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리넥스®

(데스로라타딘)
정제, 시럽, REDITABS®정제

설명: 클라리넥스(데슬로라타딘)정제항히스타민제인 데슬로라타딘 5mg을 함유하는 연청색 원형 
필름코팅정으로 경구투여한다. 또한 다음 부형제를 포함합니다. 이염기성 인산칼슘 이수화물 
USP, 미세결정질 셀룰로스 NF, 옥수수 전분 NF, 활석 USP, 카르나우바 왁스 NF, 백색 왁스 NF, 
유당 일수화물, 하이프로멜로스, 이산화티타늄, 폴리에틸렌 글리콜 및 FD&C Blue로 구성된 코팅
제 # 2 알루미늄 호수.

클라리넥스 시럽이 약은 0.5mg/1ml의 데슬로라타딘을 함유하는 투명한 오렌지색 액체
입니다. 시럽에는 프로필렌 글리콜 USP, 소르비톨 용액 USP, 시트르산(무수) USP, 시트르산나트
륨 이수화물 USP, 안식향산나트륨 NF, 에데트산이나트륨 USP, 정제수 USP와 같은 비활성 성분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립 설탕, 풍선 껌을위한 천연 및 인공 향료 및 FDC Yellow #6 염료
를 포함합니다.

그만큼CLARINEX 레디탭®데슬로라타딘 구강붕해정은 연한 적색의 편평한 원형의 반점이 
있는 정제입니다.N5mg 정제의 경우 한쪽 면에 "A"가 새겨져 있고 2.5mg 정제의 경우 한쪽 면에 
"K"가 새겨져 있습니다. 각 RediTabs 정제에는 5mg 또는 2.5mg의 데슬로라타딘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비활성 성분을 포함합니다: 만니톨 USP, 미세결정질 셀룰로스 NF, 전호
화 전분, NF, 나트륨 전분 글리콜레이트, USP,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NF, 부틸화 메타크릴레이
트 공중합체, 크로스포비돈, NF, 아스파탐 NF, 시트르산 USP, 중탄산나트륨 USP, 콜로이드 이산
화규소, NF, 산화철 적색 NF 및 tutti frutti 향료.

데슬로라타딘은 백색 내지 회백색 분말로 물에는 약간 용해되지만 에탄올 및 프로필렌 글
리콜에는 매우 용해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험적 공식이 있습니다.

TITLE - DESLORATADINE + MONTELUKAST / CLARINEX AERIUS
SINGULAIR MEDICATION PATIENT INFORMATION IN KOREAN

Source : Accessdata

www.911globalmeds.com/buy-desloratadine-montelukast-clarinex-aerius-singulair-online
https://www.accessdata.fda.gov/drugsatfda_docs/label/2006/021312s006lb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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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19시간19ClN2및 310.8의 분자량. 화학명은 8-클로로-6,11-디하이드로-11-(4-피페르디닐리
덴)-5입니다.시간-벤조[5,6]시클로헵타[1,2-비]피리딘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시간
N

N

클

임상 약리학: 작용 메커니즘:Desloratadine은 선택적 H를 갖는 지속성 삼환 히스타민 길항제입
니다.1-수용체 히스타민 길항제 활성. 수용체 결합 데이터는 2 ‒ 3 ng/mL(7 나노몰)의 농도에서 
데슬로라타딘이 인간 히스타민 H와 상당한 상호작용을 나타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1-수용체. 
Desloratadine은 인간 비만 세포에서 히스타민 방출을 억제했습니다.시험관 내.

쥐와 방사성 리간드 H에서 방사성 표지된 조직 분포 연구의 결과1- 기니피그에 대한 수용
체 결합 연구는 데슬로라타딘이 혈액 뇌 장벽을 쉽게 통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동학: 흡수:정상적인 건강한 지원자에게 10일 동안 1일 1회 데슬로라타딘 5mg을 경구 투여한 
후 최대 혈장 농도까지의 평균 시간(T최대)은 투여 후 약 3시간에 발생했으며 평균 정상 상태 최고 
혈장 농도(C최대) 및 아래 영역

4ng/mL 및 56.9ng의 농도-시간 곡선(AUC)⋅hr/mL가 각각 관찰되었다. 음식이나 자몽 주스 모두 
생체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C최대및 AUC) 데슬로라타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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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INEX 시럽의 약동학적 프로파일은 30명의 성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3자 교차 연
구에서 평가되었습니다. 5mg의 데슬로라타딘을 함유한 10ml의 CLARINEX 시럽의 단일 용량은 
5mg의 CLARINEX 정제의 단일 용량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했습니다. 식품은 생체이용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AUC 및 C최대) CLARINEX 시럽.

