 제조

37 위더스제약(주) 로바토정5mg/10mg 제조

38 위더스제약(주) 로바토정5mg/20mg 제조

39 유니메드제약(주) 카듀라트정5mg/10mg 제조

40 유니메드제약(주) 카듀라트정5mg/20mg 제조

41 이연제약(주) 아듀오정5mg/10mg 제조

42 이연제약(주) 아듀오정5mg/20mg 제조

43 일성신약(주) 아도베정 제조

44 풍림무약(주) 콜듀엣정5mg/10mg 제조

45 풍림무약(주) 콜듀엣정5mg/20mg 제조

46 하나제약(주) 듀오디핀정 제조

47 한국웨일즈제약(주) 노토바정5mg/10mg 제조

48 한국웨일즈제약(주) 노토바정5mg/20mg 제조

49 한국콜마(주) 아스퀘어정 제조

50 한국화이자제약(주) 카듀엣정5mg/10mg 수입

51 한국화이자제약(주) 카듀엣정5mg/20mg 수입

52 한국화이자제약(주) 카듀엣정5mg/40mg 수입

53 한미약품(주) 아모스타틴정5/20 제조

54 한화제약(주) 아토산플러스정 제조

55 현 약품(주) 듀오스크정5/10 리그램 제조

56 현 약품(주) 듀오스크정5/20 리그램 제조

57 현 약품(주) 듀오스크정5mg/40mg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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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자 : 2012. 3. 6               

○ 관련 제품 

  - 제품명 : 한국애보트(주) “칼레트라정” 등 4개 업체, 13품목 (붙임 참조)       

  - 제제명 : “HIV단백분해효소억제제” 약물 함유제제

  - 적응증 : 임상학적 또는 면역학적으로 질환의 진행이 확인되어 치료가 필요한 HIV감염환자 치료를  

위한 단독요법 또는 뉴클레오시드 유도체와의 병용요법

○ 주요 내용 

  - 미국 FDA, “스타틴(Statin)” 계열 약물과의 병용투여 관련 허가사항개정 및 주의권고

○ 정보 단계 : 평가 완료

국민보건증진을 위하여 일선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에이즈치료제로 사용되는 “HIV1)단백분해효소억제제2)” 

성분 함유제제와 콜레스테롤 강하제인 “스타틴(Statin)” 계열 약물3)과의 병용투여와 관련하

여 허가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의료진 및 환자에게 주의를 권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FDA 조치사항은 HIV단백분해효소억제제 성분 함유제제와 특정 “스타틴(Statin)” 계

열 약물 병용투여시, “스타틴(Statin)” 계열 약물의 혈증농도를 높혀 신부전을 야기할 수 있

는 근육손상(근육병증, 심각할 경우 횡문근융해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에 따른 것으로, 

제제별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HIV 단백분해효소 억제제(경구) (Ritonavir 외 4개 성분)

 분류 번호 ∙ [06290] 기타의 화학요법제 

 정보 구분 ∙ 국외안전성정보 

 정보원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정보 사항 ∙“스타틴(Statin)” 계열 약물과의 병용투여 관련 허가사항 개

정 및 주의권고

 처리 결과
∙ 안전성서한배포

(의약품안전정보팀-656호, 2012. 3. 6.)

조치 내용



709

2.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발행 현황

성분명
미국 FDA 정보사항

대상약물 권고사항

로수바스타틴

단일제

(Rosuvastatin)

로피나비어(Lopinavir) ․
리토나비어(ritonavir) 복합제

“로수바스타틴” 1일 투여량 제한 

(10mg/1日)

아타자나비어(Atazanavir) 함유제제 

단독 또는 리토나비어(Ritonavir) 

함유제제와 병용투여

“로수바스타틴” 1일 투여량 제한 

(10mg/1日)

로바스타틴

단일제

(Lovastatin)

HIV 단백분해효소억제제 투여금기

심바스타틴

단일제, 복합제 포함

(Simvastatin)

HIV 단백분해효소억제제 투여금기

아토르바스타틴

단일제

(Atorvastatin)

로피나비어(Lopinavir) ․
리토나비어(ritonavir) 복합제

사용 시 주의하고 가능한 최소한의 

아토르바스타틴 사용

다루나비어(Darunavir) 함유제제와 

리토나비어(Ritonavir) 함유제제 병용

“아토르바스타틴” 1일 투여량 제한 

(20mg/1日)

넬피나비어(Nelfinavir) 함유제제
“아토르바스타틴” 1일 투여량 제한 

(40mg/1日)

프라바스타틴

단일제

(Pravastatin)

다루나비어(Darunavir) 함유제제와 

리토나비어(Ritonavir) 함유제제 병용

“프라바스타틴” 40mg 단회투여시 

“프라바스타틴”의 AUC(81%↑) 및 

Cmax(63%↑) 변동

로피나비어(Lopinavir) ․
리토나비어(ritonavir) 복합제

“프라바스타틴” 1일 20mg, 4일 투여시 

“프라바스타틴”의 AUC(33%↑) 및 

Cmax(26%↑) 변동

피타바스타틴

단일제

(Pitavastatin)

아타자나비어(Atazanavir) 함유제제 

단독 또는 리토나비어(Ritonavir) 

함유제제와 병용투여

매일 “피타바스타틴” 4mg 및 

아타자나비어 300mg를 5일간 투여시 

AUC(31%↑) 및 Cmax(60%↑) 변동

다루나비어(Darunavir) 함유제제와 

리토나비어(Ritonavir) 함유제제 병용

“피타바스타틴” 제제를 1일 4mg씩 

1~5일동안과 12~16일 동안 복용하고, 

“다루나비어”제제와 

“리토나비어”제제를 1일 800mg, 

100mg씩 6~16일 동안 복용시, 

“피타바스타틴”의 AUC(26%↓) 및 

Cmax(4%↓) 변동

로피나비어(Lopinavir) ․
리토나비어(ritonavir) 복합제

“피타바스타틴” 제제를 1일 4mg씩 

1~5일동안과 20~24일 동안 복용하고, 

“로피나비어 ․ 리토나비어” 복합제를 

1일 “400mg/100mg”씩 9~24일동안 

복용시 “피타바스타틴”의 AUC(20%↓) 

및 Cmax(4%↓)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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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HIV 단백분해효소 억제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환자를 위한 추가 정보]

√ “HIV단백분해효소억제제” 또는 “스타틴(Statin)” 계열 약물 치료 시작 전 현재 복용하고 있거나 복용예
정인 모든 의약품에 대해 의료진에게 알릴 것. 

√ “HIV단백분해효소억제제” 또는 “스타틴(Statin)” 계열 약물에 대한 문의 또는 우려사항이 있을 경우 의
료진과 상의할 것.

√ 동 제제 사용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식약청으로 보고할 것.

[의약전문가를 위한 추가 정보]

√ “HIV단백분해효소억제제”를 특정 “스타틴(Statin)" 계열 약물과 병용처방할 경우 근육병증/횡문근융해
증 위험을 높일 수 있음.

√ 동 제제 사용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식약청으로 보고할 것. 

이에 우리청에서는 의사·약사 선생님들께 상기 정보사항에 유의하여 처방·투약 및 복

약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품목의 안전성·유효성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내에는 한국애보트(주), “칼레트라정” 등 4개 업체, 13품목이 허가되어 있으며, 

“리토나비어 ․ 로피나비어” 복합제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2. 다음 환자에는 투

여하지 말 것 : HMG-CoA 환원효소 저해제 (Lovastatin, Simvastatin) : 횡문근 융해를 포함한 

근육병증과 같은 중대한 반응의 가능성을 증가” 등의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는 등 “로바스

타틴(Lovastatin)” 및 “심바스타틴(Simvastatin)” 성분제제가 이미 병용금기로서 반영되어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동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동 품목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유해

사례 등을 인지하시는 경우에는 우리청 (의약품안전정보팀, 전화 : 043-719-2707, 팩스 : 

0502-604-5962, 이메일 : adr@korea.kr, 홈페이지 : http://ezdrug.kfda.go.kr 의약품 부작용 보

고)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 3. 6.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장

조  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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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발행 현황

1)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cquired Immuno 

Deficiency Syndrome, AIDS)의 원인 바이러스

2) 단백분해효소억제제(Protease Inhibitors) : 바이러스가 인체세포 내에서 분자량이 큰 단백질을 만든 후 

이를 잘게 절단하여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분자량이 큰 단백질을 절단해주는 단백분해효

소(Protease)를 억제함으로서 항바이러스효과를 나타내는 약제를 지칭함.

3) 스타틴(Statin) 계열 약물 : 콜레스테롤 합성의 속도조절단계인 HMG-CoA를 메발론산(mevalonic acid)으

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작용하는 효소인 HMG-CoA 환원효소(3-hydroxy-3-Methylglutaryl-coenzyme A 

reductase)를 억제하여 LDL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 원발성고지혈증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며, 동 계열 약물로는 simvastatin, lovastatin, atorvastatin 등이 있다.

국내 품목 현황

1. 리토나비어 단일제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한국애보트(주) 노비르캅셀100 리그람(리토나비어) 수입

2 한국애보트(주) 노비르액(리토나비어) 수입

3 한국애보트(주) 노비르연질캅셀100 리그람(리토나비어) 수입

4 한국애보트(주) 노비르정(리토나비어) 수입

2. 다루나비어 단일제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주)한국얀센 프레지스타정(다루나비어에탄올레이트) 수입

2 (주)한국얀센 프레지스타정400 리그램(다루나비어에탄올레이트) 수입

3 (주)한국얀센 프레지스타정600 리그램(다루나비어에탄올레이트) 수입

3. 넬피나비어 단일제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동아제약(주) 비라셉트필름코팅정250 리그램(메실산넬피나비어) 제조

4. 아타자나비어 단일제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유)한국비엠에스제약 레야타즈캡슐100 리그램(아타자나비어황산염) 수입

2 (유)한국비엠에스제약 레야타즈캡슐150 리그램(아타자나비어황산염) 수입

3 (유)한국비엠에스제약 레야타즈캡슐200 리그램(아타자나비어황산염)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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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리토나비어 ․ 로피나비어 복합제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한국애보트(주) 칼레트라정 수입

2 한국애보트(주) 칼레트라정100/25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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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발행 현황

○ 발행일자 : 2012. 3. 20.

○ 관련 제품 

  - 제품명 : 제일약품(주) “프로토스현탁용과립”

  - 제제명 : “스트론튬라네레이트” 성분 함유 제제

  - 적응증 :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

○ 주요 내용

  - 유럽 EMA, “정맥혈전색전증” 환자에 사용금기 등 주의 권고

○ 정보 단계 : 평가 중

국민보건증진을 위하여 일선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되는 “스트론튬라

네레이트(Strontium Ranelate)” 성분 함유제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 위해성/유효성 평가는 긍

정적이나 위해성 관리를 위한 새로운 금기 및 주의사항을 권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에서는 임상시험에서 정맥혈전색전증(Venous Thromboembolism, VTE) 위

험이 확인된 바 있고, 안전성 자료 검토 결과 VTE 병력 환자, 일시적 또는 영구적 거동능력 

상실 환자 및 노인환자에서 VTE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중증 피부반응 위험[호산구증가 및 전신증상을 동반한 약물발적(DRESS)1), 스티븐

스-존스 증후군(SJS)
2)
, 독성표피괴사용해(TEN)

2)
]이 시판 후 보고되었으나, 발생률은 낮은 

것으로 확인(작용기전 미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스트론튬라네레이트 단일제 (경구) (Strontium Ranelate)

 분류 번호 ∙ [03990]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정보 구분 ∙ 국외안전성정보

 정보원 ∙ 유럽 의약품청(EMA)

 정보 사항 ∙“정맥혈전색전증” 환자에 사용금기 등 주의 권고

 처리 결과
∙ 안전성서한배포

(의약품안전정보팀-800호, 2012. 3.20.)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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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우리청에서는 동 제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의약전문가 및 환자를 위한 추가 정보]

√ 의사는 현재 VTE가 있거나 VTE 병력이 있는 환자 및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거동능력 상실 환자에게 
동 제제를 처방하지 말 것.

√ 현재 VTE가 있거나 VTE 병력이 있는 환자 및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거동능력 상실 환자는 다음 
번 정기 진료시 의사와 치료에 대해 상의할 것.

√ VTE 발생위험이 있는 80세 초과 환자 치료시 동 제제의 지속 치료 필요성에 대해 재평가할 것.

√ 동 제제 처방의사는 환자의 중증 피부반응(DRESS 증후군, 스티븐스-존스 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의 
증상 및 징후, 발생시점을 주지하도록 할 것. 스티븐스-존스 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 발생 위험은 치
료 후 첫3주, DRESS 증후군의 경우 약 3~6주 동안 가장 높음

  - 스티븐스-존스 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 증상 : 진행성 피부발적, 가끔 물집 또는 점막병변을 동반함.
  - DRESS 증상 : 발열, 발적, 호산구증가, 전신증상((선병증(adenopathy), 간염, 간질성 신증, 간질성 

폐질환)

√ 피부발적 등 중증 알레르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치료를 중단하고, 이 약을 이용한 치료법은 다시 
시작하지 말 것.

√ 동 제제 사용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식약청으로 보고할 것.

