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
니모투주맙은 인간 표피 성장 인자 수용체(EGFR)의 세포외 도메인에 위치한 에피토프와 상
호작용하여 이 수용체의 세포외 도메인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재조합 인간화 모노클로날 
항체입니다. 니모투주맙은 쥐 IgG2a 단일클론 항체 R3(ior egf/r3)의 인간화 형태입니다. 
인간화 니모투주맙 IgG1 항체는 쥐 항체의 CDR을 인간 Frs(중쇄의 경우 Eu 및 경쇄의 경우 
REI)에 클로닝하고 3개의 쥐 잔기를 중쇄의 인간 Frs에 재도입함으로써 수득된다.

국소 진행성(III기 또는 IVA-B기) 비인두 편평상피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무작위, 공
개 표지 다기관 제2상 임상 시험에서3 137명의 환자가 포함되었으며 이 중 70명은 연구 약
물(니모투주맙) 그룹에 있었고 67명은 통제 그룹에서. 연구 약물 그룹의 환자는 근치 방사선 
요법과 함께 Nimotuzumab을 받았고 대조군은 방사선 요법만 받았습니다. 환자들은 방사
선 요법과 함께 100mg 용량의 니모투주맙을 매주 8회 주입받았다. 첫 번째 주입은 환자가 
방사선 요법을 시작한 당일에 주어졌고 방사선 요법과 동시에 종료되었습니다.

구성:
각 10ml 바이알에는 니모투주맙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화 항-EGFR 단일클론항체) 이염기성 인산나트
륨
인산나트륨 일염기성 염화나트륨

폴리소르베이트 80
주사용수

분석은 처리 종료 시점, 처리 후 5주 및 17주 후에 별도로 수행되었습니다. 치료 종료 시 연구 약물 그룹의 CR(완전 
관해) 백분율은 원발성 종양의 경우 76.56%, 림프절의 경우 75.00%, 전체 평가의 경우 65.63%였습니다. 대조군
과 비교하여 각각 34.85%, 57.58%, 27.27%였습니다. 연구 약물 그룹의 CR 백분율은 대조군보다 높았다. 치료 5
주 후, 연구 약물 그룹의 CR 백분율은 국소 종양의 경우 90.63%, 림프절의 경우 89.06%, 전체 평가의 경우 
87.50%였습니다. 대조군은 각각 51.52%, 72.73%, 42.42%였습니다. 치료 17주 후 연구 약물 그룹의 CR 백분율
은 국소 종양 92.19%, 림프절 93.75%, 전체 평가 90.63%로 63.64%, 80.30%, 51%보다 낮았습니다. 통제에서 
52%. 모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습니다. 치료 17주 후 관찰된 객관적 반응은 연구 약물군에서 100%, 대조군
에서 90.91%였다.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치료 후 연구 약물군의 Karnofsky 등급의 평균값은 대조군
보다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항체가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됨을 나타냅니다. 치료 전후
의 환자 체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은 평균 0.35kg, 대조군은 0.87kg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치료 17주 후 관찰된 객관적 반응은 연구 약물군에서 100%, 대조군에서 90.91%였다.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했다. 치료 후 연구 약물군의 Karnofsky 등급의 평균값은 대조군보다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항체
가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됨을 나타냅니다. 치료 전후의 환자 체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은 
평균 0.35kg, 대조군은 0.87kg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치료 17주 후 관찰된 객관적 반응은 연구 약
물군에서 100%, 대조군에서 90.91%였다.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치료 후 연구 약물군의 Karnofsky 
등급의 평균값은 대조군보다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항체가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됨
을 나타냅니다. 치료 전후의 환자 체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은 평균 0.35kg, 대조군은 0.87kg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항체가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됨을 나타냅니다. 치료 전후의 환
자 체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은 평균 0.35kg, 대조군은 0.87kg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는 항체가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됨을 나타냅니다. 치료 전후의 환자 체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은 평균 0.35kg, 대조군은 0.87kg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50.0mg

18.0mg
4.5mg

86.0mg
2.0mg

10mL

제품은 불용성 물질이 없는 무색 투명한 용액으로 제형화됩니다.

