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이머 주입
소비자 의약품 정보(CMI) 요약
그만큼전체 CMI 다음 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약을 사용하는 것이 걱정된다면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1. Primacor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Primacor는 활성 성분인 Milrinone Lactate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Primacor는 심각한 울혈성 심부전의 단기 치료에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십시오.1. Primacor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체 CMI에서.

2. Primacor를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Primacor 또는 CMI 끝에 나열된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적이 있는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다른 질병이 있거나 다른 약을 복용 중이거나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경우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십시오.2. Primacor를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전체 CMI에서.

3.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일부 의약품은 Primacor를 방해하고 작동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약의 목록은 섹션에 있습니다3.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전체 CMI에서.

4. Primacor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 Primacor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제공됩니다. 일련의 주사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지침은 
섹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4. Primacor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전체 CMI에서.

5. Primacor를 사용하는 동안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해야 할 것

• 방문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에게 Primacor를 사용하고 있음을 상기시키십시오.

당신이
해서는 안 된다

• 밀리논, 유사 의약품 또는 이 책자 끝에 나열된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Primacor를 사용해
서는 안 됩니다.

운전 또는 사용
기계

• Primacor가 귀하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기 전까지는 운전을 하거나 기계 또는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주의하십시오.

음주
술

• 없음

돌보다
당신의 약

• Primacor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 온도가 30°C를 초과하지 않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 냉장 보관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십시오.5. Primacor를 사용하는 동안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전체 CMI에서.

6. 부작용은 없나요?
Primacor 주입 중에 느낄 수 있는 영향에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 저혈압, 어지러움, 현기증, 흉통, 두통, 피부 발진이 있습니다. 부
작용이 있는 경우 해야 할 일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십시오.6. 부작용은 없나요? 전체 CMI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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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머 주입
활성 성분):밀리논 젖산염

• 울혈성 심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다른 약물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소비자 의약품 정보(CMI)

이 전단지는 Primacor 사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
다.또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Primacor 사용에 대한 우려 
사항이나 질문이 있는 경우 의사 또는 약사에게 문의해야 합니
다.

치료 중 특정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과 
모니터링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섹션에서 추가 정
보를 참조하십시오.6. 부작용은 없는지 ?

이 전단지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 임신과 모유 수유
1. 내가 Primacor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Primacor를 사용하기 전에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삼.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4. Primacor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5. Primacor를 사용하는 동안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6. 부작용이 있습니까?
7. 제품 세부 정보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계획 중인 경우 의사와 상의하십시
오.
모유 수유 중이거나 모유 수유를 하려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
십시오.
귀하와 귀하의 의사가 관련된 위험 및 이점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한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경우 Primacor를 투여
해서는 안됩니다.

1. Primacor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Primacor가 아기에게 해를 줄 수 있는지 또는 모유에서 발견되
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Primacor는 활성 성분 milrinone lactate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Primacor는 심각한 울혈성 심부전의 단기 치료에 사용됩니
다. 이것은 심장이 몸 전체에 충분한 혈액을 펌프질하지 못하
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의 증상으로는 쇠약, 호흡곤란, 조직
의 체액 축적 및 피부의 파란색 변색이 있습니다.

3.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약국, 슈퍼마켓 또는 건강 식품 가게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한 
의약품, 비타민 또는 보조제를 포함하여 다른 약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나 약사에게 알리십시오.

Primacor는 또한 심장 수술 후 환자의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
의 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약, 비타민 또는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
이 Primacor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Primacor는 심장이 몸 전체에 혈액을 펌핑하는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Primacor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Primacor는 심장 근육이 작동하는 힘을 증가시키고 혈관을 
열어 혈액이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합니다. 얼마나 복용/사용

• Primacor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제공됩니다. 다음과 
같이 일련의 주사로 제공됩니다.

• 성인:2. Primacor를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초기 복용량
영형경고

다음과 같은 경우 Primacor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10분에 걸쳐 천천히 1회 주사합니다.

두 번째 복용량
영형• 밀리논 락테이트 또는 이 전단지의 끝에 나열된 성분

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 이 약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항상 성분을 확인하십시오.

• 특정 심각한 문제(폐쇄성 대동맥 또는 폐판막 질환)가 있
습니다.