CLARINEX RediTabs 정제의 약동학적 프로필은 24명의 성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3가
지 교차 연구에서 평가되었습니다. 5 mg의 데슬로라타딘을 함유하는 단일 CLARINEX RediTabs 
정제는 데슬로라타딘 및 3-하이드록시데슬로라타딘 모두에 대해 단일 5 mg CLARINEX 
Reditabs 정제(원래 제형)와 생물학적 동등성이었습니다. 물은 생체이용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
습니다(AUC 및 C최대) CLARINEX RediTabs 정제

분포:데슬로라타딘과 3-하이드록시데슬로라타딘은 각각 혈장 단백질에 약 82~87% 및 85~89% 
결합되어 있습니다..데슬로라타딘과 3-하이드록시데슬로라타딘의 단백질 결합은 신장 기능이 손
상된 피험자에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대사:데슬로라타딘(로라타딘의 주요 대사 산물)은 활성 대사 산물인 3-하이드록시데슬로라타딘으
로 광범위하게 대사되며, 이는 후속적으로 글루쿠로니드화됩니다. 3-하이드록시데슬로라타딘의 
형성을 담당하는 효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임상 시험 데이터에 따르면 일반 인구의 일부는 3-
하이드록시데슬로라타딘을 형성하는 능력이 감소하고 데슬로라타딘의 대사가 불량합니다. 약동
학 연구(n= 3748)에서 피험자의 약 6%가가난한 데슬로라타딘의 대사자(데스로라타딘에 대한 3-
하이드록시데스로라타딘의 AUC 비가 0.1 미만인 대상체, 또는 데슬로라타딘 반감기가 50시간을 
초과하는 대상으로 정의됨). 이러한 약동학 연구에는 2-5세 대상 977명, 6-11세 대상 1575명, 
12-70세 대상 1196명을 포함하여 2세에서 70세 사이의 대상이 포함되었습니다.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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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에 따른 대사 불량자의 유병률 차이. 대사 불량자의 빈도는 백인(2%, n=1462) 및 히스패닉
(2%, n=1063)에 비해 흑인(17%, n=988)에서 더 높았습니다. 대사 불량자에서 데슬로라타딘에 
대한 노출 중앙값(AUC)은 대사 불량자가 아닌 대상체에서보다 약 6배 더 컸습니다. 데슬로라타딘
의 대사가 불량한 피험자는 전향적으로 식별할 수 없으며 데슬로라타딘의 권장 용량을 투여한 후 
더 높은 수준의 데슬로라타딘에 노출될 것입니다. 대사자 상태가 확인된 다중 용량 임상 안전성 연
구에서 총 94명의 대사 불량자 및 123명의 정상 대사자가 등록되어 15-35일 동안 CLARINEX 시
럽으로 치료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에서, 불량한 대사자와 정상 대사자 사이에 안전성의 전반적
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사가 불량한 환자에서 
노출 관련 유해 사례의 위험 증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거:데슬로라타딘의 평균 제거 반감기는 27시간이었다. 씨최대AUC 값은 5 내지 20 mg 사이의 단
일 경구 투여 후에 투여량 비례 방식으로 증가하였다. 투여 14일 후 축적 정도는 반감기 및 투여 빈
도와 일치하였다. 인간의 질량 균형 연구는 약 87%의 회복을 문서화했습니다.14C-
desloratadine 복용량은 대사 산물로 소변과 대변에 균등하게 분배되었습니다. 혈장 3-하이드록
시데슬로라타딘의 분석은 유사한 T최대및 데슬로라타딘과 비교한 반감기 값.

특수 인구: 노인:더 오래된 과목에서(≥65세; n=17) CLARINEX 정제의 다중 용량 투여 후, 평균 C

최대및 AUC 값

데슬로라타딘의 경우 젊은 피험자(65세 미만)보다 20% 더 높았습니다. 체중에 대해 정규화했을 
때 구강 총체내 청소율(CL/F)은 두 연령 그룹 간에 유사했습니다. 데슬로라타딘의 평균 혈장 제거 
반감기

과목에서 33.7시간이었다≥65세. 3-에 대한 약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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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xydesloratadine은 더 나이가 많은 피험자 대 더 젊은 피험자에서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습니다. 이러한 연령 관련 차이는 임상적으로 관련이 없을 것 같으며 고령자에 대한 용량 조절
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소아과 주제:6세에서 11세 사이의 피험자에서 2.5mg의 데슬로라타딘이 함유된 5ml의 
CLARINEX 시럽을 단회 투여한 결과, 단일 5mg의 CLARINEX 정제를 투여한 성인과 유사한 데슬
로라타딘 혈장 농도가 나타났습니다. 2세에서 5세 사이의 피험자에서 1.25mg의 데슬로라타딘을 
함유한 2.5ml의 CLARINEX 시럽을 단일 용량으로 투여한 결과, 단일 5mg의 CLARINEX 정제를 
투여한 성인과 유사한 데슬로라타딘 혈장 농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대사 산물(3-OH 
desloratadine)의 Cmax 및 AUCt는 1.25-2.5를 받는 2-11세 어린이에서 얻은 Cmax 및 AUCt
에 비해 성인에게 투여된 시럽 5mg 용량에서 1.27 및 1.61배 더 높았습니다. 클라리넥스 시럽 
mg.

각각 1.25mg 또는 0.625mg의 데슬로라타딘이 함유된 2.5ml 또는 1.25ml의 CLARINEX 시럽을 
6~11개월 및 12~23개월의 피험자에게 단일 용량으로 투여했습니다. 집단 약동학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단일 5mg을 투여한 성인에서 달성되는 것과 유사한 데슬로라타딘 혈장 농도를 얻기 위해
서는 6-11개월 피험자에 대해 1mg 및 12-23개월 피험자에 대해 1.25mg의 용량이 필요합니다. 
CLARINEX 시럽의 복용량.

