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방 정보의 하이라이트 이 하이라이트에는 EMFLAZA™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MFLAZA에 대한 전체 
처방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

-

행동 및 기분 장애:행복감, 불면증, 기분 변화, 성격 변화, 심한 우울증 및 정신병
을 포함할 수 있음(5.5) 뼈에 미치는 영향:EMFLAZA(5.6)의 만성 사용으로 인
한 골밀도 감소 모니터링

안과적 효과: 백내장, 감염 및 녹내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MFLAZA를 6주 
이상 지속하는 경우 안압을 모니터링하십시오(5.7).

백신 접종:면역억제 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5.8)를 투여받는 환자에게 생
백신 또는 약독화 생백신을 투여하지 마십시오.
심각한 피부 발진:발진이 분명히 약물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진의 첫 징후가 나타
나면 중단하십시오(5.9).

EMFLAZA(deflazacort) 정제, 경구용 
EMFLAZA(deflazacort) 경구 현탁액 초기 미국 
승인: 2017

- - - - - - - - - - - - - - - - - 표시 및 사용법---------------------- EMFLAZA는 
5세 이상 환자의 Duchenne 근이영양증(DMD) 치료에 사용되는 코르티코
스테로이드입니다(1) -

-- - - - - - - - - - - - - - - 용법 및 투여----------------
- 권장되는 1일 1회 투여량은 경구 투여되는 약 0.9mg/kg/일입니다(2.1)

수일 이상 투여하는 경우 점차적으로 중단(2.2)- - - - - - - - - - - - - - - - - - - - - - - - 이상 반응------------------------
가장 흔한 이상반응(EMFLAZA의 경우 ≥ 10% 이상

- - - - - - - - - - - - - - - 투여 형태 및 강도----------------
-
-

위약)은 쿠싱양 모양, 체중 증가, 식욕 증가, 상기도 감염, 기침, 빈뇨, 다모증, 중심 
비만 및 비인두염(6.1)정제: 6 mg, 18 mg, 30 mg 및 36 mg (3) 경구 

현탁액: 22.75 mg/mL (3)

- - - - - - - - - - - - - - - - - - - - - - - - 금기사항------------------------ 
deflazacort 또는 다음의 비활성 성분에 과민증

- - - - - - - - - - - - - - - - - - - - - - - 약물 상호작용------------------------
- 중등도 또는 강력한 CYP3A4 억제제: EMFLAZA(7.1) 권장 용량

의 1/3을 투여합니다.
EMFLAZA와 함께 중간 또는 강력한 CYP3A4 유도제의 사용을 피하십시오
(7.1).

엠플라자 (4)
-

- - - - - - - - - - - - - - - - - - 경고 및 주의사항--------------
- 내분비 기능의 변화: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 억제, 쿠싱증후군, 고혈당이 나

타날 수 있다. EMFLAZA(2.2, 5.1)의 만성 사용으로 이러한 상태에 대해 환자를 
모니터링합니다. 면역 억제 및 감염 위험 증가:심각하고 때로는 치명적일 수 있는 
잠복 감염의 신규, 악화, 전파 또는 재활성화 위험 증가; 감염의 징후와 증상은 가
려질 수 있습니다(5.2)

심혈관/신장 기능의 변화:혈압과 나트륨 증가, 칼륨 수치 감소(5.3)를 모니터링
합니다. 위장 천공:특정 GI 장애가 있는 환자의 위험 증가; 징후와 증상이 가려질 
수 있음(5.4)

의심되는 이상 반응을 보고하려면 Marathon Pharmaceuticals, LLC, 전화 
1-866-562-4620 또는
DrugSafety@propharmagroup.com 또는 FDA(1-800-FDA-1088) 또는 
www.fda.gov/medwatch .

-

환자 상담 정보 및 FDA 승인 환자 라벨은 17을 참조하십시오.-
개정: 2017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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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처방 정보

1 표시 및 사용법

EMFLAZA는 5세 이상의 환자에서 Duchenne 근이영양증(DMD) 치료에 사용됩니다.

2 용법 및 투여

2.1 투약 정보
EMFLAZA의 권장 경구 투여량은 1일 1회 약 0.9mg/kg/일입니다. 정제를 사용하는 경우 가능한 
가장 가까운 용량으로 반올림하십시오. 이 용량을 달성하기 위해 4가지 EMFLAZA 정제 강도의 
조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구 현탁액을 사용하는 경우 10분의 1밀리리터(mL) 단위로 반올림
합니다.

2.2 정지
이 약을 수일 이상 투여한 경우 EMFLAZA의 용량을 점차적으로 감량해야 합니다.[경고 및 예
방 조치(5.1) 참조].

2.3
EMFLAZA 정제 및 경구 현탁액은 음식과 함께 또는 음식 없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준비 및 관리 지침

엠플라자 정제
EMFLAZA 정제는 통째로 투여하거나 분쇄하여 사과 소스와 혼합한 직후 복용할 수 있습니
다.

EMFLAZA 경구 현탁액
투여 전에 EMFLAZA 경구 현탁액을 잘 흔듭니다.

제품과 함께 제공된 구강 디스펜서만 사용하십시오. 구강 디스펜서에 적당량을 취한 후 
EMFLAZA 구강 현탁액을 3-4온스의 주스 또는 우유에 천천히 첨가하고 잘 섞습니다. 그런 다음 
용량을 즉시 투여해야 합니다. 자몽 주스와 함께 EMFLAZA를 투여하지 마십시오.[약물 상호작
용(7.1) 참조].

사용하지 않은 EMFLAZA 경구 현탁액은 처음 병을 개봉한 후 1개월이 지나면 폐기하십시오.

2.4 CYP3A4 억제제 및 유도제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용량 조절
CYP3A4 억제제
EMFLAZA를 중등도 또는 강력한 CYP3A4 억제제와 함께 투여하는 경우 권장 용량의 1/3을 투여
합니다. 예를 들어, 중등도 또는 강력한 CYP3A4 억제제와 함께 사용할 경우 1일 36mg의 용량을 
1일 12mg의 용량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약물 상호 작용(7.1) 및 임상 약리학(12.3) 참조].

CYP3A4 유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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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FLAZA와 함께 중간 또는 강한 CYP3A4 유도제와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약물 
상호 작용(7.1) 및 임상 약리학(12.3) 참조].

삼 투여 형태 및 강도

정제
-
-
-
-

6 mg: 한 면에 "6"이 새겨진 흰색 및 원형 18 mg: 한 면에 
"18"이 새겨진 흰색 및 원형 30 mg: 한 면에 "30"이 새겨
진 흰색 및 타원형 36 mg: ""이 있는 흰색 및 타원형 한쪽 
면에 36인치 디보싱 처리

경구 현탁액
-22.75 mg/mL: 희끄무레한 현탁액

4 금기 사항

EMFLAZA는 deflazacort 또는 비활성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자에게 금기입
니다.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과민반응의 사례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발
생했습니다.[경고 및 주의사항(5.15) 및 이상반응(6.2) 참조].

