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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데이터 시트

1. 제품명

TENOXICAM Devatis 주사용 분말, 20 mg

2. 정성 및 양적 구성

활성 물질:
각 바이알에는 테녹시캄 20mg이 들어 있습니다.
재구성된 테녹시캄 데바티스 용액은 10 mg/ml 테녹시캄을 함유합니다.

부형제:
첨가제의 전체 목록은 섹션 6.1을 참조하십시오.

3. 의약품 형태

주사용 동결건조 분말을 함유한 바이알 황록색 동
결건조 덩어리

4. 임상 세부 사항

4.1 치료 적응증
Tenoxicam Devatis는 근골격계의 다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염증 및 퇴행성 장애의 증상 치료를 위해 성인에게 사
용됩니다.
-
-
-
-
-

류마티스 관절염
골관절염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관절 외 장애, 예: 건염, 활액낭염, 어깨 관절 주위염(어깨 손 증후군) 또는 엉덩이, 긴장 및 염좌

수술 후 통증-

4.2 용법 및 투여 방법

용량/빈도 및 투여 기간
증상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가능한 한 최단 기간 동안 최저 유효 용량을 사용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섹션 4.4 참조).
수술 후 통증을 제외한 모든 적응증에 대해 1일 1회 20mg을 같은 시간에 투여해야 합니다.

수술 후 통증의 경우 권장 용량은 5일 동안 매일 40mg입니다.
만성 질환의 치료에서 테녹시캄의 치료 효과는 치료 초기에 분명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응이 점진적으로 증가
합니다. 만성 질환에서 20mg을 초과하는 일일 용량은 효과를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원치 않는 반응의 빈
도와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유지를 위해 1일 경구 용량을 10mg으로 줄이는 것이 시도될 수 있습니다(이 제품
을 사용하여 달성할 수 없음, 즉 정제 표시를 사용해야 함).

투여 방법
바이알의 동결건조된 분말은 주사용 멸균수 2ml에 용해되어야 합니다. 조제된 용액은 즉시 근육주사(IM) 또는 정
맥주사(IV)로 투여해야 합니다. 지시된 경우, 치료는 1일 또는 2일 동안 매일 IV 또는 IM 투여에 의해 단일 용량으로 
시작됩니다.

TITLE - TENOXICAM / MOBIFLEX MEDICATION PATIENT INFORMATION IN KOREAN

Source : New Zealand Medicines Authority

www.911globalmeds.com/buy-tenoxicam-mobiflex-online
https://www.medsafe.govt.nz/profs/datasheet/t/TenoxicamDevatisinj.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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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 또는 직장 경로로 테녹시캄을 계속 투여했습니다.
주사용 동결건조 분말은 IM 또는 IV 일시 투여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침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입하여 사용해
서는 안됩니다.

특수 인구에 대한 추가 정보

신장 장애
위의 권장 용량은 신장애 환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신장애 환자에게 테녹시캄을 사용하는 경우 신기능을 주
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신장애 환자에서 투여량을 최소화해야 한다. 중증의 신장애 환자에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간장애
위의 권장 용량은 간장애 환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간장애 환자에게 테녹시캄을 사용하는 경우 간 기능을 주
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간장애 환자의 경우 이 약의 투여량을 최소화해야 한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게 투
여해서는 안 된다..

소아 인구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권장 용량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사용하지 마십
시오.

노인 인구
노인은 치명적일 수 있는 위장관 출혈, 궤양 또는 천공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 환자들은 이용 가능한 가장 낮은 용
량으로 치료를 시작해야 하며, 동시 사용 중인 이러한 환자와 저용량 살리실산염 또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기타 
약물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 보호제(예: 미소프로스톨 또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와의 병용 요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장관 위험(섹션 4.4 참조).

4.3 금기 사항
Tenoxicam Devatis는 다음에서 금기입니다.
- 테녹시캄 또는 테녹시캄 데바티스와 병용하는 첨가제 또는 기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이전에 살리실산염 또는 기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로 인한 천식, 비염, 혈관부종 또는 두드러기
의 증상을 나타낸 환자.
이전 NSAID 치료와 관련하여 활동성 또는 위장관 출혈 또는 천공의 병력이 있는 환자(섹션 4.4 참조).

