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의약품 정보

가지바-

오비누투주맙
주입용 용액용 40mL 농축액 중 1000mg

이 전단지에 있는 내용

Gazyva를 사용하기 전에 이 전단지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이 전단지는 Gazyva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기에는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가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사나 약사와 이야기하는 것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모든 의약품에는 위험과 이점이 있습니다. 의사는 Gazyva 사용의 위험과 그들이 기대하는 이점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이 약의 사용에 대해 우려 사항이 있으면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전단지를 약과 함께 보관하십시오. 다시 
읽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Gazyva의 용도

Gazyva는 항종양(또는 항암)제로 알려진 의약품 그룹에 속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항종양제가 있습니다. Gazyva는 
단일 클론 항체라는 클래스에 속합니다. 모노클로날 항체는 신체의 다른 독특한 단백질을 특이적으로 인식하고 결합
하는 단백질입니다. Gazyva의 활성 성분은 obinutuzumab이라고 합니다.

Gazyva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의 진행
성 여포성 림프종(FL) 및 리툭시맙이라는 다른 약물 치료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무통성(느린 성장) 비호지킨 림
프종(iNHL)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Gazyva는 B 림프구로 알려진 백혈구 표면에서 발견되는 CD20이라는 단백질을 인식하고 부착합니다. 단백질에 결합
하는 과정에서 B 림프구의 비정상적인 성장이 멈춥니다. 질병의 원인은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B 림프구입니다.

CLL의 경우 Gazyva는 화학 요법 약물인 클로람부실과 함께 사용됩니다.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FL 환자와 리
툭시맙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iNHL 환자의 경우, Gazyva는 먼저 화학 요법 약물과 함께 투여된 다음 단독으로 투여
됩니다. Gazyva와 함께 사용되는 화학 요법 의약품에 대한 추가 정보는 이러한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의약품 정보
(CMI)에 대해 의사, 간호사 또는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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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zyva가 귀하에게 처방된 이유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의사가 다른 이유로 Gazyva를 
처방했을 수 있습니다.

이 약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Gazyva를 받기 전에

Gazyva를 투여해서는 안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Gazyva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Gazyva 또는 이 전단지 끝에 나열된 성분 중 하나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마우스 기원의 다른 단백질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알레르기 반응의 일부 증상에는 숨가쁨, 쌕쌕
거림 또는 호흡 곤란, 얼굴, 입술, 혀 또는 기타 신체 부위의 부기, 발진 및/또는 피부 가려움증 또는 두드러
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패키지가 찢어지거나 변조의 흔적이 보이는 경우

• 팩에 인쇄된 만료일(EXP)이 지난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이 약을 복용하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Gazyva를 받기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 you have an infection, or a history of a recurring or long-term infection such as 
Hepatitis B

You may have an increased risk of getting an infection during or after treatment with Gazyva.

• you are taking or have previously taken medicines which may affect your immune 
system, such as chemotherapy or immune-suppressive medicines

If you are taking or have taken medicines which affect your immune system, you may have an 
increased risk of infections. There have been reports of a rare, serious brain infection called PML 
(progressive multifocal leucoencephalopathy) usually affecting people with a weakened immune 
system. Your chance of getting PML may be higher if you are treated with medicines that weaken 
the immune system, including Gazyva. PML can cause severe disability or even death.

• 심장 부정맥(심장의 비정상적 박동)을 동반한 심장 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협심증(가슴 통증),심부전 또
는 최근의 심장마비

의사는 Gazyva로 치료하는 동안 귀하를 면밀히 감독할 것입니다.
• 당신은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Gazyva는 생명을 위협하는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혈액 내 혈소판 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당신은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Gazyva는 일시적인 혈압 강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의사는 Gazyva를 투여하기 전에 혈압 약 복용을 일시
적으로 중단하도록 조언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폐 질환이 있는 경우
Gazyva로 치료하는 동안 호흡 곤란의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의사는 Gazyva로 치료하는 동안 귀하를 면밀히 감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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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신장 질환이있다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Gazyva로 치료하는 동안 부작용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
다.
의사는 Gazyva로 치료하는 동안 귀하를 면밀히 감독할 것입니다.