5 경고 및 주의사항

5.1 내분비 기능의 변화
EMFLAZA와 같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특히 만성 사용 시 내분비 기능에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
하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EMFLAZA 중단 후 쿠싱 증후군, 고혈당 및 부신 기능 부전에 대
해 EMFLAZA를 투여받는 환자를 모니터링하십시오. 또한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원발성 부신 기
능 부전 또는 선천성 부신 과형성, 갑상선 기능 변화 또는 갈색 세포종이 있는 환자는 내분비 이상 
반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중단 후 부신 기능 부전의 위험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가역적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HPA) 축 억제를 생성하며, 코르티코스테
로이드 치료 중단 후 이차성 부신 기능 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갑자기 중단하면 급성 부신 기능 부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생성된 부신피질 
기능 부전의 정도와 기간은 환자마다 다르며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요법의 용량, 빈도 및 기간에 따
라 다릅니다. 치료를 중단할 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용량을 점진적으로 줄이면 위험이 감소합니
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 부전은 장기간 치료를 중단한 후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
단 기간 동안 발생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요법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부신피질 기능 부전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스테로이드 "금단 증후군"이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갑작스러운 중단 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증후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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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혼수, 두통, 발열, 관절통, 박리, 근육통 및/또는 체중 감소와 같은 증상. 
이러한 효과는 낮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수치보다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농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쿠싱 증후군
쿠싱 증후군(고코르티솔혈증)은 EMFLAZA를 포함한 외인성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장기간 노
출될 때 발생합니다. 증상에는 고혈압, 몸통 비만 및 사지의 가늘어짐, 자주색 줄무늬, 얼굴 둥글
림, 얼굴 과다, 근육 약화, 얇고 연약한 피부로 쉽고 빈번한 타박상, 후방 목 지방 침착, 골감소증, 
여드름, 무월경, 다모증 및 정신병이 포함됩니다.

고혈당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혈당을 증가시키고, 기존 당뇨병을 악화시키고, 당뇨병에 대한 장기간 치
료를 받는 사람들을 소인시키고, 항당뇨병 약물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혈당
을 모니터링하십시오. 고혈당 환자의 경우 항당뇨병 치료를 시작하거나 그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
다.

갑상선 기능이 변경된 환자의 사용에 대한 고려 사항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대사 제거율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에서 감소하고 갑상선 기능 항진
증 환자에서 증가합니다. 환자의 갑상선 상태의 변화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용량 조절을 필요
로 할 수 있습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레보티록신의 병용 투여가 필요한 경우, 부신 위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레보티록신 치료 시작 전에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해야 합니다.

갈색 세포종 위기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투여 후 치명적일 수 있는 갈색세포종 위기가 보고되었습니다. 갈색세
포종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환자의 경우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하기 전에 갈색세포종 위기의 
위험을 고려하십시오.

5.2 면역 억제 및 감염 위험 증가
EMFLAZA를 포함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면역 체계를 억제하고 바이러스, 박테리아, 진균, 원
생동물 또는 기생충을 포함한 모든 병원체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새로운 
감염에 대한 내성을 감소시키고, 기존 감염을 악화시키며, 전파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잠복 
감염의 재활성화 또는 악화 위험을 증가시키고, 감염의 일부 징후를 은폐합니다. 이러한 감염은 
심각할 수 있으며 때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투여의 용량, 경로 및 기간
이 감염의 특정 위험과 상관관계가 있는 정도는 잘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염성 합병증
의 발생률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합니다.

Monitor for the development of infection and consider withdrawal of corticosteroids or 
reduction of the dose of corticosteroids as needed.

Varicella Zoster and Measles Viral Infections
Chickenpox caused by Varicella Zoster virus and measles can have a serious or even fatal 
course in non-immune children or adults on corticosteroids, including EMFLAZA. In children or 
adults who have not had these diseases, particular care should be taken to a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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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ure. If a patient is exposed to chickenpox, prophylaxis with varicella zoster immune 
globulin (VZIG) may be indicated. If a patient is exposed to measles, prophylaxis with 
immunoglobulin (IG) may be indicated. If chickenpox develops, treatment with antiviral 
agents may be considered.

Hepatitis B Virus Reactivation
B형 간염 바이러스 재활성화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포함한 면역억제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B형 간염 보균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활성화는 B형 간염 감염이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환자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 감염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전신 진균 감염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사
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신 진균 감염이 발생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환자의 경우 코르티코스테로
이드를 중단하거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용량을 줄이는 것이 권장됩니다.

아메바증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잠복성 아메바증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대 지방에서 
시간을 보낸 환자나 설명할 수 없는 설사가 있는 환자에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
하기 전에 잠복성 아메바증이나 활동성 아메바증을 배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스트롱길로이드 감염
Strongyloides (threadworm) 감염이 알려져 있거나 의심되는 환자에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유도 면역억제는 Strongyloides 과다 감염 및 광범위한 유충 이동과 함께 전파될 수 있으며, 종
종 심각한 장염 및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그람 음성 패혈증을 동반합니다. 스트롱길로이드(구충
제) 감염이 알려졌거나 의심되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환자의 경우 코르티코스테로이
드를 중단하거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용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5.3 심혈관/신장 기능의 변화
EMFLAZA를 포함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혈압 상승, 염분 및 수분 저류, 칼륨 및 칼슘 배설 증가
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압을 모니터링하고 체적 과부하의 징후와 증상을 평가하십시오. 혈청 칼
륨 수치를 모니터링합니다. 식이 염 제한 및 칼륨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MFLAZA는 울혈성 
심부전, 고혈압 또는 신부전 환자에게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문헌 보고에 따르면 최근 심근경색증 후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과 좌심실 자유벽 파열 사이
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EMFLAZA 요법은 이러한 환자에게 매우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
니다.

5.4 위장 천공
활동성 또는 잠복성 소화성 궤양, 게실염, 신선한 장 문합 및 비특이적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특정 
위장 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동안 위장 천공의 위험이 증가합니
다. 복막 자극과 같은 위장 천공의 징후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받는 환자에서 가릴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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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천공, 농양 또는 기타 화농성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피하
십시오. 게실염; 신선한 장 문합; 또는 활동성 또는 잠복성 소화성 궤양.