활동성 또는 재발성 소화성 궤양 또는 출혈의 병력이 있는 환자(2개 이상의 뚜렷한 궤양 또는 출혈 에피소드)(섹
션 4.4 참조).
다른 NSAID와 마찬가지로 출혈 체질.
다른 NSAID와 마찬가지로 중증 심부전, 신부전 및 간부전 환자의 경우. 임신 마지막 삼 분기(섹션 
4.6 참조)

-

-

-

-
-
-

4.4 사용에 대한 특별 경고 및 주의 사항
Tenoxicam Devatis는 간 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비교적 금기입니다.
cyclo-oxygenase-2 선택적 억제제를 포함하여 NSAIDs와 함께 테녹시캄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테녹시캄은 혈장 단백질 결합이 높기 때문에 혈장 알부민 농도가 현저히 감소할 때 주의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증상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최단 기간 동안 최소 유효 용량을 사용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
다(섹션 4.2, GI 출혈, 궤양 및 천공 참조).

심혈관 및 뇌혈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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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AID 요법과 관련하여 체액 저류 및 부종이 보고되었으므로 고혈압 및/또는 경증 내지 중등도의 울혈성 심부전의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적절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임상 시험 및 역학 데이터에 따르면 선택적 COX-2 억제제
와 일부 NSAID(특히 고용량 및 장기 치료)의 사용은 용량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심근경색 및 뇌졸중을 비롯한 동맥 
혈전증 위험 증가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용 기간. 심혈관 질환 또는 심혈관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도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울혈성 심부전, 확립된 허혈성 심장 질환, 말초 동맥 질환 및/또는 뇌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
는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만 테녹시캄 데바티스로 치료해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가 있는 환자의 장기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유사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NSAID를 복용하는 환자, 특히 심혈관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에서 심혈관계 이상반응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려
면 가능한 최단 기간 동안 가장 낮은 유효 용량을 사용해야 합니다(섹션 4.2 참조).

NSAID는 새로운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기존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NSAID와 함께 항고혈압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항고혈압 반응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NSAID를 처방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NSAID 치료를 시작하는 동안과 그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혈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NSAID를 복용하는 일부 환자에서 체액 저류 및 부종이 관찰되었습니다. 따라서 체액 저류 또는 심부전이 있는 환자
는 주의해야 합니다.

아스피린의 동시 사용이 NSAID 사용과 관련된 심각한 심혈관 혈전증의 위험 증가 가능성을 완화한다는 일관된 증
거는 없습니다.

위장 출혈, 궤양 및 천공:
치명적일 수 있는 GI 출혈, 궤양 또는 천공은 경고 증상 또는 심각한 GI 사건의 이전 병력이 있거나 없이 치료 중 언
제든지 Tenoxicam Devatis를 포함한 모든 NSAID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연구에서는 소화성 궤양 및 출혈이 발생
할 위험이 없는 환자의 하위 집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NSAID로 인한 상부 위장관 궤양, 심한 출혈 또는 천공은 3-6개월 동안 치료받은 환자의 약 1%, 1년 동안 치료받은 
환자의 약 2-4%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계속되어 치료 과정 중 어느 시점에서 심
각한 위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러나 단기 치료에도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령자, 심각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병력이 있는 사람, 흡연 및 알코올 중독과 같이 심각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발생할 위험이 더 큰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게는 주의가 권고됩니다.

