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첨부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야하며, 첨부문서는 항상 약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작성일자: 2021년 06월 30일

전문의약품 정맥주사용

벤코드 주 25 100
mg,

mg

[벤다무스틴염산염]
원료약품 및 그 분량

25mg 1바이알(67.5mg) 중
	 유효성분 : 벤다무스틴염산염(별규)………………………………………………………………………………………………………………………… 25mg
(벤다무스틴으로서 22.7mg)
첨가제(부형제) : D-만니톨… …………………………………………………………………………………………………………………………… 42.5mg
기타첨가제(비활성가스) : 질소가스
100mg 1바이알(270.0mg) 중
	 유효성분 : 벤다무스틴염산염(별규)……………………………………………………………………………………………………………………… 100mg
(벤다무스틴으로서 90.8mg)
첨가제 (부형제) : D-만니톨… …………………………………………………………………………………………………………………………… 170mg
기타첨가제 (비활성가스) : 질소가스
성상
흰색 혹은 거의 흰색의 동결건조된 분말 혹은 덩어리가 갈색바이알에 든 주사제
효능·효과
1.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여포형 림프종에서 리툭시맙과 병용요법
2. 플루다라빈이 포함된 항암화학요법이 부적합하며 Binet stage B 또는 C에 해당하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의 일차 치료 요법
3.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에 적합하지 않고 진단 시 신경병증으로 인해 탈리도마이드 또는 보르테조밉의 투여가 부적합한 65세 이상의 Durie-Salmon stage III 또는 진
행성 stage II에 해당되는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프레드니손과 병용요법
용법·용량
항암화학요법제의 점적 투여는 경험이 있는 적합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암화학요법제를 투여함에 따라 혈액학적 독성이 증가하여 골수 기능 부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백혈구 및/또는 혈소판 수치가 각각 <3,000/µL 또는 <75,000/µL
까지 감소된 경우, 치료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여포형 림프종에서 리툭시맙과의 병용요법
		 4주 간격으로 벤다무스틴 염산염으로서 90 mg/m2(체표면적)을 1일 및 2일째에, 그리고 리툭시맙 375mg/m2을 1일째 정맥투여합니다. 최대 6주기 투여합니다.
○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단일요법
		 100 mg/m2(체표면적)을 4주 간격으로 1일 및 2일째에 투여합니다.
○ 다발골수종
		 4주 간격으로 벤다무스틴염산염 120 - 150 mg/m2을 1일 및 2일째에, 프레드니손 60 mg/m2을 1 - 4일 동안 정맥 또는 경구로 투여합니다.
		백혈구 및/또는 혈소판 수치가 각각 <3,000/µL 또는 <75,000/µL인 경우 투여를 중단 또는 연기하여야 합니다. 백혈구 수치가 >4,000/µL 및 혈소판 수치가
>100,000/µL로 증가한 후, 이 약을 다시 투여할 수 있습니다.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는 14 - 20일에 거쳐 최저에 도달하며 재생에는 3 - 5주가 소요됩니다. 투여 휴지기 동안에도 혈구 수치에 대한 주의깊은 모니터링이 권장됩니
다(사용상 주의사항-4번 참조).
		비혈액학적 독성의 경우 투여 용량 감량은 이전 주기의 CTC* 최저 등급을 참조합니다. CTC 3급 독성이 나타나면 50%까지의 투여 용량 감량을 권장하며 CTC 4급
독성의 경우 투여 중단을 권장합니다.
		 투여 용량 변경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감량된 용량을 치료 주기 1일 및 2일째에 투여하여야 합니다.
		 조제 및 투여 방법은 사용상 주의사항 중 10번의 적용상의 주의를 참조합니다.
		 ※ CTC(Common Toxicity Criteria): 미국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에서 제시한 독성분류기준
○ 간기능부전 환자
		약동학적 데이터에 따르면 경증의 간기능부전 환자 (혈청 빌리루빈 수치 <1.2 mg/dL)에 대한 용량 조절은 불필요합니다. 중등도의 간기능부전을 나타내는 환자 (혈
청 빌리루빈 1.2 - 3.0 mg/dL)에게는 30%의 용량 감량이 권고됩니다.
		 중증의 간기능부전 환자 (혈청 빌리루빈 수치 >3.0 mg/dL)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사용상 주의사항-1번 참조).
○ 신기능부전 환자
		약동학적 데이터에 따르면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10 mL/min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한 용량 조절은 불필요합니다. 중증의 신기능 부전 환자에 있어 사용 경험은 제
한적입니다.
<주사 용액 조제방법>
		 1) 조제방법
			 이 약은 바이알을 개봉한 즉시 혼화하여야 합니다.
			 혼화한 용액은 즉시 생리식염 주사액으로 희석하여야 합니다.
		 2) 혼화
			 25 mg의 벤다무스틴염산염이 포함되어 있는 바이알은 10mL의 주사용수로 흔들어 혼화합니다.
			 100mg의 벤다무스틴염산염이 포함되어 있는 바이알은 40mL의 주사용수로 흔들어 혼화합니다.
			 혼화액은 mL당 벤다무스틴염산염을 2.5 mg 함유하며 투명한 무색 용액의 성상을 나타냅니다.
		 3) 투여
			 용액이 투명해지는 즉시 (대개 5 - 10분 후), 투여용량을 생리식염 주사액으로 희석하며 최종 용량이 약 500 mL가 되도록 만듭니다.
			 이 약을 생리식염 주사액 이외의 다른 주사용수로 희석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약은 30 - 60분에 걸쳐 정맥 주사로 점적 투여합니다.
		 4) 기타 주의사항 :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10. 적용상의 주의” 항 참조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마십시오.
		1) 본제의 주성분 또는 부형제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수유부
		 3) 중증의 간기능 부전환자 (혈청 빌리루빈 >3.0 mg/dL)
		 4) 황달이 있는 환자
		 5) 중증의 골수 기능 저하 및 혈구 수치에 심각한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 (백혈구 및/또는 혈소판 수치가 각각 <3,000/μL 또는 <75,000/μL까지 감소 시)
		 6) 치료 시작 30일 내에 대수술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
		 7) 감염, 특히 백혈구 감소와 관련된 감염 환자
		 8) 황열병 백신 투여 환자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하십시오.
		1) 심질환이 있는 환자
			 이 약 투여 시 혈중 칼륨 농도를 주의깊게 모니터링 하여야 합니다. K+가 <3.5 mEq/L 또는 <3.5mmol/L일 경우 칼륨 보충이 필요하며 ECG를 측정해야 합니다.
		 2)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일반적 주의’ 중 ‘피임’ 및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항 참조)
3. 이상반응
		가장 흔하게 나타난 이상반응은 혈액학적 이상반응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피부계 독성 (알러지 반응), 전신 증상 (발열), 위장관 증상 (메스꺼움, 구토) 입니다.
		 표 1은 벤다무스틴염산염에서 얻은 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표 1
MedDRA분류
기관계
감염 및 기생충성
감염