5.5 행동 및 기분 장애
EMFLAZA를 포함한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 시 잠재적으로 심각한 정신과적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증상은 일반적으로 치료 시작 후 며칠 또는 몇 주 이내에 나타나며 용량과 관
련될 수 있습니다. 약리학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반응은 용량 감소 또는 중단 후에 개
선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적 이상반응은 일반적으로 치료 중 경조증 또는 조증 증상(예: 행복감, 
불면증, 기분 변화)과 치료 중단 후 우울 삽화를 포함합니다. 환자나 간병인에게 행동 및 기분 변
화의 가능성을 알리고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나면 특히 우울한 기분이나 자살 충동이 의심되는 경
우 의료 조치를 받도록 권장합니다.

5.6 뼈에 미치는 영향
골밀도 감소
EMFLAZA를 포함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칼슘 조절에 대한 효과(즉, 흡수 감소 및 배설 증가)와 
조골세포 기능 억제를 통해 골 형성을 감소시키고 골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단백질 이화작
용의 증가 및 성호르몬 생산 감소에 따른 뼈의 단백질 기질 감소와 함께 소아 환자의 뼈 성장 억제 
및 모든 연령층에서 뼈 손실의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뼈 손실은 환자에게 척추 및 장골 골
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의 골다공증 위험을 고
려하십시오. EMFLAZA로 장기간 치료 중인 환자의 골밀도를 모니터링하십시오.

무혈성 괴사
EMFLAZA를 포함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무혈성 괴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5.7 안과적 효과
EMFLAZA를 포함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사용은 후방 피막하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또한 시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박테리아, 
곰팡이 또는 바이러스에 의한 이차 안구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활동성 안구 단순 
포진 환자에게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권장되지 않습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일부 환자에서 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EMFLAZA 치료가 6
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안압을 모니터링하십시오.

5.8 백신 접종
EMFLAZA를 포함한 면역억제 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받는 환자에게 약독화 생백
신 또는 약독화 생백신을 투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또한 약독
화 생백신에 포함된 일부 유기체의 복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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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티코스테로이드 요법 동안 사백신 또는 불활성화 백신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
한 백신에 대한 반응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EMFLAZA를 포함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요법을 받는 환자는 항체 반응의 억제로 인해 변성독소 
및 생백신 또는 불활성화 백신에 대한 반응 감소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5.9 심각한 피부 발진
독성 표피 괴사 용해는 치료 시작 후 8주 이내에 시작되는 증상과 함께 데플라자코트 사용 시 보
고되었습니다. 발진이 분명히 약물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진의 첫 징후가 나타나면 
중단하십시오.

5.10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
EMFLAZA를 포함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장기간 사용은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11 근병증
EMFLAZA를 포함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신경근 차단제(예: 판쿠로늄)와의 병용 요법을 받는 
환자 또는 신경근 전달 장애(예: 중증 근무력증)가 있는 환자는 급성 근병증 발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급성 근병증은 일반화되어 안구 및 호흡기 근육을 침범할 수 있으며 사지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크레아틴 키나아제의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중단 
후 임상적 개선 또는 회복은 몇 주에서 몇 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12 카포시 육종
카포시 육종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대
부분 만성 질환입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중단하면 임상적 개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5.13 벤질 알코올 방부제로 인한 유아의 심각한 이상 반응 위험

EMFLAZA 경구 현탁액은 벤질 알코올을 포함하며 5세 미만의 소아 환자에게 사용이 승인되지 않
았습니다. "헐떡거림 증후군"을 포함한 심각하고 치명적인 부작용은 벤질 알코올 보존 약물로 치
료받은 신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헐떡거림 증후군"은 중추신경계 억제, 
대사성 산증 및 헐떡거리는 호흡이 특징입니다. 심각한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벤질 알코올
의 최소량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EMFLAZA 경구 현탁액에는 mL당 10.45mg의 벤질 알코올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MFLAZA 정제에는 벤질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특정 집단에
서의 사용 참조(8.4)].

5.14 혈전색전증
관찰 연구에서는 특히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누적 용량이 높을수록 혈전색전증(정맥 혈전색전증 
포함)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복용량이나 사용 기간에 따라 위험성이 다른
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혈전색전증이 있거나 이에 걸리기 쉬운 환자에게 EMFLAZA를 주의해서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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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아나필락시스
EMFLAZA를 포함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에서 드물게 아나필락시스
가 발생했습니다.

6 이상 반응

다음의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른 섹션에서 더 자세히 논의됩니다.
-
-

내분비 기능의 변화[경고 및 예방 조치(5.1) 참조] 면역 억제 및 감염 위험 증가[경고 및 
주의 사항(5.2) 참조]

심혈관/신장 기능의 변화[경고 및 예방 조치(5.3) 참조] 위장 천공[경고 및 예방 조치
(5.4) 참조] 행동 및 기분 장애[경고 및 예방 조치(5.5) 참조] 뼈에 미치는 영향[경고 및 
예방 조치(5.6) 참조] 안과적 효과[경고 및 예방 조치(5.7) 참조] 백신 접종[경고 및 예방 
조치(5.8) 참조] 심각한 피부 발진[경고 및 예방 조치 5.9 참조)]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경고 및 예방 조치(5.10) 참조] 근병증[경고 및 예방 
조치(5.11) 참조] 카포시 육종[경고 및 예방 조치(5.12) 참조]

벤질 알코올 방부제로 인한 유아의 심각한 이상 반응 위험 [경고 및 주의사항(5.13) 참조]

혈전색전증[경고 및 주의 사항(5.14) 참조] 아나필락시스[경고 및 
예방 조치 5.15 참조)]

-
-
-
-
-
-
-
-
-
-
-

-
-

6.1 임상시험 경험
임상시험은 매우 다양한 조건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한 약물의 임상시험에서 관찰된 이상반응 비
율은 다른 약물의 임상시험에서 관찰된 이상반응 비율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며 실제 관찰
된 비율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 1에서[임상 연구(14) 참조],deflazacort 치료 중단과 관련된 이상반응은 빈도가 낮
은 순서대로 체중 증가, 비만, 백내장 및 수면 장애였습니다.

임상 연구에서 가장 흔한 이상 반응
표 1은 5세에서 5세 사이의 DMD 환자를 포함하는 연구 1에서 0.9mg/kg/day deflazacort 치료
군 환자의 5% 이상에서 발생했으며 위약 환자보다 더 자주 발생한 이상반응을 나열합니다. 15 
년.

표 1: 다음에서 발생한 이상반응> Deflazacort 치료 환자의 5% 및 DMD가 있는 위약 환자보다 
더 자주 발생(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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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반응 데플라자코트
0.9 mg/kg/일(N=51)

위약(N=50)
12주에 %1

12주에 %
쿠싱고이드 모양 33 12
무게 증가 20 6
식욕 증가 14 2
상기도 감염 12 10
기침 12 6
폴라키뇨증 12 2
비인두염 10 6
다모증 10 2
중앙 비만 10 4
홍진 8 6
과민성 8 4
콧물 8 0
복부 불편 6 2

112주에 위약 환자는 데플라자코트 또는 활성 대조약을 투여하도록 다시 무작위화되었습니다.