고령자는 NSAID에 대한 부작용, 특히 치명적일 수 있는 위장 출혈 및 천공의 빈도가 증가합니다. 쇠약해진 환자들
은 다른 사람들처럼 궤양이나 출혈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NSAID와 관련된 대부분의 치명적인 위장관 사건
은 노인 및/또는 쇠약한 환자에서 발생했습니다. 위장관 출혈, 궤양 또는 천공의 위험은 NSAID 용량을 증가시키면
서, 궤양의 병력이 있는 환자, 특히 출혈 또는 천공이 복잡한 경우(섹션 4.3 참조) 및 노인에서 더 높아집니다.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는 사용 가능한 가장 낮은 용량으로 치료를 시작해야 하며, 동시 사용 중인 이러한 환자와 저
용량 살리실산염 또는 기타 약물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 보호제(예: 미소프로스톨 또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와의 병
용 요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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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아래 및 섹션 4.5 참조).

NSAID는 염증성 장 질환(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의 병력이 있는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투여
해야 합니다. 위장관 독성의 병력이 있는 환자, 특히 고령자에서는 특히 치료 초기 단계에서 비정상적인 복부 증상
(특히 위장관 출혈)을 보고해야 합니다. 소화성 궤양 또는 위장 출혈이 발생하면 Tenoxicam Devatis는 즉시 중단
되어야 합니다. 의사는 심각한 위장 독성의 징후와 증상에 대해 환자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경구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또는 살리실산과 같은 항혈소
판제와 같은 궤양 또는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을 병용 투여받는 환자는 주의해야 합니다(섹션 4.5 참
조).

피부 반응
치명적일 수 있고 경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박리성 피부염, 독성 표피 괴사(TEN) 및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JS)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피부 반응이 테녹시캄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은 고유하며 복용량이나 
사용 기간과 무관합니다.

심각한 피부 반응의 징후와 증상에 대해 환자에게 알리고 피부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SJS 또는 TEN
의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는 치료 첫 주입니다.

SJS 또는 TEN의 증상 또는 징후(예: 종종 점막 병변의 수포를 동반한 진행성 피부 발진)가 나타나면 테녹시캄 데바
티스를 중단해야 합니다. SJS와 TEN을 관리하기 위한 최상의 결과는 의심되는 약물의 조기 진단과 즉각적인 중단
에서 비롯됩니다. 조기 철수는 더 나은 예후와 관련이 있습니다.

환자가 테녹시캄을 사용하여 SJS 또는 TEN이 발생한 경우 이 환자에게 테녹시캄을 언제든지 다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혈액학적 효과
Tenoxicam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지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enoxicam Devatis는 혈액 응고 인자, 응
고 시간, 프로트롬빈 시간 및 활성화된 트롬보플라스틴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응고 장애가 있거나 지혈을 방해하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이 약을 투여할 때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
다.

안구 효과
테녹시캄 데바티스를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함께 안과적 이상 소견이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각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는 안과적 평가가 권장됩니다.

해열 효과
다른 항염증제로 알려진 것처럼 Tenoxicam Devatis는 일반적인 감염 징후를 가릴 수 있습니다.

신장 장애
NSAID는 신장의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신장 혈역학 및 염분 및 수분 균형에 바람직하지 않
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질환의 병력이 있는 환자, 당뇨병 환자의 신기능 장애, 간경변, 울혈성 환자에서 심장 
및 신기능(BUN, 크레아티닌, 부종 발생, 체중 증가 등)을 특별히 강조하여 환자를 적절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심부전, 혈량저하 및 잠재적인 신독성 약물, 이뇨제 및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의 병용 치료. 이 환자 그룹은 
심각한 출혈 가능성으로 인해 주요 수술의 수술 전후 단계에서 특별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 및 회
복 기간에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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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녹시캄은 혈장 단백질 결합이 높기 때문에 혈장 알부민 수치가 현저히 감소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4.5 다른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및 기타 상호작용 형태

아세틸살리실레이트 및 살리실레이트
살리실산염은 테녹시캄을 포함한 NSAID 분포의 제거 및 부피를 증가시키고 테녹시캄을 단백질 결합 부위에서 대
체함으로써 테녹시캄의 평균 최소 정상 상태 혈장 농도를 감소시킵니다. 살리실산염 또는 다른 NSAIDs와의 동시 
치료는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항혈소판제 및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항혈소판제 및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를 NSAID와 함께 사용하면 위장관 출혈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섹션 4.4 참조).