이에 의사·약사 선생님들께서는 동 내용에 유의하여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청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품목의 안전성·유효성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내에는 제일약품(주)의 “프로토스현탁용과립”이 허가되어 있으며, 동 제제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1. 경고 1) 이 약을 복용시 심각한 과민반응, 특히 때때로 

치명적인 DRESS 증후군(drug rash eosinophilia and systemic symptoms)이 보고되었다.” 등

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동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동 품목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유해

사례 등을 인지하시는 경우에는 우리청 (의약품안전정보팀, 전화 : 043-719-2707, 팩스 : 

0502-604-5962, 이메일 : adr@korea.kr, 홈페이지 : http://ezdrug.kfda.go.kr 의약품 부작용 보

고)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 3. 2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장

조  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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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발행 현황

1) DRESS (Drug Rash Eosinophilia and Systemic Symptoms) : 약물투여로 인한 발열, 발적, 호산구 증가 

등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과민반응

2) 스티븐스-존스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 SJS) 및 독성표피괴사용해증(Toxic Epidermal Necrolysis, 

TEN) : 약물유발성질환으로 하부 진피의 염증 소견 없이 표피 괴사로 인한 수포와 표피 분리를 특징으

로 하는 질환을 일컬음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제일약품(주) 프로토스현탁용과립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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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자 : 2012. 4. 16.

○ 관련 제품 

  - 제품명 : 바이엘코리아(주) “야스민정” 등 2품목[붙임참조]

  - 제제명 : “드로스피레논” 성분 함유 제제

  - 적응증 : 피임

○ 주요 내용

  - 미국 FDA, “혈전발생 위험증가” 관련 허가사항 개정 및 주의권고

○ 정보 단계 : 평가 완료

국민보건증진을 위하여 일선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경구용 피임약으로 사용되는 “드로스피레논(Drospirenone)” 

함유 제제의 ‘혈전발생 위험증가’와 관련하여 허가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의료전문가 및 환

자에게 주의권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드로스피레논” 성분 함유 피임약을 복용한 여성의 혈전 위험성에 대한 관찰 역학

연구 등을 검토한 결과, 다른 프로게스테론 함유 피임약에 비해 혈전 위험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른 것으로, 

이번 연구에서 피임약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보다, 피임약을 복용했을 경우 혈전 위험

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임신 및 출산 후 보다는 이러한 위험성이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드로스피레논 복합제 (경구) (Drospirenone)

 분류 번호 ∙ [02540] 피임제

 정보 구분 ∙ 국외안전성정보

 정보원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정보 사항 ∙“혈전발생 위험증가” 관련 허가사항 개정 및 주의권고

 처리 결과 ∙ 안전성서한배포 

(의약품안전정보팀-1025호, 2012. 4.16.)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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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우리청에서는 동 제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의약전문가 및 환자를 위한 추가 정보]

√ 여성의 경우 피임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의료전문가와 혈전 발생 위험성에 대하여 상담할 것.

√ 의료 전문가는 동 제제 처방 전에 동 성분 함유 피임약의 위해성/유익성 및 여성의 혈전 진행 위험성에 
대하여 고려할 것.

√ 동 제제 사용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식약청으로 보고할 것.

이에 의사·약사 선생님들께서는 동 내용에 유의하여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청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품목의 안전성·유효성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내에는 바이엘코리아(주)의 “야스민정” 및 “야즈정” 등 2품목이 허가되어 있으

며, 동 제제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4) 혈전

증의 전구증상이 있거나 병력이 있는 환자(예, 일과성 허혈 발작, 협심증)” 등의 내용이 일

부 반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동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동 품목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유해

사례 등을 인지하시는 경우에는 우리청 (의약품안전정보팀, 전화 : 043-719-2707, 팩스 : 

0502-604-5962, 이메일 : adr@korea.kr, 홈페이지 : http://ezdrug.kfda.go.kr 의약품 부작용 보

고)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 4. 16.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장

조  기  원

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바이엘코리아(주) 야스민정 수입

2 바이엘코리아(주) 야즈정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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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자 : 2012. 4. 16.

○ 관련 제품 

  - 제품명 : 한국엠에스디(유) “프로스카정” 등 65개사, 87품목 [붙임참조]

  - 제제명 : “피나스테리드” 성분 함유 제제

  - 적응증 :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5mg 제제), 성인남성(만18~41세)의 남성형 탈모증(안드로겐 

탈모증)의 치료 (1mg 제제)

○ 주요 내용

  - 미국 FDA, “투약중단 후 일부 성기능 관련 부작용 지속”에 따른 허가사항 개정 및 주의권고

○ 정보 단계 : 평가 완료

국민보건증진을 위하여 일선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사용되는 “피나스테리드” 

5mg 함유 제제 및 남성형 탈모증 치료에 사용되는 “피나스테리드” 1mg 함유 제제의 투약

중단 후에도 일부 성기능 관련 부작용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하여 허가사항을 개정하는 한

편 의료전문가 및 환자에게 주의 권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FDA 부작용보고시스템(AERS) 및 품목허가 보유업체의 안전성 데이터베이스

에 보고된 시판 후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일부 성기능 관련 이상반응(5mg 함유제제 : 성욕

감퇴 등, 1mg 함유제제 : 성욕감퇴, 사정장애, 오르가즘 장애 등)이 투여중단 후에도 지속

된 사례들이 보고됨에 따른 것이며, 동 성분 함유 제제와 성기능 부작용과의 명확한 인과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피나스테리드 (경구) (Finasteride)

 분류 번호 ∙ [02590]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정보 구분 ∙ 국외안전성정보

 정보원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정보 사항 ∙“투약중단 후 일부 성기능 관련 부작용 지속”에 따른 

허가사항 개정 및 주의권고

 처리 결과 ∙ 안전성서한배포 

(의약품안전정보팀-1047호, 2012. 4.16.)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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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확립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의사·약사 선생님들께서는 동 내용에 유의하여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청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품목의 안전성·유효성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내에는 한국엠에스디(유)의 “프로스카정” 등 65개사, 87품목이 허가되어 있으

며, 동 제제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4. 이상반응 : 3) 시판후 다음과 같은 이상

반응이 추가로 보고되었다. 이 이상반응은 불특정 인구집단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된 것이

기 때문에, 발생빈도를 신뢰성 있게 예측하거나 약물노출과의 인과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 생식계 및 유방 : 사정장애, 유방압통 및 비대, 고환통, 투여 

중단 후 지속되는 발기부전, 남성 불임 그리고/또는 정액의 질 저하; 피나스테리드 투여 

중단 후 정액의 질 정상화 혹은 개선이 보고되었다, 남성 유방암” 등의 내용이 일부 반영되

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동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동 품목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유해

사례 등을 인지하시는 경우에는 우리청 (의약품안전정보팀, 전화 : 043-719-2707, 팩스 : 

0502-604-5962, 이메일 : adr@korea.kr, 홈페이지 : http://ezdrug.kfda.go.kr 의약품 부작용 보

고)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 4. 16.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의 약 품 안 전 국 장

조  기  원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한국엠에스디(유) 프로페시아정1 리그램(피나스테리드) 수입

2 한미약품(주) 피나테드정(피나스테리드) 제조

3 제이더블유중외신약(주) 모나드정(피나스테리드) 제조

4 (주) 웅제약 베아리모정(피나스테리드) 제조

국내 품목 현황

1. 피나스테리드 1mg 함유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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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5 영일제약(주) 피나베린정1 리그램(피나스테리드) 제조

6 현 약품(주) 미노페시아정1 리그람(피나스테리드) 제조

7 동국제약(주) 피나시딜정(피나스테리드) 제조

8 명문제약(주) 다모케어정(피나스테리드) 제조

9 (주)메디카코리아 다모페시아정(피나스테리드) 제조

10 영풍제약(주) 푸로스타정1mg(피나스테리드) 제조

11 (주)유한양행 페로시아정1 리그램(피나스테리드) 제조

12 동화약품(주) 헤어페시아정(피나스테리드) 제조

13 신풍제약(주) 바로피나정(피나스테리드) 제조

14 삼일제약(주) 리드페시아정(피나스테리드) 제조

15 (주)씨티씨바이오 마이시아정(피나스테리드) 수입

16 (주)녹십자 네오페시아정1 리그램(피나스테리드) 제조

17 (주)뉴젠팜 뉴젠피나스테리드정1 리그램 제조

18 (주)동구제약 알로펙정(피나스테리드) 제조

19 (주)드림파마 레나시딘정1 리그램(피나스테리드) 제조

20 (주)셀트리온제약 모나스틴정(피나스테리드) 제조

21 (주)종근당 헤어스모정(피나스테리드) 제조

22 (주)태준제약 스타페시아정1 리그람(피나스테리드) 제조

23 (주)태평양제약 피나필로정1 리그램(피나스테리드) 제조

24 (주)하원제약 두피나정(피나스테리드) 제조

25 경동제약(주) 알로스칸정(피나스테리드) 제조

26 고려제약(주) 메디페시아정1 리그람(피나스테리드) 제조

27 광동제약(주) 케이시아정(피나스테리드) 제조

28 국제약품공업(주) 알로페시드정(피나스테리드) 제조

29 동광제약(주) 피나스텔정1mg(피나스테리드) 제조

30 동성제약(주) 헤어피나정1 리그람(피나스테리드) 제조

31 삼아제약(주) 발트만정(피나스테리드) 제조

32 삼익제약(주) 파세드정1mg(피나스테리드) 제조

33 삼진제약(주) 하이페시아정(피나스테리드) 제조

34 슈넬생명과학(주) 그로모정1 리그람(피나스테리드) 제조

35 신일제약(주) 알로게인정(피나스테리드) 제조

36 아주약품(주) 헤나모정1 리그람(피나스테리드) 제조

37 유니메드제약(주) 알로시아정(피나스테리드) 제조

38 이연제약(주) 피나페시아정1 리그램(피나스테리드) 제조

39 일동제약(주) 헤어모린정1 리그램(피나스테리드) 제조

40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모나스타정1 리그램(피나스테리드) 제조

41 제일약품(주) 모나필정1 리그램(피나스테리드)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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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42 진양제약(주) 모나리드정1 리그람(피나스테리드) 제조

43 케이엠에스제약(주) 프로시정(피나스테리드) 제조

44 태극제약(주) 피나모린정(피나스테리드) 제조

45 한국유나이티드바이오켐제약(주) 유나피아정(피나스테리드) 제조

46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유나시아정(피나스테리드) 제조

47 한국유니온제약(주) 스카테리드정(피나스테리드) 제조

48 한국콜마(주) 마이페시아정(피나스테리드) 제조

49 한올바이오파마(주) 헤어그로정1 리그램(피나스테리드) 제조

50 한화제약(주) 헤어게인정(피나스테리드) 제조

51 화일약품(주) 모겐정1 리그램(피나스테리드) 제조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한국엠에스디(유) 프로스카정(피나스테리드) 수입

2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피나스타정(피나스테리드) 제조

3 신풍제약(주) 프로피나정(피나스테리드) 제조

4 근화제약(주) 피나드론정(피나스테리드) 제조

5 (주)종근당 프로스몰정(피나스테리드) 제조

6 원제약(주) 핀카정(피나스테리드) 제조

7 (주)태평양제약 피나이스정(피나스테리드) 제조

8 한올바이오파마(주) 한올피나스테리드정 제조

9 제이더블유중외신약(주) 피로이드정(피나스테리드) 제조

10 (주)동구제약 유로리드정(피나스테리드) 제조

11 일성신약(주) 프로엠정5 리그람(피나스테리드) 제조

12 경동제약(주) 유로스칸정(피나스테리드) 제조

13 일양약품(주) 일양피나스테리드정(피나스테리드) 제조

14 하나제약(주) 푸로케어정(피나스테리드) 제조

15 (주)유한양행 파나스카정(피나스테리드) 제조

16 (주)메디카코리아 스카테론정(피나스테리드) 제조

17 (주)유영제약 프로리드정(피나스테리드) 제조

18 아주약품(주) 스카렉스정(피나스테리드) 제조

19 국제약품공업(주) 피나스티드정(피나스테리드) 제조

20 영일제약(주) 피나베린정(피나스테리드) 제조

21 부광약품(주) 피나스틴정(피나스테리드) 제조

22 동성제약(주) 트로피나정(피나스테리드) 제조

23 삼천당제약(주) 파나드정(피나스테리드) 제조

2. 피나스테리드 5mg 함유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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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24 영풍제약(주) 푸로스타정(피나스테리드) 제조

25 고려제약(주) 유로피나정(피나스테리드) 제조

26 보령제약(주) 보령피나스테리드정5 리그람(피나스테리드) 제조

27 한림제약(주) 한림피나스테리드정(피나스테리드) 제조

28 한국산도스(주) 제피나정5 리그람(피나스테리드) 수입

29 (주)태준제약 피나스테릴정(피나스테리드) 제조

30 동광제약(주) 피나스텔정(피나스테리드) 제조

31 삼남제약(주) 피나카정(피나스테리드) 제조

32 삼익제약(주) 파세드정(피나스테리드) 제조

33 영진약품공업(주) 피나로신정(피나스테리드) 제조

34 유니메드제약(주) 유니볼드정(피나스테리드)(수출용) 제조

35 이연제약(주) 알파스카정(피나스테리드) 제조

36 한국넬슨제약(주) 피스테리정(피나스테리드)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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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자 : 2012. 4. 23.

