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카-듀라볼린
(난드롤론 데카노에이트)

약의 이름
데카-듀라볼린(난드롤론 데카노에이트 주사용 용액)

분자식: C28시간44영형삼

화학 이름: 3-oxo-estr-4-en-17β-yl decanoate
분자량: 428.7 Cas. 번호: 360-70-3

Deca-Durabolin은 근육 내 투여를 위한 안드로겐 유성 제제입니다.

설명

Nandrolone decanoate는 흰색에서 크림색의 흰색 결정성 분말입니다. 물에는 거의 녹지 않지만 클로로포름, 에탄
올, 에테르, 고정유 및 에스테르에는 잘 녹습니다.

Deca-Durabolin은 1ml의 밝은 노란색 유성 액체를 포함하는 1ml의 미리 채워진 주사기로 제공됩니다.

구성

Deca-Durabolin의 각 ml에는 50mg의 활성 성분 nandrolone decanoat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또한 
볼륨을 구성하는 비활성 성분 벤질 알코올(0.1ml)과 아라키스(땅콩) 오일을 포함합니다.

약리학

약력학적 특성

Deca-Durabolin은 주사 가능한 단백 동화 제제입니다. 약리 활성 물질은 nandrolone입니다. 데카노에이트 에스테
르는 주사 후 약 3주의 작용 지속 시간을 제공합니다.

Nandrolone은 남성 호르몬과 화학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과 비교하여 강화된 동화 작용과 감소된 안
드로겐 활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 생물학적 분석에서 입증되었으며 수용체 결합 연구에 의해 설명됩니다. 
nandrolone의 낮은 안드로겐성은 임상 사용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인간에서 Deca-Durabolin은 칼슘 대사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골다공증에서 골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종성 유방 암종이 있는 여성에서 Deca-
Durabolin은 수개월 동안 객관적인 퇴행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Deca-Durabolin은 질소 절약 작
용이 있습니다. 단백질 대사에 대한 이러한 효과는 대사 연구에 의해 확립되었으며 만성 쇠약성 질환 동안 및 대수술 및 
심각한 외상 후와 같이 단백질 결핍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치료적으로 활용됩니다.

TITLE - NANDROLONE DECANOATE / DECA-DURABOLIN MEDICATION PATIENT 
INFORMATION IN KOREAN

Source : GP2U Telehealth

www.911globalmeds.com/buy-nandrolone-decanoate-deca-metadec-online
https://gp2u.com.au/static/pdf/D/DECA-DURABOLIN-PI.pdf


Deca-Durabolin은 비경구 영양뿐만 아니라 특정 요법 및 식이 요법에 보조 보조제 역할을 합니다.

안드로겐 효과(예: 남성화)는 권장 복용량에서 비교적 흔하지 않습니다. Nandrolone에는 간 기능 장애 및 
담즙 정체의 발생과 관련된 C17alpha-alkyl 그룹이 없습니다.

약동학적 특성

흡수
Nandrolone decanoate는 6일의 반감기로 주사 부위에서 혈액으로 천천히 방출됩니다.

분포
혈액에서 에스테르는 1시간 이하의 반감기로 빠르게 난드롤론으로 가수분해됩니다. 가수분해와 nandrolone의 분포 
및 제거가 결합된 과정의 평균 반감기는 약 4시간입니다.

대사 및 배설
난드롤론은 간에서 대사됩니다. 19-Norandrosterone, 19-noretiocholanolone 및 19-
norepiandrosterone은 소변에서 대사 산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대사체가 약리학적 작용을 나타내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표시

• 급성 신부전, 만성 신부전 및 만성 신부전의 빈혈.
• 수술 불가능한 유선암의 고식적 치료를 위해.
• 골다공증(에스트로겐 요법이 금기인 경우).
• 재생 불량성 빈혈.
• 코르티코스테로이드로 장기간 치료 중인 환자.

금기 사항

• 임신.
• 젖 분비.
• 남성에서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전립선 암종 또는 유선 암종.
• 활성 물질, nandrolone decanoate 또는 아라키스 오일을 포함한 모든 부형제에 과민증. 따라서 

Deca-Durabolin은 땅콩과 콩에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금기입니다(참조지침).

• 신염 또는 신염의 신증 단계.
• 빌리루빈 배설 장애가 있는 간 질환.
• 심장 마비.

지침

• 권장 복용량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남성화의 징후가 나타나면 치료 중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 환자가 헤파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 Deca-Durabolin 주사를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양성 전립선 비대가 있는 환자에게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장기간의 안드로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요법과 관련하여 간세포성 신생물 및 간내반증이 드물게 보고되었

습니다.
• Deca-Durabolin은 용액 mL당 100mg의 벤질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으며 미숙아 또는 신생아를 포함하

여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투여해서는 안됩니다. 벤질 알코올은 영유아와 3세 이하 어린이에게 독성 반응
과 아나필락시양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어린이의 Deca-Durabolin 사용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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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a-Durabolin은 아라키스(땅콩) 오일을 함유하고 있으며 땅콩에 알레르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자
는 복용/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땅콩 알레르기와 대두 알레르기 사이에는 가능한 관계가 있으므로 대두 알
레르기가 있는 환자는 Deca-Durabolin도 피해야 합니다. 금기 사항).

• 다음과 같은 상태의 환자는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잠복성 또는 명백한 심부전, 신부전 또는 기능 장애, 고혈압, 간질 또는 편두통(또는 이러한 상태의 

병력),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가 때때로 염분 및 체액 저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근 경색 또는 만성 동맥 질환의 병력. 안드로겐 치료 중 혈청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환자에게 투여 시 주의가 필요하다. 혈청 콜레스테롤의 연속 측정이 중요합니다.