CLARINEX RediTabs Tablet 2.5mg 정제는 소아 환자에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CLARINEX 
RediTabs 정제와 오리지널 CLARINEX RediTabs 정제의 생물학적 동등성은 성인에서 확립되었
습니다. 설명된 소아과에서의 용량 찾기 연구와 함께 CLARINEX RediTabs 정제의 약동학 데이터
는 6-11세 소아 환자에서 2.5mg 용량의 사용을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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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장애자:경증(n=7, 크레아티닌 청소율 51-69 mL/min/1.73 m2), 보통(n=6, 크레아티닌 청
소율 34-43mL/분/1.73m2) 및 중증(n=6, 크레아티닌 청소율 5-29mL/분/1.73m2) 신장애 또는 
혈액투석 의존성(n=6) 환자. 경증 및 중등도의 신장애 환자에서 중앙값 C최대AUC 값은 정상 신장 
기능을 가진 대상에 비해 각각 약 1.2배 및 1.9배 증가했습니다. 중증의 신장애 환자 또는 혈액투석
에 의존하는 환자의 경우, C최대및 AUC 값은 각각 약 1.7배 및 2.5배 증가했습니다. 3-하이드록시
데슬로라타딘 농도의 최소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데슬로라타딘과 3-하이드록시데슬로라타딘은 
혈액투석으로 잘 제거되지 않았다. 데슬로라타딘과 3-하이드록시데슬로라타딘의 혈장 단백질 결
합은 신장 손상에 의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신장애 환자에 대한 용량 조절이 권장된다(참조용법 
및 투여부분).

간 장애:데스로라타딘의 약동학은 Child-Pugh의 간 기능 분류에 따라 정의된 경증(n=4), 중등도
(n=4), 중증(n=4) 간 장애 환자와 정상적인 간 기능. 간 장애 환자는 중증도에 관계없이 정상 대상
에 비해 AUC가 약 2.4배 증가했습니다. 경증, 중등도, 중증 간장애 환자에서 데스로라타딘의 명백
한 경구 청소율은 정상 환자의 37%, 36%, 28%였다. 간 장애 환자에서 데슬로라타딘의 평균 제거 
반감기의 증가가 관찰되었습니다. 3-하이드록시데슬로라타딘의 경우 평균 C최대간 장애 환자의 
AUC 값은 정상적인 간 기능을 가진 대상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간장애 환자
에 대한 용량조절이 권장된다.용법 및 투여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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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CLARINEX 정제로 14일 동안 치료받은 여성 피험자는 데슬로라타딘 C가 10% 및 3% 더 높
았습니다.최대및 AUC 값을 각각 남성 대상과 비교했습니다. 3-하이드록시데슬로라타딘 C최대AUC 
값도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각각 45% 및 48%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백한 차이는 임상
적으로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용량 조정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경주:CLARINEX 정제로 14일 치료 후, C최대데슬로라타딘에 대한 AUC 값은 백인에 비해 흑인에서 
각각 18% 및 32% 더 높았다. 3-하이드록시데슬로라타딘의 경우 C에서 상응하는 10% 감소가 있
었습니다.최대백인과 비교한 흑인의 AUC 값. 이러한 차이는 임상적으로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
므로 용량 조절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약물 상호 작용:건강한 남성(각 연구에서 n=12) 및 여성(각 연구에서 n=12)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2건의 대조 교차 임상 약리학 연구에서, 1일 1회 데슬로라타딘 7.5mg(1일 용량의 1.5배)을 8회마
다 에리스로마이신 500mg과 공동 투여했습니다. 시간 또는 케토코나졸 200mg을 10일 동안 12
시간마다 투여합니다. 3개의 개별 대조, 병렬 그룹 임상 약리학 연구에서, 5mg의 임상 용량의 데
슬로라타딘을 아지트로마이신 500mg과 250mg을 4일 동안 1일 1회 또는 플루옥세틴   20mg과 
7일 동안 1일 1회 병용 투여했습니다. 23일의 전처리 기간 후 플루옥세틴(n=18) 또는 시메티딘 
600mg을 14일 동안 12시간마다(n=18) 정상 상태의 건강한 남성 및 여성 지원자에게 투여합니
다.1 번 테이블), 심전도 매개변수(수정된 QT 간격 포함), 임상 실험실 검사, 활력 징후 및 이상 반
응에 의해 평가된 바와 같이 데슬로라타딘의 안전성 프로파일에 임상적으로 관련된 변화가 없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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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번 테이블

건강한 사람에서 데슬로라타딘 및 3-하이드록시데슬로라타딘 약동학의 변화
남성 및 여성 자원 봉사자

데슬로라타딘
AUC

0-24시간
+ 14%

3-하이드록시데슬로라타딘
AUC

0-24시간
+ 40%

씨최대 씨최대

에리스로마이신
(500 mg Q8h)
케토코나졸
(200 mg Q12h)
아지스로마이신
(500 mg 1일차, 250 mg 
QD x 4일)
플루옥세틴
(20 mg QD)
시메티딘
(600 mg q12h)