메토트렉세이트
일부 NSAID와 메토트렉세이트의 병용 투여는 메토트렉세이트의 신세뇨관 분비 감소, 메토트렉세이트의 더 높은 
혈장 농도 및 심각한 메토트렉세이트 독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테녹시캄 데바티스와 메토트렉세이트를 동
시에 투여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리튬
테녹시캄은 리튬의 신장 청소율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병용 투여는 혈장 농도 및 리튬 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
다. 리튬의 플라즈마 수준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뇨제 및 항고혈압제
일반적으로 NSAID와 마찬가지로 테녹시캄은 칼륨 보존성 이뇨제와 동시에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고칼륨혈증과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 이 두 종류의 화합물 사이에는 알려진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테녹시캄과 푸로세미드 사이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테녹시캄은 히드로클로로티아
지드의 혈압 강하 효과를 약화시켰습니다. 다른 NSAID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테녹시캄은 알파-아드레날린성 차단
제와 ACE-억제제의 항고혈압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테녹시캄을 아테놀롤과 함께 투여했을 때 임상적으로 관련된 상호작용은 없었습니다. 임상 시험 동안 디기탈리스 
제품과 병용 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한 상호 작용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Tenoxicam Devatis와 digitalis 
제품의 동시 투여는 큰 위험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산제 및 H2-수용체 차단제
권장 용량에서 제산제와 시메티딘을 병용 투여했을 때 임상적으로 관련된 상호작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프로베네시드
프로베네시드와 테녹시캄의 병용투여는 테녹시캄의 혈장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 관찰의 임상적 중요성은 확
립되지 않았습니다.

항응고제
권장 용량에서 와파린과 펜프로쿠몬, 저분자량 헤파린을 병용 투여했을 때 임상적으로 관련된 상호작용이 발견되
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NSAID와 마찬가지로 환자가 항응고제를 병용 투여할 경우 주의 깊게 모니
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경구용 항당뇨병 약물인 glibornuride, glibenclamide 및 tolbutamide의 임상 효과는 역시 테녹시캄에 의해 수
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NSAID와 마찬가지로 경구용 항당뇨병제를 병용투여하는 경우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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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스티라민
콜레스티라민은 청소율을 증가시키고 테녹시캄의 반감기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덱스트로메토르판
테녹시캄과 덱스트로메토르판의 병용투여는 단독요법에 비해 진통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시클로스포린
신독성 위험 증가.

술
테녹시캄과 알코올 사이에는 유의한 약력학적 상호작용이 없지만 c테녹시캄과 알코올을 병용하면 위 점막 손상이 
증가합니다.

4.6 불임, 임신 및 수유

일반 원칙
임신 범주는 C/D(3.임신)입니다.

가임기 여성/피임
테녹시캄이 피임(피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사이클로옥시게나제/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억
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제제와 마찬가지로 테녹시캄의 사용은 생식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임신을 시도
하는 여성에게 권장되지 않습니다. 임신을 시도하는 여성이 사용하는 경우 용량을 최소화하고 치료 기간을 가능한 
한 짧게 유지해야 합니다.

임신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의 억제는 임신 및/또는 배아/태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역학 연구 데이
터에 따르면 임신 초기에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제를 사용한 후 유산, 심장 기형 및 위분리의 위험이 증가했습니
다. 심혈관 기형의 절대 위험은 1% 미만에서 최대 약 1.5%로 증가했습니다. 위험은 용량 및 치료 기간에 따라 증가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동물에서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제의 투여는 착상 전후 손실과 배태자 치사율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관유전 기간 동안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제를 투여받은 동물에서 심혈관
을 포함한 다양한 기형의 발생률 증가가 보고되었습니다. 임신 첫 번째 및 두 번째 삼 분기에는 명확하게 필요한 경
우가 아니면 Tenoxicam Devatis를 투여해서는 안됩니다. Tenoxicam Devatis가 임신을 시도하는 여성이 사용
하거나 임신 첫 번째 및 두 번째 삼 분기 동안 사용하는 경우 용량을 최대한 낮추고 치료 기간을 가능한 한 짧게 유지
해야 합니다.