○ 관련 제품 

  - 제품명 : 한국노바티스(주) “길레니아캡슐0.5밀리그램” [붙임참조]

  - 제제명 : “핀골리모드염산염” 성분 함유 제제

  - 적응증 : 재발 이장성 다발성 경화증의 치료

○ 주요 내용

  - 유럽 EMA “심혈관계 부작용(심장박동 감소)”와 관련한 주의사항 권고

○ 정보 단계 : 평가 중

국민보건증진을 위하여 일선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재발 이장성 다발성 경화증1)’에 사용되는 “핀골리모드염

산염” 함유 제제의 ‘심혈관계 부작용’ 검토결과, 동 제제의 유익성이 위해성을 상회하나, 

심혈관 또는 뇌혈관 질환 병력이 있었던 환자와 심박수를 늦추는 약물을 투여중인 환자에

게 사용을 금지하되, 이들 환자에게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투약후 최소 하루 동안 

심장활동을 모니터링하도록 권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동 제제 투여 후 발생한 부작용 사례를 포함해 심장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모든 

데이터를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사망 및 심혈관 문제가 심혈관 관련 병력 또는 다른 약물 

병용투여 환자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른 것으로,

유럽 EMA는 동 제제 투여가 사망원인이라는 결론은 내리지 않았으며, 다만, 동 제제의 ‘심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 핀골리모드 (경구) (Fingolimod Hydrochloride)

 분류 번호 ∙ [01190]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정보 구분 ∙ 국외안전성정보

 정보원 ∙ 유럽 의약품청(EMA)

 정보 사항 ∙“심혈관계 부작용(심장박동 감소)”와 관련한 주의사항 권고

 처리 결과 ∙ 안전성서한배포 

(의약품안전정보팀-1142호, 2012. 4.23.)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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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박동 감소 부작용’은 대부분 최초 투여 후 6시간 이내에 발생하였고, “아트로핀(atropine)” 

또는 “이소프레날린(isoprenaline)” 제제투여를 통해 회복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 제제를 투여하는 모든 환자는 투여전 및 최초 투여후 6시간 동안 심장활동 모니

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투여 후 6시간 시점에 심장 박동이 가장 느린 환자의 

경우 모니터링 시간을 적어도 2시간 연장하고, 서맥 또는 방실차단과 같은 심장문제가 발생

한 경우 적어도 하루 동안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하며, 동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의사·약사 선생님들께서는 동 내용에 유의하여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청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품목의 안전성·유효성 전반에 대

한 평가를 통하여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내에는 한국노바티스(주)의 “길레니아캡슐0.5밀리그램”이 허가되어 있으며, 동 

제제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1.경고 : 4) 서맥성 부정맥 : 이 약의 개시에 의해 

일시적인 심박수 감소가 나타난다. 첫 번째 투여 후 심박수의 감소는 한 시간 이내에 시작

되며 첫날 감소는 약 4~5시간 째에 최대이다. 따라서, 이 약의 치료 개시 후 모든 환자는 

서맥의 증상 및 증후에 대해 6시간동안 관찰되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 일부 반영되어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동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동 품목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유해

사례 등을 인지하시는 경우에는 우리청 (의약품안전정보팀, 전화 : 043-719-2707, 팩스 : 

0502-604-5962, 이메일 : adr@korea.kr, 홈페이지 : http://ezdrug.kfda.go.kr 의약품 부작용 보

고)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 4. 23.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장

조  기  원

1) 다발성 경화증 : 뇌와 척수 등 중추신경계를 다발성으로 침범하는 염증성 질환으로 일종의 자가면역질환

(유병률 : 10만명당 3.5명, 국내 환자수 : 약 1,6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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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품목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한국노바티스(주) 길레니아캡슐0.5 리그램(핀골리모드염산염)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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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자 : 2012. 5. 31.

○ 관련 제품 

  - 제품명 :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헤모비덱스0.1%1호액” 등 41품목

  - 제제명 : “초산”, “초산염” 또는 “구연산염” 함유 혈액투석액

  - 적응증 : 만성신부전 환자에 사용되는 인공신장투석의 관류액

○ 주요 내용

 - 미국 FDA, 투약오류로 인한 “대사성알칼리증 위험” 관련 주의권고

○ 정보 단계 : 평가 중

국민보건증진을 위하여 일선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신부전증 치료에 사용되는 “초산”, “초산염” 또는 “구연

산염” 함유 혈액투석액의 알칼리 투약오류(Dosing Errors)에 따른 ‘대사성알칼리증’
1)
 위험과 

관련하여 신장전문의 등 의료관계자에게 주의를 권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내 혈액투석환자에 대한 추적평가 결과, 혈액투석액 내에 존재하는 “초산”, “초

산염” 또는 “구연산염”의 함유사실 인지불가로 투약오류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혈액투석액에 존재하는 “초산”, “초산염” 및 “구연산염”은 체내에서 중탄산염으로 전환되

어 환자별로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 잠재적으로 ‘대사성 알칼리증’을 유발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개  요

 안전성 정보 대상 ∙“초산”, “초산염” 또는 “구연산염” 함유 혈액투석액

(Sodium Acetate 등)

 분류 번호 ∙ [03410] 인공신장관류용제

 정보 구분 ∙ 국외안전성정보 

 정보원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정보 사항 ∙ 투약오류로 인한 “대사성알칼리증 위험” 관련 주의권고

 처리 결과 ∙ 안전성서한배포 

(의약품안전정보팀-1562호, 2012. 5.31.)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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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혈액투석을 시행하시는 의료관계자 분들께서는 동 내용에 유의하여 처방 또는 투

여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청에서는 동 제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의료전문가를 위한 추가 정보]

√ 투석액 처방 또는 투석액 농축물 사용 전에 :  
  - 환자의 중탄산염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성요소을 확인하기 위해서 처방하거나 사용하는 특정 

농축물의 투석액의 산(Acid) 농축물 라벨을 검토할 것.
    ※ “초산”, “초산염” 그리고/또는 “구연산염”의 함량은 제품별로 다양함.
  - 사용하는 특정 혈액 투석장치의 산, 염기 농축물의 혼합 비율에 대해 이해하고 있을 것.

√ 동 제제 사용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식약청으로 보고할 것.

참고로 국내에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의 “헤모비덱스0.1%1호액” 등 8개사, 41품목이 

허가되어 있으며, 동 제제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7. 적용상의 주의 : 3) 조제시 

: (3) 사용전에 투석액의 전해질 농도를 측정하여 그것이 적당한지 확인한다.”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동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동 품목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유해

사례 등을 인지하시는 경우에는 우리청 (의약품안전정보팀, 전화 : 043-719-2707, 팩스 : 

0502-604-5962, 이메일 : adr@korea.kr, 홈페이지 : http://ezdrug.kfda.go.kr 의약품 부작용 보

고)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 5. 3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장

조  기  원

1) 사성알칼리증(Metabolic Alkalosis) : 사이상으로 탄산 이외의 산의 상실 또는 알칼리의 정체에 의해 

혈액이 알칼리성으로 된 상태로써, ‘심폐정지, 저혈압, 저칼륨혈증, 저산소증, 과탄산혈증, 부정맥’ 등과 

관련된 위험요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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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한약품공업(주) 프레졸지(에이액) 제조

2 한약품공업(주) 프레졸(에이액) 제조

3 한국갬브로솔루션(주) 케이바이카트761(K-Bicart761)(수출명:Bicart761) 제조

4 씨제이제일제당(주) 드라이세이트디에프-220 수입

5 케이알디(주) 아트스톤씨액 제조

6 한약품공업(주) 프레졸엘지(에이액) 제조

7 씨제이제일제당(주) 드라이세이트디에프-240 수입

8 한약품공업(주) 프레졸엘(에이액) 제조

9 비알엔사이언스(주) 다이아솔리드에이산 제조

10 비알엔사이언스(주) 다이아솔리드에이산-220 제조

국내 품목 현황

1. 초산염 함유 혈액투석액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헤모비덱스0.1%1호액 제조

2 한국갬브로솔루션(주) 에취디졸-비씨지액 제조

3 보령제약(주) 보령헤모시스에이액 제조

4 한국갬브로솔루션(주) 에취디졸-비씨액 제조

5 한약품공업(주) 에이에취디액1호 제조

6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헤모트레이트비1호 제조

7 보령제약(주) 보령헤모시스지액 제조

8 한약품공업(주) 디에취덱스액0.1% 제조

9 케이알디(주) 아트스톤지액 제조

10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헤모비덱스0.15%1호액 제조

11 케이알디(주) 아트스톤에이액 제조

12 비알엔사이언스(주) 다이아솔리드에이산0.1% 제조

13 보령제약(주) 보령헤모시스지0.15%A액 제조

14 한약품공업(주) 디에취덱스액0.15%1호액 제조

15 (주)성운약품 키도림티30산 수입

16 한약품공업(주) 에이에취디액2호 제조

17 한약품공업(주) 에이에취디액3호 제조

18 한약품공업(주) 에이에취디액4호 제조

19 한국갬브로솔루션(주) 에취디졸-2 제조

2. 초산 함유 혈액투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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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1 비알엔사이언스(주) 다이아솔리드에이치산 제조

12 비알엔사이언스(주) 다이아솔리드지산 제조

13 비알엔사이언스(주) 다이아솔리드에이산-240 제조

14 씨제이제일제당(주) 드라이세이트디에프-225 수입

15 한국갬브로솔루션(주) 케이바이카트248(K-Bicart)(수출명:Bicart248) 제조

16 한국갬브로솔루션(주) 케이바이카트액 294 제조

3. 구연산염 함유 혈액투석액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케이알디(주) 아트스톤지1액 제조

2 케이알디(주) 아트스톤에이1액 제조

3 케이알디(주) 아트스톤에이2액 제조

4 케이알디(주) 아트스톤지2액 제조

4. 초산염 및 구연산염 함유 혈액투석액

연번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씨제이제일제당(주) 사이트라세이트3.5 수입

2 씨제이제일제당(주) 사이트라세이트3.0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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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Chapter 1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1990.    8.    31

보건사회부고시 제90-64호

개정 1991.11. 1 보건사회부고시 제  91-72호

1992. 7.31 보건사회부고시 제1992-72호

1994. 6. 2 보건사회부고시 제1994-21호

1996. 4. 8 보건복지부고시 제1996-23호

1998. 4.16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8-25호

1998.12.26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8-126호

1999. 7.14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9-39호

2004. 4.27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30호

2008. 6.30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8-40호

2009.12.22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208호

2012. 5.15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1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21조제3항, 제37조의3, 제38조제1항, 제42조제4항, 제68조의8, 제

69조, 제71조, 제72조, 제76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43조제3호, 제17호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취급·사용 시 인지되는 안전성 관

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평가하여 적절한 안전 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보

건의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란 약물의 유해작용 또는 약물관련 문제의 탐지·평가·해석·

예방에 관한 과학적 연구 및 활동을 말한다.

  2. “부작용(side effect)”이란 의약품등을 정상적인 용량에 따라 투여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의도되

지 않은 효과를 말하며, 의도되지 않은 바람직한 효과를 포함한다.

  3. “유해사례(Adverse Event/Adverse Experience, AE)”란 의약품등의 투여·사용 중 발생한 바람

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sign, 예 ; 실험실적 검사치의 이상), 증상(symptom) 또는 

질병을 말하며, 당해 의약품등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실마리정보(Signal)”란 유해사례와 약물간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정보로서 그 인

과관계가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것을 말하며, 유해사례의 중 성과 정보의 

질에 따라 다르나 보통 둘 이상의 보고로부터 도출된다.

  5. “약물유해반응(Adverse Drug Reaction, ADR)”이란 의약품등을 정상적으로 투여·사용하여 발

생한 유해하고 의도하지 아니한 반응으로서 해당 의약품등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경

우를 말하며, 자발적으로 보고된 유해사례 중에서 의약품등과의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않은 경

우에는 약물유해반응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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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중 한 유해사례·약물유해반응(Serious AE/ADR)은 유해사례·약물유해반응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나.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다. 지속적 또는 중 한 불구나 기능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라.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마.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

  7.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Unexpected ADR)”이란 의약품등의 품목허가(품목신고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사항과 비교하여 그 양상(nature)이나 위해정도(severity), 특이성(specificity) 또

는 그 결과(outcome)에 차이가 있는 약물유해반응을 말한다.

  8. “안전성 정보”란  약물감시를 통해 수집된 모든 정보를 말한다.