연구 1에서 52주 동안 데플라자코트 0.9mg/kg/일에 노출되었고 12주 위약에서 데플라자코트 
0.9mg/kg/일보다 높은 비율로 발생한 일반적인 이상반응(데플라자코트 치료 환자의 5% 이
상) -시험의 대조 단계에는 쿠싱양 모양(60%), 다모증(35%), 체중 증가(28%), 홍반(28%), 중
심 비만(25%), 복통/복통 상부(18% 결합)가 포함됩니다. ), 빈뇨(15%), 변비(10%), 과민성
(10%), 이상행동(9%), 발열(9%), 요통(7%), 발진(7%), 타박상(6%) ), 메스꺼움(6%), 정신운
동 과잉행동(6%), 코피(6%) 및 피부 줄무늬(6%).

연구 1은 또한 더 높은 용량의 데플라자코르트(1.2mg/kg/일)를 평가했습니다. 0.9 mg/kg/day 
용량과 비교하여, 52주 동안 deflazacort 1.2 mg/kg/day는 Cushingoid 출현(69%), 홍반
(49%), 다모증(37%)을 포함한 특정 이상반응의 발생률이 더 높았습니다. ), 두통(34%), 체중 증
가(32%), 변비(15%), 상복부 통증(14%), 피부 줄무늬(11%), 여드름(11%) 및 복부 불편(8%). 
deflazacort 1.2 mg/kg/day 용량으로 추가적인 이점이 없었으므로 DMD 치료에 EMFLAZA 
1.2 mg/kg/day 사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용량 및 투여(2.1) 참조]

2년 동안의 추가 임상 연구에서 연장된 추적 관찰(연구 2)에서 동일한 이상반응이 많이 관찰되었
습니다. 또한, 근육 약화, 힘줄 장애 및 골감소증을 포함하여 장기간 스테로이드 사용과 관련된 근
골격계 현상도 관찰되었습니다.

임상 연구에서 관찰된 덜 흔한 이상 반응
연구 1의 12주 위약 대조 단계 동안 관찰된 기타 이상반응(모든 deflazacort 치료군에서 ≥ 1% 
빈도 및 위약보다 높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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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장애:눈물 증가
위장 장애:소화불량, 메스꺼움, 위장장애 일반 장애 및 투여 부위 조건:갈증

감염:Hordeolum, 농가진, 인플루엔자, 외이염, 인두염, 치아 농양, 요로 감염, 바이러스 감염

부상, 중독 및 절차상의 합병증:등 부상, 타박상, 얼굴 부상, 비골 골절, 그린스틱 골절, 열탈진

조사:포도당 소변 존재, 심박수 불규칙
근골격 및 결합 조직 장애:요통, 근육 경련, 근육통, 목 덩어리, 목 통증, 사지 통증

신경계 장애:현기증, 정신운동 과잉행동
정신 장애:불안정, 공격성, 우울증, 정서 장애, 중기 불면증, 기분 변화, 기분 변화, 수면 장애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장 및 비뇨기 장애:색소뇨, 배뇨곤란, 고장성 방광 생식 기관 및 유방 장애:
고환 통증
호흡기, 흉부 및 종격 장애:저환기, 콧물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여드름, 탈모증, 여
드름형 피부염 혈관 장애:핫 플러시

6.2 마케팅 후 경험
전 세계적으로 승인 후 deflazacort를 사용하거나 다른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동안 다
음과 같은 이상반응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불확실한 규모의 인구에서 자발적으로 보
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빈도를 추정하거나 약물 노출과의 인과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혈액 및 림프계 장애:백혈구 증가증 심장 장애:심부전

눈 장애:맥락망막병증, 각막 또는 공막 얇아짐
위장 장애:급성 췌장염(특히 소아), 출혈, 소화성 궤양, 소화성 궤양의 천공

일반 장애 및 투여 부위 조건:부종, 치유 장애 면역 체계 장애: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과민증
대사 및 영양 장애:베타 2 작용제 및 크산틴과 병용 투여 시 항당뇨 요법에 대한 요구 증가, 음성 
단백질 및 칼슘 균형, 칼륨 손실 및 저칼륨성 알칼리증에 대한 요구 증가와 함께 손상된 탄수화
물 내성 근골격 및 결합 조직 장애:퀴놀론, 척추 및 장골 골절과 병용 투여 시 무혈성 괴사, 근육 
소모, 음성 질소 균형, 건염 및 건 파열

신경계 장애:간질의 악화, 일반적으로 치료 중단 후 소아(가성 뇌종양)의 유두부종을 동반한 두
개내압 증가, 현기증 정신 장애:불안, 혼란 및 기억상실을 포함한 인지 기능 장애, 망상, 환각, 
조증, 자살 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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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독성 표피 괴사
혈관 장애:혈전색전증, 특히 증가된 혈전 경향, 양성 두개내 고혈압과 관련된 기저 질환이 있는 환
자에서

7 약물 상호 작용

7.1 CYP3A4 억제제 및 유도제
보통 또는 강한 CYP3A4 억제제:
deflazacort의 활성 대사산물인 21-desDFZ는 CYP3A4의 기질입니다.임상 약리학(12.3) 참조
]. 강력한 CYP3A4 억제제인   clarithromycin과 deflazacort를 병용 투여하면 21-desDFZ에 
대한 총 노출이 약 3배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중등도 또는 강력한 CYP3A4 억제제(예: 클라리스
로마이신, 플루코나졸, 딜티아젬, 베라파밀, 자몽 주스)를 EMFLAZA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EMFLAZA 권장 용량의 1/3을 제공합니다.[용량 및 투여(2.4) 및 임상 약리학(12.3) 참조].

보통 또는 강한 CYP3A4 유도제:
강력한 CYP3A4 유도제인 리팜핀과 데플라자코트의 병용 투여는 21-desDFZ의 노출을 유의하
게 감소시켰다. EMFLAZA와 강력한(예: efavirenz) 또는 중등도(예: carbamazepine, 
phenytoin) CYP3A4 유도제의 병용 사용을 피하십시오.[용량 및 투여(2.4) 및 임상 약리학
(12.3) 참조].

7.2 신경근 차단제
EMFLAZA를 포함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받는 환자와 신경근 차단 약물(예: 판쿠로늄)과
의 병용 요법을 받는 환자는 급성 근병증 발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경고 및 예방 조치
(5.11) 참조].

