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MNIPAQUE™(iohexol)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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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350 경막내 사용이 아님

섹션 I — 척수강 내 섹션 II — 혈관 내 섹
션 III — 구강/체강 사용

수신 전용

설명
Iohexol,N,N' - 비스(2,3-디히드록시프로필)-5-[N-(2,3-디히드록시프로필)-아세트아미도]-2,4,6-
트리요오도이소프탈아미드는 비이온성, 수용성 방사선 조영제입니다. 분자량 821.14(요오드 함량 
46.36%). 수용액에서 각각의 삼요오드화 분자는 해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화학 구조는 다
음과 같습니다.

OMNIPAQUE는 140, 180, 240, 300, 350mgI/mL의 요오드 농도로 멸균된 발열원 없는 무색~담황
색 용액으로 제공됩니다. OMNIPAQUE 140에는 mL당 140mg의 유기 요오드에 해당하는 302mg의 
요오헥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OMNIPAQUE 180은 mL당 180mg의 유기 요오드에 해당하는 
388mg의 요오헥솔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OMNIPAQUE 240은 mL당 240mg의 유기 요오드에 해당
하는 518mg의 요오헥솔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OMNIPAQUE 300은 mL당 300mg의 유기 요오드에 
해당하는 647mg의 요오헥솔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OMNIPAQUE 350에는 mL당 350mg의 유기 요
오드에 해당하는 755mg의 요오헥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오헥솔 용액의 각 밀리리터는 염산 또는 
수산화나트륨으로 pH를 6.8에서 7.7 사이로 조정한 1.21mg의 트로메타민과 0.1mg의 에데테이트 
칼슘 이나트륨을 함유합니다. 모든 용액은 오토클레이브에 의해 멸균되며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
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폐기해야 합니다. Iohexol 용액은 빛에 민감하므로 노출로부터 보호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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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농도에는 다음과 같은 물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순수한
점도

(cp)
집중

(mgI/mL)
삼투질 농도*

(mOsm/kg 물)
삼투압
(mOsm/L)

특정한
중력

20°C
2.3
3.1
5.8

11.8
20.4

37°C
1.5
2.0
3.4
6.3

10.4

37°C
1.164
1.209
1.280
1.349
1.406

140
180
240
300
350

* 증기압 삼투압 측정법으로.

322
408
520
672
844

273
331
391
465
541

OMNIPAQUE 140, OMNIPAQUE 180, OMNIPAQUE 240, OMNIPAQUE 300 및 
OMNIPAQUE 350은 위의 표에 표시된 혈장(285mOsm/kg 물) 또는 뇌척수액(301kgm)의 삼투
압 농도의 약 1.1~3.0배입니다. 사용 조건에서 고장성입니다.

섹션 I
임상 약리학 - 척수강 내

Iohexol은 뇌척수액(CSF)에서 혈류로 흡수되고 신장 배설에 의해 제거됩니다. 유의미한 대사, 탈
요오드화 또는 생체 변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추 경막강내 주사로 16~18밀리리터의 이오헥솔(180mgI/mL)을 투여받은 5명의 성인 환자에서 투
여 후 처음 24시간 이내에 주사된 용량의 약 88(73.1~98.2)%가 소변으로 배설되었습니다. 신장 및 
신체 청소율은 분당 99(47-137) 밀리리터 및 분당 109(52-138) 밀리리터였습니다. 평균 최대 혈장 
농도는 밀리리터당 119(72-177) 마이크로그램의 이오헥솔이었고 3.8(2-6) 시간 후에 발생했습니다. 
유통량은 킬로그램당 557(350-849) 밀리리터였습니다. 큰 척수 종양이 있는 한 환자에서 배설이 지
연되었고(처음 24시간 이내에 용량의 67%가 소변에 나타남) 48시간 후 소변의 전체 전체 회복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적절한 환자 조작과 함께 배지의 초기 농도 및 부피 및 배지가 배치되는 CSF의 부피는 달성할 수 있는 
진단 조영제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OMNIPAQUE 180, OMNIPAQUE 240 및 OMNIPAQUE 300은 기존 방사선 촬영에서 척추강 내 주
사 후 적어도 30분 동안 우수한 진단 조영제를 계속 제공합니다. iohexol의 느린 확산은 혈류로의 후
속 흡수와 함께 CSF 전체에서 발생합니다. 일단 전신 순환에 들어가면 iohexol은 혈청 또는 혈장 단
백질에 결합하는 경향이 거의 없습니다. 주사 후 약 1시간이 지나면 기존의 골수조영술에서 진단 품
질의 대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CT) 척수조영술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조
영제 정도가 감소할 수 있도록 몇 시간의 지연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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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지주막하강에 투여한 후, 컴퓨터 단층촬영상 흉부에서는 약 1시간, 경부에서는 약 2시간, 기저
조에는 3~4시간 후에 조영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애 환자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신 배설 감소로 인해 혈장 iohexol 농도가 연장될 수 있습니
다.

적응증 및 사용법 - 척수강내
OMNIPAQUE 180, OMNIPAQUE 240 및 OMNIPAQUE 300은 척수조영술(요추, 흉추, 경부, 전
주상) 및 컴퓨터 단층촬영(골수조영술, 수조조영술, 심실조영술)을 위한 조영증강을 포함한 성인의 
척추강 내 투여에 사용됩니다.

OMNIPAQUE 180은 척수조영술(요추, 흉부, 경추, 전주상)을 포함한 어린이의 척추강내 투여 및 컴
퓨터 단층촬영(골수조영술, 수조조영술)에 대한 조영증강에 적합합니다.

금기 사항 - 척추강 내
OMNIPAQUE는 iohexol에 과민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균혈증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국소 또는 전신 감염이 있는 경우 척수조영술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OMNIPAQUE와 함께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경막내 투여는 금기입니다.
과량투여의 가능성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인 반복 골수조영술은 금기입니다(용
량 및 투여 참조).

경고 - 일반
심각한 부작용 - 의도하지 않은 경막내 투여 척수강내 사용이 지시되지 않은 요오드화 조영제의 부주
의한 척수강내 투여로 인해 심각한 이상반응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이상반응에는 사망, 
경련, 뇌출혈, 혼수, 마비, 지주막염, 급성 신부전, 심장마비, 발작, 횡문근 융해증, 고열 및 뇌부종이 포
함됩니다. OMNIPAQUE 140 및 350이 척수강 내로 투여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농도의 OMNIPAQUE는 경막내 투여가 승인되었습니다.)

심한 피가 섞인 뇌척수액이 발견되면 환자에 대한 위험 측면에서 골수조영술 절차의 가능한 이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간질, 중증 심혈관 질환, 만성 알코올 중독 또는 다발성 경화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는 주의해야 합니
다.
고령 환자는 골수 조영술 후 더 큰 위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에서 절차의 필요성을 주의 
깊게 평가해야 합니다. 배지의 용량과 농도, 수화 및 사용 기술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항경련제를 투여받는 환자는 이 요법을 계속해야 합니다. 발작이 발생하면 디아제팜 또는 페노바르비
탈 나트륨을 정맥 주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경련제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발작 활동의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바르비투르산염의 사전투약을 고려해야 합니다.

바르비투르산염을 사용한 예방적 항경련제 치료는 이러한 경우 발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조
영제의 크거나 농축된 볼루스의 우발적인 두개내 유입의 증거가 있는 환자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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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작 역치를 낮추는 약물, 특히 항히스타민제 특성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여 페노티아진 유도체는 
OMNIPAQUE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기타에는 MAO 억제제, 삼환계 항우울제, 
CNS 각성제 및 진통제, 주요 진정제 또는 항정신병 약물로 설명되는 향정신성 약물이 포함됩니다. 이
러한 약물의 기여 역할은 확립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약물의 사용은 잠재적 이점과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의사의 평가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의사는 시술 전 최소 48시간과 시술 후 최소 24시간 동안 이러
한 약제를 중단했습니다.

많은 양의 배지 또는 농축된 볼루스의 우발적인 두개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 관리에 주의가 필
요합니다. 또한, 매체의 급속한 분산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두개내 농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을 기울여야 합니다(예: 적극적인 환자 움직임에 의해). 표준 방사선 촬영(CT 아님)을 위한 직접 수조
내 또는 심실 투여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보고된 비이온성 척수조영 매체를 사용한 주요 운동 발작 사례에서 다음 요인 중 하나 이상
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다음을 피하십시오.
• 권장 절차 또는 골수 관리에서 이탈.
• 간질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합니다.
• 과다 복용.
• 볼루스의 두개내 유입 또는 고농도 배지의 조기 확산.
• 신경이완제 또는 페노티아진계 항우울제를 사용한 약물.
• 시술 중, 들것 또는 침대에서 머리를 높이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과도하고 특히 활동적인 환자의 움직임 또는 긴장.

예방 조치 - 일반
방사선 불투과성 진단제를 사용하는 진단 절차는 사전 교육을 받고 수행할 특정 절차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갖춘 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조영제 자체에 대한 중증 반응의 응급 처치뿐만 아
니라 절차의   모든 합병증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방사선 불투과성 약제의 비
경구 투여 후 심각한 지연 반응이 발생하였으므로 유능한 인력 및 응급 시설을 최소 30~60분 동안 사
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 반응 참조.)

준비 탈수는 위험하며 진행성 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 당뇨병 환자 및 감수성이 있는 비당뇨병 환자
(종종 기존 신장 질환이 있는 노인)에서 급성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탈수는 조영
제의 삼투성 이뇨 작용에 의해 강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iohexol을 포함한 모든 조영제 투여 전
후에 환자에게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심각한,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아나필락시양, 심혈관 또는 중추 신경계 반응을 포함한 반응의 가
능성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이상 반응 참조). 따라서 중대 반응의 즉각적인 처리를 위해 행동 과정을 
사전에 신중하게 계획하고 반응이 발생할 경우 적절하고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수성 환자에서 특이한 반응의 가능성은 항상 고려되어야 합니다(이상 반응 참조). 감수성 인구에는 
조영제에 대한 이전 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요오드 자체에 대한 과민성이 알려진 환자 및 알려진 임
상 과민증이 있는 환자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기관지 천식, 꽃가루 알레르기 및 음
식 알레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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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특발성 반응의 발생은 여러 사전 테스트 방법의 사용을 촉발했습니다. 그러나 사전 검사는 심
각한 반응을 예측하는 데 의존할 수 없으며 그 자체로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및 과민
증에 중점을 둔 철저한 병력청취는 조영제를 주입하기 전에 사전검사보다 잠재적인 이상반응을 예측
하는 데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또는 과민증의 양성 병력이 진단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조영제 사용을 임의로 금하
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이상 반응 참조). 이러한 환자에서 가능한 알레르기 반응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항히스타민제 또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사전 투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전처리는 심각한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을 예방하지는 않지만 발병
률과 중증도를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중증의 신부전 또는 부전이 있는 환자에서 담즙으로의 느린 제거와 함께 약물의 보상적 담즙 배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기능 부전이 있는 환자는 이익의 가능성이 추가 위험을 분명히 상회하
지 않는 한 검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조영제 투여는 절차와 적절한 환자 관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격을 갖춘 직원이 수행해야 합니다
(환자 관리 참조). 모든 척추 천자에는 멸균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OMNIPAQUE를 주입하는 경우, 조영제를 주사기에 집어넣
어 즉시 사용해야 합니다.
일회용이 아닌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미량의 세척제에 의한 잔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세심
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경구 제품은 투여 전에 미립자 물질 및 변색에 대해 육안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입자상 물질이나 
변색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반복 절차: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순차 또는 반복 검
사가 필요한 경우 체내에서 약물이 정상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적절한 투여 간격을 준수해야 합니
다(용량 및 투여 및 임상 약리학 참조).

환자(또는 해당하는 경우 어린이)를 위한 정보
주사 가능한 방사선 불투과성 진단제를 투여받는 환자는 다음을 지시해야 합니다. 1. 임신
한 경우 의사에게 알리십시오(임상 약리학 참조).
2. 당뇨병이 있거나 다발성 골수종, 갈색 세포종, 동형 접합 겸상 적혈구 질환 또는 알려진 갑

상선 장애가 있는 경우 의사에게 알리십시오(경고 참조).

3. 약물,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이전에 엑스레이 검사에 사용된 염료 주사에 반응이 있는 경우 
의사에게 알리십시오(예방 조치 - 일반 참조).

4. 이 약을 투여받기 전에 비처방약을 포함하여 현재 복용하고 있는 다른 약에 대해 의사에게 알리십
시오.

약물 상호 작용
발작 역치를 낮추는 약물, 특히 항히스타민제 또는 항우울제 특성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는 페노티아
진 유도체는 OMNIPAQUE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기타에는 모노아민 산화효소
(MAO) 억제제, 삼환계 항우울제, CNS 각성제, 진통제로 설명되는 향정신성 약물, 주요 진정제 또는 
항정신병 약물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약물은 골수조영술 최소 48시간 전에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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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조영술 중 또는 후에 메스꺼움이나 구토를 조절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시술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다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의 비선택적 절차에서는 항경련제의 
예방적 사용을 고려하십시오.