  9.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Monitoring)”이란  의약품등의 안전성 정보를 약물감시체계를 통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10. “실태조사”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이 고시 및 계획에 따라 약물감시가 실시되었는지를 확인

할 목적으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의료기관, 약국 등의 모든 시설·문서·기록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협조단체 등) ① 의약품등 약물감시와 안전성 정보의 보고·수집·평가·전파 등과 관련한 업

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협조 단체 또는 기관(이하 “협조단체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간호협회

  2. 한병원협회

  3. 한약사회

  4. 한국제약협동조합

  5. 한의사협회

  6. 한치과의사협회

  7. 한한방병원협회

  8. 한한의사협회

  9.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10. 한국제약협회

  11.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12. 한국병원약사회

  13. 약학정보원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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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보건소

  17.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8.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② 협조단체 등의 장은 안전성 정보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한 행정상의 지원과 소속회원 등에 한 교육․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3조에 따른 협조단체 등의 장으

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연도의 정보수집등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간세부사업추진 계획

  2. 정보수집 및 이용의 활성화방안

  3. 안전성 정보지 발간등 홍보계획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정보의 관리체계)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의 보고·수집·분석·평가·전파 등 관리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수집대상 정보 및 정보의 출처) ① 수집 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 한 유해사례·약물유해반응(Serious AE, ADR)

  2.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

  3. 이미 알려진 약물유해반응

  4. 오·남용 또는 약물상호작용, 과량투여로 인한 유해사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의약품등에 의하여 발생한 경미한 유해사례

  6. 기타 의약품등의 안전성 관련 정보(임상검사치 영향 등)

  7. 외국의 의약품등의 안전성 관련 조치에 관한 자료

  ② 수집 상 정보의 출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획된 자료수집체계를 통하지 않은 경우(Unsolicited source)

    가. 자발적 보고

    나. 연구 논문 등 과학적 근거 자료

    다. 기타 매체(방송, 인쇄물, 통신매체 등)

  2. 계획된 자료수집체계를 통한 경우(Solicited source)

    가. 시판 후 임상시험(Interventional Study)

    나. ｢신약등의재심사기준｣에 따른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사

    다. 약물역학연구(비중재적/관찰 연구Non-Interventional/Observational Study)

    라. 기타 자료수집체계에 의해 수집된 안전성 정보



738

제50호_ 의약품 안전성 정보

제7조(제조업자등의 약물감시) ① 의약품 제조업자등은 약물감시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업무기준

서 및 안전성 정보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의약품 제조업자등은 수집된 의약품의 모든 안전성 정보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전달하고 약물

감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의약품의 유해사례 수집·분석·평가·보고, 새로운 안전성 정보 전파 및 

약물감시에 한 내부직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품목허가를 받은 모든 의약품등에 해 품목

허가일로부터 이 고시를 적용하여 약물감시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신약등의재심사기준｣에서 정

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7조의2(안전성정보 조사계획서)

  ① 의약품 제조업자등이 제6조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안전성 정보 수집을 포함하는 조사

를 실시할 때에는 수집 및 조사를 실시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성정보 

조사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집·조사 종료시 제출된 계획서에 따

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성 정보 수집·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안전성 정보 수집·조사 양식

  3. 안전성 정보 수집·조사 방법

  4. 안전성 정보 수집·조사 상자 수

  5. 유해사례 평가 및 분석방법

  6. 수집·조사 종료예정일 및 결과보고서 제출예정일

  7. 기타 안전성정보 수집·조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안전성 정보 조사계획서 중 조사 상 환자군, 총 조사 상자의 수, 조사기

간 및 조사방법 등 주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변경된 조사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안전성정보 수집 및 조사 계획서의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

약품 제조업자등으로 하여금 계획에 따른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 및 안전관리책임자가 조사 상자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비

보장이 유지되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성 정보 보고) ①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및 약사·한약사 또는 협조단체등의 장

은 의약품등의 투여·사용 중 발생하였거나 알게 된 유해사례나 약물유해반응에 하여 별지 제1

호 서식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또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환자 또는 의약품등의 소비자는 의약품등의 복용이나 사용 중 발생하였거나 알게 된 유해사례

나 약물유해반응에 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또는 제조업자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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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할 수 있다.

제9조(안전성 정보의 신속보고)

  ① ｢약사법｣ 제38조, 제4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3조, 제51조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등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1. 판매중지나 회수에 준하는 외국정부의 조치

  2. 기타 중 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보고를 지시한 경우

  ② ｢약사법｣ 제68조의8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 의약품도매상, 약국개설자 및 의료기관개

설자는 중 한 유해사례·약물유해반응을 알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

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성 정보의 신속보고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파일과 함께 우편·팩스 등을 통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제10조(안전성 정보의 정기보고) 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 및 의약품 도매상은 제6조제1항제1호부

터 제6호의 수집 상 정보 중 제9조에 따라 신속보고 되지 아니한 정보는 매년 수집된 다음해 2월

까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판 후 임상시험과 같이 별도의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보고서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 정기보고에 이를 포함하

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 정보의 정기보고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파일과 함께 우편·팩스 등을 통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③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제8조,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안전성 정보를 

종합하여 분기종료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약물감시의 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소속 직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가 등으로 하

여금 약물감시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집된 안전성 정보의 적정성

  2. 안전성 정보 수집을 실시한 기관의 신뢰성

  3. 의약품 제조업자등의 약물감시체계 및 운영현황

  4.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규명을 위한 관련 기관의 운영현황

  ②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어도 7일 전까지는 해당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 및 관련 

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 및 관련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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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평가 및 검토 절차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안전성 정보를 평가 및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중앙

약사심의위원회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보의 내용에 따라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1. 정보의 신뢰성 및 인과관계의 평가 등

  2. 국내·외의 허가 및 사용현황 등 조사·비교

  3. 외국의 조치 근거 확인(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관련 안전성 정보자료의 수집·조사

  5. 종합 검토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약사법｣ 제68조의4에 의한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검토를 지시할 수 있으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이에 응하

여야 한다.

제13조(추가자료 입수) 식품의약품안전창장은 안전성 정보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신뢰성이 부족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 한 신속하게 입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안전성 정보 보고 활성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약품 안전성 정보의 보고를 활성화하

기 위하여 종합병원을 지역 거점으로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임상정보의 평가기준) 제12조제1호에 따른 의약품등과의 인과관계 평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확실함(certain)

의약품등의 투여 ․ 사용과의 전후관계가 타당하고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또는 수반하는 질

환으로 설명되지 아니하며, 그 의약품등의 투여중단시 임상적으로 타당한 반응을 보이고, 필요

에 따른 그 의약품등의 재투여시, 약물학적 또는 현상학적으로 결정적인 경우

  2. 상당히 확실함(probable/likely)

의약품등의 투여 ․ 사용과의 시간적 관계가 합당하고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또는 수반하는 

질환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 의약품등의 투여중단시 임상적으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재투여 정보 없음)

  3. 가능함(possible)

의약품등의 투여 ․ 사용과의 시간적 관계가 합당하나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또는 수반하는 질

환에 따른 것으로도 설명되며, 그 의약품등의 투여중단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4. 가능성 적음(unlikely)

의약품등의 투여 ․ 사용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시적 사례이고, 다른 의약품이나 화



741

1.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학물질 또는 잠재된 질환에 따른 것으로도 타당한 설명이 가능한 경우

  5. 평가 곤란(conditional/unclassified)

적정한 평가를 위해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거나 추가 자료를 검토중인 경우

  6. 평가 불가(unassessible/unclassifiable)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상충되어 판단할 수 없고 이를 보완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후속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정보의 평가 및 검토 결과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품목허가·신고 취소, 판매중지, 수거폐기 등 명령

  2. 품목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지시

  3. 조사연구 등의 지시

  4. 실마리정보로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조치

제16조(조사연구) 제15조제3호의 조사연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에 따른 의약품 재평가

  2.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른 임상시험

  3. 약물역학연구

  4. 유해사례·약물유해반응 집중모니터링

  5.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제17조(정보의 전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약품등의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 제도를 활성화

하고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등의 사용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의약품등 

안전성정보지를 발간·배포하거나 안전성 정보의 평가결과 또는 안전성 서한(Dear Healthcare 

Professional/Pharmacist Letter) 등의 정보 자료를 병·의원과 약국에 전파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보건에 중 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긴급하거

나 광범위하게 전파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호의 정보에 하여는 우편·팩스·전자문서 또는 인

터넷(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등)과 같은 방법으로 안전성 속보(Alert)를 발행하고, 관련 협조

단체 등이나 해당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병·

의원 및 약국 등에 신속히 전달하여야 한다. 

  1. 품목허가·신고 취소, 판매중지, 수거폐기 등의 경우

  2. 품목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중 “경고” 또는 “금기 사항”이 신설되는 경우

  3.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집된 임상정보, 평가결과 또는 후속조치 등에 하여 필요한 경우 세

계보건기구(WHO)나 관련국 정부 등에 통보하는 등 국제적 정보교환체계를 활성화하고 상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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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긴 하게 유지함으로써 의약품등으로 인한 범국가적 위해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보고자의 보호) 정보의 수집·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특정인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보고자 등에게 바람직하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하여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포상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적극적이고 성실한 보고자나 기타 의약품등 안전성정보관리

체계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공적심사규정에 따른 포상 또는 표창을 실

시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200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09-208호, 2009.12.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2-18호, 2012.5.18>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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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언론,
포털 외국 정부 국제기구 외교통상부

정보

수집

정보

교환

협회 ․ 단체 식약관, 

해외정보

리포터
 보고

지역약물

감시센터
부작용

보고

정보

수집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

정보

보고

교류

식품의약품안전청병/의원

약국

소비자
자료제공

자문

제조업체 등 중양약사심의위원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 행정조치 >

○ 허가사항 변경지시

○ 안전성 정보의 전파

  (안전성서한·속보 발행 등)

○ 사용중지 및 회수폐기 지시- 지방 식약청

-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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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의약품등 유해사례 보고서
 관리번호:

발생 인지일 :      년   월   일  보고서 작성일 :       년   월   일

□ 최초보고 □ 추적보고(    번째 보고, 최초보고일:    년    월    일) 최초보고 접수번호 :

환자 정보 * 개인정보는 제외하여 주십시오

성명(식별 불가능 ID): 나이(발생당시):      또는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남

□여
체중:    kg

유해사례 정보

유해사례명(코딩명이 있는 경우 병기): 증상발현일 :     년   월   일  

증상종료일 :     년   월   일

□ 현재 진행 중

유해사례로 인한 결과의 중 성 

(해당되는 경우 모두 표시):

□ 사망

 사망일 :     년   월   일 
 부검여부 : □유　□무　□불명 

 사망당시 보고된 사망원인 :

 부검 시 입증된 사망원인 :

□ 생명위협

□ 입원 또는 입원기간 연장

□ 중 한 불구나 기능저하

□ 선천적 기형 초래

□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

유해사례의 내용 (유해사례와 관련된 환자의 상태, 진행과정, 특이사항 등): 

 검사치(유해사례와 관련된 경우의 검사항목, 검사일, 수치 등) :

구분 병명 상세내용

□ 합병증  □ 과거병력

□ 합병증  □ 과거병력

□ 합병증  □ 과거병력

 합병증·과거병력 등(해당되는 사항 모두 표시): □ 음주  □ 흡연  □ 임신 (     주)

 전문가 소견 (유해사례와 해당 의약품등과의 인과관계에 한 소견 등)

□ 확실함

□ 상당히 확실함

□ 가능함

□ 가능성 적음

□ 평가곤란

□ 평가불가

 상세내용 :

의심되는 의약품등 정보 (가능하면 제품명으로 기록하여 주십시오)

제품명

(성분명)

1회

투여량
투여 빈도 투여 경로

투여기간 

(투여일수)

투여 

목적

투여 중지시 

유해사례 여부

재투여시 

유해사례 여부

     년   월   일∼

      년   월   일

(총　    일)

□ 종료 

□ 종료안됨 

□ 투여중지 안함

□ 발현

□ 발현안됨  

□ 재투여하지 않음

     년   월   일∼

      년   월   일

(총　    일)

□ 종료 

□ 종료안됨 

□ 투여중지 안함

□ 발현

□ 발현안됨  

□ 재투여하지 않음

 병용 의약품등 정보 (유해사례의 치료에 사용된 의약품은 제외하십시오)

제품명

(성분명)

1회

투여량
투여 빈도 투여 경로

투여기간 

(투여일수)
투여목적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745

1.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뒤쪽)

 보고서 정보

 보고 구분 : □ 신속보고  □ 정기보고  품목구분 : □ 의약품  □ 생물의약품 □ 한(생)약 □ 의약외품

 자료구분:

 □ 안전성 정보 보고  □ 자발보고      □ 임상연구      □ 비중재적 관찰연구

 □ 재심사 보고  □ 사용성적조사  □ 특별조사      □ 특별보고

 보고서 관리번호 : 임상연구/계획서번호 :

 원보고자 (보고자에 유해사례 정보를 알려주시는 분을 말합니다.)

 원보고자명: □ 의사·한의사  □ 약사·한약사  □ 간호사  □ 소비자  □ 기타         

 원보고자기관: □ 제조/수입회사  □ 의료기관  □ 약국  □ 기타          

 전화번호:  FAX :  E-mail:

 동일사례를 보고한 기관 : □ 제조/수입회사  □ 의료기관  □ 약국  □ 기타

 보고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본 사례를 보내 주시는 분을 말합니다.)

 보고자 : □ 지역약물감시센터

 보고기관 :  전화번호

 FAX :  E-mail :

 원보고자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동일사례 보고 여부: □ 유  □ 무  □ 불명

 □ 영문 보고서식이 있는 경우 첨부하여 주십시오.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
3
(재활용품)]

* 작성시 참고사항

  1. 환자 및 보고자의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됩니다.

  2. 성명은 식별이 불가능한 ID 형태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예. 홍길동 → aaa, 111 등)

  3. “의심되는 의약품등”이란 유해사례를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의약품·의약외품을 말합니다.