+ 24%

+ 45%

+ 15%

+ 43%

+ 43%

+ 15%

+ 39%

+ 5%

+ 72%

+ 4%

+ 15%

+ 12%

+ 0% + 17% + 13%

+ 19% - 11% - 삼%

약력학: 팽진 및 발적:1회 및 5mg의 데슬로라타딘을 반복 투여한 후 인간 히스타민 피부 발진 연
구에서 약물이 1시간까지 항히스타민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활동은 24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28일의 치료 기간 동안 데슬로라타딘 5mg 그룹 내에서 히스타민 유발 
피부 팽진 빈맥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히스타민 팽진 피부 검사의 임상적 관련성은 알려져 있지 않
습니다.

QT에 미치는 영향씨:데슬로라타딘의 단일 용량 투여는 수정된 QT 간격(QT씨) 쥐(최대 12mg/kg, 
경구) 또는 기니피그(25mg/kg, 정맥 주사). 원숭이에서 최대 3개월 동안 최대 24mg/kg의 용량
으로 반복된 경구 투여는 QT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씨추정된 데슬로라타딘 노출(AUC)은 인간의 
평균 AUC의 약 955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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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일일 경구 복용량. 보다과다 복용인간 QT에 대한 정보 섹션씨경험.

임상 시험: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클라리넥스 정제의 임상적 효능과 안전성은 12세에서 75세 사이의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환자 2,3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총 1,838명의 환자가 미국에서 실
시된 2~4주 기간의 이중 맹검, 무작위, 위약 대조 임상 시험에서 2.5~20mg/일의 CLARINEX를 투
여받았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성인 및 청소년 환자의 치료에서 
CLARINEX 5mg의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용량 범위 시험에서 CLARINEX 2.5-20 mg/
day가 연구되었습니다. 5, 7.5, 10 및 20mg/일의 용량은 위약보다 우수했습니다. 5.0 mg을 초과
하는 용량에서는 추가적인 이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위약(2.3%)과 비교하여 
10mg/일 및 20mg/일(각각 5.2% 및 7.6%)의 용량에서 졸음 발생의 증가가 관찰되었습니다.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및 동반된 천식이 있는 924명의 환자(15세에서 75세 사이)에 대한 
2건의 4주 연구에서 CLARINEX 정제 5mg 1일 1회는 폐 기능의 감소 없이 비염 증상을 개선했습
니다. 이는 경증 내지 중등도 천식이 있는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성인 환자에게 CLARINEX 정제를 
투여하는 안전성을 뒷받침합니다.

1일 1회 CLARINEX 정제 5mg은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총 증상 점수(비강 및 비비
강 증상의 개별 점수 합계)를 유의하게 감소시켰습니다. 보다표 2.

표 2
총 증상 점수(TSS)

2주 임상에서의 변화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

치료 그룹
(N)

평균 기준*
(셈)

변경
기준**

위약
비교

(P-값)(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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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리넥스
5.0 mg (171)

14.2 (0.3) - 4.3 (0.3) P<0.01

위약 (173) 13.7 (0.3) - 2.5(0.3)
* 기준선에서 총 비강 증상 점수(4개 개별 증상의 합)가 6 이상이고 비비강 증상 총 점수(개별 증상 4개의 합)가 5 이상(각 증상이 0~3점인 경우 0=아

니요) 증상 및 3=심각한 증상)이 시험 적격성에 필요했습니다. TSS 범위는 0=증상 없음에서 24=최대 증상까지입니다.

* * 2주 치료 기간 동안 평균 TSS 감소.

성별, 연령 또는 인종으로 정의된 환자의 하위 그룹 간에 CLARINEX 정제 5mg의 효과에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년생 알레르기 비염:12~80세의 다년생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 1,300명을 대상으로 클라리넥스
정 5mg의 임상적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했다. 총 685명의 환자가 미국 및 국제적으로 4주 동안 실
시된 이중 맹검, 무작위, 위약 대조 임상 시험 2건에서 CLARINEX 5mg을 투여받았습니다. 이러한 
연구 중 하나에서 CLARINEX 정제 5mg은 1일 1회 지속성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을 유의하게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표 3).

표 3
총 증상 점수(TSS)

4주 임상에서의 변화
다년생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 대한 시험

치료 그룹
(N)

평균 기준*
(셈)

변경
기준**

위약
비교

(P-값)(셈)
클라리넥스

5.0 mg (337)
12.37 (0.18) - 4.06 (0.21) P=0.01

위약 (337) 12.30 (0.18) - 3.27 (0.21)
* 기준선에서, 최소 10의 총 증상 점수(5개의 개별 코 증상 및 3개의 비비강 증상의 합계, 각 증상의 0~3점, 0=무증상 및 3=심각한 증상)의 평균이 시

험 적격성을 위해 필요했습니다. TSS 범위는 0=증상 없음에서 24=최대 증상까지입니다.

