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라덱스 LA-10.8 mg 임플란트
고세렐린

이 안내서에는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이 안내서를 모두 주의 깊게 읽으
십시오.
• 이 전단지를 보관하십시오. 다시 읽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추가 질문이 있으면 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이 약은 당신에게만 처방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마십시오. 질병의 징후가 귀하와 동일하

더라도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 부작용이 있는 경우 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여기에는 이 책자에 나열되지 않은 가능한 모든 부

작용이 포함됩니다. 섹션 4를 참조하십시오.

이 전단지의 내용:
1. Zoladex LA의 정의와 용도
2. Zoladex LA를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3. 졸라덱스 LA 사용법
4. 가능한 부작용
5. 졸라덱스 LA 보관방법
6. 팩의 내용물 및 기타 정보

이 전단지에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정보가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경우 남성을 위한 정보라는 제목으로 표시됩니다.
• 정보가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경우 여성을 위한 정보라는 제목으로 표시됩니다.

1. Zoladex LA의 정의와 용도
Zoladex LA에는 고세렐린이라는 약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LHRH 유사체'라는 의약품 그룹에 속합니
다.

남성의 Zoladex LA 사용
남성의 경우 Zoladex LA는 전립선암 치료에 사용됩니다. 그것은 신체에서 생성되는 '테스토스테론'(호르
몬)의 양을 줄임으로써 작동합니다.

여성의 Zoladex LA 사용 여성의 경우 
Zoladex LA는 다음 용도로 사용됩니다.
• 호르몬에 의존하는 초기 및 진행성 유방암을 치료하십시오.
여성의 경우 Zoladex LA는 신체에서 생성되는 '에스트로겐'(호르몬)의 양을 줄임으로써 작동합니다.

2. Zoladex LA를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Zoladex LA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고세렐린 또는 이 약의 다른 성분(섹션 6에 나열됨)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경우(아래의 '임신 및 모유 수유' 섹션 참조).

위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Zoladex LA를 보유하지 마십시오. 확실하지 않은 경우 Zoladex LA를 복용하기 
전에 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와 상담하십시오.

경고 및 주의 사항
병원에 가면 Zoladex LA를 복용하고 있다고 의료진에게 알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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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ladex LA를 사용하기 전에 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와 상담하십시오.
• 고혈압이 있는 경우.
• 심장 박동 문제(부정맥)를 포함한 심장 또는 혈관 상태가 있거나 이러한 상태에 대한 약으로 치료를 받

고 있는 경우. Zoladex LA를 사용할 때 심장 박동 문제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뼈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 있는 경우, 특히 과음자, 흡연자, 골다공증(뼈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
는 상태)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잘못된 식단을 섭취하거나 항경련제( 간질 또는 발작을 위한 약) 또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스테로이드).

심각할 수 있는 Zoladex를 복용하는 환자에서 우울증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Zoladex를 복용하
고 우울한 기분이 나타나면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이러한 유형의 의약품은 뼈 칼슘 감소(뼈가 얇아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
Zoladex LA는 어린이에게 주어서는 안됩니다.

남성을 위한 정보
Zoladex를 사용하기 전에 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와 상담하십시오.
• 소변(물) 배출에 문제가 있거나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 당뇨병이 있는 경우. 
여성을 위한 정보
• 치료 초기에 유방암의 증상이 악화됩니다. 여기에는 통증이 증가하거나 영향을 받는 조직의 크기가 증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일반적으로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Zoladex LA 치료가 계
속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거나 불편하시다면의사와 상담.

기타 의약품 및 Zoladex LA
다른 약을 복용 중이거나 최근에 복용했거나 복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에게 
알리십시오. 여기에는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약과 한약이 포함됩니다.
Zoladex LA는 심장 박동 문제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일부 약물(예: 퀴니딘, 프로카인아미드, 아미오다론 
및 소탈롤)을 방해하거나 다른 약물(예: 메타돈(통증 완화 및 약물의 일부로 사용)과 함께 사용할 때 심장 박
동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중독 해독), 목시플록사신(항생제), 심각한 정신 질환에 사용되는 
항정신병제).