  4. 필수 입력사항을 제외한 불분명한 사항에 해서는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기입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6.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drugsafe.or.kr) ｢의약품 유해사례 보고｣를 통하여 보고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전화(02-2172-6700) 또는 팩스(02-2172-6701)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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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유해사례 보고서(소비자용)  관리번호:

 환자 정보 * 개인정보는 제외하여 주십시오

성명 (식별 불가능 ID):  나이(발생당시):       또는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 남

□ 여

체중:  kg

유해사례 정보

유해사례명 : 증상발현일 :      년   월   일  

증상종료일 :      년   월   일

□ 현재 진행 중

유해사례의 내용 (유해사례와 관련된 환자의 상태, 진행과정, 특이사항 등): 

유해사례로 인한 결과가 중 할 경우 표시 :

(해당되는 경우 모두 표시):

□ 사망 (사망일 :     년   월   일 부검여부 : □유　□무　□모름)

□ 생명의 위협 □ 입원 또는 입원기간 연장 □ 중 한 불구나 기능저하

□ 선천적 기형 초래 □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

합병증·과거병력 등(해당되는 사항 모두 표시): □ 음주  □ 흡연  □ 임신 (     주)

□ 합병증 (  ) 

□ 과거병력 (  )

 의심되는 의약품등 정보 (가능하면 제품명으로 기록하여 주십시오)

제품명

(성분명)

1회

투여량

투여 

빈도
투여 경로

투여기간 

(투여일수)
투여 목적

투여 중지시 

유해사례 여부

□ 경구(먹는약)

□ 주사

□ 외용

□ 기타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 종료 

□ 종료안됨 

□ 투여중지 안함

□ 경구(먹는약)

□ 주사

□ 외용

□ 기타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 종료 

□ 종료안됨 

□ 투여중지 안함

 보고자

 환자 본인 해당 여부 : □ 본인  □ 본인이 아님(환자와의 관계 : _______________)

 전화번호  E-mail :

 보고자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동일사례 보고 여부: □ 유  □ 무  □ 불명

 식약청 이외에 같은 사례를 보고한 기관:  

 □ 제약회사  □ 병원·의원  □ 약국  □ 기타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3(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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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 참고사항

  1. 환자 및 보고자의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됩니다.

  2. 성명은 식별이 불가능한 ID 형태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예. 홍길동 → aaa, 111 등)

  3. “의심되는 의약품등”이란 유해사례를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의약품·의약외품을 말합니다.

  4. 필수 입력사항을 제외한 불분명한 사항에 해서는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기입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6.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drugsafe.or.kr) ｢의약품 유해사례 보고｣를 통하여 보고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전화(02-2172-6700) 또는 팩스(02-2172-6701)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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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5- 2호(1994.12.31, 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6-34호(1996.04.08,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1998-27호(1998.04.16,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1999-10호(1999.02.06,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1999-59호(1999.12.1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21호(2004.03.26,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38호(2008.06.27,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46호(2009.07.01,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195호(2009.12.22,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94호(2010.12.27,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60호(2011.10.10,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약사법｣ 제32조, 제37조의2, 제38조, 제42조제4항 및 제6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5조, 제36조, 제42조의3, 제43조제3호, 제17호 및 제51조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신약 등의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 상 품목의 조사 상자의 수, 재

심사 자료의 요건 및 조사 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판 후 조사”란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약사법｣ 제32조 및 제42조제4항에 의한 재심사 상 

의약품의 안전성 ․ 유효성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검토, 확인 

또는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용성적조사, 특별조사, 시판 후 임상시험 등 재심사 기간 중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2. “시판 후 조사업무기준서(이하 “업무기준서”라 한다)”란 시판 후 조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

하여 재심사 기간 중 실시할 일체의 시판 후 조사활동 내용과 기준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3. “조사표”란 사용성적조사, 특별조사 및 시판 후 임상시험 등 시판 후 조사를 위하여 해당 의약

품이 투여된 조사 상자에 한 관찰기록을 작성하기 위한 표를 말한다.

  4. “기초자료”란 조사표에 기재된 조사 상자에 한 관찰기록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근거자료

를 포함할 수 있다.

  5. “사용성적조사”란 시판후조사중 재심사 신청에 필요한 의약품 사용성적에 관한 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조사 상자의 조건을 정하지 않고 일상 진료하에서 의약품의 안전성

․ 유효성에 관한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조사를 말한다.

  6. “특별조사”란 시판 후 조사 중 시판 후 확인 또는 검증해야 할 사항에 있어서 허가시에 붙여진 

조건 등을 기초로 하여 실시하는 조사와 시판후 약물감시 활동에서 얻어진 정보의 평가, 분석

결과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 추가정보를 얻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허가후 추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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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하는 연구, 약물역학연구 등)를 말한다.

  7. “시판 후 임상시험”이란 시판 후 조사 중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약사법｣ 
제31조,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에 한 임상적 효과관찰 및 유해사례 조사를 위하여 실

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8. “시판 후 조사계획서(이하 ‘조사계획서’라 한다)”란 시판 후 조사에 필요한 조사의 종류, 조사의 

목적, 조사실시 예정기간,  조사 상자의 수, 조사예정기관, 조사항목 및 중점조사항목, 조사방

법, 해석항목 및 해석방법 등을 정한 문서를 말한다.

  9. “시판 후 조사 정기보고서(이하 ‘정기보고서’라 한다)”란 정해진 조사기간 중 수집된 시판 후 

조사의 평가 ․ 분석 결과와 안전성에 관한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

하는 문서를 말한다.

  10. “조사기관”이란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11. “조사자”란 조사기관에서 시판후조사의 수행에 한 책임을 갖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를 말한다.

  12. “실태조사”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이 고시와 조사계획서에 따라 시판후조사가 실시되었는지

를 확인할 목적으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조사기관 등의 모든 시설 ․ 문서 ․ 기록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

정”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심사 신청 등) ① ｢약사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품목별로 ｢약사법시행규칙｣ 제35조2항에 따른 재심사 기간 중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한 뒤 그 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재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에 의한 안전성 ․ 유효성에 관한 자료

재심사 기간 중 시판 후 조사 계획에 따라 실시한 결과로부터 얻어진 해당 의약품의 효능 ․ 효과 

정도 등 유효성에 관한 자료와 유해사례 유무, 유해사례의 종류 및 종류별 발현상황 등 유해사

례 발현에 관한 자료를 조사 상자 배경(연령, 성별, 임신여부, 합병증 등)과 치료내용(해당 의

약품의 사용이유, 사용기간․사용량, 병용약 등)에 따라 분석 ․ 평가한 자료 

  2. 제1호 외에 유해사례 등에 관한 국내 ․ 외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자료

재심사 기간 중 국내 임상시험 및 자발적 유해사례 보고 등으로부터 수집된 유해사례 및 발현

상황과 재심사 기간 중 외국에서 수집된 해당 의약품의 약물유해반응 보고사례를 분석 ․ 평가한 

자료

  3. 국내 ․ 외의 문헌 및 학회정보 등 안전성에 관한 보고자료

국내 ․ 외의 안전성 정보 및 문헌 ․ 학회의 정보 등으로부터 얻어진 해당 의약품의 약물유해반응 

유무, 약물유해반응 사례 및 종류별 발생상황 등 약물유해반응 발현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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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내 ․ 외 판매현황 및 외국의 허가현황에 관한 자료

해당 의약품의 연도별 생산 또는 수입실적(출하실적 등 포함)과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 ․ 유효성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외국의 판매 및 허가현황에 관한 자료로서, 외국 의약품집의 수재

현황 등에 관한 자료 및 기타 안전성 ․ 유효성과 관련된 외국의 조치내용 등 최신의 정보가 첨부

된 자료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신청서를 검토하여 품목별로 ｢약사법시행규

칙｣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의약품 재심사결과통지서를 발급하고 재심사 결과 효능 ․ 효과, 용법

․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또는 의약품 분류 등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약품 분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의사회 ․ 치과의사회, ｢약사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약사회 및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업무기준서) 재심사 상품목을 허가받은 자는 시판 후 조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기준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업무

기준서를 개정하고 그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의약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 

    가. 시판 후 조사에 의한 정보, 국내 자발적 유해사례 보고, 외국의 정보 및 문헌 ․ 학회의 정보 

등 수집 상

    나. 수집방법 및 절차 

  2.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사에 관한 사항

    가. 조사방법(조사과정, 자료수집 방법, 자료분석 과정 등)

    나. 조사 상자의 선정방법 및 조사예정 상자의 수

    다. 조사사항 및 중점조사사항

    라. 해석항목 및 통계적 처리방법 

    마. 조사표의 양식

    바. 조사의뢰 절차

    사. 기타 필요한 사항(참고문헌, 안전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3. 시판 후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임상시험계획

    가. 시험목적

    나. 시험방법

    다. 해석항목 및 통계적 처리방법

    라. 시험절차

  4. 수집된 정보의 평가 ․ 분석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가. 정보의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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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평가 ․ 분석의 기준 

    다. 평가 ․ 분석의 결과에 따른 조치방법 

  5. 의약품에 관한 정보의 전달에 관한 사항 

    가.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에 따른 전달 상 

    나. 전달 완료기한 및 확인절차 

  6. 시판 후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판 후 조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 

  ①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약사법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라 시판 후 조사 

업무를 수행할 안전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된 모든 의약품에 한 정보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시판 후 조사를 적정․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시판 후 조사에 필요한 

충분한 인원을 확보 ․ 지원하는 등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임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조사자로 하여금 시판 후 조사 중 중 한 유해사례 ․ 약물유해반응이 발

생한 경우 즉시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그 사실을 보고 받거나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유해사례보고서에 조치결과 및 해당 기초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전화 ․ 팩스 ․ 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식품의약

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 ․ 약물유해반응의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에는 그 결과 등을 의사 등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⑤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검사의 신뢰성 등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조사기관 및 조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조사의 의뢰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조사기관은 시판후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장비 ․ 시설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조사자는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하는 의약품과 그 상 질환 등에 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시판 

후 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

  3. 조사기관 및 조사자는 조사 상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기록을 비 보장이 유지되도록 취급하고 

있을 것

  4. 조사자는 이 고시 및 조사계획서를 숙지하고 있을 것

  ⑥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안전관리책임자가 조사 상자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비 보장

이 유지되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⑦ 안전관리책임자는 시판 후 조사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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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판 후 조사 업무를 총괄할 것

  2. 업무기준서에 근거하여 의약품마다 조사 실시방법 및 평가방법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작성

하고 이를 보존할 것

  3.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정보의 검토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사계획서를 변

경할 것

  4. 시판후조사가 업무기준서, 조사계획서, 이 고시 등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실시 ․ 기록되는지 여부

를 검토 ․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5. 시판 후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 교육 ․ 훈련을 실시할 것

  6. 조사표를 회수하는 즉시 조사표상 기재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

자의 서명과 함께 적절한 방법으로 정정 또는 첨삭하여 조사표를 수정 또는 보완할 것

  7.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문서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문서 또는 그 사본을 보존할 것 

제6조(조사계획서 등)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판 후 조사 계획서를 시판 1개월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조사계획서에 따라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심사 상 품목의 개요

  2. 안전성에 관한 정보

    가. 개발시의 문제점

    나. 유사제제의 문제점

    다. 각국 사용경험으로부터 고려된 문제점

    라. 외국 허가 및 판매 현황

  3.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사 계획

    가. 조사의 목적

    나. 조사 상 환자군

    다. 조사 상자의 수

    라. 조사 예정기간

    마. 조사 예정기관

    바.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사.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해석방법

    아. 조사표 양식

    자. 기타 필요한 사항

  4. 시판 후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임상시험계획

    가. 시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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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험방법

    다. 해석항목 및 통계적 처리방법

    라. 시험절차

  ③ 재심사에 필요한 총 조사 상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심사에 필요한 총 조사 상자의 수가 3000명 이상인 품목

    가.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신약 

    나. 외국에서 개발중인 신약(허가되지 아니한 것) 

    다. 외국에서 개발되어 허가된 품목으로서 개발국 허가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신약

    라. 외국에서 개발되어 허가된 품목으로서 개발국 외의 사용국이 없는 신약 

  2. 재심사에 필요한 총 조사 상자의 수가 600명 이상인 품목

제1호 해당 품목을 제외한 재심사 상 품목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

는 경우에는 조사 상자의 수를 품목별로 조정하거나 품목 간에 통합할 수 있다.

  1. 재심사 상 적응증의 환자 수(유병인구)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조제1호에 정해진 수와 동일한 경우 등 재심사 상 적응증의 국내 유병율이 현저하

게 낮은 경우

  2. 제제 ․ 제형의 특성상 조정 또는 통합의 사유가 타당한 경우

  3. 조사 상자수의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 근거가 제시되는 등 조정 또는 통합의 사유가 타당한 

경우

  ⑤ 약사법 제32조 및 제42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 상으로 지정된 의약품과 원료약품의 

분량, 효능 ․ 효과와 투여경로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별도의 재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식품의

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품목의 재심사 기간은 이미 지정된 의약품에 한 재심사 기간의 잔여기

간으로 한다. 이 경우 보고의 총 조사 상자의 수는 재심사 기간과 잔여기간을 고려한 조사 상자

의 수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조사계획서중 조사 상 환자군, 총 조사 상자의 수,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등의 사항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변

경된 조사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관 수 및 기관명의 변경 등과 같은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출된 조사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정기보고 등) ①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판 후 조사 정기보고서에 허

가일로부터 2년간은 6개월간, 그 이후는 1년간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등을 첨부하여 그 조사기

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마지막 정기보고는 재

심사 신청으로 갈음하여 별도로 보고하지 아니한다.