임신 3개월 동안 모든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제는 태아를 다음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
-

심폐 독성(동맥관의 조기 폐쇄 및 폐고혈압 포함) 과소양막증과 함께 신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신기능 장애

그리고 임신 말기에 산모와 신생아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출혈 시간의 가능한 연장, 매우 낮은 용량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항응집 효과.

자궁 수축의 억제로 분만이 지연되거나 연장됩니다.-

결과적으로 Tenoxicam Devatis는 임신 3개월 동안 금기입니다.

모유 수유
단일 용량 투여의 결과에 따르면 테녹시캄의 매우 소량(용량의 0.3% 미만의 평균값)이 모유로 전달됩니다(섹션 
5.2 참조).
테녹시캄을 복용하는 산모의 모유수유아에서 이상반응의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아는 젖을 떼거나 
약을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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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옥
사이클로옥시게나제/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제제와 마찬가지로 테녹시캄의 사용은 생식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임신을 시도하는 여성에게 권장되지 않습니다.
임신에 어려움이 있거나 가임력 검사를 받고 있는 여성의 경우 테녹시캄 치료 중단을 고려해야 합니다(섹션 5.3 참
조).

4.7 운전 및 기계 사용 능력에 미치는 영향
현기증, 졸음 또는 시각 장애와 같이 운전 또는 기계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는 자동차 운전 
또는 기계 사용을 삼가야 합니다.

4.8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
많은 수의 환자를 포함한 임상 시험에 따르면 테녹시캄은 권장 용량에서 내약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
반적으로 보고된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은 경미하고 일시적이었습니다. 소수의 환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으
로 인해 치료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테녹시캄의 비경구 투여에 대한 국소 내성은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NSAID와 관련하여 가장 흔히 관찰되는 부작용은 본질적으로 위장관계입니다. 소화성 궤양, 천공 또는 위장 출혈, 
때로는 치명적이며 특히 노인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섹션 4.4 참조). 메스꺼움, 구토, 설사, 고창, 변비, 소화불량, 
복통, 흑색변, 토혈, 궤양성 구내염, 대장염의 악화 및 크론병(섹션 4.4 참조)이 NSAID 투여 후 보고되었습니다. 덜 
자주 위염이 관찰되었습니다.

테녹시캄 사용으로 인한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에 대해 다음 용어와 빈도가 사용됩니다.
매우 흔한 (≥1/10) 공통(≥1/100, <1/10), 드문(≥1/1000, <1/100), 희귀(≥1/10000, <1/1000), 매우 드물다
(<1/10000), 알 수 없음(사용 가능한 데이터에서 추정할 수 없음).

혈액 및 림프계 장애
불명: 빈혈, 무과립구증,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면역 체계 장애
불명: 호흡곤란, 천식, 아나필락시스, 혈관부종 등의 과민반응.

대사 및 영양 장애 드문: 식욕감퇴

정신 장애
드문: 수면 장애
불명: 혼란 상태, 환각

신경계 장애 흔한: 현기증, 두통 불명: 
감각이상, 졸음

눈 장애
불명: 시각 장애(시각 장애 및 시야 흐림 등)

귀 및 미로 장애 드문: 현기증

심장 장애
드문: 두근거림 불명: 심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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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장애
불명: 혈관염.
임상 시험 및 역학 데이터에 따르면 선택적 시클로옥시게나제 2 억제제(COX2 억제제) 및 일부 NSAID(특히 고용량 
및 장기간 치료)의 사용은 동맥 혈전성 사건(예: 심근경색 또는 뇌졸중)의 위험을 약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테녹시캄이 심근경색증과 같은 혈전성 사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테녹시캄으로 그러한 위험
을 배제하기에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장 장애
흔한: 위, 상복부 및 복통, 소화불량, 메스꺼움
드문: 위장출혈(토혈 및 흑색변 포함), 위장궤양, 변비, 설사, 구토, 구강궤양, 위염, 구강건조.