임신, 모유 수유 및 불임
•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 Zoladex를 복용하지 마십시오.
• 임신을 시도하는 경우 Zoladex를 복용하지 마십시오(Zoladex가 불임 치료의 일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 Zoladex를 복용하는 동안 '알약'(경구 피임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콘돔이나 다이어프램(캡)과 

같은 차단 피임법을 사용하십시오.

운전 및 기계 사용
Zoladex LA는 도구나 기계를 운전하거나 사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3. 졸라덱스 LA 사용법
• Zoladex LA 10.8 mg 임플란트는 12주마다 위장의 피부 아래에 주입됩니다. 이것은 의사나 간호사

가 수행합니다.
• 기분이 좋아도 Zoladex LA 치료를 계속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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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중단할 때가 되었다고 결정할 때까지 이 치료를 계속 받으십시오.

• Zoladex LA는 아로마타제 억제제 치료를 시작하기 최소 6-8주 전에 시작해야 하며 아로마타제 억
제제 치료 내내 계속해야 합니다.

다음 약속
• 12주마다 Zoladex LA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 항상 의사나 간호사에게 다음 주사 약속을 잡도록 상기시키십시오.
• 마지막 주사 후 12주보다 빠르거나 늦은 다음 주사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경우 의사나 간호사에게 알리

십시오.
• 마지막 주사 후 12주가 지났다면 의사나 간호사에게 연락하여 가능한 한 빨리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4. 가능한 부작용

모든 약과 마찬가지로 이 약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겪는 것은 아닙니다.

남성이나 여성에게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
이것들은 드물다. 증상에는 다음과 같은 갑작스러운 발병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피부에 발진, 가려움증 또는 두드러기.
• 얼굴, 입술, 혀 또는 기타 신체 부위가 부어오름.
• 숨가쁨, 쌕쌕거림 또는 호흡 곤란. 당신에게 이런 일
이 일어난다면,즉시 의사를 만나다.

Zoladex LA 주사 후 주사 부위 손상(복부 혈관 손상 포함)이 보고되었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지만 이로 
인해 심각한 출혈이 발생했습니다.즉시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다음 증상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 복통.
• 복부 팽창.
• 호흡 곤란.
• 현기증.
• 저혈압 및/또는 의식 수준의 변화.

기타 가능한 부작용:
매우 흔함(10명 중 1명 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안면 홍조와 발한. 때때로 이러한 부작용은 Zoladex를 중단한 후 일정 기간(수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 성욕 감소 및 발기 부전.
• Zoladex LA가 주입되는 통증, 타박상, 출혈, 발적 또는 부기.

흔함(10명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허리 통증이나 배뇨 문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의사와 상담.
• 치료 초기에 뼈 통증. 이런 일이 발생하면의사와 상담.
• 치료 초기에 암의 증상이 일시적으로 악화됩니다.
• 뼈가 얇아집니다.
• 혈당 수치가 상승합니다.
•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따끔거림.
• 피부 발진.
• 탈모.
• 살찌 다.
• 관절에 통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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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기능 감소 또는 심장 마비.
• 혈압의 변화.
• 유방의 부기와 부드러움.
• 기분의 변화(우울증 포함).

매우 드물다(10,000명 중 1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환각(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거나 느끼거나 듣는 것), 무질서한 생각 및 성격 변화를 포함할 수 있는 정신

병 장애라고 하는 정신과적 문제. 이것은 매우 드뭅니다.

• The development of a tumour of the pituitary gland in your head or, if you already have a tumour in 
your pituitary gland, Zoladex LA may make the tumour bleed or collapse. These effects are very rare. 
Pituitary tumours can cause severe headaches, feeling or being sick, loss of eyesight and becoming 
unconscious.

Not known (frequency cannot be estimated from the available data)

• Changes in your blood.
• Liver problems including jaundice.
• A blood clot in your lungs causing chest pain or shortness of breath.
• Inflammation of the lungs. The symptoms may be like pneumonia (such as feeling short of breath 

and coughing).
• Changes in ECG (QT prolongation).