8 특정 집단에서의 사용

8.1 임신
위험 요약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잠재적 이점이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만 임신 중
에 사용해야 합니다. 임신 중에 상당한 양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받은 산모에게서 태어난 
영아는 부신기능저하증의 징후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약물 관련 위험을 알리기 
위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EMFLAZA에 대한 적절하고 잘 통제된 연구는 없습니다.

EMFLAZA를 포함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태반을 쉽게 통과합니다. 임신 중 EMFLAZA를 포함
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 시 구순구개열(구순열, 구개열 유무), 자궁 내 성장 제한, 출생 체중 
감소 등의 발달 장애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역학 연구에서는 구순구개열의 위험이 유아 
1000명당 약 1명에서 유아 1000명당 3~5명으로 증가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모든 연구에서 
구순구개열의 위험이 관찰된 것은 아닙니다. 자궁 내 성장 제한 및 출생 체중 감소는 용량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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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의 상태도 이러한 위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데이터 참조).표시된 인구에 대한 주요 선천적 
기형 및 유산의 예상 배경 위험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미국 일반 인구에서 임상적으로 인정된 
임신에서 주요 선천적 기형 및 유산의 추정 배경 위험은 각각 2-4% 및 15-20%입니다.

동물 생식 연구는 deflazacort로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마우스, 랫트, 햄스터 및 토끼에서 
임상적으로 적절한 용량을 사용하여 다른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사용하여 수행한 동물 생식 연구
에서 구개열의 발병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동물 종에서 배태자 사망, 자궁 내 성
장 지연 및 동맥관 수축의 증가가 관찰되었습니다.

데이터
인적 데이터
인간에 대한 다중 코호트 및 사례 대조 연구에 따르면 임신 첫 3개월 동안 산모의 코르티코스테
로이드를 사용하면 구개열이 있거나 없는 구순구개열의 비율이 약 1/1000명의 유아에서 
3-5/1000명의 유아로 증가합니다. 2건의 전향적 사례 대조 연구에서 자궁 내에서 산모의 코르
티코스테로이드에 노출된 영아의 출생 체중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8.2 젖 분비
위험 요약
전신적으로 투여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모유에 나타나며 성장을 억제하거나 내인성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생성을 방해하거나 기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유 수유의 발달 및 건강상
의 이점은 EMFLAZA에 대한 어머니의 임상적 필요성 및 EMFLAZA가 모유 수유 아기에 대한 잠
재적인 부작용과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유 생산에 대한 영향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8.4 소아용
DMD 치료에 대한 EMFLAZA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5세 이상의 환자에서 확립되었습니다. 196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 맹검, 위약 및 활성 대조 연구에서 소아 환자
에 대한 EMFLAZA 사용을 뒷받침합니다. [임상 연구(14) 참조].

5세 미만의 소아 환자에 대한 EMFLAZA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EMFLAZA 경구 현탁액은 벤질 알코올을 포함하며 5세 미만의 소아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승인되
지 않았습니다. 벤질알코올을 방부제로 투여한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미숙아 및 저체중아에서 치명
적인 반응과 "헐떡거림 증후군"을 포함한 심각한 이상반응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벤질 알
코올 용량이 99~234mg/kg/일인 경우 혈액과 소변에서 높은 수준의 벤질 알코올 및 대사 산물이 
생성되었습니다(벤질 알코올의 혈중 농도는 0.61~1.378mmol/L임). 추가적인 이상반응으로는 
점진적인 신경학적 악화, 발작, 두개내 출혈, 혈액학적 이상, 피부 쇠약, 간 및 신부전, 저혈압, 서맥 
및 심혈관 허탈이 포함되었습니다. 조산, 저체중아는 벤질 알코올을 덜 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러한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벤질 알코올의 최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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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은 알려져 있지 않음(EMFLAZA 경구 현탁액에는 mL당 10.45mg의 벤질 알코올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MFLAZA 정제에는 벤질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경고 및 예방 조치
(5.13) 참조].

새끼 동물 독성 데이터
출생 후(PND) 21일에서 80일 사이에 어린 쥐에게 deflazacort(0, 0.1, 0.3, 1.0 mg/kg/day)
를 경구 투여한 결과 체중 증가가 감소하고 골격 발달에 대한 부작용(성장판의 세포성 감소 포함)
이 나타났습니다. 및 변경된 골 분포) 및 림프 조직(세포성 감소). 효과가 없는 용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간 및/또는 고용량에서 신경학적 및 신경 행동 이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시
험된 최저 용량(0.1mg/kg/일)에서 혈장 21-desDFZ 노출(AUC)은 EMFLAZA의 사람 권장 용
량(0.9mg/kg/일)에서 사람에서보다 낮았습니다.

8.5 노인용
DMD는 주로 어린이와 젊은 성인의 질병입니다. 따라서 EMFLAZA에 대한 노인 경험은 
없습니다.

8.6 신장 장애
경증, 중등도 또는 중증의 신장애 환자에서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음 [임상 약리학(12.3) 참
조].

8.7 간 장애
경증 또는 중등도의 간장애 환자에서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음[임상 약리학(12.3) 참조]. 중
증의 간장애 환자에 대한 임상경험이 없고,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 대한 권장용량을 제공할 수 
없다.

10 과다 복용

급성 과량투여의 치료는 즉각적인 위 세척 또는 구토 후 지지 요법 및 대증 요법으로 이루어집니
다. 지속적인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에 직면하여 만성 과량투여하는 경우 이 약의 
용량을 일시적으로 감량하거나 격일 치료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11 설명

EMFLAZA의 활성 성분은 deflazacort(코르티코스테로이드)입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부
신피질 스테로이드이며 자연 발생 및 합성 모두입니다. deflazacort의 분자식은 C25시간31아니
6. deflazacort의 화학명은 (11β,16β)-21-(acetyloxy) 11-hydroxy-2'-methyl-5'H-
pregna-1,4-dieno[17,16-d]oxazole-3,20- 디온이고 구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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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lazacort는 백색 내지 회백색의 무취의 미분말이며 분자량은 441.517이다. 
Deflazacort는 아세트산과 디클로로메탄에 잘 녹고 메탄올과 아세톤에 녹습니다.

경구 투여용 EMFLAZA는 6, 18, 30 및 36mg의 속방성 정제와 22.75mg/mL의 속방성 경구 현탁
액으로 제공됩니다. 각 정제에는 콜로이드성 이산화규소, 유당 일수화물,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및 사전 젤라틴화된 옥수수 전분과 같은 비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구 현탁액은 
deflazacort와 다음의 비활성 성분을 포함합니다: 아세트산, 알루미늄 마그네슘 실리케이트, 벤
질 알코올,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나트륨, 폴리소르베이트 80, 정제수 및 소르비톨.