• 당신은 간 질환이있다

간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Gazyva의 안전성과 효능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거나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일부 백신은 Gazyva와 동시에 또는 Gazyva를 받은 후 몇 달 동안 접종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는 Gazyva
를 받기 전에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 다른 의약품 또는 식품, 방부제 또는 염료와 같은 기타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 당신은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Gazyva가 태아에게 해로운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임신 중에는 Gazyva를 투여하지 않는 것이 좋
습니다.
가임기인 경우, 이 약 치료 종료 후 18개월 동안은 임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임기인 경우 치료 중 및 이 약 치료 종료 후 최대 18개월 동안 효과적인 피임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모유 수유 중이거나 모유 수유 계획

Gazyva가 모유로 전달되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Gazyva로 치료받는 동안과 Gazyva의 최
종 주입 후 18개월 동안 모유 수유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사항에 대해 의사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Gazyva 복용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어린이에게 사용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약 복용
약국, 슈퍼마켓 또는 건강 식품 가게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한 약을 포함하여 다른 약을 복용 중인 경우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Gazyva는 일시적인 혈압 강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의사는 Gazyva를 투여하기 전에 혈압 약 복용을 일시적
으로 중단하도록 조언할 수 있습니다.

Gazyva는 혈액 내 혈소판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Gazyva를 투여받는 동안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면 혈소
판 수를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사는 Gazyva로 치료하는 동안 
귀하를 면밀히 감독할 것입니다.

Gazyva가 백신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에 영향을 미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의사와 약사는 Gazyva를 복용하는 동안 주의하거나 피해야 할 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Gazyva가 제공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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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간호사가 제공한 모든 지시 사항을 주의 깊게 따르십시오. 이 전단지에 포함
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Gazyva는 의료 전문가가 준비해야 하며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제공합니다.

Gazyva는 정맥에 천천히 주입합니다(정맥내(IV) 주입). 투여할 주입 횟수는 치료에 대한 반응에 따라 다릅니다.

Gazyva를 받기 전에 가능한 주입 반응의 중증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약을 받게 됩니다.

CLL의 경우

첫 번째 주입: 4시간에 걸쳐 IV 주입으로 100mg의 Gazyva가 제공됩니다.
두 번째 주입: 첫 번째 주입이 잘 견디면 IV 주입으로 900mg의 Gazyva가 제공됩니다. 주입 기간은 의사가 결정합니다.

후속 주입: 이전 주입이 잘 견디면 IV 주입으로 1000mg의 Gazyva가 제공됩니다. 주입 기간은 의사가 결정합니
다.
주입할 때마다 환자를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의사는 각각이 얼마나 잘 견디는지에 따라 주입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포성 림프종의 경우
첫 번째 주입: IV 주입으로 1000mg의 Gazyva가 제공됩니다.
후속 주입: 첫 번째 주입이 잘 견디면 IV 주입으로 1000mg의 Gazyva가 제공됩니다. 각 주입의 기간과 주입을 받는 시
기는 의사가 결정합니다.

유지 치료: 초기 치료에 반응하면 의사가 Gazyva로 치료를 계속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2년 동안 2개월에 
한 번 Gazyva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용량을 놓치면
Gazyva는 의사의 감독하에 제공되므로 복용량을 놓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Gazyva를 받기 위한 약속을 잊어
버리거나 놓친 경우 다음 계획 복용량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약속을 잡으십시오.

너무 많이 투여한 경우(과용량)
Gazyva는 의사의 감독하에 투여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투여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Gazyva를 투여한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Gazyva를 받는 동안

당신이해야 할 일
주입 반응이나 알레르기 반응 또는 심장 문제의 징후나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사나 간호사에게 알리십시오.

일부 징후와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흡 곤란으로 얼굴, 입술, 혀 또는 목의 붓기
• 신체의 다른 부분의 붓기
• 호흡 곤란, 천명 또는 호흡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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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에 발진, 가려움증 또는 두드러기
• 아픈 느낌 (메스꺼움)
• 발열, 오한
• 피곤
• 두통
• 가슴 통증
• 비정상적이거나 불규칙한 심장 박동

파트너나 간병인에게 Gazyva를 받고 있다고 알리고 움직임이나 행동에 변화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들이 변화를 알아차리면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의사는 몇 가지 검사를 수행하고 치료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를 치료하는 모든 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에게 귀하가 Gazyva를 받고 있음을 알리십시오.

Gazyva를 투여받는 동안 임신했거나 가정을 꾸릴 계획이 있는 경우, Gazyva를 투여받는 동안 모유 수유를 할 계획
이 있는 경우, 또는 아기에게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고 Gazyva를 투여받는 동안 아기를 임신한 경우 의사에게 알리십
시오.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와의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의사는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먼저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Gazyva 치료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Gazyva가 귀하의 상태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면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처방전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먼저 의사에게 알리거나 약사와 상담하지 않고 다른 약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주의할 점
Gazyva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때까지 운전이나 기계 조작을 조심하십시오. Gazyva는 일반적
으로 기계를 운전하거나 작동하는 능력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섹션에 나열된 반응 중 하나라도 
경험하는 경우당신이해야 할 일반응이 멈출 때까지 운전이나 기계 조작을 삼가해야 합니다.