발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손상
발암 가능성, 돌연변이 유발 또는 OMNIPAQUE가 남성 또는 여성의 생식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장기간의 동물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임신 카테고리 B
생식 연구는 권장 인간 용량의 100배까지 랫트와 토끼에서 수행되었습니다. OMNIPAQUE로 인해 생
식 능력이 손상되거나 태아에 해를 끼친다는 증거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산부에 대한 연구
는 없습니다. 동물 생식 연구에서 항상 사람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약은 분명히 필
요한 경우에만 임신 중에 사용해야 합니다.

수유부
iohexol이 모유로 어느 정도 배설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사 가능한 조영제
는 변화 없이 모유로 배설됩니다. 수유 중인 영아에서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입증되
지 않았으나 수유부에게 혈관내 조영제를 투여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OMNIPAQUE 투여 후 24시
간 동안 젖병 수유를 모유 수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소아용
조영제 투여 중 이상 반응을 경험할 위험이 더 높은 소아 환자에는 천식, 약물 및/또는 알레르겐에 대
한 민감성, 울혈성 심부전, 혈청 크레아티닌이 1.5mg/dL 이상 또는 12개월 미만인 환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상 반응—척수강 내
The most frequently reported adverse reactions with OMNIPAQUE are headache, mild to moderate 
pain including backache, neckache and stiffness, nausea, and vomiting. These reactions usually 
occur 1 to 10 hours after injection, and almost all occur within 24 hours. They are usually mild to 
moderate in degree, lasting for a few hours, and usually disappearing within 24 hours. Rarely, 
headaches may be severe or persist for days. Headache is often accompanied by nausea and 
vomiting and tends to be more frequent and persistent in patients not optimally hydrated. Transient 
alterations in vital signs may occur and their significance must be assessed on an individual basis. 
Those reactions reported in clinical studies with OMNIPAQUE are listed below in decreasing order of 
occurrence, based on clinical studies of 1531 patients.
Headaches: 척수조영술 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은 두통이었으며, 발생률은 약 18%
였습니다. 두통은 조영제의 직접적인 영향이나 경막 천자 부위의 뇌척수액 누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를 관리함에 있어 뇌척수액 누출 가능성을 조절하는 것보다 자세 관리를 통해 
조영제의 두개내 유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환자 관리 참조).

통증:약 8%의 발생률로 주사 후 요통, 목 통증 및 뻣뻣함, 신경통을 포함한 경증 내지 중등도의 통증
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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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스꺼움 및 구토:메스꺼움은 약 6%의 발생률과 약 3%의 구토로 보고되었습니다(환자 관리 참조). 
정상적인 수분 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페노티아진계 진통제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습
니다. (경고—일반 사항 참조) 일반적으로 메스꺼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환자를 안심시키는 것이 필요
합니다.
현기증:환자의 약 2%에서 일시적인 현기증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반응:0.1% 미만의 개별 발생률에서 발생하는 기타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거움, 저혈압, 긴
장과다, 열감, 발한, 현기증, 식욕 상실, 졸음, 고혈압, 눈부심, 이명, 신경통, 감각 이상, 배뇨 곤란, 및 
신경학적 변화. 모두 일시적이었고 임상적 후유증이 없었다.

소아과
152명의 요추 천자에 의한 소아 척수조영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조 임상 시험에서 OMNIPAQUE 
180 사용 후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일반적으로 성인보다 빈도가 적었습니다.

두통:
구토:
요통:
기타 반응:0.7% 미만의 개별 발생률로 발생하는 기타 반응으로는 발열, 두드러기, 복통, 환각, 신
경학적 변화가 있습니다. 모두 일시적이었고 임상적 후유증이 없었다.

9%
6%

1.3%

조영제에 대한 일반적인 부작용
의사는 위에서 논의한 것 외에도 부작용, 특히 다른 비이온성, 수용성 골수조영 매체에 대해 문헌에 
보고된 다음 반응과 드물게 iohexol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경련, 
무균 및 세균성 뇌수막염, CNS 및 기타 신경학적 장애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무균성 뇌수막염 증후군이 드물게 보고되었습니다(0.01% 미만). 일반적으로 뚜렷한 두통, 메스꺼움 
및 구토가 선행되었습니다. 발병은 일반적으로 시술 후 약 12-18시간에 발생했습니다. 눈에 띄는 특
징은 뇌수막염, 발열이었고 때로는 안구 운동 징후와 정신 착란이었습니다. 요추 천자는 높은 백혈구 
수, 높은 단백질 함량, 낮은 포도당 수준 및 유기체 부재를 나타냅니다. 이 상태는 일반적으로 발병 후 
약 10시간 후에 자발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하여 2~3일에 걸쳐 완전히 회복됩니다.

알레르기 또는 특발성:오한, 발열, 심한 발한, 가려움증, 두드러기, 코막힘, 호흡곤란, 길랭-바레 증
후군의 경우.
CNS 자극:환각, 이인화, 기억상실, 적개심, 약시, 복시, 광공포증, 정신병, 불면증, 불안, 우울증, 감
각과민, 시각 또는 청각 또는 언어 장애, 혼란 및 방향 감각 상실과 같은 경미하고 일시적인 지각 이
상. 또한 권태감, 쇠약, 경련, EEG 변화, 수막반, 반사과다 또는 반사신경마비, 긴장과다 또는 이완, 
편마비, 마비, 사지마비, 안절부절, 떨림, 음향음향, 반향음동, 자세고정증, 뇌출혈, 연하장애가 나타
났다.

심각한 정신 장애도 드물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정도의 실어증, 정신
적 혼란 또는 방향 감각 상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10시간에 발병하며 후유증 없이 약 
24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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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동요 또는 몇 가지 경우에 졸음, 혼미 및 혼수 상태에 이르는 점진적인 위축으로 나타납니다.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일방적 또는 양측 시력 상실을 포함하여 일시적인 청력 상실 또는 기타 청
각 증상 및 시각 장애(주관적이거나 망상적이라고 생각됨)가 몇 가지 경우에 동반되었습니다. 한 사
례에서 경련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피질의 시력 상실이 보고되었습니다. 심실 차단이 보고되었습니
다. 반응 사건에 대해 다양한 정도의 기억 상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다리 또는 안구 근육의 일시적인 쇠약이 지속적이기는 하지만 보고되었습니다. 말초 신경병
증은 드물고 일시적입니다. 여기에는 감각 및/또는 운동 또는 신경근 장애, 척수염, 지속적인 다리 근
육통 또는 약화, 제6신경 마비 또는 말미 증후군이 포함됩니다. 근육 경련, fasciculation 또는 
myoclonia, 척추 경련 또는 경련은 드물며 소량의 diazepam 정맥주사에 즉시 반응했습니다. 일반
적으로 요오드화 조영제의 비경구 투여 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응은 모든 비이온성 제제에서 
가능합니다. 수용성 조영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의 약 95%는 경증에서 중등도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의 아나필락시양 반응 및 치명적인 반응,

주사 가능한 조영제에 대한 부작용은 화학독성 반응과 특이 반응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화학독성 반응은 조영제의 물리화학적 특성, 용량 및 주사 속도에 따라 발생합니다. 조영제에 의해 관
류되는 모든 혈역학적 장애 및 장기 또는 혈관 손상이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특이한 반응에는 다른 모든 반응이 포함됩니다. 20~40대 환자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특이한 반응
은 주사된 용량, 주사 속도, 방사선 촬영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
발성 반응은 경미한, 중등도, 중증으로 세분화됩니다. 경미한 반응은 자체 제한적이며 지속 시간이 짧
습니다. 심각한 반응은 생명을 위협하며 치료가 시급하고 의무적입니다.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보고된 조영제 이상반응 발생률은 일반 인구의 2배입니다. 조영제에 
대한 이전 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는 다른 환자보다 3배 더 민감합니다. 그러나 조영제에 대한 민감
도는 반복 검사로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사 가능한 조영제에 대한 대부분의 이상반응은 주사 시작 후 1~3분 이내에 나타나지만 지연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다 복용
OMNIPAQUE 과량투여의 임상 결과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비이온성 골수 조영 매체
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는 CNS 매개 반응의 빈도와 중증도가 잠재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에 주
의해야 합니다. 권장 용량을 사용하더라도 절차 중 또는 절차 직후에 환자를 잘못 관리하여 배지의 
많은 부분이 의도하지 않은 조기 두개내 유입을 허용하는 경우 과량 투여와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
니다.

수조내 LD50OMNIPAQUE의 값(체중 킬로그램당 요오드 그램 단위)은 생쥐에서 2.0보다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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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 및 투여 - 경막내
투여할 OMNIPAQUE 180, OMNIPAQUE 240 또는 OMNIPAQUE 300의 양과 농도는 검사 중인 영
역과 사용된 장비 및 기술에 필요한 조영제의 정도와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180 mgI/mL 농도의 OMNIPAQUE 180, 240 mgI/mL 농도의 OMNIPAQUE 240 또는 300 mgI/
mL 농도의 OMNIPAQUE 300은 성인의 요추, 흉부 및 경추 검사에 권장됩니다. 요추 또는 직접 경
부 주사와 CSF에 약간 고장력이 있습니다.

180 mgI/mL 농도의 OMNIPAQUE 180은 요추 주사에 의한 소아의 요추, 흉부 및 경추 검사에 권장
되며 CSF에 약간 고장력이 있습니다.

단일 골수조영검사에서 성인의 경우 요오드 총량 3060mg 또는 농도 300mgI/mL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어린이의 경우 총 요오드량 2700mg 또는 농도 180mgI/mL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현재까지의 임상 시험 평가를 기반으로 합니다. 모든 진단 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각화를 
생성하기 위해 최소 부피와 선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절차에는 최대 용량이나 농도가 필요
하지 않습니다.

마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물 전 진정제나 진정제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주의사항 참
조). 환자는 조영제 투여 전후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발작이 일어나기 쉬운 환자는 항경
련제를 계속 복용해야 합니다. 많은 방사선 불투과성 조영제는 호환되지 않습니다.시험관 내일부 항
히스타민제 및 기타 여러 약물과 함께; 따라서 동시 약물을 조영제와 물리적으로 혼합해서는 안 됩니
다. 주입 비율:CSF와의 과도한 혼합과 그에 따른 조영제의 희석을 피하기 위해 1~2분에 걸쳐 천천히 
주입해야 합니다.

절차에 필요할 수 있는 예상되는 조영제의 양에 따라 지주막하 공간의 팽창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
량의 뇌척수액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주막하강에 주사한 후 OMNIPAQUE를 제거할 필요가 없으므로 요추 또는 경추 천자바늘은 주사 직
후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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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성인의 요추, 흉부, 경부 및 총주상 척수조영술에 사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권장 총 용량은 
다음과 같이 1.2gI ~ 3.06gI입니다.

집중
(mgI/mL)

용량
(mL)

정량
(미군 병사)절차

요추
Myelography
(via lumbar
injection)

Formulations

OMNIPAQUE 180
OMNIPAQUE 240

180
240

10-17
7-12.5

1.8-3.06
1.7-3.0

Thoracic
Myelography
(via lumbar
or cervical
injection)

OMNIPAQUE 240
OMNIPAQUE 300

240
300

6-12.5
6-10

1.7-3.0
1.8-3.0

Cervical
Myelography
(via lumbar
injection)

OMNIPAQUE 240
OMNIPAQUE 300

240
300

6-12.5
6-10

1.4-3.0
1.8-3.0

Cervical
Myelography
(via C1-2
injection)

OMNIPAQUE 180
OMNIPAQUE 240
OMNIPAQUE 300

180
240
300

7-10
6-12.5
4-10

1.3-1.8
1.4-3.0
1.2-3.0

Total
Columnar

Myelography
(via lumbar
injection)

OMNIPAQUE 240
OMNIPAQUE 300

240
300

6-12.5
6-10

1.4-3.0
1.8-3.0

Pediatrics: The usual recommended total doses for lumbar, thoracic, cervical, and/or total 
columnar myelography by lumbar puncture in children are 0.36 gI to 2.7 gI (see table below). 
Actual volumes administered depend largely on patient age and the following guidelines are 
recommended.

Conc.
(mgI/mL)

180
180
180
180
180

Volume
(mL)
2-4
4-8

5-10
5-12
6-15

Dose
(gI)

0.36-0.72
0.72-1.44

0.9-1.8
0.9-2.16
1.08-2.7

Age
0 to < 3 mos.
3 to < 36 mos.
3 to < 7 yrs.
7 to < 13 yrs.
13 to 18 y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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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에서 조영제를 꺼낼 때는 멸균 주사기를 사용하여 무균 상태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척추 
천자는 항상 무균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비경구 제품은 투여 전에 입자상 물질 또는 변색이 있는지 육안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입자상 물질
이나 변색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반복 절차: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순차 또는 반
복 검사가 필요한 경우 체내에서 약물이 정상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적절한 투여 간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재검사 전에 최소 48시간의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5~7일이 권장됩니다.