매우 흔함
(10% 이상)

상세불명의백혈구
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림프구감소증

면역계 장애

신경계 장애

흔하지 않음
(1% - 0.1%)
폐포자충폐렴
(pneumocystis–
jirovecii –
pneumonia)

기회감염을 포함한
상세불명의감염 (예.
대상포진, 거대세포
바이러스, B형간염)

양성, 악성종양

혈액 및 림프계 장애

흔함
(10% - 1%)

종양용해증후군

골수형성이상증후군
급성골수성백혈병

출혈
빈혈
호중구감소증

범혈구감소증

매우 드묾
(0.01% 미만)

패혈증

원발성비정형성
폐렴

골수부전

용혈

불면증
어지러움

졸음
실성증

미각이상
이상감각
말초감각신경병증
항콜린성증후군
신경성장애
실행증
뇌염

심장 장애

심기능장애
(심계항진, 협심증)
부정맥

혈관 장애

저혈압
고혈압

호흡기, 흉부 및
종격동 장애

폐기능장애

폐섬유증

설사
변비
위염

출혈성식도염
위장관출혈

위장 장애

메스꺼움
구토

심장막삼출
심근경색증
심부전

빈맥
급성순환허탈

생식기계 및
유방 장애

무월경

불임

다기관부전

통증
오한
탈수
거식증

검사 수치

헤모글로빈 감소
크레아티닌 증가
요소 증가

AST 증가
ALT 증가
알칼린포스파타제
증가
빌리루빈 증가
저칼륨혈증

신장 및 비뇨기 장애

폐렴
폐포 출혈

스티븐-존슨 증후군
독성 표피 괴사용해
호산구증가와
전신증상을 동반한
약물발진 증후군
(DRESS 증후군)*

홍반
피부염
가려움증
반점구진성발진
다한증

피부 및 피하조직
장애

점막염
피로
발열

심방세동

정맥염

탈모
상세불명의피부장애
두드러기

전신 장애 및
투여부위 장애

빈도불명

아나필락시스반응
아나필락틱쇽
유사아나필락시스반응

상세불명의과민반응

두통

드묾
(0.1% - 0.01%)