12 임상약리학

12.1 행동의 메커니즘
Deflazacort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전구약물로서 활성 대사산물인 21-desDFZ가 글루코코르
티코이드 수용체를 통해 작용하여 항염 및 면역억제 효과를 발휘합니다. deflazacort가 DMD 
환자에서 치료 효과를 발휘하는 정확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2.3 약동학
흡수
공복 상태에서 경구 투여 후, 중앙값 T최대deflazacort 정제 또는 현탁액의 경우 약 1시간
(범위 0.25~2시간)입니다.

음식 효과:고지방 식사 감소 C와 데플라자코르트 정제의 병용 투여최대약 30% 감소하고 T 지연최

대공복 상태에서의 투여에 비해 1시간 정도 차이가 났지만, AUC로 측정한 전체 전신 흡수에는 영
향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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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lazacort 정제의 생체이용률은 경구 현탁액과 유사했습니다. deflazacort를 음식과 함께 투
여하거나 사과 소스에 으깬 것은 deflazacort의 흡수 및 생체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
다.

분포
deflazacort의 활성 대사 산물의 단백질 결합은 약 40%입니다.

제거
대사
Deflazacort는 경구 투여 후 에스테라제에 의해 활성 대사 산물인 21-desDFZ로 빠르게 전환
됩니다. 21-desDFZ는 CYP3A4에 의해 몇 가지 다른 비활성 대사물로 추가 대사됩니다.

배설
소변 배설은 deflazacort 제거의 주된 경로이며(용량의 약 68%), 제거는 투약 후 24시간에 거
의 완료됩니다. 21-desDFZ는 소변에서 제거되는 약물의 18%를 차지합니다.

특정 인구
소아 환자
더 씨최대어린이(5-11세, N=16) 및 청소년(12-16세, N=8)에서 21-desDFZ의 값(기하학적 평균, 
%CV)은 206ng/mL(95.6%) 및 381ng/mL였습니다. (37.7%), 각각 0.9 mg/kg deflazacort 
투여 후 1일째. AUC인프어린이(5-11세, N=16) 및 청소년(12-16세, N=8)에서 21-desDFZ의 (기
하학적 평균, %CV)는 400ng-h/mL(87.5%) 및 655ng- 0.9 mg/kg deflazacort 투여 후 1일째 
h/mL(58.1%).

남성 및 여성 환자
남성과 여성 사이에 21-desDFZ의 약동학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인종 또는 민족 그룹
백인과 비백인 사이에 21-desDFZ의 약동학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신장애 환자
말기 신장 질환(크레아티닌 청소율 15mL/min 미만)이 있는 대상을 건강한 대조군과 비교한 연
구(N=16)에서 21-desDFZ 노출은 그룹 간에 유사했습니다.

간장애 환자
중등도의 간장애가 있는 피험자(Child-Pugh Class B)를 건강한 대조군과 비교한 연구(N=16)
에서 21-desDFZ 노출은 그룹 간에 유사했습니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 대한 경험은 없다.

약물 상호 작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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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상호 작용의 생체 내 평가

deflazacort 단독 투여와 비교하여, 강력한 CYP3A4 및 Pgp 억제제(clarithromycin)의 다중 
투여 후 deflazacort 투여는 현저하게 더 높은 C최대, AUC마지막, 및 AUC인프21-desDFZ 값. 기하 
평균 노출(C최대, AUC마지막, 및 AUC인프) 21-desDFZ의 범위는 clarithromycin 투여 후 2.3배에
서 3.4배 더 높았습니다.[용량 및 투여 참조(2.4)].

deflazacort 단독 투여와 비교하여, 강력한 CYP3A4 유도제(rifampicin)의 다중 투여 후 
deflazacort 투여는 현저하게 낮은 C최대, AUC마지막, 및 AUC인프21-desDFZ 값. 기하 평균 노출
(C최대, AUC마지막, 및 AUC인프)의 21-desDFZ는 리팜핀 투여 후 약 95% 더 낮았습니다. [약물 상
호작용(7.1) 참조].

약물 상호작용의 시험관 내 평가

약물 대사 효소 억제
최대 100μM 농도의 21-desDFZ는 CYP1A2, 2C9, 2C19, 3A4, UGT1A1, UGT1A4, UGT1A6, 
UGT1A9 또는 UGT2B7을 억제하지 않았으며 2B6, 2C9, 2C19, 3A4, UGT2B7에 대해 약하고 임
상적으로 의미 있는 억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및 UGT2B15.

약물 대사 효소 유도
최대 10μM 농도의 Deflazacort는 CYP1A2, 2B6 또는 3A4에 대해 유의한 유도 반응을 일
으키지 않았습니다.

운송업자
deflazacort와 21-desDFZ는 모두 Pgp의 기질입니다. 21-desDFZ는 BCRP의 기질이 아닙니다. 
deflazacort와 21-desDFZ 모두 시험관 내에서 Pgp 또는 BCRP를 억제하지 않았습니다. 21-desDFZ는 
SLC 수송체 OATP1B1 또는 OATP1B3에 대한 기질이 아니었고 SLC 수송체 OATP1B1, OATP1B3, 
OAT1, OAT3 또는 OCT2를 억제하지 않았습니다.

13 비임상 독성학

13.1 발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손상
발암
쥐를 대상으로 발표된 2년 간의 발암성 연구에서 deflazacort(0, 0.03, 0.06, 0.12, 0.25, 0.50 또
는 1.0mg/kg/day)의 경구 투여는 0.25에서 머리의 뼈 종양(골육종 및 골종)을 유발했습니다. 
mg/kg/day, 가장 높은 평가 가능한 용량. 0.25mg/kg/일 이상의 용량은 생존율이 현저히 감소하
기 때문에 종양에 대해 평가할 수 없습니다.

돌연변이 유발
Deflazacort와 21-desDFZ는 음성이었다.시험관 내(박테리아 역돌연변이 및 인간 림프구 염색
체 이상) 분석 및 deflazacort는 음성생체 내(쥐 소핵) 분석.

생식 능력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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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 대한 수태능 연구는 deflazacort로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39주 동안 원숭이(0, 1.0, 3.0 
또는 6.0 mg/kg/day) 또는 쥐(0, 0.05, 0.15 또는 0.5 mg/kg/day)에 deflazacort를 경구 투
여한 후 남성 생식 기관에 대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 26주 동안. 원숭이와 쥐에서 시험
한 최고 용량의 혈장 21-desDFZ 노출(AUC)은 인간 권장 용량인 EMFLAZA(0.9 mg/kg/day)
에서 인간의 노출보다 각각 4배 및 2배였습니다.