환자 관리 - 일반적인 환자 관리를 위한 척수강 
내 제안

절차와 관련된 합병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상 환자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사전 절차
• 최소 48시간 전에 신경이완제(페노티아진, 예: 클로르프로마진, 프로클로르페라진 및 프로

메타진 포함)의 중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시술 2시간 전까지는 정상적인 식사를 유지하십시오.
• 절차까지 수화액을 확인하십시오.

시술 중
• 만족스러운 조영제에 필요한 최소 용량과 농도를 사용하십시오(용량 및 투여 참조).

• 모든 포지셔닝 기술에서 환자의 머리를 척추의 가장 높은 위치보다 높게 유지하십시오.
• 움직이는 조영제에서 테이블 머리를 15° 이상 낮추지 마십시오.
• 과도한 전만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주입을 위한 측면 위치와 중간 두족골의 움직임을 고려합니다.

• 과도한 혼합을 피하기 위해 천천히(1-2분에 걸쳐) 주입하십시오.
• 볼루스로 유지하려면 중간 영역을 원위 영역으로 이동합니다.매우 느리게 . 형광투시 모니터링을 사용합니다.
• 볼루스의 두개내 진입을 피하십시오.
• 매체의 초기 및 높은 세팔라드 분산을 피하십시오.
• CSF와 배지의 과도한 혼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갑작스럽거나 적극적인 환자 움직임을 피하십시오. 환자

에게 남아 있으라고 지시수동적인 . 환자 이동느리게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만.

시술 후
• 환자를 들것 위로 옮기기 전에 들것의 머리를 30° 이상 올리십시오.
• 들것에 오르내리는 움직임은 환자가 완전히 수동적인 상태에서 천천히 이루어져야 하며,헤

드업 위치.
• 환자를 침대로 옮기기 전에 침대 머리를 30°~45° 올리십시오.
• 환자에게 특히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침대에 가만히 있거나 앉거나 반쯤 앉은 자세를 유지하도록 조언합

니다.
• 골수 조영술 후 최소 12시간 동안 면밀히 관찰하십시오.
• 환자를 조용하게 유지하기 위해 방문자의 협조를 얻습니다.헤드업 특히 처음 몇 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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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액을 권장합니다. 용인되는 다이어트.
• 메스꺼움이나 구토가 발생하는 경우 , 페노티아진계 진통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지속적인 메

스꺼움과 구토는 탈수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정맥 수액으로의 교체를 즉시 고려하는 것이 좋습
니다.

대체 후처리 방법
• 비이온성 수용성 조영제에 대한 최근 증거에 따르면 환자의 골수조영술을 똑바로 세운 자세로 

유지(휠체어 또는 보행을 통해)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립 자세
는 배지의 상향 분산을 지연시키고 척추 지주막 흡수를 최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2절
임상 약리학 - 혈관 내

혈관내 주사 후, iohexol은 세포외액 구획에 분포되고 사구체 여과에 의해 변화 없이 배설됩니다. 상
당한 혈액 희석이 발생할 때까지 내부 구조의 방사선 가시화를 허용하는 조영제의 흐름 경로에 있는 
혈관을 불투명하게 합니다.

주입된 용량의 약 90% 이상이 처음 24시간 이내에 배설되며, 최대 소변 농도는 투여 후 첫 시간에 발
생합니다. 혈장 및 소변 iohexol 수치는 iohexol 체내 청소율이 주로 신장 청소율로 인한 것임을 나타
냅니다. 500mgI/kg에서 1500mgI/kg으로 용량을 증량해도 약물의 클리어런스는 크게 변하지 않습
니다. 16명의 성인 인간 피험자에게 iohexol(500mgI/kg ~ 1500mgI/kg)을 정맥내 투여한 후 다음
과 같은 약동학적 값이 관찰되었습니다. 전신 청소율 - 131(98-165) mL/분; 및 분포 부피 - 
165(108-219) mL/kg.

신장 축적은 정맥 주사 후 빠르면 1분에 신장 통로의 최대 혼탁 기간이 시작될 정도로 충분히 빠릅니
다. 요로조영술은 5분에서 15분 사이에 최적의 조영제가 발생하며 약 1분에서 3분 후에 분명해집니
다. 신병증 상태, 특히 배설 능력이 변경된 경우 배설 속도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할 수 있으며 주
사 후 혼탁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신장 손상은 수집 시스템의 진단적 혼탁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신장 손상 정도에 따라 장기간의 혈장 iohexol 수치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와 미
성숙 신장을 가진 영아의 경우, 담낭을 통해 소장으로 배설되는 경로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Iohexol은 혈청 또는 혈장 단백질에 대해 낮은 친화성을 나타내며 혈청 알부민에 잘 결합되지 않
습니다.
중요한 대사, 탈요오드화 또는 생체 변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OMNIPAQUE는 아마도 단순 확산에 의해 인간의 태반 장벽을 통과할 것입니다. iohexol이 모유
로 어느 정도 배설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동물 연구에 따르면 iohexol은 혈관 내 투여 후 손상되지 않은 혈액-뇌 장벽을 상당한 정도
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OMNIPAQUE는 방사선 효율의 증대를 통해 컴퓨터 단층 촬영 영상을 향상시킵니다. 밀도 향상 정도
는 투여량의 요오드 함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최고 요오드 혈중 농도는 빠른 정맥 주사 직후
에 발생합니다. 혈액 수치는 5~10분 이내에 급격히 떨어지고 혈관 구획 반감기는 약 20분입니다. 이
것은 혈관의 희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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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장 농도의 초기 급격한 감소를 유발하는 혈관외액 구획. 세포외 구획과의 평형은 약 10분 내에 도달
합니다. 그 후, 하락은 기하급수적으로 됩니다.

정상 및 비정상 조직 모두에서 iohexol의 약동학은 가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영제 강화는 볼
루스 투여 직후(15초 ~ 120초)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주사 후 30~90초 이내에 수행되
는 일련의 연속 2~3초 스캔(즉, 동적 컴퓨터 단층 촬영 영상)에 의해 가장 큰 향상이 감지될 수 있습니
다. 연속 스캔 기술(즉, 동적 CT 스캔)을 사용하면 종양 및 농양과 같은 기타 병변의 진단 평가를 향상
시키고 진단 평가를 개선할 수 있으며, 때때로 의심하지 않거나 더 광범위한 질병을 드러낼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낭종은 조영 전과 강화 스캔을 비교할 때 혈관화된 고형 병변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관
류되지 않은 질량은 변하지 않은 X선 흡수(CT 번호)를 보여줍니다. 혈관화된 병변은 혈관내 조영제를 
일시 투여한 후 몇 분 안에 CT 수의 증가를 특징으로 합니다. 악성, 양성 또는 정상 조직일 수 있지만 
낭종, 혈종 또는 기타 비혈관 병변은 아닐 것입니다.

비증강 스캔은 개별 환자에게 적절한 진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및 방사선 노출 증
가와 관련될 수 있는 조영제 사용 결정은 임상, 기타 방사선 및 조영증강되지 않은 CT 소견에 대한 
신중한 평가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머리의 CT 스캔
이와 대조적으로 향상된 컴퓨터 단층 촬영 헤드 이미징과 달리 OMNIPAQUE는 정상적인 혈액-뇌 장
벽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뇌 조직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정상 뇌에서 엑스레이 흡수의 증가는 혈액 
풀 내에 조영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뇌의 악성 종양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혈액-뇌 장벽의 파
괴는 종양의 간질 조직 내에 조영제가 축적되도록 한다. 인접한 정상 뇌 조직에는 조영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직의 최대 조영증강은 최고 혈중 요오드 수치에 도달한 후에 자주 발생합니다. 최대 대비 향상이 지
연될 수 있습니다. 정맥내 볼루스 투여 후 최대 1시간까지 뇌의 진단 대비 강화 영상을 얻을 수 있었습
니다. 이러한 지연은 방사선학적 조영증강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병변 내부와 혈액 풀 외부에 축적된 
요오드에 의존한다는 것을 암시하지만, 이것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동정맥 기형 
및 동맥류와 같은 비종양 병변의 방사선학적 향상은 아마도 순환 혈액 풀의 요오드 함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뇌장벽이 파괴된 것으로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환자에서 방사선 조영제의 사용은 이익에 대한 개
별 위험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온성 매질에 비해 비이온성 매질은 중추신경계에 덜 
독성이 있습니다.

신체의 CT 스캔
대조적으로 향상된 컴퓨터 단층 촬영 신체 영상(비신경 조직)과 달리 OMNIPAQUE는 혈관에서 혈관
외 공간으로 빠르게 확산됩니다. X선 흡수의 증가는 장벽이 없기 때문에 혈류, 조영제의 농도 및 종양
의 간질 조직에 의한 조영제의 추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영증강은 정상 조직과 비정상 조직 
사이의 혈관외 확산의 상대적인 차이에 기인하며, 이는 뇌의 조직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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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및 사용법,
일반 - 혈관내

OMNIPAQUE 350은 성인을 대상으로 심장 조영술(심실 조영술, 선택적 관상 동맥 조영술), 대동맥 
뿌리, 대동맥궁, 상행 대동맥, 복부 대동맥 및 그 가지 연구를 포함한 대동맥 조영술, 컴퓨터 단층 촬
영 머리 및 신체 영상을 위한 조영제 향상, 정맥 디지털 빼기 혈관 조영술에 적합합니다. 머리, 목, 복
부, 신장 및 말초 혈관, 말초 동맥 조영술 및 배설 요로 조영술.

OMNIPAQUE 350은 어린이에게 혈관조영술(심실조영술, 폐동맥조영술, 정맥조영술, 대동맥 뿌리, 
대동맥궁, 상행 및 하행 대동맥을 포함하는 측부 동맥 및 대동맥 조영술)에 적합합니다.

OMNIPAQUE 300은 대동맥궁, 복부 대동맥 및 그 가지 연구, 컴퓨터 단층 촬영 머리 및 신체 영
상을 위한 조영증강, 뇌동맥조영술, 말초정맥조영술(정맥조영술) 및 배설 요로조영술을 포함한 
대동맥 조영술을 위해 성인에게 적합합니다.

OMNIPAQUE 300은 심장 혈관 조영술(심실 조영술), 배설 요로 조영술 및 컴퓨터 단층 촬영 머리 영
상을 위한 조영제 향상을 위해 어린이에게 적합합니다.
OMNIPAQUE 240은 컴퓨터 단층 촬영 머리 영상 및 말초 정맥 조영술(정맥 조영술)을 위한 조영
제 강화를 위해 성인에게 사용됩니다.
OMNIPAQUE 140은 성인에서 머리, 목, 복부, 신장 및 말초 혈관의 동맥 내 디지털 감산 혈관조영술
에 적합합니다.
OMNIPAQUE 240은 컴퓨터 단층 촬영 머리 영상을 위한 조영제 향상을 위해 어린이에게 사용됩니
다.

금기 사항
OMNIPAQUE는 iohexol에 과민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경고 - 일반
비이온성 요오드 조영제는 혈액 응고를 억제하고,시험관 내, 이온 조영제보다 적습니다. 혈액이 
비이온성 조영제가 들어 있는 주사기와 계속 접촉할 때 응고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온 및 비이온 조영제를 사용한 혈관조영술 과정에서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유발하는 심각하고 드물
게 치명적이며 혈전색전증이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혈전색전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히 혈관 조영
술 시 세심한 혈관 내 투여 기술이 필요합니다. 시술 기간, 카테터 및 주사기 재료, 기저 질환 상태, 병
용 약물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이 혈전색전증 발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이드와이어 
및 카테터 조작에 대한 세심한 주의, 매니폴드 시스템 및/또는 3방향 마개 사용, 헤파린 처리된 식염수
로 카테터를 자주 세척하고 절차 시간 최소화를 포함하여 세심한 혈관조영술 기술이 권장됩니다.시험
관 내응고.