• 귀하와 귀하의 의사가 관련된 위험 및 이점에 대해 논
의하지 않는 한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입니다.

Primacor는 정맥 주사액으로 희석되어 천천히 정맥
에 주입됩니다. 이 "주입"은 최대 48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사용되는 용량은 상태의 중증도에 따라 
다릅니다.

Primacor는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Primacor 복용/사용 시기

Primacor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제공됩니다. 일련의 주
사로 제공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Primacor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경우

•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
• 다른 상태에 대한 약을 복용
• 신장병을 앓다
• 이미 다른 심장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Primacor를 너무 많이 사용했다고 생각되면 긴급 의료 조
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Primacor의 너무 많은 용량은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Primacor의 용량을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주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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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덜 심각한 부작용
• 독극물 정보 센터(전화 13 11 26) 호주 

또는
• 뉴질랜드에서는 0800 POISON(0800 764766)으로 국

립 독극물 센터에 전화하거나
• 의사에게 연락하거나
•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로 가십시오.

덜 심각한 부작용 할 일
Primacor 주입 중에 느낄 수 있
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의사라면
다음 중 하나를 가지고

이 적은
진지한 쪽
효과 및
그들은 당신을 걱정합니다.

• 불규칙한 심장 박동
• 저혈압
• 가벼운 두통, 현기증
• 가슴 통증
• 두통
• 피부 발진

불편함이나 중독의 징후가 없더라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5. Primacor를 사용하는 동안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알레르기 관련:
• 발진
• 천식 발작
• 건초열.

해야 할 일

다음과 같은 경우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 Primacor가 제공되는 동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위에 나열되지 않은 다른 부작용도 일부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방문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에게 Primacor를 사용하고 있

음을 상기시키십시오.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것을 발견하면 의사나 약사에게 
알리십시오.하지 말아야 할 일

• 밀리논, 유사 의약품 또는 이 책자 끝에 나열된 성분에 알
레르기가 있는 경우 Primacor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다른 부작용이 일부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습
니다.

부작용 보고
운전 또는 기계 사용 경험한 부작용에 대해 의학적 조언을 받은 후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약품 관리청에 부작용을 보고할 수 있습니
다.
www.tga.gov.au/reporting-problems 호주와 https://
nzphvc.otago.ac.nz/reporting/ 뉴질랜드에서. 부작용을 
보고함으로써 이 약의 안전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Primacor가 귀하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기 전까지는 운전을 하
거나 기계 또는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주의하십시오.

약 돌보기

Primacor는 일반적으로 병원에 보관 및 투여됩니다.

약 복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항상 의사나 약사와 상
의하십시오.• Primacor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 온도가 30°C를 초과하

지 않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 냉장 보관하지 마십시오.
• 약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상자의 지침을 따

르십시오.

7. 제품 세부 정보
이 약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Primacor에 포함된 것
이것은 Primacor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아닙니다. 
질문이 더 있거나 확실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유효성분
(주성분)

밀리논 젖산염 1 mg/mL

다른 재료들
(비활성 성분)

포도당
주사용수
유산
수산화 나트륨

6. 부작용은 없나요?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대부분은 경미하고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작용은 의
학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알레르겐 해당 없음아래 정보를 참조하고, 필요한 경우 부작용에 대해 추가 질
문이 있는 경우 의사 또는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러한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이 약을 복용하지 마
십시오.Primacor는 심각한 울혈성 심부전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원치 않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프리마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심각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Primacor는 무색 내지 담황색의 투명한 용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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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자에는 10개의 앰플이 들어 있습니다.

Primacor 10mg/10mL 주사: AUST R 10372

누가 Primacor를 배포합니까?

Primacor는 다음을 통해 호주에서 공급됩니다. 

sanofi-aventis australia pty ltd 12-24 

Talavera Road

Macquarie Park, NSW 2113 무

료 전화 번호: 1800 818 806

Primacor는 다음을 통해 뉴질랜드에서 공급됩니

다. sanofi-aventis new zealand limited 

James & Wells Tower

56 카울리 스트리트

엘러슬리, 오클랜드
무료 전화 번호: 0800 283 684

이 전단지는 2021년 4월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었습니다.

primacor-ccdsv7-cmiv3-28apr21

*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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