757

2.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② 제1항의 정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판 후 조사 결과

해당 조사기간에 실시된 시판 후 조사 결과의 개요 및 해석결과, 유해사례 발현상황, 조사 상

자 기초자료.

  2. 시판 후 임상시험의 경우 해당 시험이 종료된 것에 해 시험별로 검토한 결과 보고자료.  

 다만, 시판 후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어도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해서 특기해야 할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정기보고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 외에 국내 ․ 외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

해당 조사기간 동안의 자료로서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5항에 따라 이미 재심사 기간이 지정된 의약품의 잔여기간동안 재

심사를 실시하는 품목의 정기보고서는 이미 지정된 의약품의 정기보고 기간동안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출된 정기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시판 후 조사의 신뢰성 조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

여 관계공무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가 또는 조사 담당자로 하여금 시판 후 조

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하여 문서검증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실시중이거나 이미 완료된 시판 후 조사의 적정성

  2. 제조업자의 의뢰를 받아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한 신뢰성

  ②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개시 7일전에 해당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관련 조사

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관련 조사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

야 한다.

제9조(문서, 자료등의 보존) 품목허가를 받은 자, 조사기관, 조사자는 재심사기간 중에 작성된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기록, 기초자료, 업무기준서, 시판 후 조사 계획서, 시판 후 조사의 평가 ․ 분석결과 

등 각종 문서 및 자료를 재심사 완료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의 전달 등)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의 수집, 보고, 평가, 후속조치, 전달, 보고자

의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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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2008-38호, 2008.06.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제조(수입)품목 허가된 의약품에 하여 적용한다.

제2조(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제5조(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는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호 ｢약사

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2009-46호, 2009.07.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195호, 2009.12.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94호, 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60호, 2011.10.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접수된 의약품 재심사신청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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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유 해 사 례 보 고 서

보

고

자

업허가(수입자확인)번호

제조(영업)소의 명  칭

제조(영업)소의 소재지

       표       자 생 년 월 일

제
조
원

제   조   업   체   명 제   조   국

소       재       지

재  심  사   제  품  명 재 심 사 기 간

허     가     번     호 허 가 연 월 일

유 해 사 례  내 역 요 약

비                   고

  신약등의재심사기준 제5조제4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판 후 조사 중 발생한 중 한 

유해사례 ․ 약물유해반응에 한 조사결과 등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  고  자             (서명 또는 인)

안전관리책임자

전 화 번 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의약품 유해사례 보고서 1부.

2. 해당 기초자료 1부.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3(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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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식품의약품안전청

보 고 서 작 성 접        수

검        토

통    보 필 요 시 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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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

 □ 일반의약품

 □ 전문의약품 의약품 유해사례 보고서
 발생 인지일 :     년   월   일  보고서 작성일:       년   월   일

 □ 최초보고      □ 추적보고(    번째 보고, 최초보고일:      년    월    일)  

 환자 정보

 성명(Initial): 나이(발생당시):       또는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 남 □ 여 체중:    kg

 유해사례 정보

 유해사례명(코딩명이 있는 경우 병기):  증상발현일 :     년   월   일  

 증상종료일 :     년   월   일 

 유해사례로 인한 결과의 중 성 
 (해당되는 경우 모두 표시):
 □ 사망
  사망일:     년   월   일 
  부검여부: □ 유　□ 무　□ 불명 
  사망당시 보고된 사망원인:　 
  부검시 입증된 사망원인:    　　
 □ 생명위협
 □ 입원 또는 입원기간 연장 
 □ 중 한 불구나 기능저하
 □ 선천적 기형 초래 
 □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

 유해사례의 내용(유해사례와 관련된 환자의 상태, 진행과정, 특이사항 등): 

 검사치(유해사례와 관련된 경우의 검사항목, 검사일, 수치 등):

    　　　

 합병증·과거병력 등(해당되는 사항 모두 표시):

 □ 알러지  □ 음주  □ 흡연  □ 임신(    주)  □ 합병증(              )  □ 과거질환(                    )

 *상세내용:

 담당의사 등 의약전문가 의견(유해사례와 해당 의약품과의 인과관계에 한 소견 등):

 의심되는 의약품 정보 (가능하면 제품명으로 기록하여 주십시오)

제품명(성분명 포함)
1일

투여량
투여경로

투여기간 

(투여일수)
투여목적

투여 중지시 

유해사례 여부

재투여시 

유해사례 여부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 종료 

□ 종료안됨 

□ 투여중지 안함

□ 발현

□ 발현안됨  

□ 재투여하지 않음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 종료 

□ 종료안됨 

□ 투여중지 안함

□ 발현

□ 발현안됨  

□ 재투여하지 않음

 병용 의약품 정보 (유해사례의 치료에 사용된 의약품은 제외하십시오)

 제품명(성분명 포함) 투여기간(투여일수) 투여목적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보고자 (제조/수입회사에 유해사례를 보고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 의사·한의사  □ 약사·한약사  □ 간호사  □ 소비자  □ 기타               성명:

 보고기관명:  전화번호: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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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

 제조/수입회사 (제조/수입회사의 경우 추가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회사명:  보고서 관리번호:

 전화번호:  보고원:

□ 사용성적조사  □ 특별조사  □ 시판 후 임상시험 

□ 임상연구  □ 자발보고 

시판 후 임상시험 또는 임상연구의 경우, 계획서 번호 : 
 E-mail:

 보고자가 식약청에 동일사례 보고 여부: □ 유  □ 무  □ 불명

 제조/수입회사의 의견 (유해사례와 해당 의약품등과의 인과관계, 예상여부에 한 소견 등):

 □ 영문 보고서식이 있는 경우 첨부하여 주십시오.

* 작성시 참고사항

  1. 환자 및 보고자의 개인정보는 식약청에 의해 엄격히 보호됩니다.

  2. 성명은 이니셜(Initial)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예. 홍길동 → HGD)

  3. “의심되는 의약품”이란 유해사례를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4. 기입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5.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ezdrug.kfda.go.kr) “보고마당”항을 이용하여 보고하시기 바라며, 긴

급을 요하는 것은 팩스 또는 전화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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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

시판 후 조사 (변경)계획서

보

고

자

업허가(수입자확인)번호

제조( 영업)소의 명 칭

제조(영업)소의 소재지

성                명 생  년  월  일

제

조

원

제   조   업   체   명 제   조   국

소       재       지

재  심  사   제  품  명 재 심 사 기 간

허     가     번     호 허 가 연 월 일

  신약등의재심사기준 제6조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판 후 조사 (변경)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전관리책임자

담  당  자

전 화 번 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재심사 상 품목의 개요

2. 안전성에 관한 정보

3.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사 계획

4. 시판 후 임상시험 계획(실시하는 경우에 한함)

5. 조사계획서 변경 비표 1부(변경의 경우에 한함).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
3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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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식품의약품안전청

보 고 서 작 성 접        수

검        토

통    보 필 요 시 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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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후 조사 계획서 개요

사용

성적

조사

조  사  개  요

일
반
사
용
성
적
조
사

조  사  개  요

특
수
한
환
자
에

한
조
사

소아에 한 조사

고령자에 한 조사

임산부에 한 조사

신장애 환자에 한 조사

간장애 환자에 한 조사

기타 특수한 환자에 한 조사

특별
조사

시판 
후

임상
시험

안전성에 관한 문제점

개발시의 문제점

유사제제의 문제점

각국의 사용경험으로부터 고려된 문제점

계 획 변 경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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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시판 후 조사 정기보고서(  차)

보

고

자

업허가(수입자확인)번호

제조(영업)소의 명  칭

제조(영업)소의 소재지

성       명 생 년 월 일

제

조

원

제   조   업   체   명 제   조   국

소      재      지

재  심  사  제  품  명 재 심 사 기 간

허    가    번    호 허 가 연 월 일

조

사

결

과

조 사 기 간 및

조 사 상 자 의 수

조 사 결 과 의 개 요 및

해 석 결 과

생 산 실 적 ( 출 하 실 적 )

  신약등의재심사기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판 후 조사 정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  고  자            (서명 또는 인)

                                     안전관리책임자 : 

                                     담  당  자     : 

                                     전 화 번 호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시판 후 조사의 결과

   2. 시험별 결과 보고자료(시판 후 임상시험의 경우에 한함)

   3. 제1호 외에 국내외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
3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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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식품의약품안전청

보 고 서 작 성 접        수

검        토

통    보 필 요 시 조 치





3. ｢의약품 부작용 보고서｣
작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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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의약품 부작용 보고서｣ 작성 안내

입력 시 참고사항

 검색하고자 하는 성분 또는 품목의 이름 일부분만 알고 있다면 입력창에 ‘%(문자열)’을 입력하시

면 해당 문자열을 포함하는 명칭이 조회됩니다.

예를 들어, “%아스피린”을 입력하시면 명칭에 “아스피린”이 포함된 자료가 조회됩니다.

 날짜 입력 시 년, 월 또는 일에는 숫자 외에는 입력 할 수 없으며 (예: “?”은 입력할 수 없음), 

공란으로 둘 수 없습니다.

1 접수 번호

 본 유해사례를 관리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한 접수번호를 의미한다. 보

고자가 본 유해사례를 보고할 때에는 공란으로 남겨둔다.

2 보고 기본 정보

가. 발생인지일

유해사례 또는 약물유해반응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거나 보고원으로부터 처음으로 보고를 받은 

날짜를 [____년 __월 __일] 형식으로 직접 기입하거나 을 눌러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한다. 

추적보고의 경우에는 추적보고에 한 정보를 처음으로 알게 된 날짜를 기입한다. 만약 처음에 

중 하지 않은 유해사례로 보고되었으나 추후 중 한 유해사례로 발전한 경우 발생인지일은 처

음에 중 하지 않은 유해사례로 보고된 날짜를 발생인지일로 기입한다.

나. 최초보고 여부, 최초보고일 및 최초접수번호

최초보고 또는 추적보고를 선택한다. 보고 상 유해사례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최초보고되는 

경우에는 “최초보고”를 선택하고, 최초보고 후 동일 사례에 한 새로운 정보가 보고되는 경우에

는 “추적보고”를 선택한다. “추적보고” 시 추적보고 차(횟)수를 기록하고, 기존에 최초보고된 최

초보고일을 [____년 __월 __일] 형식으로 직접 기입하거나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하고, 최초보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부여받은 최초접수번호를 기입한다. 

(예: 최초보고일이 2008년 1월 1일이며 이후 첫 번째 추적보고를 하는 경우 - 추적보고를 선택하

고, 1번째 보고, 최초보고일 [2008년 1월 1일], 최초접수번호 [2008xxxxx]를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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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데이터 조회’를 버튼을 눌러 기존에 보고 건을 검색할 수 있으며, 당시 입력한 내용을 

유해사례 보고 화면에 반영할 수 있음

다. 품목구분

보고 상 의약품의 종류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백신이나 생물학적 제제를 포함한 생물의약품의 

경우 ‘생물의약품’을 선택하고, 한약 또는 생약제제의 경우 ‘한약/생약’, 그 외 의약품의 경우 ‘의

약품’을 선택한다.

라. 자료구분, 안전성/재심사 동일여부

보고의 성격을 선택하여 입력한다.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9조에 의거한 신속 보고

의 경우 ‘안전성-신속’을, 동 고시 제10조에 의거한 정기 보고의 경우 ‘안전성-정기’를 입력한다. 

｢신약등의재심사기준｣ 제3조제1항에 언급된 보고의 경우, 그 보고 건의 중 성을 기준으로 ‘재

심사-신속’과 ‘재심사-정기’를 구분하여 입력한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제외한 의료기관개설자 및 약국개설자, 소비자 등의 경우, 그 중 성

에 따라 ‘안전성-신속’ 및 ‘안전성-정기’ 중 하나를 선택해 보고한다.

마. 보고원/계획서 관리번호

자발보고, 임상연구, 문헌, 기타 등에서 다음 표에 따라 선택한다. 연구에 의한 사례의 경우, 계

획서 관리번호를 입력할 수 있다.

자료 출처 안전성/재심사여부 연구종류 선택

자발적 보고 사례 안전성 - 자발보고

연구에 의한 사례

안전성
정보관리규정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구 약물역학연구

그 외 연구 사례 임상연구

재심사
재심사기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구 사용성적조사

재심사기준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연구 특별조사

바. 보고서 관리번호

보고자가 본 유해사례의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배정한 관리번호를 기입한다.

3 환자 기초 정보

가. 성명 (식별 불가능 ID)

환자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의 정보로, 보고 자료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특정 텍스트

로 입력함. (예: 홍길동 → AAA,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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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나이 (발생당시)

유해사례 발생 당시의 환자의 나이를 만으로 계산해서 기술한다.

소아와 신생아 등은 개월, 주, 일, 시간으로 단위를 입력할 수 있다.

다. 생년월일

생년월일을 [____년 __월 __일] 형식으로 직접 기입하거나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한다. 

라. 성별

미기재, 남성, 여성 중 선택한다.

마. 체중

kg 단위로 환산하여 기술한다.

4 유해사례 정보

가. 유해사례 정보 내용을 입력하기 전 버튼을 누른 후 아래의 내용을 입력하도록 한다.

여러 가지 유해사례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유해사례항목 별 유해사례명부터 추가정보까지 입

력 한 후 버튼을 눌러 다음 유해사례항목의 내용을 입력하도록 한다.

또한 입력한 유해사례항목의 삭제는 추가정보 아래의 유해사례가 입력된 칸에서 삭제하고자하

는 항목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르면 삭제된다.