OMNIPAQUE는 간 및 신장의 중증 기능 장애, 중증 갑상선 중독증 또는 골수종증이 있는 환자에게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사용해야 합니다.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3mg/dL 이상인 당뇨병 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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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추가 위험을 분명히 능가합니다. OMNIPAQUE는 무뇨증 환자에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
니다.
방사선 불투과성 조영제는 다발성 골수종 또는 기타 부단백혈증 환자, 특히 치료 내성이 있는 무뇨증 
환자에게 잠재적으로 위험합니다. 조영제와 탈수가 각각 골수종에서 무뇨증의 원인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이 둘의 조합이 원인 인자일 수 있다고 추측됩니다. 골수종 환자의 위험은 금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주사 전 이러한 환자의 준비에서 부분 탈수는 환자가 신세뇨
관에 골수종 단백질 침전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투석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치료법
도 효과를 역전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40세 이상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골수종,

이온 조영제는 정맥내 또는 동맥내 주사할 때 겸상적혈구병에 대해 동형접합인 개인에서 겸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갈색세포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나 의심되는 환자에게 방사선 불투과성 물질을 투여하는 것은 극
도의 주의를 기울여 수행해야 합니다. 의사의 견해에 따르면 그러한 절차의 가능한 이점이 고려된 위
험보다 클 경우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입되는 방사선 불투과성 매질의 양은 절대 최소
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절차 전반에 걸쳐 환자의 혈압을 평가해야 하며 고혈압 위기의 치료를 위한 조
치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는 갑상선 결절이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환자에서 요오드화 이온 방사선 불투
과성 조영제를 사용한 후 갑상선 폭풍에 대한 보고는 조영제를 사용하기 전에 이러한 추가 위험을 평
가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중증 피부 이상반응:중증 피부 이상반응(SCAR)은 혈관내 조영제 투여 후 1시간에서 수주 후에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에는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및 독성 표피 괴사(SJS/TEN), 급성 전
신 발진성 농포증(AGEP) 및 호산구 증가증 및 전신 증상을 동반한 약물 반응(DRESS)이 포함됩니
다. 조영제를 반복 투여하면 반응 중증도가 증가하고 발병 시간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방 약물은 
심각한 피부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완화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Omnipaque에 대한 심각한 피부 
이상 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Omnipaque를 투여하지 마십시오. 요로조영술은 신장 기능이 
심하게 손상된 환자와 신장 및 간 질환이 복합된 환자에서 주의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예방 조치 - 일반
방사선 불투과성 진단제를 사용하는 진단 절차는 사전 교육을 받고 수행할 특정 절차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갖춘 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조영제 자체에 대한 심각한 반응의 응급 처치뿐만 
아니라 절차의   모든 합병증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방사선 불투과성 제제의 
비경구 투여 후 심각한 지연 반응이 발생했으므로 유능한 직원과 응급 시설을 최소 30~60분 동안 사
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상반응: 혈관내-일반).

예비 탈수는 위험하며 진행성 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 당뇨병 환자 및 감수성이 있는 비당뇨병 환자
(종종 기존 신장 질환이 있는 노인), 유아 및 어린이에서 급성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의 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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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ographic 에이전트의 삼투성 이뇨 작용에 의해 강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설 요로 조영술 
전에 밤새 체액 제한은 일반적으로 정상 환자에서 더 나은 시각화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믿어집
니다.iohexol을 포함한 모든 조영제 투여 전후에 환자에게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급성 신부전은 당뇨병성 신병증이 있는 당뇨병 환자와 배설 요로 조영술 후 민감한 비당뇨병 환
자(종종 기존 신장 질환이 있는 노인)에서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에서 이 방사선 
촬영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잠재적 위험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수술 직후 신장 이식 환자는 배설 요로 조영술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심각한,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아나필락시양 또는 심혈관 반응을 포함한 반응의 가능성을 항
상 고려해야 합니다(이상 반응: 혈관내-일반). 심각한 반응의 즉각적인 치료를 위해 사전에 조치 과
정을 신중하게 계획하고 반응이 발생할 경우 적절하고 적절한 인력을 즉시 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감수성이 있는 환자에서 특이한 반응의 가능성은 항상 고려되어야 합니다(이상 반응: 혈관내 - 일반 참
조). 감수성 인구에는 조영제에 대한 이전 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요오드 자체에 대한 과민성이 알
려진 환자 및 알려진 임상 과민증이 있는 환자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기관지 천식, 
꽃가루 알레르기 및 음식 알레르기 .

심각한 특발성 반응의 발생은 여러 사전 테스트 방법의 사용을 촉발했습니다. 그러나 사전 검사는 심
각한 반응을 예측하는 데 의존할 수 없으며 그 자체로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및 과민
증에 중점을 둔 철저한 병력청취는 조영제를 주입하기 전에 사전검사보다 잠재적인 이상반응을 예측
하는 데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또는 과민증의 양성 병력이 진단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조영제 사용을 임의로 금하
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이상 반응: 혈관내 - 일반 참조). 이러한 환자에서 가능한 
알레르기 반응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항히스타민제 또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사전 투여하
는 것을 고려하고 별도의 주사기를 사용하여 투여해야 합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전처리는 
심각한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을 예방하지는 않지만 발병률과 중증도를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OMNIPAQUE의 삼투압 농도는 요오드 농도가 비슷한 디아트리조에이트 또는 요오탈라메이트 기반 
이온 제제에 비해 낮지만, 울혈성 심부전 환자에서 순환 삼투압 부하의 일시적인 증가는 주사 중 주
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는 지연된 혈역학적 장애를 감지하기 위해 절차 후 몇 시간 동안 관찰
해야 합니다.

일부 성인 환자의 일부 절차 수행 시 전신 마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환자에서 더 높
은 이상반응 발생률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환자가 부적절한 증상을 식별하지 못하거나 심박출량을 
감소시키고 노출 기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마취의 저혈압 효과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조영제.

호모시스틴뇨증이 있는 환자는 혈전증과 색전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혈관조영술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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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조영술 절차에서 카테터 조작 및 조영제 주입 중에 플라크가 제거되거나 혈관벽이 손상되거나 
천공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적절한 카테터 배치를 보장하기 위해 테스트 주사가 권장됩
니다.
선택적 관상동맥조영술은 예상되는 이득이 잠재적인 위험을 능가하는 환자에게만 시행되어야 합니
다. 만성 폐 폐기종 환자에서 혈관심장조영술의 고유한 위험은 이 절차를 수행할 필요성과 비교되어야 
합니다.

플라스틱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OMNIPAQUE를 주입하는 경우, 조영제를 주사기에 집어넣
어 즉시 사용해야 합니다.
일회용이 아닌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미량의 세척제에 의한 잔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세심
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경구 제품은 투여 전에 미립자 물질 및 변색에 대해 육안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입자상 물질이나 
변색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환자를 위한 정보
주사 가능한 방사선 불투과성 진단제를 투여받는 환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임신
한 경우 의사에게 알리십시오(임상 약리학 - 혈관 내 참조).

2. 당뇨병이 있거나 다발성 골수종, 갈색 세포종, 동형 접합 겸상 적혈구 질환 또는 알려진 
갑상선 장애가 있는 경우 의사에게 알리십시오(경고 참조).

3. 약물,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이전에 엑스레이 검사에 사용된 염료 주사에 반응이 있는 경
우 의사에게 알리십시오(예방 조치 - 일반 참조).

4. 이 약을 투여받기 전에 비처방약을 포함하여 현재 복용하고 있는 다른 약에 대해 의사에게 알리
십시오.

5. 환자에게 Omnipaque 투여 후 발진이 발생하면 의사에게 알리도록 조언하십시
오.

약물/실험실 시험 상호작용
갑상선 질환 진단을 위해 요오드 함유 동위원소를 투여하는 경우 조영제 투여 후 최대 2주간 갑상선 
조직의 요오드 결합능이 감소할 수 있다. 요오드 추정에 의존하지 않는 갑상선 기능 검사, 예: T삼

수지 흡수 또는 직접 티록신 분석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많은 방사선 불투과성 조영제는 호환되지 않습니다.시험관 내일부 항히스타민제 및 기타 여러 약물
과 함께; 따라서 다른 의약품을 조영제와 혼합해서는 안됩니다.

발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손상
발암 가능성, 돌연변이 유발 또는 OMNIPAQUE가 남성 또는 여성의 생식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장기간의 동물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임신 카테고리 B
생식 연구는 권장 인간 용량의 100배까지 랫트와 토끼에서 수행되었습니다. OMNIPAQUE로 인해 생
식 능력이 손상되거나 태아에 해를 끼친다는 증거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산부에 대한 연구
는 없습니다. 동물 생식 연구에서 항상 사람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약은 분명히 필
요한 경우에만 임신 중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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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부
iohexol이 모유로 어느 정도 배설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사 가능한 조영제
는 변화 없이 모유로 배설됩니다. 수유 중인 영아에서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입증되
지 않았으나 수유부에게 혈관내 조영제를 투여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OMNIPAQUE 투여 후 24시
간 동안 젖병 수유를 모유 수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소아용
조영제 투여 중 이상 반응을 경험할 위험이 더 높은 소아 환자에는 천식, 약물 및/또는 알레르겐에 대
한 민감성, 울혈성 심부전, 혈청 크레아티닌이 1.5mg/dL 이상 또는 12개월 미만인 환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상 반응: 혈관내 - 일반
OMNIPAQUE 140, OMNIPAQUE 240, OMNIPAQUE 300 및 OMNIPAQUE 350 사용 후 나타나
는 이상반응은 일반적으로 경증에서 중등도입니다. 그러나 OMNIPAQUE를 포함한 요오드 함유 조
영제의 투여와 관련하여 대부분 심혈관계 기원의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하며 치명적인 반응이 나타
났습니다. 조영제 주입은 특히 말초 혈관 조영술에서 종종 따뜻함과 통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조영제보다 OMNIPAQUE에서 통증과 열감이 덜 빈번하고 덜 심각합니다.

심혈관계:PVC 및 PAC(2%), 협심증/흉통(1%) 및 저혈압(0.7%)을 포함한 부정맥. 심부전, 무수축, 
서맥, 빈맥, 혈관미주신경 반응을 포함한 기타의 개별 발생률은 0.3% 이하로 보고되었습니다. 1485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조 임상 시험에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망과 iohexol 사이
의 인과 관계는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신경계:현기증(현기증 및 현기증 포함)(0.5%), 통증(3%), 시력 이상(흐릿한 시야 및 광종 포함)
(2%), 두통(2%) 및 미각 왜곡(1%). 기타 불안, 발열, 운동 및 언어 기능 장애, 경련, 감각 이상, 졸음, 
경부 뻣뻣함, 편마비, 실신, 떨림, 일과성 허혈 발작, 뇌경색, 안진 증을 포함한 개별 발생률이 0.3% 
이하로 보고되었습니다. 호흡기 체계:호흡곤란, 비염, 기침, 후두염, 개별 발병률 0.2% 이하.

위장 시스템:메스꺼움(2%) 및 구토(0.7%). 설사, 소화불량, 경련 및 구강 건조를 포함한 기타 사례
가 보고되었으며 개별 발병률은 0.1% 미만이었습니다. 피부 및 부속기:두드러기(0.3%), 자반병
(0.1%), 농양(0.1%) 및 가려움증(0.1%). 특정 절차에 대해 훨씬 더 많이 발생한 개별 이상반응은 해
당 적응증 아래에 나열됩니다.

소아과
소아 심장 조영술, 요로 조영술 및 조영제 강화 컴퓨터 단층 촬영 머리 영상을 위해 391명의 환자를 대
상으로 한 대조 임상 시험에서 OMNIPAQUE 240, OMNIPAQUE 300 및 OMNIPAQUE 350 사용 후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일반적으로 성인보다 빈도가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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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심실 빈맥(0.5%), 2:1 심장 차단(0.5%), 고혈압(0.3%) 및 빈혈(0.3%).

신경계:통증(0.8%), 발열(0.5%), 미각 이상(0.5%), 경련(0.3%). 호흡기 체계:혼잡(0.3%) 및 무
호흡(0.3%).
위장 시스템:메스꺼움(1%), 저혈당(0.3%), 구토(2%). 피부 및 부속기:발진(0.3%).

조영제에 대한 일반적인 부작용
의사는 위에서 논의한 것 외에도 부작용의 발생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다른 혈관내 요오드화 조영제 투여 후 다음과 같은 반응이 보고되었으며 드물게 iohexol과 함께 투여
되었습니다.기술로 인한 반응:혈종 및 반상출혈.혈역학적 반응:정맥 주사 후 정맥 경련 및 혈전 정맥
염.심혈관 반응:드물게 심부정맥, 반사성 빈맥, 흉통, 청색증, 고혈압, 저혈압, 말초혈관확장, 쇼크, 심
정지 등이 있다. 내분비 반응: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일시적인 갑상선 억제를 나타내는 갑상선 기능 
검사는 유아를 포함한 성인 및 소아 환자에게 요오드화 조영제를 투여한 후 드물게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환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반응 범위는 경증(발진, 
홍반, 가려움증, 두드러기, 피부 변색)에서 중증: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및 독성 표피 괴사(SJS/TEN), 
급성 전신 발진성 농포증(AGEP) 및 호산구 증가증 및 전신 증상을 동반한 약물 반응(DRESS) ).신장 
반응:때때로, 일시적인 단백뇨, 드물게 핍뇨 또는 무뇨증.알레르기 반응:천식 발작, 비강 및 결막 증상, 
가려움증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두드러기와 같은 피부 반응, 다형성 발진, 재채기 및 눈물 흘림, 
드물게 아나필락시스 반응. 이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드물게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호흡기
계와 관련된 징후 및 증상:폐 또는 후두 부종, 기관지 경련, 호흡곤란;또는 신경계: 안절부절, 떨림, 경
련.기타 반응:홍조, 통증, 따뜻함, 금속성 맛, 메스꺼움, 구토, 불안, 두통, 혼란, 창백, 쇠약, 발한, 국소 
부종, 특히 안면 경련, 호중구 감소증 및 현기증. 드물게, 즉각적 또는 지연된 경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때로는 고열이 동반됩니다. 드물게 유기 요오드 화합물로 인한 "요오드증"(타액선 종창)은 노출 2일 
후에 나타나고 6일째에 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요오드화 조영제의 비경구 투여 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응은 모든 비이온성 제제에
서 가능합니다. 수용성 혈관내 투여된 조영제의 사용에 수반되는 약 95%의 이상반응은 정도가 경증
에서 중등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심혈관계 기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의 아나필락시양 반응이 발
생했습니다. 보고된 사망 발생률은 100만 명당 6.6명(0.00066%)에서 10,000명당 1명(0.01%) 사이
입니다. 대부분의 사망은 주사 중 또는 5~10분 후에 발생합니다. 주요 특징은 심혈관 질환을 주요 악
화 요인으로 하는 심정지입니다. 저혈압 허탈 및 쇼크에 대한 단독 보고가 문헌에서 발견됩니다. 쇼크
의 발병률은 20,000명 중 1명(0.005%)의 환자로 추정됩니다.