임상약리학
니모투주맙은 표피 성장 인자 수용체(EGFR, HER1, c-ErB1)의 세포외 도메인에 결합하고 
표피 성장 인자(EGF) 및 형질전환 성장 인자 알파와 같은 기타 리간드의 결합을 억제합니다. 
Nimotuzumab의 고유한 특성은 세포 표면에 안정적으로 부착하기 위해 2가 결합(즉, 두 개
의 항체 암을 동시에 두 개의 표적에 결합)을 필요로 하며, 이는 Nimotuzumab이 중간에서 
높은 EGFR 수준을 발현하는 세포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도록 합니다1. EGFR은 HER이라는 
수용체 패밀리의 구성원인 막횡단 당단백질입니다. EGFR은 3개의 모든 배아층 세포, 특히 
상피 기원의 세포(피부, 호흡기관, 위장관, 요로 및 간)에서 발현됩니다. 두경부(SCCHN)와 
같은 상피 기원의 인간 종양의 광범위한 다양성에서, 비소세포폐암(NSCLC), 췌장암, 결장
암, 유방암, 신장난소암 및 방광암에서 EGFR이 과발현됩니다. 신경교종에서도 과발현됩니
다. Nimotuzumab과 EGFR의 결합은 수용체 관련 키나제의 인산화와 활성화를 차단하여 
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세포자멸사를 유도하며 혈관 내피 성장 인자 생성을 감소시킵니다.

비무작위 시험
단일 센터 I/II 공개, 비무작위, 임상 시험은 적합한 12명의 진행성 EGF-R 발현 두경부암(3기 
또는 IV기) 환자에서 외부 빔 방사선 요법과 조합된 니모투주맙의 안전성 및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급진적인 방사선 치료를 위해. 3명의 환자로 구성된 4개의 다른 치료 
코호트가 설정되었습니다. 4개의 정의된 코호트에서 50~400mg의 Nimotuzumab의 단일 
용량. 환자는 6주 동안 매주 동일한 용량을 받았습니다. 4개 코호트의 경우 총 니모투주맙 누
적 용량은 300, 600, 1200 및 2400mg이었습니다. 환자들은 또한 6주에 걸쳐 5일 동안 매
일 2Gy 선량으로 Co 60 선원의 반응에 따라 60 또는 66 Gy 방사선을 받았습니다. 적립완료 
후,

A431, MDA-MB-435, U87과 같은 종양 세포주를 사용한 시험관 내 연구 및 인간 종양 이종
이식된 SCID 마우스의 생체내 연구에서 니모투주맙이 항증식성, 항혈관신생 및 세포자멸사 
활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간 약동학
병용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 요법과 함께 투여된 니모투주맙은 비선형 약동학을 나타냅니다. 
30분 주입 후 농도 시간 곡선 아래 면적(AUC)은 용량이 50mg에서 400mg으로 증가함에 따
라 용량 비례 방식보다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니모투주맙 청소율(CL)은 용량이 50에서 200
으로 증가함에 따라 1.08에서 0.34mL/h/kg으로 감소했으며, >200mg의 용량에서는 안정 
상태로 보였습니다. Nimotuzumab의 중심 구획 부피(Vc)는 2.3~7.2L이고 최대 농도 
Cmax는 동일한 용량 범위에서 27~57ng/mL였습니다. 제거 반감기(t 1/2봄 여름 시즌)
50~400mg 용량의 경우 62.91~304.51시간 범위였습니다.