매우 드물다: 췌장염
불명: 위장천공, 대장염 및 크론병의 악화, 고창

Hepatobiliary disorders Uncommon: 
Increased hepatic enzymes Not known: 
Hepatitis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disorders Uncommon: 
Pruritus, erythema, exanthema, rash, urticaria.
Very rare: Stevens-Johnson syndrome, toxic epidermal necrolysis (Lyell’s syndrome), Not 
known: Photosensitivity reactions.

Renal and urinary disorders Uncommon: 
Increased blood urea or creatinine

Reproductive system and breast disorders 
Not known: Female infertility
Isolated cases of female infertility have been reported with agents known to inhibit cyclooxygenase/ 
prostaglandin synthesis including tenoxicam.

General disorders and administration site conditions 
Uncommon: Fatigue, edema

Reporting of suspected adverse reactions
의약품 허가 후 의심되는 이상반응을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약의 유익성/위해성 균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는 의심되는 부작용을 보고해야 합니다.https://nzphvc.otago.ac.nz/
reporting/ .

4.9 과다 복용
증상
일반적으로 NSAID 과량투여 환자는 무증상입니다. NSAID 과량투여시 경미한 중추신경계 또는 위장장애만 유발
한다.
상당한 양을 섭취한 후 더 심각한 독성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발작, 혼수 및 신부전이 포함되며 심폐정지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간 기능 장애, 저트롬보빈혈증 및 대사성 산증도 보고됩니다.

치료
과량투여하는 경우 적절한 지지 치료가 지시되고 약물, 제산제 및 양성자 펌프 억제제의 중단이 지시될 수 있습니
다. 알려진 특정 해독제는 없습니다. 투석은 혈류에서 NSAID를 유의하게 제거하지 않습니다.

과다 복용 관리에 대한 추가 조언은 국립 독극물 정보 센터(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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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즌 또는 0800 764 766).

약물 남용 및 의존:약물 의존, 중독 및 레크리에이션 남용은 이 화합물의 문제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5. 약리학적 특성

5.1 약력학적 특성
약물 치료 그룹: 항류머티즘, 항염, 진통제. ATC 코드: M01AC02

테녹시캄 데바티스의 주성분인 테녹시캄은 항염, 진통, 항류마티스 성질을   가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NSAID)이며 혈소판 응집도 억제한다. Tenoxicam은 cyclooxygenase 1(COX-1)과 2(COX-2)를 억제하여 프로
스타글란딘 생합성을 억제합니다.시험관 내(양 정액 소포) 및생체 내(마우스에서 아라키돈산 유발 독성의 보호). 시
험관 내인간 COS-7 세포에서 제조된 시클로옥시게나제 동종효소에 대한 조사는 테녹시캄이 COX-1 및 COX-2 동
종효소를 거의 동일한 정도로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COX-2/COX-1 비율은 1.34와 같습니다.

시험관 내백혈구 과산화효소 검사는 테녹시캄이 염증 부위에서 활성 산소 제거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테녹시캄은 강력한시험관 내inhibitor of human metalloproteinases (stromelysin and collagenase) which induce 
cartilage breakdown.
A further possible mechanism of action is the reduction of nitrite levels indicating an alteration of NO 
pathways.
These pharmacological effects explain, at least in part, the therapeutic benefit of Tenoxicam Devatis in the 
treatment of painful inflammatory and degenerative disorders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5.2 Pharmacokinetic properties

General properties
Absorption:
Following intramuscular administration bioavailability is complete and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oral 
administrations. Following intramuscular injection levels at or above 90% of the maximally achieved 
concentrations are reached as early as 15 minutes after a dose.
1일 1회 20mg의 권장 용량 요법을 사용하면 예상치 못한 축적 없이 10-15일 이내에 정상 상태에 도달합니다. 테녹
시캄을 1일 1회 20mg의 경구 용량으로 투여할 때 정상 상태에서의 평균 농도는 11mg/L이며 이는 최대 4년 동안 
치료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단일 용량 동역학에서 예측된 바와 같이, 정상 상태에서의 혈장 농도는 단일 용량 후 도달된 것보다 6배 더 높습니
다.

