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상의 주의사항 

 

기허가사항 최종안 (변경사항)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과민반응 

임상시험에서 이 약에 대해 과민반응(예: 발진, 소양증, 부종 및 두드러기)이 

보고되었다. 대부분 증상은 경미하거나 중등도이었으나 일부는 투여 중단을 

야기하거나 치료를 필요로 하였다. 대부분 투여 수 시간에서 한 달 이내에 

보고되었다.  

 

 

 

과민반응이 발생할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한다.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과민반응 

임상시험에서 이 약에 대해 과민반응(예: 발진, 소양증, 부종 및 두드러기)이 

보고되었다. 대부분 반응은 투여 수 시간에서 한 달 이내 보고되었고, 증상은 

경미하거나 중등도이었으나 일부는 투여 중단을 야기하거나 치료를 필요로 

하였다. <기술 순서 조정> 

 

시판 후 사용에서 이 약에 의해 중증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드물게 보고되었다. 

과민반응과 관련 있는 증상에 대해 환자에게 주의를 주어야 하며, 과민반응이 

발생할 경우 이 약의 투여 중지를 고려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한다. 

3. 약물이상반응 

1) 임상시험에서의 경험 

허가용 임상시험에서 (이하 생략). 

이 약의 임상개발 프로그램에서 확인된 약물이상반응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임상시험에서의 약물이상반응 

MedDRA  

기관계 분류 
빈도 이상반응 

각종 면역계 장애 
흔하지 않게 (0.1% 

이상, 1% 미만) 

발진, 소양증, 두드러기 및 

부종 등 과민 반응 
 

3. 약물이상반응 

1) 안전성 요약 

허가용 임상시험에서 (이하 생략). 

이 약의 임상개발 프로그램 및 시판 후 보고에서 확인된 약물이상반응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약물이상반응 

MedDRA  

기관계 분류 
빈도 이상반응 

각종 면역계 장애 

흔하지 않게 (0.1% 

이상, 1% 미만) 

발진, 소양증, 두드러기 및 

부종 등 과민 반응 

드물게 (0.1% 미만) 아나필락시스 반응 
 



7.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이 약은 원래 제공된 상자에 담은 채로 25℃까지의 온도에서 최대 24시간 

보관 가능하다. 냉장고에서 꺼낸 후에는 24시간 이내에 사용하거나 또는 

폐기한다. 

 

7.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이 약은 원래 제공된 상자에 담은 채로 30℃까지의 온도에서 최대 7일간 

보관 가능하다. 냉장고에서 꺼낸 후에는 7일 이내에 사용하거나 또는 폐기한다. 

냉장고에서 꺼내 실온에 보관한 후에는 다시 냉장 보관하지 않는다. 

8. 전문가를 위한 정보 

3) 임상시험 정보  

만성 편두통 (임상시험 2) 

1차 유효성 평가변수는 3개월의 투여 기간 동안 베이스라인 대비 중등도 이상의 

월 평균 두통 일수의 평균 변화였다. 2차 평가변수는 3개월의 투여 기간 동안 

베이스라인 대비 중등도 이상의 월 평균 두통 일수의 평균 변화, 3개월의 투여 

기간 동안 중등도 이상의 월 평균 두통 일수가 50% 이상 감소한 환자의 (중략) 

…포함하였다. 

8. 전문가를 위한 정보 

3) 임상시험 정보  

만성 편두통 (임상시험 2) <오기 정정> 

1차 유효성 평가변수는 3개월의 투여 기간 동안 베이스라인 대비 중등도 이상의 

월 평균 두통 일수의 평균 변화였다. 2차 평가변수는 3개월의 투여 기간 동안 

베이스라인 대비 월 평균 편두통 일수의 평균 변화, 3개월의 투여 기간 동안 

중등도 이상의 월 평균 두통 일수가 50% 이상 감소한 환자의 (중략) 

…포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