12명의 환자가 4가지 용량 수준의 니모투주맙을 복용한 첫 번째 시험 섹션에서 12명의 환자 
중 7명의 환자가 ORR(PR 또는 CR)을 보였고 4명의 환자는 안정적인 질병을 보였고 1명의 
환자에서 병용 요법 후 종양 진행이 있었습니다. 반응을 보인 7명의 환자 중 6명은 원발성 종
양과 전이의 완전한 관해가 있었고 1명의 환자는 부분적인 반응을 보였다. 예비 약동학 분석
은 수용체 포화도가 200mg 이상에 도달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전체 생존은 200 또는 400 mg의 용량을 사용한 후 더 낮은 용량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증가
했습니다(P=0.03). 45.2개월(범위, 41.5~48.1개월 범위)의 치료 시작부터 종료 날짜까지의 
중앙값 추적조사에서 50mg 및 100mg 치료 환자의 중앙 생존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8.60개월인 반면, 200mg과 400mg을 투여받은 환자의 중앙 생존 기간은 44.30개월이었습
니다. 3년 생존율은 2개의 가장 낮은 용량으로 치료받은 환자에서 16.7%, 200mg과 
400mg으로 치료한 환자에서 66.7%였다. 200mg 및 400mg 그룹에 10명의 새로운 환자를 
포함하도록 프로토콜이 수정된 후, 최종적으로 16명의 환자 중 14명(87.5%)이 ORR에 도달
했고 11명은 CR이었습니다. 전체 평균 생존 기간은 22개월입니다. 8명의 환자는 생존하고 7
명은 질병이 없습니다4.

인체에서 Nimotuzumab은 주로 간, 비장, 심장, 신장 및 방광에 분포합니다. 간은 대부분의 
니모투주맙을 흡수합니다. 동물 약동학 연구의 증거는 종양 내 항체 농도가 주사 후 24시간
에 가장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임상 연구
화학 요법 및/또는 방사선 요법과 동시에 니모투주맙의 효능 및 안전성은 2건의 무작위 대조 
시험(RCT)(229명의 환자) 및 2건의 비무작위화(53명의 환자) 임상 시험에서 연구되었습니
다. 이 모든 환자의 안전성 데이터도 평가되었습니다.

국소 진행성, 절제 불가능한 두경부 편평 세포 암종(SCCHN) 환자의 치료에서 방사선 요법
(RT)과 조합된 니모투주맙의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하는 또 다른 다중심 비무작위 연구는 31
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환자들은 33 또는 35개의 분획에서 6600 또는 
7000 cGy의 방사선 요법과 6주 동안 매주 1회 니모투주맙 100 또는 200 mg 용량으로 치료
를 받았습니다. ITT 집단은 니모투주맙을 1회 이상 투여받은 모든 환자로 정의되었습니다. 
평가 가능한 모집단은 니모투주맙을 6회 투여하고 12주차 평가에 도달한 모든 환자로 정의
되었습니다. 24명의 환자가 완전히 평가 가능했습니다. 이들 중 17개(70%)는 최상의 반응
으로 완전한 종양 반응을 보였다. 총 13명의 환자가 완전 반응자로서 연구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평가 가능한 환자 중 3명(12.5%)은 부분반응을 보인 후 24주차에 진행하였고, 1명
(4.9%)은 3번의 내원에서 안정된 상태를 보인 후 진행하였다. 나머지 3명의 환자(12.5%)는 
진행성 질환을 갖고 있었다. ITT 인구의 평균 생존 기간은 829일이었습니다. 평가 가능한 인
구의 중앙 생존 기간은 현재 43.4개월입니다.