신부전

		 * 리툭시맙 병용 요법
		벤다무스틴염산염과 알로푸리놀 병용투여 시 또는 알로푸리놀과 리툭시맙 병용투여 시, 몇 례의 스티븐-존슨 증후군과 독성 표피 괴사용해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벤다무스틴염산염과 리툭시맙 병용 시 호산구증가와 전신증상을 동반한 약물발진 증후군 (DRESS 증후군, Drug reaction with eosinophilia and systemic
symptoms)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CD4/CD8 비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림프구 수의 감소도 관찰된 바 있습니다. 면역 기능이 억제된 환자에서 감염 (예. 대상포진)의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혈관외 주사 후의 괴사 및 독성 표피 괴사용해, 종양 용해 증후군 및 아나필락시스가 별도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골수이형성 증후군, 골수증식성 질환,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및 기관지암을 포함한 이차성 종양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약과의 연관성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 치료 경험이 없는 저등급 B세포성 비호지킨 림프종과 외투세포 림프종
			 1) NHL 1-2003 시험
				이 시험은 진행성 저등급 비호지킨 림프종 및 외투세포 림프종 환자의 최적 (일차) 치료 요법을 위한 전향적 무작위배정 다기관 연구로, 시험약은 벤다무스틴
과 리툭시맙 (B-R) 병용요법 또는 리툭시맙, 사이클로포스파미드, 독소루비신, 빈크리스틴 (R-CHOP) 병용요법이었습니다. 각 시험군의 99% 이상의 거의
모든 환자에서 적어도 하나의 이상반응이 보고되었습니다. B-R 투여 군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한 (30% 이상의 환자에서 발생) 이상 반응은 백혈구 수 감소
(82%, 218명), 과립백혈구 수 감소 (54%, 145명), 구토 (42%, 113명) 및 헤모글로빈 감소 (38%, 101명)이었습니다. R-CHOP 투여 군에서 가장 흔하게 발
생한 이상 반응은 백혈구 수 감소 (90%, 228명), 과립백혈구 수 감소 (72%, 182명), 탈모 (71%, 179명), 헤모글로빈 감소 (58%, 145명), 구토 (46%, 115명),
말초감각신경병증 (31%, 78명) 및 혈소판 수 감소 (31%, 77명)이었습니다. R-CHOP 투여군에서 B-R 투여군보다 더 많이 발생한 이상반응은 탈모 (각 71%
및 16%), 말초감각신경병증 (각 31% 및 9%) 및 구내염 (각 25% 및 7%)이었습니다. B-R 투여군에서 R-CHOP 투여군보다 많이 발생한 이상반응은 발진 (
각 27% 및 16%)과 과민증 (각 18% 및 8%)이었습니다.
			 2) C18083/3064/NL/MN 시험
				이 시험은 진행성 저등급 비호지킨 림프종 또는 외투 세포 림프종 환자의 일차 치료에서 리툭시맙, 사이클로포스파미드, 독소루비신, 빈크리스틴 (R-CHOP)
병용요법 / 리툭시맙, 사이클로포스파미드, 빈크리스틴, 프레드니솔론 (R-CVP)과 벤다무스틴과 리툭시맙 (B-R) 병용요법을 비교한 공개-라벨, 무작위배
정, 평행군 연구입니다. B-R 투여군 전체 및 R-CHOP/R-CVP 투여군의 98%에서 적어도 하나의 이상 반응이 보고되었습니다. 두 치료군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한 (30% 이상의 환자에서 발생) 이상반응은 메스꺼움 [B-R 투여군 97명 (61%) 및 R-CHOP/R-CVP 투여군 79명 (48%)], 피로 [B-R 투여군 84명

(53%) 및 R-CHOP/R-CVP 투여군 85명 (51%)], 호중구감소증 [B-R 투여군 63명 (39%) 및 R-CHOP/R-CVP 투여군 66명 (40%)] 및 변비 [B-R 투
여군 52명 (33%) 및 R-CHOP/R-CVP 투여군 74명 (45%)]였다. B-R 투여군에서 R-CHOP/R-CVP 투여군보다 더 많이 발생한 이상 반응은 구토 (각
26% 및 13%) 및 발진 (각 16% 및 8%)이었습니다. R-CHOP/R-CVP 투여군에서 B-R 투여군보다 더 많이 발생한 이상반응은 탈모 (각 35% 및 3%) 및 말
초 신경병증 (각 25% 및 3%)이었습니다.
		 ※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73.02% (46/63명, 159건)로 보고
되었습니다. 이 중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중대한 이상사례 및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발현 빈도에 따라 아래 표에 나열하였습니다.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중대한 이상사례
6.35%(4/63명, 6건)