주사 가능한 조영제에 대한 부작용은 화학독성 반응과 특이 반응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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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독성 반응은 조영제의 물리화학적 특성, 용량 및 주사 속도에 따라 발생합니다. 조영제에 의해 관
류되는 모든 혈역학적 장애 및 장기 또는 혈관 손상이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특이한 반응에는 다른 모든 반응이 포함됩니다. 20~40대 환자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특이한 반응
은 주사된 용량, 주사 속도, 방사선 촬영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
발성 반응은 경미한, 중등도, 중증으로 세분화됩니다. 경미한 반응은 자체 제한적이며 지속 시간이 짧
습니다. 심각한 반응은 생명을 위협하며 치료가 시급하고 의무적입니다.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보고된 조영제 이상반응 발생률은 일반 인구의 2배입니다. 조영제에 
대한 이전 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는 다른 환자보다 3배 더 민감합니다. 그러나 조영제에 대한 민감
도는 반복 검사로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사 가능한 조영제에 대한 대부분의 이상반응은 주사 시작 후 1~3분 이내에 나타나지만 지연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된 조영제와 상관없이 심각한 이상반응의 전반적인 추정 발생률은 다른 절차보다 심장혈관조영
술에서 더 높습니다. 심장대상부전증, 심각한 부정맥, 협심증, 심근허혈 또는 경색이 혈관조영술 및 
좌심실조영술 동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전도 및 혈역학적 이상은 디아트리조에이트 메글루민 및 
디아트리조에이트 나트륨 주사보다 OMNIPAQUE에서 덜 자주 발생합니다.

과다 복용
과다 복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량투여의 부작용은 생명을 위협하며 주로 폐 및 심혈관계에 영향
을 미칩니다. 증상에는 청색증, 서맥, 산증, 폐출혈, 경련, 혼수 및 심장 마비가 포함됩니다. 과량투여
의 치료는 모든 중요한 기능의 지원과 대증 요법의 신속한 시행을 지향합니다.

정맥 주사 LD50OMNIPAQUE의 값(체중 킬로그램당 요오드 그램)은 생쥐에서 24.2, 쥐에서 15.0
입니다.

용량 및 투여 - 일반
모든 방사선 불투과성 조영제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각화를 얻는 데 필요한 최소 용량의 
OMNIPAQUE를 사용해야 합니다. 더 낮은 용량은 부작용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절
차에서는 최대 용량이나 최고 농도의 OMNIPAQUE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할 
OMNIPAQUE의 양과 농도 조합은 연령, 체중, 혈관 크기 및 혈관 내 혈류 속도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
여 신중하게 개별화되어야 합니다. 예상되는 병리, 필요한 혼탁 정도 및 정도, 검사할 구조 또는 영역,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 과정, 사용할 장비 및 기술과 같은 기타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영제를 사용하는 모든 혈관 주사에는 멸균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용기에서 조영제를 회수할 때
는 멸균 장비를 사용하여 무균 상태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모든 침습적 절차에는 멸균 기술을 사용해
야 합니다. 일회용이 아닌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미량의 세척제에 의한 잔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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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불투과성 진단제의 용액을 주사할 때 체온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비경구 제품은 용액과 용기가 허용될 때마다 투여 전에 미립자 물질 및 변색에 대해 육안으로 검사해
야 합니다. OMNIPAQUE의 용액은 투명하고 정상적인 무색에서 옅은 노란색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
야 합니다. 입자상 물질이나 변색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개별 표시 및 사용
혈관조영술
약리학 - 혈역학적 변화
350 mgI/mL 농도의 OMNIPAQUE 350은 성인에서 심장혈관조영술(심실조영술, 대
동맥근 주사, 선택적 관상동맥조영술)에 적합합니다.

350 mgI/mL 농도의 OMNIPAQUE 350은 어린이에게 심장혈관조영술(심실조영술, 폐동맥조영술, 
정맥조영술, 측부 동맥 연구)에 적합합니다.

300mgI/mL 농도의 OMNIPAQUE 300은 어린이에게 심장혈관조영술(심실조영
술)에 적합합니다.
심실 및 관상 동맥 주사 후 수축기 혈압의 감소는 덜 뚜렷했고 OMNIPAQUE 350에서 디아트리조에
이트 메글루민 및 디아트리조에이트 나트륨 주사보다 더 일찍 기준 값으로 복귀했습니다.

OMNIPAQUE 350은 디아트리조에이트 메글루민 및 디아트리조에이트 나트륨 주사에서 볼 때보
다 QT 간격 연장을 더 적게 생성했습니다.
소아의 경우 모든 부위에 주사한 후(특히 심실 및 폐동맥 주사 후) 수축기 및 이완기 혈관 내압의 감소
가 디아트리조에이트 메글루민 및 디아트리조에이트 나트륨 주사보다 OMNIPAQUE 350에서 유의하
게 덜 두드러졌습니다.

소아에서 OMNIPAQUE 350은 디아트리조에이트 메글루민 및 디아트리조에이트 나트륨 주사에
서 관찰된 것보다 RR 간격의 단축을 상당히 적게 생성했습니다.
반복 주입이 빠르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러한 모든 변화가 더 두드러질 것입니다. (용
량 및 투여 참조.)

지침
다량의 OMNIPAQUE 350을 투여하는 동안 활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
다. 초기 심부전 환자에게 많은 양을 투여하는 경우 기존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
니다. 저혈압은 심각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즉시 교정해야 합니다.

우심실 부전, 폐고혈압, 협착성 폐혈관층이 있는 환자는 우심실유출로 주입 후 혈역학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용량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의 사항 - 일반 참조)

조영제 투여 중 이상 반응을 경험할 위험이 더 높은 소아 환자에는 천식, 약물 및/또는 알레르겐에 대
한 민감성, 울혈성 심부전, 혈청 크레아티닌이 1.5mg/dL 이상 또는 12개월 미만인 환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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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혈관조영술에서 심혈관계 반응은 협심증(8%), 저혈압(2.5%), 서맥(1.0%), 빈맥(1.0%)
을 포함했습니다. (이상반응: 혈관내—일반 참조)

복용량 및 투여
개별 용량 또는 부피는 시각화할 구조의 크기, 예상되는 혈액희석 정도 및 판막 능력에 따라 결정됩니
다. 체중은 성인의 경우 사소한 고려 사항이지만 영유아의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각 개별 주사
의 부피는 사용된 총 투여량보다 더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심실조영술 및 대동맥조영술에서와 같이 
대량의 개별 용적을 투여하는 경우 가능한 혈역학적 장애를 가라앉힐 수 있도록 각 주사 사이에 몇 분
의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의 혈관 조영술 절차에 대한 OMNIPAQUE 350의 권장 단일 주사 
용량과 어린이의 혈관 조영 절차에 대한 권장되는 OMNIPAQUE 350 및 OMNIPAQUE 300의 단일 
주사 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실조영술
성인:1회 주사에 대한 일반적인 성인 용량은 40mL이며 범위는 30mL에서 60mL입니다. 이것은 필
요에 따라 반복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관상동맥조영술과 병용할 때 총 투여량은 250mL(87.5gI)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소아과:OMNIPAQUE 350의 일반적인 단일 주사 용량은 1.25mL/kg(체중)이며 범위는 1.0mL/kg ~ 
1.5mL/kg입니다. OMNIPAQUE 300의 경우 일반적인 단일 주사 용량은 1.75mL/kg이며 범위는 
1.5mL/kg ~ 2.0mL/kg입니다. 여러 번 주사할 때 총 투여 용량은 OMNIPAQUE 350의 총 부피 
250mL 또는 OMNIPAQUE 300의 총 부피 최대 291mL까지 5mL/kg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적 관상동맥조영술
오른쪽 또는 왼쪽 관상 동맥 조영술의 일반적인 성인 용적은 주사당 5mL(3mL에서 14mL 범위)입
니다.

단독 사용 시 대동맥 뿌리 및 아치 연구
일반적인 성인 1회 주입량은 50mL이며 범위는 20mL~75mL입니다.

폐혈관조영술
소아과:일반적인 단일 주사 용량은 OMNIPAQUE 350의 1.0mL/kg입니다.

복합 심장 혈관 조영술 절차 다중 절차

성인:환자의 단일 방사선 검사 중에 여러 혈관계 및 표적 장기의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많은 양의 OMNIPAQUE 350은 여러 번 주사해야 하는 혈관조영술에서 잘 견딥니다.

여러 절차의 최대 총 부피는 350mgI/mL(87.5gI)의 250mL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소아과:환자의 단일 방사선 검사 중에 여러 혈관계 및 표적 장기의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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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주사 절차에 대한 최대 총 용량은 OMNIPAQUE 350의 총 부피 250mL까지 5.0mL/kg을 초과
해서는 안 되며, OMNIPAQUE 300의 총 부피 291mL까지 6.0mL/kg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동맥 조영술 및 선택적 내장 동맥 조영술 300mgI/mL 농도의 OMNIPAQUE 300과 350mgI/mL 
농도의 OMNIPAQUE 350은 대동맥궁, 상행 대동맥, 복부 대동맥 및 그 가지 연구를 포함한 대동맥 
조영술 및 선택적 내장 동맥 조영술에 사용하기 위해 성인용으로 지정됩니다. 복강, 장간막, 신장, 간 
및 비장 동맥).

350 mgI/mL 농도의 OMNIPAQUE 350은 대동맥 뿌리, 대동맥궁, 상행 및 하행 대동맥 연구를 
포함한 대동맥 조영술에 사용하도록 어린이에게 표시됩니다.

지침
느린 대동맥 순환 조건에서 대동맥 조영술이 근육 경련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동맥 장골 
폐쇄, 대퇴 동맥 폐쇄, 복부 압박, 저혈압, 고혈압, 척추 마취, 조영제 증가를 위한 승압제 주입이 있는 
환자에서 때때로 하반신 마비를 포함한 심각한 신경학적 합병증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환자에서 
배지의 농도, 부피 및 반복 주사 횟수는 적절한 주사 간격을 두고 최소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환자와 
카테터 팁의 위치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신동맥에 다량의 대동맥 선량이 들어가면 증상이 없더라도 알부민뇨, 혈뇨, 크레아티닌 및 요소 질소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속하고 완전한 기능 복귀가 뒤따릅니다. (주의 사항 - 일반 
참조)

이상 반응
이상반응: 혈관내-일반 및 이상반응-혈관심장조영술을 참조하십시오.

복용량 및 투여
성인:성인의 1회 1회 주사 용량은 대동맥의 경우 50~80mL, 복강 및 장간막 동맥을 포함한 주요 분지
의 경우 30~60mL, 신동맥의 경우 5~15mL입니다. 필요한 경우 반복 주사를 수행할 수 있지만 총 용
량은 OMNIPAQUE 300 291mL 또는 OMNIPAQUE 350 250mL(87.5gI)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소아과:일반적인 단일 주사 용량은 OMNIPAQUE 350의 1.0mL/kg이며 OMNIPAQUE 350의 총 
부피 250mL까지 5.0mL/kg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뇌동맥조영술
300 mgI/mL 농도의 OMNIPAQUE 300은 성인에서 뇌동맥조영술에 사용하도록 지정되었습니
다.
대뇌 동맥 조영술에서 OMNIPAQUE 300을 사용한 결과로 나타나는 통증과 홍조의 정도는 
비슷한 조영제를 주사할 때보다 적습니다.
뇌동맥조영술에서 환자는 기존 또는 의심되는 질병 상태와 일치하도록 적절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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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뇌동맥조영술은 고령자, 임상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 진행성 동맥경화증, 중증 동맥고혈압, 최근
의 뇌색전증 또는 혈전증, 심장대상부전 환자에서 각별히 주의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조영제는 급속 주사로 투여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가능한 이상 반응이 있는지 모니터링해야 합
니다. (주의 사항 - 일반 참조)

이상 반응
수용성 조영제를 사용한 뇌동맥조영술은 발작, 졸음, 일과성 마비 및 1초 이하의 광종과 같은 경미한 
시력 장애를 포함한 일시적인 신경학적 합병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뇌동맥조영술에서 중추신경계 반응은 광종(15%), 두통(5.5%), 통증(4.5%)을 포함했습니다. (이상
반응: 혈관내—일반 참조)

복용량 및 투여
OMNIPAQUE 300은 총경동맥(6mL~12mL), 내경동맥(8mL~10mL), 외경동맥(6mL~9mL), 척추
동맥(6 mL에서 10mL).