* * 4주 치료 기간 동안 평균 TSS 감소.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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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세의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 416명을 대상으로 1일 1회 CLARINEX 정제 5mg의 효능 
및 안전성을 연구했으며 이 중 211명이 CLARINEX를 투여받았습니다. 사전 지정된 1주 1차 시점 
평가에서 6주 동안 진행한 2건의 이중 맹검, 위약 대조, 무작위 임상 시험에서 CLARINEX 정제는 
위약과 비교할 때 가려움증의 중증도를 유의하게 감소시켰습니다(표 4). 2차 평가변수도 평가되었
으며 치료 첫 주 동안 CLARINEX 정제 5mg은 위약과 비교할 때 2차 평가변수인 "두드러기 수" 및 
"가장 큰 벌집 크기"를 감소시켰습니다.

표 4

가려움증 증상 점수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의 임상 시험 첫 주 변화

치료 그룹
(N)

평균 기준선
(셈)

변경
기준*

위약
비교

(P-값)(셈)
클라리넥스

5.0 mg (115)
2.19 (0.04) - 1.05 (0.07) P<0.01

위약 (110) 2.21 (0.04) - 0.52 (0.07)
가려움증은 0~3점으로 0=증상 없음 ~ 3=최대 증상

* 치료 첫 주 동안 평균 가려움증 감소.

CLARINEX 시럽의 임상 안전성은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의 병력이 있는 
소아 대상자 또는 항히스타민제 치료 대상자에 대한 3건의 15일 이중 맹검 위약 대조 안전성 연구
에서 문서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연구에서 CLARINEX 시럽 2.5mg을 6세에서 11세 사이의 소아 
대상 60명에게 투여했습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2~5세의 소아 대상 55명에게 투여된 
CLARINEX 시럽 1.25mg을 평가했습니다. 세 번째 연구에서는 1.25mg의 CLARINEX 시럽을 
12~23개월의 소아 대상 65명과 1.0m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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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INEX 시럽은 6~11개월의 소아 66명에게 투여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6개월에서 11
세 사이의 소아 대상에서 클라리넥스 시럽의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표시 및 사용법: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CLARINEX는 2세 이상 환자의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의 비강 및 비비강 증
상의 완화에 사용됩니다.

다년생 알레르기 비염:CLARINEX는 생후 6개월 이상 환자의 다년성 알레르기성 비염의 비강 및 
비비강 증상의 완화에 사용됩니다.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CLARINEX는 6개월 이상의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에서 가려움증의 증
상 완화, 두드러기 수 및 두드러기 크기 감소에 사용됩니다.

금기 사항:CLARINEX 정제 5mg은 이 약이나 그 성분 또는 로라타딘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에게는 
금기입니다.

주의 사항: 발암, 돌연변이, 생식 능력 손상:데슬로라타딘의 발암 가능성은 쥐에 대한 로라타딘 연
구와 쥐에 대한 데슬로라타딘 연구를 사용하여 평가되었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2년 연구에서 
로라타딘은 최대 25mg/kg/일의 용량으로 식이로 투여되었습니다(데스로라타딘 및 데슬로라타
딘 대사체의 예상 노출량은 일일 권장 경구 투여량에서 사람의 AUC의 약 30배였습니다). 10 mg/
kg/day의 loratadine을 투여한 남성과 25 mg/kg/day의 loratadine을 투여한 남성 및 여성에
서 간세포 종양(선종 및 암종 결합)의 발병률이 유의하게 더 높았습니다. 10 mg/kg의 로라타딘을 
투여한 랫트에서 추정된 데슬로라타딘 및 데슬로라타딘 대사체 노출은 권장 일일 경구 투여량에서 
사람의 AUC의 약 7배였습니다. 장기간 데슬로라타딘을 사용하는 동안 이러한 소견의 임상적 중요
성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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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를 대상으로 한 2년간의 식이 연구에서 수컷과 암컷이 각각 최대 16mg/kg/day 및 
32mg/kg/day의 데슬로라타딘을 투여한 경우 종양 발생률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용량에서 마우스에서 추정된 데슬로라타딘 및 대사체 노출은 권장 일일 경구 용량에서 인간의 
AUC의 각각 12배 및 27배였습니다.

데슬로라타딘을 사용한 유전독성 연구에서 역돌연변이 분석에서 유전독성 가능성의 증거
는 없었습니다(살모넬라/E. 대장균포유류 마이크로솜 세균 돌연변이 유발성 분석) 또는 염색체 이
상에 대한 두 가지 분석(인간 말초혈액 림프구 세포 분열 유발성 분석 및 마우스 골수 소핵 분석).

최대 24mg/kg/일의 데슬로라타딘 용량에서 랫드의 암컷 수태능에 영향이 없었습니다(데
스로라타딘 및 데슬로라타딘 대사체의 추정 노출은 일일 권장 경구 용량에서 사람의 AUC의 약 
130배였습니다). 암컷 수태율 감소, 정자 수 및 운동성 감소, 조직병리학적 고환 변화로 입증된 수
컷 특유의 생식력 감소가 랫트에서 12mg/kg의 경구 데슬로라타딘 투여량에서 발생했습니다(데
슬로라타딘의 예상 노출은 인간의 AUC의 약 45배였습니다. 권장 일일 경구 복용량). 데슬로라타
딘은 3 mg/kg/일의 경구 투여량에서 쥐의 수태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데슬로라타딘 및 
데슬로라타딘 대사체의 예상 노출은 일일 권장 경구 투여량에서 사람의 AUC의 약 8배였습니다).