14 임상 연구

DMD 치료에 대한 EMFLAZA의 효과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행된 다기관, 무작위, 이중 맹검, 위
약 대조, 52주 연구인 연구 1에서 확립되었습니다. 연구 모집단은 196명의 5세에서 15세 사이의 
남성 소아 환자로 구성되었으며, 문서화된 디스트로핀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고, 5세 이전에 쇠약
이 시작되고, 정상 상한(ULN)의 10배 이상의 혈청 크레아티닌 키나제 활성 질병의 일부 단계. 환
자들은 무작위로 deflazacort(0.9 또는 1.2 mg/kg/day), 활성 대조약 또는 위약 치료에 배정되
었습니다. 위약과의 비교는 치료 12주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12주 후, 위약 환자는 deflazacort 
또는 활성 대조약을 받도록 다시 무작위화되었습니다. 모든 환자는 추가 40주 동안 치료를 계속했
습니다.

연구 1에서는 18개 근육군의 평균 강도에서 Baseline과 Week 12 사이의 변화를 평가하여 효능
을 평가했습니다. 개별 근육 강도는 수정된 MRC(Medical Research Council) 11점 척도를 사용
하여 등급이 매겨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근력이 높음을 나타냅니다.

기준선과 12주차 사이의 평균 근력 점수의 변화는 위약 그룹보다 deflazacort 0.9mg/kg/day 
용량 그룹에서 유의하게 더 컸습니다(표 2 참조).

표 2: 평균 근력 점수의 12주차 기준선으로부터의 변화 분석(연구 1)

치료 N 변경
기준선

P-값

LS 평균(95% CI)
데플라자코트 0.9 mg/kg/일 51 0.15 (0.01, 0.28) 0.017

위약 50 - 0.10(-0.23, 0.03)

12주차에 deflazacort 0.9mg/kg/day 투여군과 비교하여 deflazacort 1.2mg/kg/day 투여
군은 위약에 비해 약간의 추가 이점을 나타내었지만 이상반응 발생률은 더 높았다. 따라서 
EMFLAZA의 1.2 mg/kg/day 용량 사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용량 및 투여(2.1) 참조].

사전 지정된 통계 분석은 아니지만 위약과 비교하여 deflazacort 0.9 mg/kg/day 용량 그룹은 
52주차에 치료 효과의 지속성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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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차에 관찰되었고 12주차에 관찰된 1.2mg/kg/day 용량의 작은 이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
았습니다. 또한 다중 비교를 위해 통계적으로 통제되지 않았으며, 환자 기능의 여러 시간 측정 결
과(즉, 누운 상태에서 서 있는 시간, 4개의 계단을 오르는 시간, 30피트를 걷거나 뛰는 시간)에 대
한 결과가 수치적으로 선호되는 deflazacort 0.9 mg/kg/day에서 12주차, 위약과 비교.

추가 무작위, 이중 맹검, 위약 대조, 104주 임상 시험에서 위약과 비교하여 데플라자코트를 평가했
습니다(연구 2). 연구 집단은 비정상 디스트로핀의 존재 또는 디스트로핀 유전자의 확인된 돌연변
이에 의해 확인된 DMD 진단을 받은 6세에서 12세 사이의 29명의 남자 어린이로 구성되었습니다. 
2년에 연구 2에서 평균 근력 점수의 1차 평가변수(0-5 척도로 평가됨)의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아마도 위약군에 남아 있는 제한된 수의 환자 때문일 수 있습니다(피험자는 보
행을 잃었을 때 재판에서 중단됨). 다중 비교를 위해 통계적으로 통제되지는 않았지만, 6개월과 12
개월의 평균 근력 점수와 평균 보행 상실 시간,

16 공급/보관 및 취급 방법

16.1 공급 방법
엠플라자 정제

- 6mg은 흰색이며 한쪽에 "6"이 새겨진 원형입니다. 다음과 같이 공급됩니다. NDC 
42998-501-01 100정의 병

- 18mg은 흰색이고 한쪽에 "18"이 새겨진 원형입니다. 다음과 같이 공급됩니다. NDC 
42998-502-03 30정

- 30mg은 흰색의 타원형이며 한쪽에 "30"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공급됩니다. 
NDC 42998-503-03 30정의 병

- 36mg은 흰색의 타원형이며 한쪽에 "36"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공급됩니다. 
NDC 42998-504-03 30정의 병

EMFLAZA 경구 현탁액
- 22.75 mg/mL는 희끄무레한 현탁액이다. 2개의 1mL 구강 디스펜서와 함께 포장된 

20mL 병에 13mL로 제공됩니다.
NDC 42998-505-21

16.2 보관 및 취급
20°C ~ 25°C(68°F ~ 77°F)에서 보관하십시오. 15°C ~ 30°C(59°F ~ 86°F) 사이에서 외출이 허용
됩니다. USP 제어 실내 온도를 참조하십시오.

사용하지 않은 EMFLAZA 경구 현탁액은 처음 병을 개봉한 후 1개월이 지나면 폐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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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환자 상담 정보

EMFLAZA 경구 현탁액이 처방된 경우 환자 및/또는 간병인에게 FDA 승인 환자 라벨
을 읽도록 조언하십시오(사용 지침).

관리
- 부신 기능 부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인 용량 감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환자 및/또

는 간병인에게 EMFLAZA 복용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먼저 의료 제공자와 상의하지 않고 복
용을 중단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용량 및 투여(2.2) 및 경고 및 주의사항(5.1) 참조]. 
EMFLAZA는 음식과 함께 또는 음식 없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
정제
- EMFLAZA 정제는 통째로 복용하거나 으깨서 사과 소스와 섞은 직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경구 현탁액
- EMFLAZA 경구 현탁액은 동봉된 구강 디스펜서로 각 용량을 측정하기 전에 잘 흔들어야 합

니다.
EMFLAZA 경구 현탁액 용량은 3-4온스의 주스 또는 우유에 넣고 완전히 혼합한 다음 즉
시 투여할 수 있습니다.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지 마십시오. 사용하지 않은 EMFLAZA 
경구 현탁액은 처음 병을 개봉한 후 1개월이 지나면 폐기하십시오.

-

-

감염 위험 증가
환자 및/또는 간병인에게 환자가 최근에 감염되었거나 진행 중인 감염이 있는지 또는 최근에 백신
을 맞았는지 의료 제공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환자에게 열이 나거나 다른 감염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환자 및/또는 간병인은 일부 감염이 잠재적으로 심각하고 치명
적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복용 중인 환자에게 수두나 홍역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노출되면 즉시 
의료 제공자에게 알리도록 경고합니다.[경고 및 주의 사항(5.2) 참조].

심혈관/신장 기능의 변화
EMFLAZA가 혈압과 수분 저류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환자 및/또는 간병인에게 알립니다. 이 
경우 식이 염 제한 및 칼륨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경고 및 예방 조치(5.3) 참조].