당뇨병 - 참조다른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고용량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골단 폐쇄를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키 성장;

유방암의 골격 전이; 이러한 환자들은 자발적으로 고칼슘혈증 및 고칼슘뇨증이 발생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Deca-Durabolin을 중단하고 고칼슘혈증을 적절히 치료해야 합니다. 칼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요법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간 기능 장애.

-

-
-

-

-

• 처방자는 Deca-Durabolin이 오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일부 개인은 약물 추구 행동을 보일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스포츠에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화 물질을 남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건강 
위험을 수반하므로 권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성의 고환 위축 및 정자 생성 억제; 여성의 쉰 목소리, 여드름 
및 다모증으로 보이는 희소월경과 남성화; 펠리시스 간염 또는 기타 간독성(참조부작용).

생식 능력에 미치는 영향

nandrolone decanoate를 사용한 성인 동물의 표준 생식능력 및 초기 배아 발달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 사용(카테고리 D)

금기.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 및 안드로겐 효과가 있는 기타 물질은 태아에게 남성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수유에 사용

금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신생아에게 남성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모유로 분비되는 난드롤론 에스테르의 
양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발암성

동물에서 nandrolone decanoate의 발암 효과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유전독성

nandrolone decanoate의 유전독성 효과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 항응고제: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는 경구 항응고제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프로트롬빈 시간
을 원하는 치료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항응고제의 투여량을 줄여야 할 수 있습니다. 경구 항응고제 치료를 받
는 환자는 특히 동화 작용을 시작하거나 중단할 때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인슐린 및 기타 혈당강하제: 당뇨병 환자에서 동화작용의 대사 효과는 혈당을 감소시켜 인슐린 및 기타 혈당
강하제의 요구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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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테스트에 대한 영향

• 동화 작용은 단백질 결합 요오드(PBI), 티록신 결합 능력 및 방사성 요오드 흡수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
다.

• 동화작용은 내당능 검사와 메티라폰 검사(뇌하수체 기능)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작용

부작용은 복용량, 복용 간격 및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 다릅니다. 부작용은 제제의 안드로겐 활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시스템 오르간
수업 흔한 드문 희귀한
일반적인 수분 보유
내분비 남성화(에서

여성*)은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쉰 목소리
좌창
다모증
증가/감소
리비도.

정자 생성 억제

고환 위축
무력
여성형 유방
발기 빈도 증가 음경 크기 증가(사춘기 
남아)

음핵의 비대 음모의 성장 증가 희발
월경

무월경
대사 고지혈증

혈청 HDL 콜레스테롤 감소
혈액학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증가된 헤모글로빈
심혈관 고혈압
위장 메스꺼움
간담도 간 이상

기능
황달
건선
간염

비뇨생식기 부고환염
방광 과민성
소변량 감소
양성 전립선 비대 지속발기증

근골격계 조기 골단 폐쇄(소아에서)

피부 &
부속물

좌창 지성 피부
기름진 머리
발진
가려움증
발진
두드러기
주사 부위
Furunculosis

(* 고용량, 장기간 치료 및 빈번한 투여에서 호르몬 치료에 민감한 여성에서 남성화 징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
성화 징후가 나타나면 치료 중단을 고려해야합니다. 쉰 목소리는 음성 변화의 첫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 지속
되며 때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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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 및 투여

Deca-Durabolin은 깊은 근육 주사에 의해서만 투여되어야 합니다. 바이알과 앰플은 일회용입니다.

• 급성 신부전 및 만성 신부전과 같은 신장 질환: 2-3주마다 25-50 mg. 초기에는 더 높은 용량(매주 50mg)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수술 불가능한 유선암의 고식적 치료를 위해: 2~3주마다 50mg.
• 골다공증(에스트로겐 요법이 금기인 경우):2-3주마다 50mg.
• 코르티코스테로이드로 장기간 치료 중인 환자의 경우: 2-3주마다 50mg을 투여합니다.
• 주의 최적의 동화 작용 효과를 위해서는 칼로리가 풍부한 식단에서 적절한 양의 비타민, 미네랄 및 

단백질을 투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빈혈 치료:

영형
영형

재생 불량성 빈혈: 매주 50-150 mg.
만성 신부전의 빈혈: 여성 100mg, 남성 200mg 주 1회.

적혈구 사진이 만족스럽게 개선되거나 정상화되면 혈액학적 매개변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치료를 점차적으
로 중단해야 합니다. 용량을 감량하는 동안이나 치료를 중단한 후 언제든지 재발이 발생하면 치료의 재개를 고려해야 
합니다.

치료 효과의 시작은 환자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치료 3-6개월 후에도 만족스러운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투여
를 중단해야 한다.

소아 환자:Deca-Durabolin은 소아 환자에게 권장되지 않습니다.지침).

과다 복용

Deca-Durabolin의 과량투여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권장 사항은 없습니다. nandrolone esters의 급성 근육내 독성
은 매우 낮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및 보관 조건

주사용 Deca-Durabolin Orgaject 50mg/ml 용액(AUST R 10655): 일회용 유리 주사기에 1ml.

25 이하 매장0C 및 빛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후원자의 이름과 주소
Merck Sharp & Dohme(호주) Pty Limited 54-68 
Ferndell Street
사우스 그랜빌 NSW 2142 호주

Merck Sharp & Dohme(뉴질랜드) Ltd 사서함 
99 851
새로운 시장
오클랜드 1149
뉴질랜드

약의 독극물 일정

스케줄 4 ‒ 처방전만 가능한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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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날짜
TGA 승인 날짜: 2007년 2월 22일 가장 최근 수정 날짜: 
2011년 10월 6일

제공된 정보는 Deca-Durabolin 50mg에만 관련되며 동일한 활성 성분을 포함할 수 있는 다른 제품과 관련하
여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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