기관계

흔하게
(1%~ 10% 미만)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4.76%(3/63명, 4건)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

발진

발진

감염 및 기생충 감염

폐렴

폐렴

각종 위장관 장애

결장염

결장염

전신 장애 및 투여 부위 병태

발열

-

			 또한,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발현 빈도에 따라 다음의 표에 나열하였습니다.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
41.27%(26/63명, 48건)

기관계

비인두염, 상기도 감염, 모낭염, 기관지염, 후두염, 구강 칸디다증,
족 백선, 요로 감염

모낭염, 구강 칸디다증

각종 위장관 장애

소화 불량, 복통, 위통, 결장염, 위 식도 역류 질환, 가슴쓰림, 치통

소화 불량, 복통, 결장염, 가슴쓰림

임상 검사

체중 증가, 결합 빌리루빈 증가, 혈액 크레아틴 이상, 중성구 수 이상 혈액 크레아틴 이상, 중성구 수 이상

감염 및 기생충 감염

흔하게
(1%~ 10% 미만)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
11.11%(7/63명, 11건)

근골격 및 결합 조직 장애

관절통, 슬관절 통증, 근육 쇠약, 경부 통증, 어깨 통증

-

호흡기, 흉곽 및 종격 장애

기침, 코가 막힘, 구인두 통증

-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

여드름, 건성 피부

각종 신경계 장애

신경 병증, 기립 불내성

-

혈액 및 림프계 장애

혈소판 장애

혈소판 장애

전신 장애 및 투여 부위 병태 사지 부종

-

각종 정신 장애

섬망

섬망
-

각종 눈 장애

안 충혈

손상, 중독 및 시술 합병증

발목 골절

-

신장 및 요로 장애

야간뇨

-

4. 일반적 주의
		 1) 골수 억제
			이 약을 투여 시 골수 억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약의 투여와 관련된 골수 억제의 경우, 백혈구, 혈소판, 헤모글로빈 및 호중구를 적어도 1주 1회 간격으로 모니
터링 하여야 합니다. 다음 주기 치료를 시작하기 전 백혈구 및/또는 혈소판 수치로는 >4,000/µL 또는 >100,000/µL가 권장됩니다.
		 2) 감염
			벤다무스틴염산염 투여 후 박테리아 (패혈증, 폐렴) 및 폐포자충폐렴,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 그리고 거대세포바이러스와 같은 기회감염을 포함한 심각하고 치명
적인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벤다무스틴염산염 치료는 치료 완료 후 최소 7-9개월 동안 지속적인 림프구감소증 (<600/uL)과 CD4 양성 T세포 (보조 T세포)수
(<200/uL) 감소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림프구감소증 및 CD4 양성 T세포 감소는 벤다무스틴과 리툭시맙을 병용했을 때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벤다무스틴염산
염 투여 후 발생한 림프구감소증과 CD4 양성 T세포수 감소는 (기회)감염에 대한 감수성을 높입니다. CD4 양성 T세포 수가 낮은 경우 (<200/uL) 폐포자충폐렴
의 예방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환자들은 치료를 받는 동안 호흡기의 징후와 증상을 모니터링 받아야합니다. 환자들에게 열이나 호흡기의 증상을 포함한 감염의
새로운 징후를 즉시 보고하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기회)감염의 징후가 있는 경우 벤다무스틴염산염의 중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약 투여 후 열 또는 호흡기 증
상을 포함한 감염의 증상 또는 징후가 동반되는 골수 억제가 발생한 경우 전문의와의 상담이 권장됩니다.
			거대세포바이러스와 대상포진바이러스의 재발이 보고된 바 있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벤다무스틴염산염을 투여 받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에서 B형 간염 재활성화가 나타났습니다. 일부 사례는 급성 간부전 또는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였습니
다. 환자들은 벤다무스틴염산염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B형 간염 바이러스 (HBV)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B형 간염 검사에서 양성인 환자 (활성 상태인 환자
포함)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B형 간염 치료 전문가와 상담해야 하고 이 약의 치료 중 실시된 HBV 감염 검사에서 양성인 환자 또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벤다무스틴염산염으로 치료가 요구되는 HBV 보균자는 치료 기간 및 치료 종료 후 수개월 동안 HBV 감염 활성화의 징후 및 증상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 되어
야 합니다.
		 3) 피부 반응
			발진, 중증의 피부 반응 및 수포성 발진을 포함한 몇 례의 피부 반응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벤다무스틴염산염 투여 시 몇 례의 스티븐-존슨 증후군과 독성 표피 괴
사용해 및 호산구증가와 전신증상을 동반한 약물발진 증후군 (DRESS 증후군)이 보고되었고, 일부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러한 반응의 징후 및 증상에
대해 환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환자들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약 단독 및 다른 항암요법제 또는 알로푸리놀과 병용에
서도 발생하였습니다. 피부 반응은 치료 지속 시 중증도가 악화 될 수 있습니다. 피부 반응이 진행되면 벤다무스틴염산염의 투여를 보류하거나 중단하여야 합니다.