무작위 대조 시험
무작위 다심적 II상 임상 시험에는 92명의 환자가 등록되어 3기 및 IVA기의 절제 불가능한 두
경부암 관리에서 표준 치료(방사선 요법(RT) 및 화학 요법(CT) + RT)의 두 가지 표준 치료 요
법에 Nimotuzumab을 추가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두 그룹은 연령, 성별, 종양의 병기 
및 기준 KPS와 관련하여 그룹 간에 통계적 차이가 없이 균등하게 일치되었습니다. 환자들은 
6주 동안 매주 1회 200mg IV 주입으로 Nimotuzumab을 받았습니다. 치료에 대한 반응은 
3개월 및 6개월 말에 평가되었습니다. 총 16명의 환자는 평가할 수 없었다. 76명의 환자가 
효능 분석을 위해 평가되었습니다.

다양한 치료 그룹의 객관적 반응률(ORR)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군 n = 54# ORR %(p 값)

표시
니모투주맙은 화학 요법 및/또는 방사선 요법을 병행하는 두경부 부위의 진행성 편평 세포 
암종의 치료에 사용하도록 표시됩니다.

니모투주맙 +RT 13 76.47*(0.02)

RT 7 36.84

니모투주맙 +CT+RT 20 100.00♦(0.02)

CT+RT 14 70.00 용법 및 투여 방법
니모투주맙은 두경부암에 대한 표준 방사선 요법 및/또는 화학요법과 함께 6주 동안 매주 
200mg의 지속적인 정맥내(IV) 주입으로 투여됩니다. 항체 200mg을 염화나트륨 250ml에 
희석하고 60분에 걸쳐 주입합니다.

*

♦
니모투주맙 + RT 대 RT
니모투주맙 +CT+ RT 대 CT+RT

# 54명의 환자가 분석을 위해 평가 가능한 76명 중 ORR을 나타냈습니다.

Nimotuzumab은 CT+RT 및 RT에 추가했을 때 환자의 KPS를 악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니
모투주맙은 CT 및/또는 RT와 동시에 사용되었을 때 대조군보다 더 큰 객관적 반응률을 보였
습니다. 30개월 추적 관찰2에서 니모투주맙+화학방사선 요법군의 생존율은 69.5% 대 화학
방사선 단독 요법의 21.7%, 니모투주맙과 방사선 요법의 병용 요법의 생존율은 39.1% 대 
방사선 요법 단독 요법의 21.7%였습니다. 화학방사선 요법에 니모투주맙을 추가하면 사망 
위험(rrd)이 85%(HR 0.15, p-0.0006), RT에서 36% rrd(HR0.64, p 0.33)(프로토콜당 
OS)가 감소했습니다.

생리 식염수로 희석하는 동안 우발적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
다. 용액에 탁도가 보이는 경우 우발적인 미생물 오염 때문입니다. 이 경우 용액을 버리고 새
로운 용액을 준비하십시오.

이상 반응
니모투주맙을 RT 및/또는 CT와 함께 또는 없이 동시에 사용한 두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임상 시험에서 방사선 요법군에서 일반적으로 보고된 이상반응은 발열,

TITLE - NIMOTUZUMAB / BIOMAB MEDICATION PATIENT INFORMATION IN KOREAN

Source : Biocon

www.911globalmeds.com/buy-nimotuzumab-biomab-online
http://www.biocon.com/docs/prescribing_information/oncology/biomab_pi.pdf


오한, 점막염, 가려움증, 두드러기/발진, 두통, 고혈압 및 혈압 변동. 화학 방사선 요법 그룹에
서 보고된 부작용은 점막염, 무력증, 현기증, 혈뇨(현미경), 구토 및 묽은 변이었습니다. 조사
자는 발진과 오한만이 니모투주맙과 확실히 관련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이상반응
은 경증에서 중등도의 중증도였으며 자가 제한적 가역적이었고 니모투주맙과 관련이 있을 
수 있거나 관련 가능성이 있습니다. 3명의 환자는 첫 번째 용량 주입 반응을 보였고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으며 후속 니모투주맙 주입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한 환자는 피부 발진과 함께 
심각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였으며 대증 요법으로 치료를 받았고 연구에서 제외되었습니
다.