명암비 향상 컴퓨터 단층촬영
240mgI/mL 농도의 OMNIPAQUE 240, 300mgI/mL 농도의 OMNIPAQUE 300 및 350mgI/mL 
농도의 OMNIPAQUE 350은 정맥 조영제 강화 컴퓨터 단층 촬영 두부 및 신체 영상에 사용하기 위해 
성인용으로 지정됩니다. 빠른 주입 또는 주입 기술.

240 mgI/mL 농도의 OMNIPAQUE 240 및 300 mgI/mL 농도의 OMNIPAQUE 300은 신속한 볼루
스 주사에 의한 정맥 조영제 강화 컴퓨터 단층 촬영 머리 영상에 사용하도록 어린이에게 표시됩니다.

머리의 CT 스캔
OMNIPAQUE는 그렇지 않으면 만족스럽게 시각화되지 않았을 수 있는 뇌 영역의 진단 정밀도를 재
정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양
OMNIPAQUE는 다음과 같은 특정 악성 종양의 존재와 정도를 조사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안구
뒤 공간의 조사와 낮은 등급 또는 침윤성 신경교종의 경우에 대비 강화의 유용성은 입증되지 않았습니
다. 석회화된 병변에서는 강화 가능성이 적습니다. 치료 후 종양은 감소하거나 향상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조영제 투여 후 열등한 vermis의 불투명화는 그렇지 않은 많은 정상 연구에서 위양성 진단을 초
래했습니다.

비종양성 질환
OMNIPAQUE는 비종양 병변의 영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발병한 뇌경색은 조영제
를 사용하면 조영제를 사용하면 일부 경색이 잘 보이지 않는 반면 조영제를 사용하면 더 잘 시각화될 
수 있습니다. 요오드화 조영제의 사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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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시작된 후 1주에서 4주 사이에 연구된 뇌경색의 약 60%가 향상되었습니다.

조영제 투여 후 활성 감염 부위가 향상될 수도 있습니다. 동정맥 기형과 동맥류는 조영증강을 보입니
다. 이러한 혈관 병변의 경우 증진은 아마도 순환 혈액 풀의 요오드 함량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혈종
과 실질내 출혈은 조영증강을 거의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임상적 설명이 없는 실질내 혈
전의 경우에는 조영제 투여가 관련 동정맥 기형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의 CT 스캔
OMNIPAQUE는 간, 췌장, 신장, 대동맥, 종격동, 골반, 복강 및 후복막강의 병변을 감지하고 평가하
기 위한 컴퓨터 단층 촬영 이미지의 향상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OMNIPAQUE를 사용한 컴퓨터 단층촬영의 향상은 CT 단독으로 가능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이러한 
부위의 특정 병변의 진단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 조영제는 CT 단독으로
는 볼 수 없는 병변(즉, 종양 확장)을 시각화할 수 있게 하거나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은 CT(즉, 췌장 
낭종)에서 보이는 의심스러운 병변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부 CT에서 묽은 경구 및 정맥내 OMNIPAQUE의 사용에 관한 정보는 개별 적응증 및 사용법 - 
경구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지침
예방 조치 - 일반을 참조하십시오.

이상 반응
조영제를 혈관내 주사한 직후, 일시적으로 약간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온 매
체보다 OMNIPAQUE에서 따뜻함이 덜 자주 발생합니다. (이상반응: 혈관내—일반 참조)

복용량 및 투여
필요한 농도와 부피는 사용된 장비와 이미징 기술에 따라 다릅니다.

OMNIPAQUE (iohexol) 주사
조영제 강화 컴퓨터 단층 촬영을 위해 성인에게 권장되는 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헤드 이미징
주사로:

OMNIPAQUE 300(300mgI/mL) 70mL~150mL(21gI~45gI) 
OMNIPAQUE 350(350mgI/mL) 80mL(28gI)

머리 영상 주입에 의한 OMNIPAQUE 240(240mgI/mL) 120mL~250mL(29gI~60gI):

신체 이미징
주사로:

OMNIPAQUE 300(300mgI/mL) 50mL~200mL(15gI~60gI) 
OMNIPAQUE 350(350mgI/mL) 60mL~100mL(21gI~35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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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강화 컴퓨터 단층 촬영 헤드 영상을 위해 어린이에게 권장되는 용량은 OMNIPAQUE 240 또
는 OMNIPAQUE 300의 경우 1.0mL/kg ~ 2.0mL/kg입니다. OMNIPAQUE 240 또는 35gI의 경우 
최대 용량 28gI를 초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옴니팩 30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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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감산 혈관조영술 정맥 주사

350mgI/mL 농도의 OMNIPAQUE 350은 두부, 목, 복부, 신장 및 말초 혈관의 정맥내 디지털 감산 혈
관조영술(IVDSA)에 사용하도록 성인에게 표시됩니다.

진단 품질의 동맥 조영술은 디지털 감산 및 컴퓨터 영상 향상 기술을 사용하여 조영제를 정맥 투여한 
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정맥내 투여 경로는 배지의 상응하는 선택적 카테터 배
치보다 덜 침습적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용량은 말초 정맥, 상대 정맥 또는 우심방에 투여되며, 때로
는 빠른 수동 주입에 의해 일반적으로 기계적 주입에 의해 투여됩니다. 이 기술은 심실, 대동맥 및 경동
맥, 대뇌, 척추, 신장, 복강, 장간막 및 사지의 주요 말초 혈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큰 가지를 시각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상당한 혈액 희석이 발생할 때까지 이러한 구조의 방사선학적 시각화가 가능합니
다.

OMNIPAQUE 350은 디지털 감산 방사선 촬영을 사용하여 동맥 시각화를 제공하기 위해 신속한 볼루
스로 정맥 주사할 수 있습니다. 시술 전 약물은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OMNIPAQUE 350
은 환자의 약 95%에서 진단 동맥 방사선 사진을 제공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환자의 움직임으로 인
해 동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OMNIPAQUE 350은 혈관계에서 매우 잘 견딥니다. 주사 후 환자의 불
편함(일반적인 열감 및/또는 통증)은 다양한 다른 조영제보다 적습니다.

지침
조영제는 일반적으로 고압에서 기계적으로 투여되기 때문에 작은 말초 정맥의 파열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이것은 더 큰 지류를 넘어 근위쪽으로 또는 전주 정맥의 경우 상대 대정맥에 삽입된 정맥 카
테터를 사용하여 피할 수 있다고 제안되었습니다. 때때로 대퇴 정맥이 사용됩니다. (주의 사항 - 일반 
참조)

이상 반응
디지털 동맥조영술에서 심혈관계 반응에는 일시적 PVC(16%) 및 PAC(6.5%)가 포함되었습니
다. (이상반응: 혈관내—일반 참조)

복용량 및 투여
정맥 디지털 기법을 위한 OMNIPAQUE 350의 일반적인 주입량은 350mgI/mL 용액 30mL~50mL
입니다. 이것은 압력 인젝터를 사용하여 7.5~30mL/초로 일시 투여합니다. 주입량과 속도는 주로 사
용되는 장비 및 기술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3회 이상 주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최대 총 용량은 250mL(87.5gI)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동맥내 투여
140 mgI/mL 농도의 OMNIPAQUE 140은 두부, 목, 복부, 신장 및 말초 혈관의 동맥 내 디지털 감산 
혈관조영술에 사용하도록 지정되었습니다. 동맥내 투여 경로는 정맥 투여 경로보다 혈액 희석이 적기 
때문에 조영제의 총 투여량을 더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심박출량이 불량한 환자는 동맥 내 주입 후 
더 나은 조영증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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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내 투여와 비교하여 투여. 투시 제어 하에서 카테터 배치를 용이하게 하려면 더 높은 농도의 조
영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침
고압 동맥 내 주사는 더 작은 말초 동맥의 파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일반 참조)

이상 반응
동맥내 디지털 혈관조영술에서 중추신경계 반응은 일과성 허혈 발작(1.6%) 및 뇌경색(1.6%)을 포함
합니다. 이는 대뇌 검사를 받은 고위험 환자에서 발생했으며 조영제와의 관계가 불확실했습니다. (이
상 반응 - 일반 참조) 두통은 환자의 6.3%에서 발생했으며 모두 뇌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복용량 및 투여
기계 또는 손 주사를 사용하여 OMNIPAQUE 140을 1회 이상 일시 동맥 내 주사할 수 있습니다. 주사 
용량과 속도는 장비 유형, 사용된 기술 및 시각화할 혈관 영역에 따라 다릅니다. OMNIPAQUE 140과 
함께 사용된 주입량과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볼륨/주사
(mL)
20-45
5-10
9-20
4-10
6-12
8-25

주사율
(mL/초)

8-20
3-6
3-6
2-8
3-6

3-10

동맥
대동맥
경동맥
대퇴골
척추
신장
대동맥의 기타 가지(쇄골하, 겨
드랑이, 무명 및 장골 포함)

말초혈관조영술
300mgI/mL 농도의 OMNIPAQUE 300 또는 350mgI/mL 농도의 OMNIPAQUE 350은 말초 동맥 
조영술에 사용하도록 성인에게 표시됩니다. 240 mgI/mL 농도의 OMNIPAQUE 240 또는 300 mgI/
mL 농도의 OMNIPAQUE 300은 말초 정맥조영술에 사용하도록 성인에게 표시됩니다.

진정제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취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사 중 
및 주사 직후 환자의 불편함은 다양한 다른 조영제 주사 후보다 훨씬 적습니다. 중등도에서 중증
의 불편함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지침
주사할 동맥에 맥동이 있어야 합니다. 폐쇄성 혈전혈관염 또는 중증 허혈과 관련된 상행성 감염
에서 혈관조영술은 극도로 주의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주의 사항 - 일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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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반응
주사 직후 일시적으로 약간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절차를 방해하지 않았
습니다.
정맥 검사에서 다리 통증의 발생률은 21%였습니다. 이것은 보통 경미하고 주사 후 짧은 시간 동
안 지속되었습니다. (이상반응: 혈관내—일반 참조)

복용량 및 투여
필요한 부피는 주사된 혈관의 크기, 유속, 질병 상태, 환자의 크기 및 상태, 사용된 영상 기술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초 혈관 조영술에 권장되는 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퇴부 유출액: OMNIPAQUE 350(350mgI/mL) 20mL~70mL 
OMNIPAQUE 300(300mgI/mL) 30mL~90mL

선택적 동맥조영술: (대
퇴부/장골)

OMNIPAQUE 350(350mgI/mL) 10mL~30mL 
OMNIPAQUE 300(300mgI/mL) 10mL~60mL

정맥조영술(다리당): OMNIPAQUE 240(240mgI/mL) 20mL~150mL 
OMNIPAQUE 300(300mgI/mL) 40mL~100mL

배설 비뇨기과
300mgI/mL 농도의 OMNIPAQUE 300 또는 350mgI/mL 농도의 OMNIPAQUE 350은 요로의 진단
적 조영제를 제공하기 위해 성인의 배설 요로 조영술에 사용하도록 지정되었습니다.

300 mgI/mL 농도의 OMNIPAQUE 300은 배설 요로 조영술을 위해 어린이에게 표시됩니다. 
(배뇨 방광요도조영술에 대한 정보는 섹션 III을 참조하십시오.)
성인에서 배설의 약동학은 임상 약리학 - 혈관 내를 참조하십시오.

지침
예비 탈수는 노인, 영유아, 어린이, 당뇨병 또는 질소 혈증 환자 또는 골수종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권장되지 않습니다.
조영제 투여 중 이상 반응을 경험할 위험이 더 높은 소아 환자에는 천식, 약물 및/또는 알레르겐에 대
한 민감성, 울혈성 심부전, 혈청 크레아티닌이 1.5mg/dL 이상 또는 12개월 미만인 환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요형성 억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설 요로조영술을 반복하기 전에 적절한 간격을 두고 시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일측성 또는 양측성 신기능 저하가 있는 환자의 경우 그렇습니다. (주의 
사항 - 일반 참조)

이상 반응
이상 반응: 혈관내 - 일반을 참조하십시오.