이 약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중증 피부반응의 경우 투여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4) 메스꺼움, 구토
			 메스꺼움 및 구토의 증상 완화를 위해 항구토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5) 종양 용해 증후군
			임상시험에서 이 약과 관련된 종양 용해 증후군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증상 발현은 이 약 초회 투여 시 48시간 내에 시작되며 처치하지 않을 경우 급성신부전 및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혈액화학검사 결과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수치의 유지(특히 칼륨 및 요산)를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료 시작 전에 요
산 저하 치료제 (알로푸리놀 및 라스부리카제) 사용을 고려해야합니다. 벤다무스틴염산염과 알로푸리놀 병용투여 시, 몇 례의 스티븐-존슨 증후군과 독성 표피 괴
사용해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6) 아나필락시스 반응
			임상시험에서 본 제 투여 시 주입 반응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증상은 대개 경증이었으며 발열, 오한, 가려움증 및 발진 등을 포함합니다. 드물게 중증의 아나필락시
스 반응 및 유사아나필락시스 반응(anaphylactoid reaction)이 발생하였습니다. 첫 주기 투여 후 주입 반응(infusion reaction)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입 반응을 경험한 환자군에 있어 중증의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차후 주기에서 항히스타민제, 해열제 및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의 투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급 또는 그 이상의 알러지 관련 반응을 나타내는 환자에게는 다시 투여하지 않습니다.
		 7) 피임
			 벤다무스틴염산염은 최기형성과 유전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임여성은 이 약 투여 전 및 투여 기간 내 효과적인 피임 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약을 투여 받은 남성 역시 투여 기간 내 및 투여 중단 후 6개월간 피임이 권장됩니다. 이 약 투여에 의한 비가역적 불임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치료 시작 전 정자
저장에 대한 상담이 권장됩니다.
		 8) 혈관외 주사
			혈관외 주사된 것이 확인되면 즉시 투여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잠깐의 흡인 후 주사 바늘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후 혈관외 주사 부위 조직을 차갑게 식히고 팔을
높은 곳에 위치하게 합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의 투여와 같은 추가적 치료에 대한 유익성은 알려진 바 없습니다.
		 9)	운전 또는 기계를 조작함에 있어서 이 약의 영향력은 연구된 바 없습니다. 이 약의 투여기간 중 실행증, 말초신경병증 및 졸음이 보고된 바 있으므로 환자는 이와 같
은 증상을 경험할 경우 운전 및 기계 조작과 같은 잠재적으로 위험성을 지닌 작업을 피하도록 합니다.
10) 심장 질환
			 벤다무스틴 투여 시 심근경색 및 심부전에 따른 치명적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심장질환이 있거나 그 이력이 있는 환자는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5. 상호작용
		 1) 상호작용에 대한 in vivo 연구는 시행된 바 없습니다.
		 2)	이 약을 골수억제제와 병용투여할 경우 이 약 및/또는 병용투여 제제의 골수에 대한 효과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골수의 기능을 억제
하는 모든 치료 약물들의 경우 이 약의 독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이 약을 사이클로스포린 또는 타크로리무스와 병용투여 할 경우 과도한 면역억제로 인한 림프구 증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세포 증식 억제제는 생-바이러스 백신 투여 후 항체 생성을 감소시킬 수 있고 감염의 위험도를 증가시켜 치명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저 질환에 의해 이
미 면역기능이 억제된 환자의 경우 그 위험도는 더욱 증가될 수 있습니다.
		 5)	벤다무스틴의 대사는 CYP450 1A2 동종효소가 관여합니다. 따라서 플루복사민, 시프로플록사신, 아시클로버 및 시메티딘과 같은 CYP1A2 저해제를 투여하는 경
우 상호작용의 잠재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 임부
			임부에 있어 벤다무스틴염산염 투여에 대한 데이터는 불충분합니다. 비임상시험에서 벤다무스틴염산염은 배아/태아 독성, 최기형성 및 유전독성을 나타냈습니다.
임신 기간동안 명백한 필요성 없이는 이 약을 투여하여선 안되며 태아 독성에 대한 정보가 임부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임신 기간 중 이 약의 투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이 약 투여 기간 내 임신하였을 경우, 환자에게 태아에 대한 위험 요소를 알려야 하며 주의깊게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유전자 상담의 가능성도 고려하
여야 합니다.
		 ○ 수유부
			 벤다무스틴의 유즙을 통한 분비는 알려진 바 없으나 수유 기간에는 투여하지 않습니다. 이 약 투여 기간 내에는 수유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7. 소아에 대한 투여