Information for men

The following side effects can happen in men: Very 
common (may affect more than 1 in 10 people)
• Impotence.

Common (may affect up to 1 in 10 people)
• 허리 통증이나 배뇨 문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의사와 상담.
• 치료 초기에 뼈 통증. 이런 일이 발생하면의사와 상담.
• 심장 기능 감소 또는 심장 마비.
• 유방의 부기와 부드러움.
• 혈당 수치가 상승합니다.

여성을 위한 정보
여성에게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우 
흔함(10명 중 1명 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질의 건조.
• 유방 크기의 변화.
• 여드름은 매우 흔하게 보고되었습니다(종종 치료 시작 후 1개월 이내).

흔함(10명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두통.

드물다(1,000명 중 1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난소의 작은 낭종(부기)입니다. 이들은 대개 치료 없이 사라집니다.

• 일부 여성은 Zoladex LA 치료 중 조기 폐경에 들어가고 Zoladex LA 치료가 중단되면 생리가 다시 시
작되지 않습니다.

알 수 없음(사용 가능한 데이터에서 빈도를 추정할 수 없음)

4/6페이지



• 질에서 출혈. 이것은 Zoladex LA를 시작한 후 첫 달에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자체적으로 중단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되거나 불편하시다면,의사와 상담.

• 통증과 같은 근종의 증상이 약간 증가합니다.

이 가능한 부작용 목록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들 중 하나를 얻을 수 없습니다.

부작용 보고
부작용이 있는 경우 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여기에는 이 책자에 나열되지 않은 가능한 모든 부작
용이 포함됩니다. Yellow Card Scheme,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부작용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www.mhra.gov.uk/yellowcard 또는 Google Play 또는 Apple App Store에서 MHRA Yellow Card를 검색
하십시오.. 부작용을 보고함으로써 이 약의 안전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졸라덱스 LA 보관방법
• 의사가 처방전을 줄 수 있으므로 약국에서 약을 구해 다시 진료를 받을 때 의사에게 줄 수 있습니다.

• 이 약은 어린이의 눈과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원래 포장에 보관하고 밀봉을 뜯지 마십시오.
• 25°C 이상에서 보관하지 마십시오.
• 상자에 명시된 만료일 이후에는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만료 날짜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나타냅

니다.
• 폐수나 생활쓰레기로 약품을 버리지 마세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약을 버리는 방법은 약사에게 문의

하십시오. 이러한 조치는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팩의 내용물 및 기타 정보
Zoladex LA 10.8 mg 임플란트에 포함된 것
활성 물질은 고세렐린입니다. 각 Zoladex LA 10.8mg 임플란트에는 10.8mg의 고세렐린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다른 성분은 불활성 물질인 락타이드/글리콜라이드 공중합체입니다.

Zoladex LA 10.8 mg 임플란트의 외형과 팩 내용물
Zoladex LA 10.8 mg 임플란트는 미리 채워진 주사기에 있는 임플란트(매우 작은 펠렛)로 제공되며 의사나 간
호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Zoladex LA 10.8 mg 임플란트는 하나의 임플란트(주입) 팩으로 생산됩니다.

마케팅 허가 보유자

AstraZeneca UK Limited, 
600 Capability Green,
루턴, LU1 3LU,
영국.

제조사

AstraZeneca UK Limited, 
실크로드 비즈니스 파크, 
Macclesfield, Cheshire, 
SK10 2NA,
영국.

이 전단지는 2021년 11월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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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ladex는 AstraZeneca 그룹 회사의 등록 상표입니다.

ONC 21 0036a

기타 정보 출처

점자, 큰 활자 또는 오디오로 된 이 전단지를 듣거나 사본을 요청하려면 
무료로 전화하십시오.
0800 198 5000(영국만 해당)
다음 정보를 제공할 준비를 하십시오.
상품명
참조 번호

Zoladex LA 10.8 mg 임플란트 
17901/0065

왕립 시각 장애인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6/6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