나. 유해사례명

을 누른 후 유해사례 한글명 또는 유해사례 영문명에 보고자가 보고한 내용을 그 로 표기하

고, 을 눌러, 보고자가 보고한 유해사례 내용과 일치하거나 가장 근접한 코드명을 선택(더

블클릭)한다.

코드명은 WHO-ART 용어집에 근거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보고된 유해사례가 WHO-ART 용

어집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코드를 선택한 후 아래 [유해사례의 내용] 항목에 유해사례의 

한글명과 영문명을 기술하되, MedDRA 등 용어 근거를 입력한다.

다. 증상발현일, 증상종료일, 현재 진행중 여부

증상발현일은 유해사례의 증상이나 징후가 시작된 날짜이고, 증상종료일은 유해사례의 증상이나 

징후가 종료된 날짜이며, 이들 날짜는 각각 [____년 __월 __일] 형식으로 직접 기입하거나 을 

눌러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한다.

만약 유해사례의 증상이나 징후가 보고 당시 진행 중인 경우에는 증상종료일은 빈칸으로 남겨두

고 “현재 진행중” 항목에서 [예]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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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해사례의 내용

유해사례와 관련된 환자의 상태, 진행과정, 특이사항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여기에 기술되는 

내용은 보고되는 유해사례의 전반적인 내용으로서, 시간에 따른 유해사례의 경과를 발생 전, 중, 

후의 상황으로 기술하고, 유해사례에 한 조치 및 기타 특이사항 등 유해사례와 관련하여 기술

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이 항목에 기입한다.

환자의 기본적 정보, 병력 및 투약목적, 유해사례 발생경위, 조치 및 치료 결과 등을 시간순서에 

따라, 완결된 문장 형태로 제출한다. (내용 중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다.)

추적보고의 경우, 추가된 보고 내용 뿐 아니라 이전 보고 당시 작성하였던 내용을 함께 기재하

여, 추적보고만으로 하나의 완결된 형태가 되도록 한다.

바람직한 입력예시 바람직하지 않은 입력예시

유해사례명 : Nausea 유해사례명 : Nausea

73세의 뇌경색 병력을 가진 남성 환자로 o월 o일 자로 본

원에 복통호소하며 내원하여 A 진단 하에 B 처방하였음. 

환자는 투약 당일 밤 심한 구역 호소하여 처방 변경 후 이

틀 뒤 회복되었고, 재투여하지 않음.

구역

마. 검사치

유해사례와 관련된 경우의 검사 항목, 검사일, 검사 결과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바. 결과의 중 성

보고된 유해사례가 중 한 유해사례일 경우 해당 유해사례가 중 한 유해사례로 분류되도록 한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한다 (복수 선택 가능). 사망의 경우 사망일을 [____년 __월 __일] 

형식으로 직접 기입하거나 을 눌러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한다. 부검 여부를 선택하며 (부검 

여부를 모르는 경우 선택하지 않음), 사망 당시 보고된 사망원인과 부검 당시 입증된 사망원인을 

각각 기술한다.

사. 추가정보

환자의 음주, 흡연 또는 임신 여부 (임신한 경우 임신 기간을 주단위로 기술)에 해 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선택하고 기술한다.

아. 합병증

합병증이란 어떤 질병에 관련하여 생긴 다른 질환을 의미한다. 유해사례 발생 당시의 합병증에 

해 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선택하고 기술한다.

버튼을 누른 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5)에 따라 [검색]버튼을 눌러 보고자가 보

고한 내용과 일치하거나 가장 근접한 코드명을 검색하여 입력한다. 선택한 사항에 한 상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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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상세내용]의 공란에 기술한다.

(예: 기존에 당뇨병 환자가 유해사례 발생 당시에 당뇨병 합병증인 망막증이 발생하였다면 합병

증에 망막증을 기술하도록 한다.) 

자. 과거병력

과거병력이란 과거에 병을 앓은 전력을 의미하며, 현재 앓고 있는 병이 아닌 과거에 내과적, 외

과적, 정신적 혹은 기타 병을 앓은 적이 있는지 또는 수술이나 치료를 받았던 것을 기록한다. 

알레르기, 약물 쇼크, 약물 의존 여부도 이에 해당된다. 유해사례 발생 전 환자의 과거병력에 

해 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입력하고 기술한다. 버튼을 누른 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5)에 따라 보고자가 보고한 내용과 일치하거나 가장 근접한 코드명을 검색하여 입력한다. 

선택한 사항에 한 상세한 내용은 [상세내용]의 공란에 기술한다.

차. 전문가 소견

본 유해사례가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과 같은 의약전문가로부터 보고된 경우 [소견 있음]

을 선택하고 ‘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정’ 제14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인과관계를 선택한 후, 상

세내역을 최 한 의약전문가의 인과관계에 한 소견을 파악하여 기술한다.

만약 본 유해사례가 환자나 환자보호자 또는 소비자와 같이 의약전문가가 아닌 보고자로부터 

수집된 경우 [소견 없음]을 선택하고 [환자나 환자보호자 또는 소비자로부터 보고된 유해사례로

서 의약품등과의 인과관계에 한 정보는 없다]와 같이 기술한다.

5 의심되는 의약품등 정보

 유해사례를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거나 관련된 의약품에 하여 아래 항목을 각 행에 기술한다. 

유해사례와 관련이 없지만 유해사례 발생 당시 사용된 의약품은 아래 병용 의약품등 정보에 기술

한다. 유해사례의 치료에 사용된 의약품등은 제외하도록 한다. 버튼을 누른 후 생물여부

와 구분을 선택한다. 구분항목을 기입해야만 품목검색이 가능하다.  

가. 생물 여부

“생물의약품”이란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

으로서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하며,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을 포함한다. 생물의약품일 경우 빈칸을 눌러 표

시하도록 한다.

나. 구분

의심되는 의약품을 품목 또는 성분으로 기록한다. 품목으로 선택할 경우 아래의 ‘다’의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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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으로 검색 할 수 있으며, 성분으로 선택할 경우 성분명으로 검색 할 수 있다.

다. 품목검색

앞의 ‘나’에서 구분을 품목으로 한 경우 [검색]을 눌러 제품명을 검색한 후 보고자가 보고한 내용

과 일치하는 제품명을 선택(더블클릭)한다.  구분을 성분으로 한 경우 [검색]을 눌러 성분명을 

검색한 후 보고자가 보고한 내용과 일치하는 성분명을 선택한다. 성분명의 검색은 한글명 또는 

영문명으로 검색할 수 있다.

라. 1회 투여량/투여단위/1일 투여 횟수

투여량 : 1회 투여량을 숫자로 표기한다.

투여단위 : 1회당 투여단위를 선택한다.

투여횟수 : 1일당 투여 횟수를 표기한다. 투여간격이 불규칙하거나 수일에 한번 투약하는 경우, 

그에 해 상세히 기술한다.

예시) ‘필요에 따라(실제로 1일 6~7회 투여)’, ‘2주에 한번’ 등

마. 투여경로

경구, 주사 등 의약품의 투여경로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바. 약물투여기간(시작일/종료일)

의심되는 의약품의 투여시작일과 투여종료일을 각각 기입한다. 계속 투약 중인 경우 투여종료일

은 기입하지 않는다. 

사. 투여목적(검색/병력코드/질병명)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5)에 따라 [검색]버튼을 눌러 보고자가 보고한 내용과 일치하거나 

가장 근접한 코딩명을 검색하여 입력한다. 

아. 투여중지 시 유해사례 여부

의약품을 투여 중단했을 경우 유해사례가 종료되었는지의 여부를 선택하거나, 의심되는 의약품

이 투여가 중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투여중지 안함]을 선택한다.

자. 재투여 시 유해사례 여부

의약품을 한번 중단한 다음 다시 투여했을 경우 동일한 유해사례가 다시 나타났는지의 여부를 

선택하며, 또는 다시 투여되지 않았을 경우 [재투여하지 않음]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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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병용 의약품등 정보

 유해사례와는 관련이 없지만 유해사례 발생 당시 의심되는 의약품과 함께 사용한 의약품에 하

여 의심되는 의약품등 정보에 준하여 기술한다. 유해사례의 치료에 사용된 의약품등은 제외하도

록 한다. 입력 방법과 내용은 위의 ‘5. 의심되는 의약품등 정보’의 경우와 동일하며, 병용 의약품

등 정보인 경우 “투여중지 시 유해사례 여부”와 “재투여시 유해사례 여부” 항목은 제외되었다.

7 원보고자

 보고자에게 유해사례 정보를 제공한 원보고자의 정보에 해 기입한다. 보고자와 원보고자가 동

일할 경우, ‘원보고자와 동일’ 버튼을 클릭한다.

가. 원보고자명/면허구분

원보고자의 성명을 기록하며, 원보고자가 환자와 동일할 경우 ｢환자정보｣의 성명란에 있는 정보

를 입력하여 개인정보가 표시되지 않도록 한다.

원보고자의 구분을 의사/한의사, 약사/한약사, 간호사, 기타, 소비자중 선택한다.

나. 병원, 제약업체, 약국 등에서 보고된 사례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한다.

병원일 경우 병원명, 약국일 경우 약국명, 환자나 소비자일 경우에는 소비자로 기술한다. 보고자

의 전화번호와 Fax는 숫자만 입력하도록 하며 (예: 010-OOOO-XXXX → 010OOOOXXXX), 보

고자의 e-mail 주소를 기입한다. 보고자가 환자일 경우 본 란은 작성하지 않는다.

다. 원보고자가 본 유해사례를 중복해서 타 기관이나 단체에 보고한 경우, 제조/수입회사, 의료기관, 

약국 중 선택하거나 이외의 단체 또는 기관일 경우 기타를 선택한다.

8 보고자

 식약청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는 보고자의 정보를 입력한다.

가. 보고자명과 보고기관명, 담당자의 전화번호, e-mail 주소, FAX 번호를 기입한다. 보고자가 지역

약물감시센터일 경우 ‘지역약물감시센터’에 반드시 체크한다.

나. 원보고자가 식약청에 동일사례 보고 여부

본 유해사례를 보고한 원보고자로부터 본 유해사례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미 보고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될 경우 [유] 또는 [무]를 입력하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불명]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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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검토 및 완료처리

 한번 완료 처리된 자료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입력사항을 면 히 검토한 다음 저장하고, 동 보

고 건에 한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한다. 보고완료 버튼을 눌러 제출한다.

분야별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안전정보팀

바이오

의약품정책과
한약정책과 화장품정책과

소
관
사
항

￭ 의약품 총괄 ￭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 생약(한약) 제제 ￭ 의약외품

연

락

처

￭ Tel : 043-719-2707

￭ Fax : 0502-604-5962

￭ E-Mail :

adr@kfda.go.kr

￭ Tel :

043-719-

3309(첨단제제)

3318(생물제제)

￭ Fax : 043-719-3300

￭ Tel : 043-719-3359

￭ Fax : 043-719-3550

￭ Tel : 043-719-3411 

￭ Fax : 043-71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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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참 고 사 항

1) 첨가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벤질알코올 (주사제에 한함)
  ○ 경고

벤질알코올은 조숙아에게서 치명적인 가쁜 호흡증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신생아, 미숙아 (벤질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다.)

2. 삭카린나트륨 (경구제에 한함)               (의안 65600-7380호, 1999.7.28)

  ○ 기타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삭카린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

다. (감미제로서 삭카린이 함유되어 있다.)

3. 아스파탐 (경구제에 한함)
   1일 허용량제한

아스파탐 함량을 WHO권장량(40mg/kg/1일)이하로 조정(가능한한 최소량 사용)할 것.

60kg 성인 : 1일 최대복용량 2.4g

   사용상의 주의사항

    ○ 경고

이 약에 함유되어 있는 인공감미제 아스파탐은 체내에서 분해되어 페닐알라닌으로 대사

되므로, 페닐알라닌의 섭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유전성질환인 페닐케톤뇨증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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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황산수소나트륨
  ○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아황산수소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아황산 아나필락시와 같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일부 감수성 환자에서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 또는 이보다 약한 천식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일반 사람에서의 아황산감수성에 대한 총괄적인 빈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낮은 

것으로 보이며 아황산감수성은 비천식환자보다 천식환자에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안식향산 및 안식향산 나트륨                (의약품관리팀-9744호, 2007.7.27)

  ○ 일반적 주의

     (외용제) 이 약은 안식향산(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어 피부, 눈, 점막에 경미한 자극이 될 수 있다.

     (주사제) 이 약은 안식향산(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어 신생아에게 황달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6. 알코올 (경구제로서 1회 최대용량이 에탄올로서 3g 이상되는 제품에 한함) 
  ※ 비경구제 삭제

  ○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간염, 알코올중독, 간질 또는 두뇌손상 환자

    2) 임부, 수유부 및 소아

  ○ 일반적 주의

    1) 다른 약물의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킬 수 있으며, 반응속도가 감소될 수 있다.

    2) 운전자와 기계조작자는 특히 주의할 것.

7. 월견초종자유(달맞이꽃종자유) (경구제에 한함)
  ○ 부작용

이 약은 월견초종자유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발진 등의 알레르기 반응과 복통이 나타날 수 있다.