		소아 환자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소아 백혈병 환자들에 대한 단일 1/2상 임상시험에서 평가된 벤다무스틴에 대한 소아 환자들의 안전성
프로파일은 성인에서 확인된 안전성 프로파일과 일치하였습니다.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노인 환자에 있어 용량 조절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9. 과량투여시의 처치
		3주 간격으로 이 약을 30분에 걸쳐 1회 점적투여한 후의 최대내약용량(MTD)은 280 mg/m2로 확인하였습니다. 용량제한독성으로는 허혈성 ECG 변화와 같은 CTC
2급에 해당하는 심장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후의 연구에서 3주 간격으로 이 약을 1 - 2일째에 30분에 걸쳐 점적투여한 후의 최대내약용량(MTD)은 180 mg/m2로 확인되었습니다. 용량제한독성으로는 4급
에 해당하는 혈소판감소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투약 일정에서 심장 독성은 용량제한적이지 않았습니다.
		 ○ 처치
			본제에 대한 특별한 해독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혈액학적 이상반응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대처법은 골수 이식 및 수혈(혈소판, 농축적혈구) 또는 혈액성장인
자 투여 등이 있습니다.
			 벤다무스틴염산염 및 이 대사체는 일부 뇨로 배설됩니다.
10. 적용상의 주의
		 1) 점적주입 용액
			주사 용액 조제방법에 따라 주사용수로 혼화한 용액은 바이알에 보관시 25℃/60% RH 조건 하에서 3.5시간, 생리식염 주사액으로 희석한 용액은 폴리에틸렌
백에 보관시 2 - 8℃ 조건 하에서 2일간 물리화학적으로 안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미생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적주입 용액을 즉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 시 보관기간 및 조건에 대한 책임은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3)	이 약을 다룰 때에는 장갑, 보호복 등을 착용하여 흡입하거나 피부 및 점막 등의 부위와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접촉한 신체부위는 비누 및 물로 조심해서 헹궈내
야 하며 눈은 생리식염수로 헹궈냅니다. 가능한 한 작업은 laminar flow가 작동되는 안전한 작업대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액체-불투과성 및 흡착성의 일회용 호
일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임산부는 이와 같은 세포증식억제성 물질을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4) 이 약은 주사용수에 혼화하고 생리식염 주사액으로 희석하여 점적 정주합니다. 무균 조건 하에 실시합니다.
		 5) 바이알은 1회용입니다.
		 6)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나 또는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합니다.
11.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유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주의합니다.
		 3) 이 약을 광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외부 포장 그대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저장방법 차광밀봉용기, 직사광선을 피해 25℃ 이하에서 보관
포장단위 25mg : 5바이알, 100mg : 1바이알

※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첨부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야 하며 첨부문서는 항상 약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구입 당시 사용(유효)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변질, 변패 또는 오염되거나 손상된 제품은 구입처를 통하여 교환하여 드립니다.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첨부문서 작성일자 이후 변경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www.boryung.co.kr 또는 소비자상담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용어 설명 및 기타 자세한 의약품 정보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nedrug.mfds.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약제 투약 또는 복용 후 부작용(이상사례)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으로 문의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유효)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상담실 수신자부담전화 : 080-708-8088

수입 및 판매자 : 보령제약(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36
제조자 : Intas Pharmaceuticals Limited
Plot No 5-14, Pharmez, Near Village Matoda, Sarkhej-Bavla
National Highway No. 8-A, Sanand Taluka, Ahmedabad,
Gujarat, IN 382213, 인도

첨부문서 작성일자 : 2021년 06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