임신 카테고리 C: 데스로라타딘은 최대 48 mg/kg/일의 용량에서 랫드에서 기형을 유발하지 않았
습니다(데스로라타딘 및 데슬로라타딘 대사 산물 추정치는 일일 권장 경구 용량에서 사람의 AUC
의 약 210배) 또는 토끼에서 최대 60 mg/kg의 용량 /일(추정된 데슬로라타딘 노출은 일일 권장 
경구 투여량에서 사람의 AUC의 약 230배였습니다). 별도의 연구에서 착상 전 손실의 증가와 감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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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상 및 태아의 수는 24 mg/kg에서 암컷 랫드에서 관찰되었습니다(추정된 데슬로라타딘 및 데슬
로라타딘 대사체 노출은 권장 일일 경구 투여량에서 사람의 AUC의 약 120배였습니다). 9 mg/
kg/day 이상의 용량에서 강아지에서 체중 감소 및 느린 정위 반사가 보고되었습니다(추정된 데슬
로라타딘 및 데슬로라타딘 대사체 노출은 일일 권장 경구 용량에서 사람의 AUC보다 약 50배 이상
이었습니다). 데슬로라타딘은 3 mg/kg/일의 경구 투여량에서 강아지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
습니다(데슬로라타딘 및 데슬로라타딘 대사체의 예상 노출은 일일 권장 경구 투여량에서 사람의 
AUC의 약 7배였습니다). 그러나 임산부에 대한 적절하고 잘 통제된 연구는 없습니다.

수유부:데슬로라타딘은 모유로 전달되므로 수유를 중단할지 또는 데슬로라타딘을 중단할지 결정
해야 하며, 이는 산모에 대한 약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소아용:소아 집단에서 CLARINEX 시럽의 권장 용량은 성인과 소아 대상에서 CLARINEX의 혈장 
농도에 대한 교차 연구 비교를 기반으로 합니다. CLARINEX 시럽의 안전성은 3건의 위약 대조 임
상 연구에서 6개월에서 11세 사이의 246명의 소아 대상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계절성 및 다년성 
알레르기 비염 및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의 경과와 CLARINEX의 효과는 소아 및 성인 집단에서 충
분히 유사하기 때문에 성인 효능 데이터로부터 소아 환자에 대한 외삽이 가능하다. 이 연령대에서 
CLARINEX 시럽의 효과는 성인에 대한 CLARINEX 정제에 대한 적절하고 잘 통제된 연구의 증거
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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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INEX RediTabs Tablet 2.5mg 정제는 소아 환자에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CLARINEX 
RediTabs Tablet과 이전에 판매된 RediTabs Tablet의 생물학적 동등성은 성인에서 확립되었
습니다. 설명된 소아과에서의 용량 찾기 연구와 함께 CLARINEX RediTabs 정제의 약동학 데이터
는 6-11세 소아 환자에서 2.5mg 용량의 사용을 뒷받침합니다.

노인용: 데슬로라타딘의 임상 연구에는 65세 이상의 피험자가 젊은 피험자와 다르게 반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수의 피험자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고된 다른 임상 경험에서는 노
인 환자와 젊은 환자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용량 선택은 
간, 신장 또는 심장 기능 감소의 빈도가 더 높고 동반 질환 또는 기타 약물 요법을 반영하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 (보다 임상 약리학 - 특수 인구).

환자를 위한 정보:환자는 지시에 따라 CLARINEX 정제를 사용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생체이용
률에 대한 식품의 영향이 없으므로 환자에게 CLARINEX 정제, 시럽 또는 레디탭을 식사와 관계없
이 복용할 수 있음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 고용량에서 증가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졸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량 또는 투여 빈도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환자에게 조언해야 합니다.

페닐케톤뇨제: CLARINEX RediTabs 정제에는 CLARINEX RediTabs 정제 5mg당 2.9mg 또는 
CLARINEX RediTabs 정제 2.5mg당 1.4mg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반응:

성인 및 청소년

알레르기 성 비염:다중 용량 위약 대조 시험에서 2,834명의 12세 이상의 환자가 CLARINEX 정제
를 1일 2.5mg에서 20mg의 용량으로 투여받았으며 이 중 1,655명의 환자가 1일 권장 용량인 
5mg을 투여받았습니다. 1일 5mg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이상반응 비율은 CLARINEX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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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 치료 환자. 부작용으로 인해 조기에 중단한 환자의 비율은 CLARINEX 그룹에서 2.4%, 위약 
그룹에서 2.6%였습니다. 이 시험에서 데슬로라타딘을 투여받은 환자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은 없
었습니다. CLARINEX 정 1일 권장 용량(1일 1회 5.0mg)을 투여받은 환자의 2% 이상에서 보고되
었으며 위약보다 CLARINEX 정에서 더 흔한 모든 이상 반응은 다음 목록에 나열되어 있습니다.표 
5.