행동 및 기분 장애
환자 및/또는 간병인에게 EMFLAZA로 심각한 행동 및 기분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조언하고 정신
과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료 조치를 받도록 권장합니다.[경고 및 예방 조치(5.5) 참조].

골밀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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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및/또는 간병인에게 EMFLAZA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골다공증의 위험에 대해 조언
하십시오. 이는 환자가 척추 및 장골 골절을 일으키기 쉽습니다.[경고 및 예방 조치(5.6) 참
조].

안과적 효과
EMFLAZA가 백내장이나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음을 환자 및/또는 간병인에게 알리고 코르티코스
테로이드 요법이 6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모니터링을 조언합니다.[경고 및 예방 조치(5.7) 참조].

백신 접종
약독화 생백신 또는 약독화 생백신의 투여가 권장되지 않음을 환자 및/또는 간병인에게 알립니
다. 사백신이나 불활화 백신을 투여할 수 있지만 반응을 예측할 수 없음을 알립니다.[경고 및 예방 
조치(5.8) 참조].

심각한 피부 발진
발진의 첫 징후가 나타나면 환자 및/또는 간병인에게 의료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십시오.[경
고 및 예방 조치(5.9) 참조].

약물 상호 작용
특정 약물은 EMFLAZA와 상호 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환자 및/또는 간병인에게 일반 의약
품(예: 인슐린, 아스피린 또는 기타 NSAIDS), 식이 보조제 및 허브 제품을 포함하여 환자가 복
용하는 모든 약을 의료 제공자에게 알리도록 조언합니다. 환자 및/또는 간병인에게 치료 중 대
체 요법, 용량 조절 및/또는 특수 검사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제조:
Marathon Pharmaceuticals, LLC 
Northbrook, IL, 60062 USA

스페인에서 만든 EMFLAZA 구강 현탁액

PC####X 2017년 2월

엠플라자TMMarathon Pharmaceuticals, LLC의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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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지침
EMFLAZA™(엠플라자)

(디플라자코트)
경구 현탁액

EMFLAZA 경구 현탁액 사용을 시작하기 전과 리필을 받을 때마다 이 사용 지침을 읽으십시오. 새로운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귀
하의 건강 상태나 치료에 대해 의료 제공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MFLAZA 경구 현탁액을 사용하기 전에 중요한 정보:
-
-
-
-
-

이 약을 사용할 때는 EMFLAZA 상자에 들어 있는 구강 디스펜서(아래 그림 A 참조)만 사용하십시오. EMFLAZA 경구 현탁액은 음식
과 함께 또는 음식 없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주스 또는 우유와 함께 EMFLAZA 경구 현탁액을 복용하십시오.하지 마라자몽 주스와 함께 EMFLAZA를 섭취하십시오. 사용
하지 않은 EMFLAZA 경구 현탁액은 처음 병을 개봉한 지 1개월 후에 폐기(폐기)하십시오.
하지 마라먼저 의료 제공자와 상의하지 않고 EMFLAZA 경구 현탁액 복용을 중단하십시오.

EMFLAZA 경구 현탁액 복용 준비: 다음 준비물이 필요합니다.그
림 A를 참조하십시오.

-
-

EMFLAZA 구강 현탁액 병 1개
구강 디스펜서 1개(EMFLAZA 구강 현탁액 상자에 2개의 구강 디스펜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제품을 [투여]하는 데 사용하
고 필요한 경우 여분으로 하나의 구강 디스펜서가 예비로 포함됩니다.
주스 또는 우유 3~4온스를 채운 가정용 컵 1개-

그림 A

EMFLAZA 경구 현탁액의 복용량을 준비하는 방법:
1 단계.EMFLAZA 구강 현탁액 병과 구강 디스펜서 중 하나를 상자에서 꺼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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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병뚜껑이 잘 닫혀 있는지 확인하고 매번 사용하기 전에 잘 흔들어 주십시오.그림 B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B

3단계.병에서 캡을 제거합니다.

4단계.의료 제공자가 처방한 대로 복용량을 밀리리터(mL) 단위로 확인하십시오. 구강 디스펜서 배럴에서 이 번호를 찾으십시오.그림 C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C

구강 디스펜서는 한 번에 1mL의 약만 담을 수 있습니다. 복용량이 1mL를 초과하는 경우 병에서 전체 복용량을 꺼낼 때까지 동일한 구강 디
스펜서를 사용하여 5-8단계를 반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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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구강 디스펜서의 플런저를 아래로 완전히 밉니다. 구강 디스펜서를 수직 병에 삽입합니다.그림 D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D

6단계.구강 디스펜서를 병에 넣은 상태에서 플런저를 필요한 mL 수로 당깁니다.그림 E를 참조하십시오.구강 디스펜서 외부에 표시된 선이 
있는 플런저의 가장 넓은 부분을 사용하여 약을 mL 단위로 측정합니다.하지 마라 플런저 끝에 있는 좁은 팁을 사용하여 복용량을 측정합니
다.

그림 E

7단계.병에서 구강 디스펜서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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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구강 디스펜서의 플런저를 천천히 밀어 EMFLAZA 경구 현탁액 용량을 3~4온스의 주스 또는 우유로 채워진 가정용 컵에 추가하고 
잘 섞습니다.그림 F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F

9단계.EMFLAZA 경구 현탁액과 혼합된 주스 또는 우유를 즉시 마시십시오.

10단계.병에 캡을 단단히 끼우십시오.그림 G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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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단계.매번 사용 후에 구강 디스펜서를 세척하십시오. 구강 디스펜서는 플런저를 뒤로 당겨 구강 디스펜서 배럴에서 분리해야 합니
다.그림 H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H

12단계.배럴과 플런저가 건조되면 플런저를 배럴에 다시 밀어 넣어 다시 결합합니다.

EMFLAZA 경구 현탁액은 어떻게 보관해야 합니까?
-
-

병을 68°F ~ 77°F(20°C ~ 25°C)의 실온에서 똑바로 세워 보관하십시오.
사용하지 않은 EMFLAZA 경구 현탁액은 처음 병을 개봉한 지 1개월 후에 폐기(폐기)하십시오.

EMFLAZA 경구 현탁액의 성분은 무엇입니까? 활성 성분:데플라자코
르트(코르티코스테로이드)
비활성 성분:아세트산, 알루미늄 마그네슘 실리케이트, 벤질 알코올,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나트륨, 폴리소르베이트 80, 정제수 
및 소르비톨.

제조 대상: Marathon Pharmaceuticals, LLC, Northbrook, IL 60062, USA

이 사용 설명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EMFLAZA™는 Marathon Pharmaceuticals, LLC의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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