낮은 항-이디오타입 반응은 항체의 인간화 특성을 나타내며 낮은 과민 반응의 원인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면역원성 반응의 발달은 검체 수집 시기, 검체 취급, 수집 시간, 기저 질환 및 병
용 약물과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Nimotuzumab에 대한 항체 발생의 발생률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임신 및 수유 중 사용 임신 중 사용

Nimotuzumab에 대한 동물 생식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EGFR은 태아 발달의 조절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발달 중인 배아에서 정상적인 기관 
형성, 증식 및 분화에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인간 IgG1은 태반 장벽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습니다. 따라서 항체는 산모로부터 발달 중인 태아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
나 항체가 임산부에게 투여되었을 때 태아에 해를 줄 수 있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
다. 항체는 임산부 또는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위험보다 잠재적 이점이 더 클 경우 적절한 피임
법을 사용하지 않는 여성에게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환자가 이 약을 투여받는 동안 임신하면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위험 및/또는 임신 상실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화학방사선요법군에서 니모투주맙군에서 III 및 IV등급 이상반응을 보고한 환자의 비율은 니
모투주맙이 없는 군보다 더 많았다. 이러한 이상반응은 대부분 Nimotuzumab보다는 동시 
CT+RT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방사선 요법 그룹은 RT와 관련하여 니모투주맙군보다 니모투
주맙군이 없는 군에서 III 및 IV 등급 이상 반응이 있는 환자의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Nimotuzumab의 추가는 RT의 독성 효과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
다.

아나필락시성 피부 반응은 Nimotuzumab으로 인해 보고된 유일한 SAE였습니다. 보고된 
다른 SAE는 기저 악성 장애로 인한 것이거나 동시 화학 요법 또는 방사선 요법으로 인한 치
료의 결과였습니다. 수유에 사용

항체가 모유에서 분비되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인간 이후로
IgG1은 모유로 분비되며 섭취 후 흡수 가능성과 유아에게 해를 끼치는 가능성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수유부에게 니모투주맙을 투여할 때의 잠재적 이점 대 위험에 대한 권장 사항은 없
습니다.

진행성 비인두 편평 상피암에 대한 임상 시험에서 가장 빈번하게 관찰된 이상 반응은 저열, 
저혈압, 구역, 현기증 및 피부 발진을 포함합니다. 이 약을 투여받은 실험군의 70명의 환자 중 
1등급 발열의 발생률은 4.28%, 최고 체온은 39℃로 치료 후 감소하여 치료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 저혈압 및 현기증의 발생률은 2.86%였으며 기록된 최저 혈압은 80/50으로 휴
식 후 정상화되었습니다. 1등급 메스꺼움과 피부 발진의 발생률은 1.43%였습니다. 소아용

현재 신경계 질환이 있는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와 관련된 중대한 이상반응이 없는 종양

니모투주맙.
소아에서 심하게 사전 치료된 재발성 고급 신경아교종의 효능 및

두경부암에서 진행성 표피 유래 종양의 치료를 위해 니모투주맙을 방사선 요법과 함께 사용
했을 때 임상 시험에서 관찰된 이상반응은 흔하고 드문 반응으로 분류되어 표 1에 나열되어 
있다. 약물과 관련된 대부분의 이상반응은 1등급 및 2등급 중증도였습니다. 피부 발진이나 
기타 피부 독성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은 2상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단일 요법으로 니모투주맙의 반복 적용은 내약성이 
우수하고 안전했습니다. SAE 중 어느 것도 연구 약물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임상적 악화는 대부분 종양 질환의 합병증, 종양 진행 또는 드물게 다른 동반 질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반응이나 심한 피부 또는 위장 독성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표 1 진행성 표피유래암 환자에서 흔한 이상반응 발생률
실험실 테스트, 활력 징후 또는 신체 검사 결과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니모
투주맙 항체와 관련된 심각한 혈액학적 또는 비혈액학적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아 심각한 감
염, 수혈 및 입원의 위험을 최소화했습니다.투사%