표 5
성인 및 청소년의 2% 이상이 보고한 이상반응 발생률

위약 대조, 다회 투여 임상 시험의 알레르기 비염 환자
CLARINEX의 정제 제형으로

클라리넥스 정제
5mg

(n=1,655)
4.1%
3.0%
2.1%
2.1%
2.1%
2.1%

위약
불리한 경험

(n=1,652)

인두염
마른 입
근육통
피로
졸림
월경통

2.0%
1.9%
1.8%
1.2%
1.8%
1.6%

CLARINEX 및 위약 치료 환자에서 실험실 및 심전도 이상의 빈도와 크기가 유사했습니다.

성별, 연령 또는 인종에 따라 정의된 환자의 하위 그룹에 대한 이상 반응에는 차이가 없었
습니다.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만성 특발성 두드러기에 대한 다회 투여, 위약 대조 시험에서 12세 이상의 
환자 211명이 CLARINEX 정제를 투여받았고 205명이 위약을 투여받았습니다. CLARINEX 정제
를 투여받은 환자의 2% 이상이 보고했으며 위약보다 CLARINEX에서 더 흔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CLARINEX 및 위약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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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14%, 13%), 메스꺼움(5%, 2%), 피로(5%, 1%), 현기증(4%, 3%), 인두염(3%, 2%), 소화
불량( 3%, 1%) 및 근육통(3%, 1%).

소아과

3개의 위약 대조 임상 시험에서 6개월에서 11세 사이의 소아 246명에게 15일 동안 
CLARINEX 시럽을 투여했습니다. 6~11세의 소아 대상자는 1일 1회 2.5mg, 1~5세의 대상자는 1
일 1회 1.25mg, 6~11개월의 대상자는 1일 1회 1.0mg을 받았습니다. 6세에서 11세 사이의 피험
자에서 2% 이상의 피험자에서 보고된 개별적인 이상반응은 없었습니다. 2세에서 5세 사이의 피
험자에서 클라리넥스와 위약에 대해 클라리넥스 시럽을 투여받은 피험자의 최소 2%에서 위약보
다 더 높은 빈도로 보고된 이상반응은 발열(5.5%, 5.4%), 요로 감염(3.6%, 0%) 및 수두(3.6%, 
0%). 12개월 내지 23개월의 피험자에서, CLARINEX 시럽을 투여받은 피험자의 최소 2%에서 위
약보다 높은 빈도로 CLARINEX 제품 및 위약에 대해 보고된 이상반응은 발열(16.9%, 12.9%), 설
사(15.4%, 11.3%), 상기도 감염(10.8)이었습니다. %, 9.7%), 기침(10.8%, 6.5%), 식욕 증가
(3.1%, 1.6%), 감정적 불안정(3.1%, 0%), 코피(3.1%, 0%), 기생충 감염(3.1%) , 0%) 인두염
(3.1%, 0%), 발진 반구진(3.1%, 0%). 생후 6개월에서 11개월 사이의 피험자에서 클라리넥스 시
럽을 투여받은 피험자의 최소 2%에서 위약보다 더 자주 보고된 이상반응은 상기도 감염(21.2%, 
12.9%), 설사(19.7)였습니다. .% 8.1%), 발열(12.1%, 1.6%), 과민성(12.1%, 11.3%) 기침
(10.6%, 9.7%), 졸음(9.1%,

8.1%), 기관지염(6.1%, 0%), 중이염(6.1%, 1.6%), 구토(6.1%, 3.2%), 식욕부진(4.5%, 1.6%), 
인두염(4.5%, 1.6%), 불면증(4.5%, 0%), 콧물(4.5%, 3.2%), 홍반(3.0%, 1.6%) 및 메스꺼움
(3.0%, 0%). 다음을 포함한 모든 심전도 매개변수에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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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c 간격. 임상 시험에서 CLARINEX 시럽을 투여받은 246명의 소아 피험자 중 한 명만이 이상 반
응 때문에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임상 실습 중 관찰

데스로라타딘의 시판 중 다음과 같은 자발적인 이상반응이 보고되었습니다: 빈맥, 심계항진, 드물
게 과민 반응(발진, 가려움증, 두드러기, 부종, 호흡곤란, 아나필락시스 등), 정신운동 과잉행동, 발
작, 다음을 포함한 간 효소 상승 빌리루빈, 매우 드물게 간염.

약물 남용 및 의존:CLARINEX 태블릿에 남용이나 의존이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정보가 없습니다.