분포:
20mg 테녹시캄을 정맥 투여한 후 약물의 혈장 수준은 주로 분포 과정으로 인해 처음 2시간 동안 급격히 감소합니
다. 정상 상태에서의 평균 분포 부피는 10-12 L입니다.

혈액에서는 약의 99% 이상이 알부민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Tenoxicam은 활액에 잘 침투합니다. 최고 농도는 혈
장보다 늦게 도달합니다.
단일 용량 투여의 결과에 따르면 테녹시캄의 매우 소량(용량의 0.3% 미만의 평균값)이 모유로 전달됩니다(섹션 
4.6 참조).

대사:
테녹시캄은 약리학적으로 불활성인 대사 산물로 거의 완전한 생물학적 변형 후 간을 통해 배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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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투여된 용량의 최대 2/3는 소변(주로 비활성 5'-히드록시테녹시캄으로)으로 배설되고 나머지는 담즙을 통해 배설
됩니다(많은 부분이 글루쿠로니드화 화합물 형태). 투여된 용량의 1% 이하가 변화 없이 소변을 통해 배설됩니다. 
테녹시캄의 평균 제거 반감기는 72시간(59~74시간 범위)입니다. 총 혈장 청소율은 2ml/min입니다.

선형성/비선형성:
테녹시캄의 약동학은 10-100mg의 조사된 용량 범위에서 선형입니다.

환자의 특성

신장 장애:
신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피험자와 유사한 혈장 농도를 달성하기 위해 용량 조절이 필요하
지 않습니다.

간 장애:
간 손상이 있는 환자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대상에서 보이는 것과 유사한 혈장 농도를 달성하기 위해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인 인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피험자와 유사한 혈장 농도를 달성하기 위해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
습니다. 노인의 운동 프로파일은 건강한 대상과 유사한 것으로 관찰됩니다.

다른: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 환자의 운동 프로파일은 건강한 대상과 유사한 것으로 관찰됩니다.
테녹시캄의 혈장 단백질 결합이 높기 때문에 혈장 알부민 수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섹션 
4.4 참조).

5.3 전임상 안전성 데이터

발암성: Tenoxicam은 동물에서 발암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변이원성: Tenoxicam은 동물에서 돌연변이 유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생식 능력 손상:
사이클로옥시게나제/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제제와 마찬가지로 테녹시캄의 사용은 
생식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임신을 시도하는 여성에게 권장되지 않습니다. 임신에 어려움이 있거나 불임 검
사를 받고 있는 여성의 경우 테녹시캄 치료 중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기형성: Tenoxicam은 동물에서 기형 유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6. 제약상 특수물질

6.1 부형제 목록
아스코르브 산
에데트산나트륨
만니톨
수산화 나트륨
트로메타몰
염산(pH 조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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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비호환성
TENOXICAM 주사용 분말은 침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입과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호환성 연구
가 없는 경우, 이 약은 다른 약과 혼합되어서는 안됩니다.

6.3 유통 기한
24개월. Tenoxicam Devatis 제품은 재구성 후 즉시 사용해야 합니다.

6.4 보관 조건
빛으로부터 보호되는 30°C 이하에서 보관하십시오.

6.5 용기의 종류와 성질
20mg의 동결건조 덩어리가 들어 있는 무색 3ml 유리 바이알.

6.6 폐기 및 기타 취급에 대한 특별 예방 조치
사용하지 않은 재료는 현지 폐기 규정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7. 진료 일정

처방약

8. 스폰서

데바티스 리미티드
45 Yarrow Street, 인버카길, 9810 
뉴질랜드
전화: +64 3 211 0080 팩
스: +64 3 211 0079 
www.devatis.nz

9. 최초 승인 날짜

최초 승인 날짜: 2020년 10월 15일 최신 
갱신 날짜:

10. 본문 개정일

2021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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