1급
투사%

2등급
투사%
3등급이상 반응

열 14.2 2.6 16.8
떨림 11.6 5.2 16.8 노인용

두경부암 임상 연구에서 평가된 최대 연령 제한은메스꺼움과 구토 10.9 2.6 13.5
오한 12.2 1.3 13.5 78년. 니모투주맙으로 수행된 임상 연구는 고령의 영향으로 인한 반응의 차이를 보여주기에

는 적절하지 않습니다.저혈압 5.2 2.6 7.8
약점 7.8 0.0 7.8
두통 5.6 0.0 5.6 과다 복용

최대 400mg의 용량까지 완료된 임상 시험에서 입증되었습니다.빈혈증 4.3 1.3 5.6
인간에게 안전합니다. 현재 400mg 이상의 용량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결론은 없습니다.견봉 청색증 3.0 2.6 5.6

단일군 비무작위 임상 시험에서 한 환자는 첫 투여 후 3등급 졸음이 발생했습니다. 기타 경증 
또는 중등도의 반응은 발열, 구토, 메스꺼움, 저혈압, 떨림, 오한, 두통, 방향 감각 상실, 전흉
부 통증, 연하곤란 및 근육통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상 반응은 표준 약물에 의해 통제되었습니
다. 방사선 독성은 표준 방사선 요법에 Nimotuzumab을 추가해도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포장
4개의 바이알과 10mL(50mg의
니모투주맙).

안정성 및 보관
BIOMab EGFRTM(Nimotuzumab)은 다음 온도에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SCCHN 환자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비무작위 연구에서 가장 흔한 방사선 관련 부작용은 미
각 변화, 연하곤란, 구내염, 점막염, 인후 통증 및 방사선 분야의 홍반이었습니다. 이들 중 어
느 것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으며 항체 투여와 관련된 어떠한 악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메스꺼
움과 피로는 가장 흔하게 보고된 비방사선 관련 유해 사례였습니다. 주입 반응은 단일 특정 
로트의 니모투주맙을 투여받은 4명의 환자에서만 발생했습니다. 13개의 SAE가 보고되었습
니다. 보고된 심각한 유해 사례는 주로 질병 진행 또는 전이성 질병으로 인한 것이며 연구 요
법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여기에는 2명의 사망자가 포함되었습니다.

2°C와 8°C 사이의 온도. 얼지 마십시오. 냉동과 해동은
Nimotuzumab의 생물학적 활성을 파괴합니다.
염화나트륨 용액에 희석한 니모투주맙은 물리적, 화학적으로
2~8 oC에서는 12시간, 상온(25 ± 3°C)에서는 6시간 동안 안정합니다. 니모투주맙은 이러
한 조건을 넘어서는 준비된 용액에서 활성이 없을 수 있으므로 용액을 폐기하고 주입을 위해 
새로운 용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통 기한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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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BIOMab EGFRTM은 알려진 환자에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Nimotuzumab 또는 제형의 알려진 구성 요소에 과민증. (포뮬레이션의 다른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 참조)

금기
알려진 바 없음.

약물 상호 작용
니모투주맙과 다른 약물의 병용투여가 미치는 영향
반대는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면역원성
4개의 피내로 구성된 녹색 원숭이의 면역독성 연구
애주번트가 첨가된 니모투주맙의 용량은 최대 이하의 면역원성 반응만 유발했으며, 이는 애
주번트가 없는 니모투주맙의 경우 면역원성이 더 낮음을 시사합니다.

니모투주맙에 대한 항이디오타입 반응을 결정하기 위한 면역원성[인간 항인간 항체
(HAHA)]은 1년의 추적 관찰과 함께 최대 2400mg까지 단일 및 다중 투여에서 임상 연구에
서 평가되었습니다. 평가된 34명의 환자 중 1명의 환자만이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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