복용량 및 투여
성인:OMNIPAQUE 300 및 OMNIPAQUE 350을 200 mgI/kg 체중에서 350 mgI/kg 체중의 용량
으로 투여했을 때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가진 환자에서 배설 시스템의 진단적 혼탁이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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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배설 요로 조영술
OMNIPAQUE 300 0.5mL/kg ~ 3.0mL/kg(체중)의 투여량은 배설관의 진단적 혼탁을 유발했습니
다. 소아의 일반적인 용량은 1.0mL/kg ~ 1.5mL/kg입니다. 영유아의 용량은 연령과 체중에 비례하
여 투여한다. 총 투여 용량은 3mL/kg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섹션 III
임상 약리학 - 구강/체강 사용
대부분의 체강에서 주입된 iohexol은 주변 조직으로 흡수되어 이전에 섹션 II, 임상 약리학 - 혈관 내
에서 설명한 대로 신장과 장에서 제거됩니다. 자궁(자궁난관조영술) 및 방광(배뇨 방광요도조영술) 검
사는 방사선 촬영 절차가 끝나면 공동에서 조영제를 거의 즉시 배액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경구 투여된 iohexol은 정상적인 위장관에서 매우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경구 투여량의 0.1~0.5%
만이 신장으로 배설되었습니다. 이 양은 장 천공 또는 장폐색이 있는 경우 증가할 수 있습니다. 
Iohexol은 잘 견디며 복강으로 누출이 발생하면 쉽게 흡수됩니다.

관절 공간, 자궁, 나팔관, 복막 탈출, 췌장 및 담관, 방광의 시각화는 연구할 부위에 조영제를 직접 
주입하여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요오드 농도의 사용은 진단 밀도를 보장합니다. 경구 투여된 
OMNIPAQUE는 위장관의 좋은 시각화를 생성합니다. OMNIPAQUE는 장천공이 의심되는 환자나 
조영제 흡인이 가능한 환자와 같이 황산바륨 사용이 금기인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표시 및 사용법,
일반 - 구강/체강 사용

OMNIPAQUE 240, OMNIPAQUE 300 및 OMNIPAQUE 350은 삼투압 농도가 혈장
(285mOsm/kg 물)의 약 1.8~3.0배이며 사용 조건에서 고장성입니다.

성인:OMNIPAQUE 350은 관절조영술 및 위장관의 경구 통과 검사용으로 성인에게 적합합니다.

OMNIPAQUE 300은 성인에게 관절조영술 및 자궁난관조영술에 적합합니다. OMNIPAQUE 240은 
관절조영술, 내시경 역행성 췌장조영술 및 담췌관조영술, 탈장조영술 및 자궁난관조영술에 대해 성인
에게 적용됩니다. 6mgI/mL ~ 9mgI/mL 농도로 희석된 OMNIPAQUE를 300mgI/mL 농도의 
OMNIPAQUE 300과 함께 경구 투여하는 정맥내 투여는 복부의 조영제 강화 컴퓨터 단층촬영용으로 
성인에게 적용됩니다. 어린이들:OMNIPAQUE 300은 위장관 검사를 위해 어린이에게 사용됩니다.

OMNIPAQUE 240은 위장관 검사를 위해 어린이에게 사용됩니다. OMNIPAQUE 180은 위장관 검사
를 위해 어린이에게 사용됩니다. 50 mgI/mL ~ 100 mgI/mL 농도로 희석된 OMNIPAQUE는 배뇨 
방광요도조영술에 대해 어린이에게 표시됩니다.

OMNIPAQUE 240 mgI/mL 농도의 OMNIPAQUE 240 또는 OMNIPAQUE 300과 함께 경구 투여
되는 9 mgI/mL ~ 21 mgI/mL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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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내 투여되는 300 mgI/mL의 농도는 복부의 조영증강 컴퓨터 단층촬영에 사용하기 위해 어
린이에게 표시됩니다.

금기 사항
OMNIPAQUE는 iohexol에 과민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경고 - 일반
섹션 II, 경고 - 일반을 참조하십시오.

예방 조치 - 일반
섹션 II, 예방 조치 - 일반을 참조하십시오.

Orally administered hypertonic contrast media draw fluid into the intestines which, if severe enough, 
could result in hypovolemia. Likewise, in infants and young children, the occurrence of diarrhea may 
result in hypovolemia. Plasma fluid loss may be sufficient to cause a shock-like state which, if 
untreated, could be dangerous. This is especially pertinent to the elderly, cachectic patients of any 
age as well as infants and small children.

ADVERSE REACTIONS: Oral/Body
Cavity Use—General

Body Cavities
In controlled clinical trials involving 285 adult patients for various body cavity examinations 
using OMNIPAQUE 240, 300, and 350, the following adverse reactions were reported. 
Cardiovascular System
Incidence > 1%: None Incidence 
≤ 1%: Hypertension Nervous 
System
Incidence > 1%: Pain (26%)
발병률 ≤ 1%: 두통, 졸음, 발열, 근력 약화, 작열감, 불쾌감, 떨림, 현기증, 실신

호흡기 체계
없음
소화기 계통 발생률 > 
1%: 없음
발생률 ≤ 1%: 헛배부름, 설사, 메스꺼움, 구토, 복압 피부 및 부속기

발생률 > 1%: 부기(22%), 열(7%) 발생률 ≤ 
1%: 주사 부위의 혈종
가장 빈번한 반응인 통증 및 부종은 관절조영술 후에 거의 독점적으로 보고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조영
제보다는 절차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위장관 반응은 구강 통과 검사 후에 거의 독점적으로 보고되었습
니다. 특정 절차에서 예상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추가 정보는 개별 적응증 및 사용법을 참조하십
시오. 조영제에 대한 일반적인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는 섹션 II, 이상반응: 혈관내 - 일반을 참조하십시
오.

연구된 51명의 소아 환자에서 VCU 절차에 대한 OMNIPAQUE의 사용과 관련된 이상반응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구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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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적응증 및 사용법: 경구 사용 - 이상 반응을 참조하십시오.

과다 복용
섹션 II, 과다 복용도 참조하십시오.
위장관의 성인 경구 통과 검사를 위한 350mgI/mL 농도의 OMNIPAQUE 350 권장 용량은 
50mL~100mL입니다. 1상 연구에서 11명의 건강한 남성 대상에게 150mL의 OMNIPAQUE 350을 
경구 투여했습니다. 설사의 발생률은 91%(11개 중 10개)였고 복부 경련은 27%(11개 중 3개)였습
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이 경미하고 일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은 권장 복용량에서 나타난 것보
다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 발견에서 OMNIPAQUE와 같은 고장성 조영제의 양이 많을수록 장의 
삼투압 부하가 증가하여 체액 이동이 더 커질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용량 및 투여 - 일반 섹션 II, 용량 및 투여 - 일반을 참조하십시
오.

개별 표시 및 사용
구두 사용
성인:350 mgI/mL 농도의 OMNIPAQUE 350은 위장관의 경구 통과 검사에 사용하도록 성인에게 표
시됩니다.
6 mgI/mL ~ 9 mgI/mL 농도로 희석된 OMNIPAQUE를 300 mgI/mL 농도의 OMNIPAQUE 300과 
함께 경구 투여하는 정맥내 투여는 복부의 대조 강화 컴퓨터 단층촬영에 사용하도록 성인에게 표시됩
니다. 묽은 경구 및 정맥내 OMNIPAQUE는 조영증강되지 않은 영상으로 장의 정상 루프와 인접 장기 
또는 병리가 의심되는 영역 사이에 충분한 묘사를 제공하지 않을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경구 또는 직장으로 투여되는 농도 300mgI/mL의 OMNIPAQUE 300은 위장관 검사에 사
용하도록 어린이에게 표시됩니다.
240 mgI/mL 농도의 OMNIPAQUE 240을 경구 또는 직장으로 투여하는 것은 위장관 검사에 사용하
도록 어린이에게 표시됩니다.
180 mgI/mL 농도의 OMNIPAQUE 180을 경구 또는 직장으로 투여하는 것은 위장관 검사에 사용하
도록 어린이에게 표시됩니다.
240mgI/mL 농도의 OMNIPAQUE 240 또는 300mgI/mL 농도의 OMNIPAQUE 300과 함께 경구 
투여되는 9mgI/mL ~ 21mgI/mL의 농도로 희석된 OMNIPAQUE는 대조적으로 어린이에게 표시됩
니다. 복부의 향상된 컴퓨터 단층 촬영.

지침
예방 조치 - 일반을 참조하십시오.

이상 반응
OMNIPAQUE의 경구 투여는 특히 고농도 및 대량 투여 시 경미하고 일시적인 설사와 가장 흔히 관련
이 있습니다. OMNIPAQUE를 경구 투여한 후 메스꺼움, 구토 및 중등도 설사도 보고되었지만 훨씬 
적었습니다. 희석된 경구 및 정맥내 조영제를 사용하는 CT 검사의 경우, 부작용은 저장성보다 정맥내 
주사와 관련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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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솔루션. 다른 경로로 투여한 후 혈관 내 요오드화 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또는 아나필락
시양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성인:OMNIPAQUE 350을 사용한 위장관 경구 
통과 검사를 위해 54명의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조 임상 시험에서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이 보고
되었습니다: 설사(42%), 메스꺼움(15%), 구토(11%), 복통( 7%), 헛배부름(2%), 두통(2%).

OMNIPAQUE 300을 사용한 위장관의 묽은 경구 및 정맥내 CT 검사에 대해 44명의 성인 환자를 대상
으로 한 대조 임상 연구에서 이상반응은 단일 보고된 구토(2%)로 제한되었습니다.

어린이들:58명의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180 및 300 mgI/mL 농도의 위장관 검사를 실시한 대조 임
상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이 보고되었습니다: 설사(36%), 구토(9%), 메스꺼움(5%), 발열 
(5%), 저혈압(2%), 복통(2%), 두드러기(2%). 임상 연구에서 방사선 조영제의 투여 농도 및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설사의 빈도와 중증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MNIPAQUE 240 및 OMNIPAQUE 300을 사용한 위장관의 묽은 경구 및 정맥 CT 검사에 대해 
69명의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조 임상 연구에서 이상반응은 단일 보고된 구토(1.4%)로 제한
되었습니다.

복용량 및 투여
성인:성인의 위장관 경구 통과 검사를 위한 350mgI/mL 농도의 희석되지 않은 OMNIPAQUE 350
의 권장 용량은 검사의 성격과 환자의 크기에 따라 50mL에서 100mL입니다.

성인의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 조영증강을 위해 6mgI/mL~9mgI/mL 농도로 희석된 OMNIPAQUE의 
권장 경구 투여량은 500mL~1000mL입니다. 최종 용액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더 적은 양의 투여량
이 필요합니다(아래 표 참조). 희석된 경구 투여와 함께 정맥내 투여되는 OMNIPAQUE 300의 권장 용
량은 100mL~150mL입니다. 경구 투여는 정맥 투여 및 영상 획득 약 20~40분 전에 투여됩니다. 어린
이들:소아의 위장관 경구 통과 검사를 위한 희석되지 않은 OMNIPAQUE 300 농도 300mgI/mL, 
OMNIPAQUE 240 농도 240mgI/mL 또는 OMNIPAQUE 180 농도 180mgI/mL의 용량은 의존적입
니다. 검사의 성격과 환자의 크기. 임상 경험에 따르면 OMNIPAQUE 180은 생후 3개월 미만의 어린
이에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OMNIPAQUE 180, OMNIPAQUE 240 또는 OMNIPAQUE 300은 3
개월 이상의 어린이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복용량 지침이 권장됩니다.

나이
3개월 미만 3개월 ~ 3년 
4년 ~ 10년 10년 초과

옴니팩의 볼륨
5 - 30mL
최대 60mL
최대 80mL
최대 100mL

직장으로 투여하는 경우 더 많은 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아에서 복부의 조영제 강화 컴퓨터 단층촬영을 위해 9mgI/mL~21mgI/mL 농도로 희석한 
OMNIPAQUE의 권장 경구 투여량은 18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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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mL 최종 용액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더 적은 양의 투여량이 필요합니다(아래 표 참조). 요오드
의 총 경구 복용량(g)은 일반적으로 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5gI, 3~18세 어린이의 경우 10gI를 초과
해서는 안 됩니다. 경구투여는 한번에 투여하거나 필요한 양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30~45분에 걸쳐 
투여할 수 있다.

희석 경구 투여와 함께 OMNIPAQUE 240 및 OMNIPAQUE 300의 권장 용량은 1.0mL/kg ~ 2.0mL/
kg 범위로 정맥내 투여할 때 2.0mL/kg입니다. 영유아의 용량은 연령과 체중에 비례하여 투여한다. 
총 정맥 투여 용량은 3mL/kg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경구 투여는 정맥 투여 및 영상 획득 약 30-60
분 전에 투여됩니다. OMNIPAQUE는 다음과 같이 물이나 음료로 희석할 수 있습니다.