과다 복용:급성 과량투여에 관한 정보는 CLARINEX 제품 개발 중에 수행된 임상 시험의 경험으로 
제한됩니다. 용량 범위 시험에서 10 mg 및 20 mg/일 용량에서 졸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정상 남성과 여성 지원자에게 10일 동안 45mg을 1일 1회 투여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얻
은 모든 ECG는 심장 전문의가 맹검 방식으로 수동으로 판독했습니다. CLARINEX로 치료받은 피
험자에서 위약에 비해 평균 심박수가 9.2bpm 증가했습니다. QT 간격은 심박수(QT씨) Bazett 및 
Fridericia 방법 모두에 의해. QT 사용씨(Bazett) 위약에 비해 CLARINEX로 치료받은 피험자에서 
평균 8.1msec가 증가했습니다. QT 사용씨(Fridericia) 위약에 비해 CLARINEX로 치료받은 피험
자에서 평균 0.4msec 증가가 있었습니다. 임상적으로 관련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과량투여한 경우에는 흡수되지 않은 약물을 제거하기 위한 표준 조치를 고려하십시오. 대
증적이고 지지적인 치료가 권장됩니다. 데슬로라타딘과 3-하이드록시데슬로라타딘은 혈액투석으
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치사율은 250 mg/kg 이상의 경구 투여량에서 쥐에서 발생했습니다(추정된 데슬로라타
딘 및 데슬로라타딘 대사체 노출은 권장 일일 경구 투여량에서 사람의 AUC의 약 120배였습니다). 
구강 중앙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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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의 치사량은 353 mg/kg이었습니다(추정된 데슬로라타딘 노출은 mg/m에서 인간의 일일 경구 
투여량의 약 290배였습니다.2기초). 원숭이에서 최대 250 mg/kg의 경구 투여량에서 사망은 발생
하지 않았습니다(추정된 데슬로라타딘 노출은 mg/m에서 인간 일일 경구 투여량의 약 810배였습
니다.2

기초).

복용량 및 투여:

성인 및 12세 이상의 어린이:CLARINEX 정제 또는 CLARINEX RediTabs 정제의 권장 용량은 1
일 1회 5mg 정제 1개 또는 CLARINEX 시럽의 권장 용량은 1일 1회 2티스푼(10ml당 5mg)입니
다.

6~11세 어린이:CLARINEX 시럽의 권장 용량은 1일 1회 1티스푼(5ml당 2.5mg)이거나 
CLARINEX RediTabs 정제의 권장 용량은 1일 1회 2.5mg 정제 1개입니다.

12개월 ~ 5세 어린이:CLARINEX 시럽의 권장 복용량은1/21일 1회 티스푼(2.5ml에 1.25mg).

6~11개월 어린이:CLARINEX 시럽의 권장 용량은 1일 1회 2ml(1.0mg)입니다.

CLARINEX 시럽의 연령에 적합한 용량은 2mL 및 2.5mL(1/2 티스푼)를 전달하도록 보정된 시판
되는 측정 점적기 또는 주사기로 투여해야 합니다.

간 또는 신장애가 있는 성인 환자의 시작 용량은 약동학 데이터에 근거하여 격일로 5mg 1
정을 권장합니다. 간 또는 신장애가 있는 소아에 대한 투여 권장은 데이터가 부족하여 할 수 없습니
다.

관리
(desloratadine) RediTabs 혀에 정제를 바르고 분해하기 전에

의 클라리넥스 레디탭 정제: 장소 클라리넥스



20페이지

삼키는. 정제 붕해가 빠르게 발생합니다. 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투여하십시오. 물집을 개봉한 후 
즉시 정제를 복용하십시오.

공급 방법: CLARINEX 정제:양각 "C5", 하늘색 필름 코팅 정제; 100(NDC 0085-1264-01) 및 
500(NDC 0085-1264-02)의 고밀도 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병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CLARINEX 사용 단위 패키지 30정(3 x 10, 카드당 10개의 물집)(NDC 0085-1264-04); 및 100정
의 단위 용량-병원 팩(10 x 10, 카드당 물집 10개)(NDC 0085-1264-03).

사용 단위 포장 및 단위 용량-병원 팩을 과도한 습기로부터 보호하십시오.

25°C(77°F)에서 보관하십시오. 15-30°C(59-86°F)까지 허용되는 여행 [USP 제어된 실
내 온도 참조]

열에 민감합니다. 30°C(86°F) 이상에서 노출을 피하십시오.

클라리넥스 시럽:
16온스 호박색 유리병(NDC 0085-1334-01) 및 4온스 호박색 유리병(NDC 0085-1334-02)에 있
는 데슬로라타딘.

0.5 mg/1mL를 함유하는 투명한 주황색 액체

25시에 매장°C (77°에프); 15명에게 허용되는 여행° -30°씨

86°F) [USP 제어 실내 온도 참조] 빛으로부터 보호하십시오.

(59°-

CLARINEX REDITABS(데슬로라타딘 구강붕해정)2.5mg 및 5mg: 5mg 정제의 경우 한쪽 면에 
"A"가, 2.5mg 정제의 경우 한쪽 면에 "K"가 새겨진 밝은 빨간색의 편평한 원형 반점이 있는 정제
입니다. 호일/호일 물집을 벗겨내서 캐비티당 1개의 정제. 30정 팩(5 x 6 포함) 5mg - NDC 
0085-1384-01 및 2.5mg - NDC 0085-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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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시에 매장°C (77°에프); 15명에게 허용되는 여행° -30°C (59°-86°F) [USP 제

어 실내 온도 참조].

쉐링
쉐링 코퍼레이션

케닐워스, 뉴저지 07033 USA

CLARINEX REDITABS 브랜드의 데슬로라타딘 구강 붕해 정제는 CIMA LABS INC에서 
Schering Corporation을 위해 제조합니다.®미네소타주 에덴 프레리

미국 특허 번호 4,659,716; 4,863,931; 5,595,997;5,178,878;6,514,520 및
6,10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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