8. 치메로살 (체외진단용 시약 제외)              (의관 65623-2264호, 2000.10.11)

  ○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치메로살에 과민증 환자

  ○ 부작용

이 약은 치메로살(유기수은제제)을 함유하고 있어 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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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카라멜 (경구제에 한함)
  ○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이 약은 카라멜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10. 카제인 또는 그 염류 (주성분 및 첨가제 모두 포함. 단, 체외진단용 시약 제외)

(의관 65623-10125호, 2001.4.18) 
  ○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우유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이 약은 우유단백질을 함유한다)

11. 캄파 (주성분 및 첨가제 모두 포함)
   효능 및 효과 (소아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함)

소아에 대한 효능·효과 삭제

   사용상의 주의사항

    ○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30개월 이하의 유아

    ○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소아 (경련을 유발할 수 있다.)

12. 프로필렌글리콜 (외용제·안과용제에 한함)
  ○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이 약은 프로필렌글리콜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13. 황색4호(타르트라진) (경구제에 한함)
  ○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이 약은 황색4호(타르트라진)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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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엘-아르기닌                              (의약품관리팀-14850호, 2006.6.12)

  ○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지 말  것)

심근경색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15. 대두유                               (의약품관리과-9691호, 2009.10.7) 
  ○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모든 제제에 해당)

1) 대두유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

2) 콩 또는 땅콩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경구제, 주사제 및 질연질캡슐제에 한함)

고지단백혈증, 당뇨병성고지질혈증 및 췌장염 등 지방대사 이상 환자 또는 지질성 유제를 

신중히 투여해야 하는 환자

  ○ 일반적 주의(경구제, 주사제 및 질연질캡슐제에 한함)

지방과부하로 특별한 위험이 예상되는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때 혈장지질치를 점검할 

것을 권장한다. 이 점검을 통해 지방의 체외배설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적절히 조절한다. 

환자가 다른 정주용 지질제를 동시에 투여받고 있다면 이 약 중의 부형제로 혼재되어 있는 

지질의 양을 고려하여 그 지질제의 투여량을 감소해야 한다.

16. 유당 (경구 및 주사제에 한함)                (의약품관리과-9691호, 2009.10.7)

  ○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

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 

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17. 황색5호(선셋옐로우 FCF) (경구제에 한함)

                                    (의약품안전정책과-6100호, 2011.10.28)

  ○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이 약은 황색5호(선셋옐로우 FCF, Sunset Yellow FCF)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

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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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 사항

2) 용기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앰플주사제
  ○ 경고

앰플주사제는 용기 절단시 유리파편이 혼입되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시 유리

파편 혼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절단사용하되, 특히 어린이, 노약자 사용시에는 

각별히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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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A

Adefovir dipivoxil ····································27, 602

Aliskiren ························································689

Alprostadil ·····················································659

Anagrelide hydrochloride ·······························48

Atazanavir ······················································709

Atorvastatin ····················································692

Atorvastatin ‧ Amlodipine ·······························692

B

Basiliximab ····················································220

Bepotastine ·······················································7

Blonanserin ···················································275

Bromperidol ··················································269

Buflomedil ·····················································670

C

Cefcapene pivoxil hydrochloride hydrate ·····181

Celecoxib ·······················································647

Chlorpromazine hydrochloride ·····················306

D

Darunavir ·······················································709

Drospirenone ·················································716

E

Entecavir ························································397

Ertapenem sodium ········································635

Esomeprazole ·································487, 498, 678

F

Finasteride ·····················································718

Fingolimod hydrochloride ·····························723

Fluvastatin ·····················································692

Furosemide ············································447, 455

G

Gatifloxacin ···················································187

Glimepiride ‧Metformin hydrochloride ·········191

H

Haloperidol ············································351, 358

I

Ilaprazole ···············································531, 678

Infliximab ·················································85, 226

Isosorbide ······················································251

K

Keratinocyte allograft ····································105

L

Lansoprazole ··········································473, 678

Lovastatin ······················································692

M

Morniflumate ·················································108

Ⅳ. 찾 아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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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afamostat mesilate ········································56

Naproxen·Esomeprazole magnesium ·····503, 678

Nelfinavir ·······················································709

Nilotinib hydrochloride monohydrate ··········418

O

Olanzapine ······················································66

Olmesartan medoxomil ·································157

Olmesartan medoxomil ‧ Hydrochlorothiazide

······································································166

Omeprazole ············································516, 678

Omeprazole sodium ······································522

Oxaliplatin ·····················································365

P

Paclitaxel ·························································13

Paliperidone palmitate ··································323

Pantoprazole sodium ······················536, 547, 678

Perflutren lipid microsphere ·························572

Pimozide ························································345

Pitavastatin ·····················································692

Pravastatin ·····················································692

R

Rabeprazole sodium ·······················463, 552, 678

Revaprazan ·············································482, 678

Ritonavir ························································709

Ritonavir ‧ Loponavir ······································709

Rituximab ······················································136

Rivastigmine ····································409, 431, 626

Rosuvastatin ···················································692

S

Salcatonin ···············································562, 567

Saxagliptin monohydrate ·······························617

Simvastatin ·····················································692

Simvastatin ‧ Ezetimibe ···································692

Sodium acetate ··············································726

Sodium phosphate ········································676

Strontium ranelate ·································577, 713

Sulpiride ························································283

Sunitinib malate ············································582

T

Tegafur ‧ Gimeracil ‧ Oteracil potassium ··········38

Terbinafine hydrohloride ······························441

Thalidomide ··················································254

Thiothixene ···················································318

Tianeptine sodium ········································613

Trastuzumab ··················································208

Trifluoperazine hydrochloride ·······················312

U

V

K

Z

Ziprasidone hydrochloride monohydrate

·······························································118,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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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분명 안전성정보지
비고

한글 영어 호수 페이지수

1
경구용인산일수소나트륨·인산

이수소나트륨 (경구)
Sodium phosphate

40 109 변경지시

40 159 안전성서한

44 8 변경지시

2 넬피나비어 (경구) Nelfinavir 42 13 변경지시

3 다루나비어 (경구) Darunavir
42 17 변경지시

43 18 변경지시

4 라베프라졸나트륨 (경구) Rabeprazole sodium
37 24 변경지시

47 38 변경지시

5 란소프라졸 (경구) Lansoprazole

41 66 변경지시

42 24 변경지시

45 67 변경지시

47 39 변경지시

6 레바프라잔 (경구) Revaprazan 47 39 변경지시

7 로바스타틴 (경구) Lovastatin
29 10 변경지시

46 6 변경지시

8 로수바스타틴 (경구) Losuvastatin 46 6 변경지시

9 리토나비어 (경구) Ritonavir

41 83 변경지시

44 40 변경지시

45 79 변경지시

10 리토나비어 ․ 로피나비어 (경구) Ritonavir + Lopinavir

41 71 변경지시

43 32 변경지시

45 72 변경지시

11 브롬페리돌 (경구, 주사) Bromperidol

44 28 변경지시

46 38 변경지시

47 9 변경지시

12 블로난세린 (경구) Blonanserin 46 62 변경지시

13 살카토닌 (비강분무) Salcatonin 41 142 변경지시

14 살카토닌 (주사) Salcatonin
30 23 변경지시

41 144 변경지시

15 설피리드 (경구) Sulpiride

24 10 변경지시

44 28 변경지시

46 40 변경지시

47 10 변경지시

16 수니티닙말산염 (경구) Sunitinib malate

46 63 변경지시

48 172 변경지시

48 216 변경지시

3.

안전성정보지 발간 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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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분명 안전성정보지
비고

한글 영어 호수 페이지수

17 심바스타틴 (경구) Simvastatin

29 38 변경지시

35 53 변경지시

46 8 변경지시

18 심바스타틴 ․ 에제티미브 (경구) Simvastatin + Ezetimibe 46 10 변경지시

19 아데포비어디피복실 (경구) Adefovir dipivoxil
39 54 변경지시

41 172 변경지시

20 아토르바스타틴 (경구) Atorvastatin

29 40 변경지시

30 32 변경지시

41 181 변경지시

46 13 변경지시

46 26 변경지시

21
아토르바스타틴 ․ 암로디핀    

(경구)
Atorvastatin + Amlodipine

46 14 변경지시

46 41 변경지시

22
알프로스타딜 (주사, 요도 

적용제제 제외)
Alprostadil

30 33 변경지시

34 63 변경지시

36 38 변경지시

23
에스오메프라졸  및 그 염류 

(캡슐, 정제)
Esomeprazole

38 37 변경지시

40 65 변경지시

47 40 변경지시

24 에스오메프라졸나트륨 (주사) Esomeprazole sodium

40 63 변경지시

43 70 변경지시

47 41 변경지시

25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   

(현탁액용과립)
Esomeprazole magnesium

40 65 변경지시

47 41 변경지시

26 염산지프라시돈일수화물 (경구)
Ziprasidone hydrochloride 

monohydrate

40 97 변경지시

42 125 변경지시

27 오메프라졸 (경구) Omeprazole

21 32 변경지시

38 65 변경지시

41 244 변경지시

45 106 변경지시

47 42 변경지시

28 오메프라졸나트륨 (점적용 주사) Omeprazole sodium
41 244 변경지시

47 42 변경지시

29 오메프라졸나트륨 (주사) Omeprazole sodium
41 244 변경지시

47 43 변경지시

30
인플릭시맵(유전자재조합) 

(주사)
Infliximab

36 87 변경지시

37 124 변경지시

31 일라프라졸 (경구) Ilaprazole 47 43 변경지시

32 클로르프로마진염산염 (경구)
Chlorpromazine 

hydrochloride
44 28 변경지시

33 테르비나핀염산염 (경구) Terbinafine hydrohloride 47 50 변경지시

34 트리플루오페라진염산염 (경구) Terbinafine hydrohloride

44 28 변경지시

46 50 변경지시

47 18 변경지시

35 티아넵틴나트륨 (경구) Tianeptine sodium 47 36 변경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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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찾 아 보 기

연
번

성분명 안전성정보지
비고

한글 영어 호수 페이지수

36 티오틱센 (경구) Thiothixene 47 18 변경지시

37 판토프라졸나트륨 (20mg 경구) Pantoprazole sodium 47 44 변경지시

38 판토프라졸나트륨 (40mg 경구) Pantoprazole sodium 47 45 변경지시

39 판토프라졸나트륨 (주사) Pantoprazole sodium 47 45 변경지시

40 퍼플루트렌지질미소구체 (주사) Perflutren lipid microsphere
42 161 변경지시

44 7 변경지시

41 푸로세미드 (경구) Furosemide
38 80 변경지시

42 163 변경지시

42 푸로세미드 (주사) Furosemide
38 86 변경지시

42 163 변경지시

43 프라바스타틴 (경구) Pravastatin 46 15 변경지시

44 플루바스타틴 (경구) Fluvastatin

40 143 변경지시

43 132 변경지시

46 16 변경지시

45 피나스테리드 (경구) Finasteride

24 28 변경지시

29 64 변경지시

47 50 변경지시

49 166 안전성서한

46 피모지드 (경구) Pimozide 47 22 변경지시

47 피타바스타틴 (경구) Pitavastatin 

41 324 변경지시

43 137 변경지시

46 16 변경지시

48 할로페리돌 (경구) Haloperidol

44 28, 30 변경지시

46 52 변경지시

47 22 변경지시

49 할로페리돌 (주사) Haloperidol

44 28, 30 변경지시

46 53 변경지시

47 23 변경지시





 홈페이지 활용안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drugsafe.or.kr/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종합포털 이지드럭 (K!FDA ezDrug) 홈페이지
http://ezdrug.kfda.go.kr

 온라인 의약도서관 홈페이지
http://drug.kfda.go.kr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정보 홈페이지
http://labelinfo.kfda.go.kr

 의약품 안전성서한(속보) 및 허가사항 변경지시 홈페이지 게재안내

  * 안전성서한(속보) : 식약청 홈페이지(http ://www.kfda.go.kr) 중간 메뉴 중 ‘안전정보 보고

(부작용보고) → 안전성정보제공프로그램 → 안전성서한/속보 → 의약품 ․ 의약외품‘ 또는 ｢온

라인 의약도서관(http://drug.kfda.go.kr)｣ → [허가·안전정보] → [안전성속보] → [안전성서

한(속보)]에서 열람 및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허가사항 변경지시 : 식약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 [정보자료] → [KFDA 분

야별 정보] → [의약품] → [의약품정보방] → [허가사항제품정보] 또는 「온라인 의약도서관

(http://drug.kfda.go.kr)」 → [허가·안전정보] → [허가변경정보] → [안전성 정보처리] → 

[변경지시(정보처리)]에서 열람 및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12년 5월 이전 변경지시는 홈페이

지 상단 [정보자료] → [KFDA분야별정보] → [의약품] → [허가사항제품정보]를 클릭하시면 열

람 및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의약도서관’(아이폰용) 또는 ‘의약품 속보’(안드로이드용)를 스

마트폰에 설치하면, 자동 알람(PUSH) 서비스와 함께 안전성서한/속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

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Play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의약도서관’

(아이폰용), ‘의약품 속보’(안드로이드용)로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의약품 유해사례 보고(인터넷)

  * 의약품민원(http://ezdrug.kfda.go.kr) → 화면 중앙 ‘의약품 부작용 보고’ 클릭

  * 식품의약품안전청(http://www.kfda.go.kr) → 홈페이지 중간메뉴 중 [안전정보보고(부작용)] 

→ [부작용 보고 프로그램] → [의약품 ․ 의약외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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