달성하다
1리터

대비 매체
최종 집중

(mgI/mL)
6

추가하다
재고 농도

옴니팩의
(mgI/mL)

에게
물, 탄산
음료, 우유 또는

주스
(mL)
975
980
983

용량
(mL)

240
300
350

25
20
17

9 240
300
350

38
30
26

962
970
974

12 240
300
350

50
40
35

950
960
965

15 240
300
350

63
50
43

937
950
957

18 240
300
350

75
60
52

925
940
948

21 240
300
350

88
70
60

912
930
940

OMNIPAQUE의 희석액은 사용 직전에 준비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절차 후에 폐
기해야 합니다.

배뇨 요관조영술(V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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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mgI/mL ~ 100 mgI/mL 농도로 희석된 OMNIPAQUE는 배뇨 방광요도조영술에 대해 어린이에
게 표시됩니다. VCU는 종종 배설 요로 조영술과 함께 수행됩니다.

지침
예방 조치 - 일반을 참조하십시오.

VCU 절차에는 기구가 필요하므로 급성 요로 감염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자의 경우 특별한 예방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방광을 채우는 것은 과도한 압력을 피하기 위해 주의하면서 일정한 속도
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멸균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이상 반응
이상 반응—일반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복용량 및 투여
OMNIPAQUE는 배뇨 방광요도조영술을 위해 50mgI/mL ~ 100mgI/mL의 농도로 멸균 주사용수로 
무균 기술을 사용하여 희석할 수 있습니다. 농도는 환자의 크기와 나이, 사용된 기술과 장비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습니다. 방광을 충분히 채울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조영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용
량 범위는 100mgI/mL 농도의 OMNIPAQUE 50mL~300mL 및 50mgI/mL 농도의 OMNIPAQUE 
50mL~600mL입니다. OMNIPAQUE는 아래 표에 표시된 대로 멸균 주사용수로 희석할 수 있습니다.

달성하다
결승전

집중
(mgI/mL)

100
90
80
70
60
50

추가
각 100mL OMNIPAQUE 주사용 멸

균수, USP(mL)
옴니팩 240 옴니팩 300 옴니팩 350

140
167
200
243
300
380

200
233
275
330
400
500

250
289
338
400
483
600

OMNIPAQUE의 희석액은 사용 직전에 준비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절차 후에 폐
기해야 합니다.

관절 조영술
240 mgI/mL 농도의 OMNIPAQUE 240 또는 300 mgI/mL 농도의 OMNIPAQUE 300 또는 350 
mgI/mL 농도의 OMNIPAQUE 350은 성인의 무릎 관절 방사선 사진에 표시되며 OMNIPAQUE 240 
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40 mgI/mL 또는 300 mgI/mL 농도의 OMNIPAQUE 300은 성인 어깨 관
절의 방사선 촬영에 표시되고 OMNIPAQUE 300 농도는 성인의 턱관절 방사선 촬영에 300 mgI/mL
로 표시됩니다. 관절조영술은 외상 후 또는 퇴행성 관절 질환, 활액 파열, 소통하는 활액낭 또는 낭종의 
가시화 및 반월판 조영술의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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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예방 조치 - 일반을 참조하십시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무균 기술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바늘 배치를 보장하고, 피막외 주
사를 방지하고, 조영제의 희석을 방지하기 위해 투시 제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입하는 동안 과도한 
압력을 가해서는 안됩니다.

이상 반응
관절에 OMNIPAQUE를 주입하면 일시적인 불편함(즉, 통증, 부기)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때때로 지
연되거나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통증은 종종 과도한 압력이나 많은 
양의 주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입 후 관절 부종은 고삼투압 이온 조영제보다 
OMNIPAQUE에서 적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반응은 일반적으로 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이중 조영 기
술을 사용할 때 더 자주 발생합니다.

신경계:부기(42%), 통증(29%), 열감(13%), 근육 약화(0.7%).

피부 및 부속기:주사 부위의 혈종(0.7%).

복용량 및 투여
관절 조영술은 일반적으로 국소 마취하에 수행됩니다. 주입되는 OMNIPAQUE의 양은 검사할 관절
의 크기와 사용되는 기술에 따라 다릅니다. 15~100mL의 공기를 사용하는 이중 조영 검사를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무릎 및 어깨 관절 조영술을 위해 더 적은 양의 조영제를 주입합니다.

정상적인 성인 무릎, 어깨 및 턱관절에 권장되는 농도와 부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관절이 최
적의 시각화를 위해 더 많거나 더 적은 조영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지침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무릎
옴니팩 240
옴니팩 300
옴니팩 350

어깨
옴니팩 300
옴니팩 240

측두하악
옴니팩 300 0.5mL ~ 1.0mL

낮은 볼륨
추천
이중 대비
시험;
더 높은 볼륨
추천
단일 대조용
시험.

5mL ~ 15mL
5mL ~ 15mL
5mL ~ 10mL

10mL
3mL }

수동 또는 능동 조작은 관절 공간 전체에 매체를 분산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내시경 역행 췌장 조영술(ERP)/내시경 역행

담관췌장조영술(ERCP)
240 mgI/mL 농도의 OMNIPAQUE 240은 성인에서 ERP/ERCP에 사용하도록 지정되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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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예방 조치 - 일반을 참조하십시오.

이상 반응
ERP/ERCP에 OMNIPAQUE를 주입하는 것은 일시적인 통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되거나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24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통증의 원인은 조영
제를 주입하는 것만큼이나 시술 자체에 의한 것일 수 있으므로 검사하는 덕트의 파열적 팽창을 최소화
하기 위해 주입 압력과 주입되는 총 부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심혈관계:고혈압(1%).
신경계:통증(17%), 졸음(1%), 작열감(1%).
위장 시스템:구토, 설사, 압박감이 각각 1%씩 나타납니다.

복용량 및 투여
240mgI/mL 농도에서 OMNIPAQUE 240의 권장 용량은 10mL ~ 50mL이지만 개인의 해부학적 
구조 및/또는 질병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궁난관조영술
240 mgI/mL 농도의 OMNIPAQUE 240 또는 300 mgI/mL 농도의 OMNIPAQUE 300은 난소, 나팔
관, 자궁 및 질과 같은 성인 여성 생식 기관의 내부 그룹의 방사선 촬영에 표시됩니다. 자궁난관조영술
은 불임 및 기타 비정상적인 부인과 질환의 치료에서 진단 및 치료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금기 사항
이 절차는 월경 중이거나 월경이 임박한 경우 수행해서는 안 되며, 외부 생식기를 포함한 생식기의 어
느 부분에도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절차는 임산부나 임신이 의심되는 사람
에게도 금기입니다. 임신 중절 후 6개월 또는 conization 또는 소파술 후 30일 동안은 사용을 권장하
지 않습니다.

지침
암이 있는 환자 또는 상태가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절차에 의해 병변이 퍼질 가능성을 피하기 위
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상 반응
자궁난관조영술에서 OMNIPAQUE 주사는 즉각적이지만 일시적인 통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통증의 
원인은 조영제 주입만큼 시술 자체에 의한 것일 수 있으므로 주입 압력과 주입량에 주의하여 자궁과 
나팔관이 파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투시 모니터링이 권장됩니다. 신경계:통증(49%), 졸음 
및 발열은 각각 3%의 개별 발생률을 나타냅니다. 위장 시스템:메스꺼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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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량 및 투여
OMNIPAQUE 240의 권장 용량은 15mL~20mL이고 OMNIPAQUE 300의 권장 용량은 
15mL~20mL이지만 개인의 해부학적 구조 및/또는 질병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헤르니오그래피
240 mgI/mL 농도의 OMNIPAQUE 240은 성인에서 탈장 조영술에 사용하도록 지정되
었습니다.

지침
예방 조치 - 일반을 참조하십시오.

이상 반응
신경계:통증(7%), 두통(3%), 불쾌감(3%). 위장 시스템:설사(3%) 및 헛
배부름(10%).

복용량 및 투여
OMNIPAQUE 240의 권장 용량은 50mL이지만 개인의 해부학적 구조 및/또는 질병 상태에 따라 다
를 수 있습니다.

공급 방법
옴니팩 140
+ 50mL을 더한PAK™(폴리머 병), 10개 상자(NDC 0407-1401-52)

옴니팩 180
10mL 유리 바이알, 180mgI/mL, 10상자(NDC 0407-1411-10) 
20mL 유리 바이알, 180mgI/mL, 10상자(NDC 0407-1411-20)

옴니팩 240
10mL 유리병, 240mgI/mL, 10개 상자(NDC 0407-1412-10) 
20mL 유리병, 240mgI/mL, 10개 상자(NDC 0407-1412-20) 
50mL 유리병, 240mgI/ mL, 10개들이 상자(NDC 0407-1412-50)
+ 50mL을 더한PAK™(폴리머 병), 10개 상자(NDC 0407-1412-30) 100mL 유
리병, 240mgI/mL, 10개 상자(NDC 0407-1412-60)
100mL +을 더한PAK™(폴리머 병), 10개 상자(NDC 0407-1412-33) 150mL 유
리병, 240mgI/mL, 10개 상자(NDC 0407-1412-49)
150mL + 200mL 채우기을 더한PAK™(폴리머 병), 10개 상자(NDC 0407-1412-34) 200mL in 
+을 더한PAK™(폴리머 병), 10개들이 상자(NDC 0407-1412-35)

옴니팩 300
10mL 유리병, 300mgI/mL, 10개 상자(NDC 0407-1413-10) 
30mL 유리병, 300mgI/mL, 10개 상자(NDC 0407-1413-30)
30mL + 50mL 채우기을 더한PAK™(폴리머 병), 10개 상자(NDC 0407-1413-59) 50mL 유
리 바이알, 300mgI/mL, 10개 상자(NDC 0407-1413-50)
50mL 유리병, 300mgI/mL, 10개들이 상자(NDC 0407-1413-51)
+ 50mL을 더한PAK™(폴리머 병), 10개들이 상자(NDC 0407-1413-61)
75mL + 100mL에 채우기을 더한PAK™(폴리머 병), 10개 상자(NDC 0407-14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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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L 유리병, 300mgI/mL, 10개 상자(NDC 0407-1413-60) 100mL in +을 더한
PAK™(폴리머 병), 10개 상자(NDC 0407-1413-63) 150mL 유리병에 125mL 채우기, 
300mgI/mL, 10개 상자(NDC 0407-1413-53) 150mL 유리병, 300mgI /mL, 10개들
이 상자(NDC 0407-1413-90)
150mL + 200mL 채우기을 더한PAK™(폴리머 병), 10개 상자(NDC 0407-1413-65) 200mL in 
+을 더한PAK™(폴리머 병), 10개 상자(NDC 0407-1413-66)

옴니팩 350
50mL 유리병, 350mgI/mL, 10개 상자(NDC 0407-1414-50) 50mL 
유리병, 350mgI/mL, 10개 상자(NDC 0407-1414-51)
+ 50mL을 더한PAK™(폴리머 병), 10개 상자(NDC 0407-1414-89)
75mL + 100mL에 채우기을 더한PAK™(폴리머 병), 10개 상자(NDC 0407-1414-90) 100mL 
유리병, 350mgI/mL, 10개 상자(NDC 0407-1414-60)
100mL +을 더한PAK™(폴리머 병), 10개 상자(NDC 0407-1414-91) 150mL 유리병
에 125mL 채우기, 350mgI/mL, 10개 상자(NDC 0407-1414-76) 150mL 유리병, 
350mgI /mL, 10개들이 상자(NDC 0407-1414-03)
150mL + 200mL 채우기을 더한PAK™(폴리머 병), 10개 상자(NDC 0407-1414-93) 250mL 유
리병에 200mL 채우기, 350mgI/mL, 10개 상자(NDC 0407-1414-04)
200mL +을 더한PAK™(폴리머 병), 10개 상자(NDC 0407-1414-94) 250mL 유
리병, 350mgI/mL, 10개 상자(NDC 0407-1414-80)

강한 햇빛과 직사광선 노출로부터 OMNIPAQUE의 바이알과 유리 또는 폴리머 병을 보호하십
시오. 얼지 마십시오. OMNIPAQUE는 20°-25°C(68°-77°F)의 통제된 실내 온도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15°-30°C(59°-86°F)까지 허용되는 여행[USP 제어된 실내 온도 참조].

모든 프레젠테이션에서 OMNIPAQUE 주입은 37°C(98.6°F)에서 최대 한 달 동안 조영제 워머에 보
관할 수 있습니다.

폴리머 병 전용 특수 취급 및 보관: 변조 방지 링이 파손되었거나 누락된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배포: GE Healthcare Inc., Marlborough, MA 01752 USA 제조: GE 
Healthcare Ireland, Cork, Ireland

OMNIPAQUE는 General Electric Company 또는 그 자회사의 상표입니다. GE 및 GE 
모노그램은 General Electric Company의 상표입니다.
노르웨이 원산지 제품.

© 2017 General Electric Company - 판권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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