부작용

Gazyva를 받는 동안 기분이 좋지 않으면 의사나 간호사에게 가능한 한 빨리 알리십시오.

Gazyva는 CLL 또는 여포성 림프종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원치 않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심각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부작용이 있는 경우 의
료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거나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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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으면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부작용 목록에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들 중 하나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입 중
주입을 받는 동안 다음 중 하나를 발견하면 즉시 의사나 간호사에게 알리십시오.

• 호흡 곤란으로 얼굴, 입술, 혀 또는 목의 붓기
• 신체의 다른 부분의 붓기
• 호흡 곤란, 천명 또는 호흡 곤란
• 발진, 가려움증 또는 두드러기를 포함한 피부 문제, 크기가 증가할 수 있는 경화되거나 변색된 피부 병변

• 구토 또는 아픈 느낌(메스꺼움)
• 발열, 홍조 또는 오한
• 설사
• 기침 또는 인후 자극
• 피곤
• 두통
• 가슴 통증
• 출혈이나 타박상이 정상보다 더 많음
• 현기증 또는 가벼운 머리
• 비정상적이거나 불규칙한 심장 박동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입 후
다음 중 하나라도 발견되면 즉시 의사에게 알리거나 가까운 병원의 사고 및 응급실로 가십시오.

• 호흡 곤란으로 얼굴, 입술, 혀 또는 목의 붓기
• 신체의 다른 부분의 붓기
• 호흡 곤란, 천명 또는 호흡 곤란
• 피부에 발진, 가려움증 또는 두드러기
• 위 경련 또는 통증
• 심한 또는 피 묻은 설사
• 구토를 포함한 메스꺼움 및 구토 혈액 또는 커피 찌꺼기처럼 보이는 물질
• 신체의 어느 부위에서나 비정상적인 출혈
• 비정상적인 멍
• 혈전
• 현기증 또는 현기증발열, 오한
• 심한 기침
• 비정상적이거나 불규칙한 심장 박동
• 가슴 통증
• 다음 중 하나 또는 조합: 혼란, 방향 감각 상실 또는 기억 상실, 움직이는 방식, 걷거나 말하는 방식의 변화, 

신체의 근력 감소 또는 점진적인 약화, 흐릿하거나 시력 상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를 발견하면 의사나 약사에게 알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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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열, 심한 오한, 호흡기 감염(폐렴 포함), 대상 포진, 구강 궤양 또는 요로 감염과 같은 빈번한 감염

• 입이나 목의 통증
• 콧물 또는 코막힘 또는 답답한 가슴
• 관절, 뼈 또는 근육통
• 허리 통증, 또는 팔이나 다리의 통증
• 두통
• 설사, 변비, 복부 불편감 또는 통증, 또는 치질
• 요실금 또는 통증
• 체중 증가
• 지속적인 기침
• 탈모
• 가려운 피부
• 불면증 및/또는 피곤함
• 우울하거나 불안한 느낌
• 피부 변화 - 변색, 비정상적인 성장 또는 외관

이것은 가능한 모든 부작용의 전체 목록이 아닙니다. 의사나 약사는 보다 완전한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은 일부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으며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 없더라도 기분이 좋지 않은 다른 것을 발견하면 의사나 약사에게 알리십시오.

이 목록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의사, 간호사 또는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제품 설명

저장
Gazyva는 약국이나 병동의 냉장고에 보관되며 온도는 2°C~8°C입니다.

유효성
Gazyva는 정맥 주입용 용액(25mg/mL) 40mL를 포함하는 단일 용량 유리 바이알로 공급됩니다. 정맥에 주입하기 
전에 희석합니다.

가지바의 모습
Gazyva는 투명하고 무색에서 약간 갈색을 띤 액체입니다.

재료
Gazyva의 각 바이알에는 1000mg의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오비누투주맙. 또한 다음을 포함합니다.

• 히스티딘
• 히스티딘 염산염 일수화물
• 트레할로스 이수화물
• 폴록사머 188

후원자 세부정보

Gazyva는 뉴질랜드에서 다음을 통해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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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he Products(뉴질랜드) Limited PO 
Box 109113
미시간
오클랜드 1149
뉴질랜드

진료문의: 0800 276 243

작성일자

이 전단지는 2021년 12월 20일에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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