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프렉스®
에포에틴 알파(r-HuEPO CHO)

데이터 시트
암에서의 사용
일부 연구에서 암 환자의 빈혈을 치료하기 위해 적혈구 생성 촉진제(ESA)를 사용하면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SA는 동시에 투여된 화학요법의 결과로 발생한 빈혈을 치료하는 데에만 사용해야 하며 수혈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헤모글로빈 수치는 120g/L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섹션 4.4 사용에 
대한 특별 경고 및 주의 사항 참조).

1. 제품명
EPREX 1,000 IU/0.5 mL 용액은 미리 채워진 주사기에 주입됩니다. EPREX 
2,000 IU/0.5 mL 주입용 용액은 미리 채워진 주사기에 있습니다. EPREX 
3,000IU/0.3mL 사전 충전 주사기 주입용 용액. EPREX 4,000 IU/0.4 mL 주
입용 용액은 미리 채워진 주사기에 있습니다. EPREX 5,000IU/0.5mL 사전 
충전 주사기 주입용 용액. EPREX 6,000 IU/0.6 mL 용액은 미리 채워진 주사
기에 주입됩니다. EPREX 8,000IU/0.8mL 사전 충전 주사기 주입용 용액. 
EPREX 10,000 IU/1.0 mL 주입용 용액은 미리 채워진 주사기에 있습니다. 사
전 충전된 주사기의 주사용 EPREX 20,000 IU/0.5 mL 용액 사전 충전된 주사
기의 주사용 EPREX 30,000 IU/0.75 mL 용액 사전 충전된 주사기의 주사용 
EPREX 40,000 IU/1.0 mL 용액.

에프렉스®사전 충전된 주사기에 들어 있는 에포에틴 알파(rch)의 멸균, 방부제가 없는 완충 단백질 용액입니다. 미
리 채워진 주사기에는 PROTECS™ 바늘 보호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2. 정성 및 양적 구성
재조합 DNA 기술에 의해 차이니즈 햄스터 난소(CHO) 세포에서 생산되는 에포에틴 알파(r-HuEPO CHO).

미리 채워진 0.5mL 주사기에는 1,000IU(8.4마이크로그램)의 에포에틴 알파가 들어 있습니다. 미리 채워진 

0.5mL 주사기에는 2,000IU(16.8마이크로그램)의 에포에틴 알파가 들어 있습니다. 0.3mL의 미리 채워진 

주사기에는 3,000IU(25.2마이크로그램)의 에포에틴 알파가 들어 있습니다. 미리 채워진 0.4mL 주사기에

는 4,000IU(33.6마이크로그램)의 에포에틴 알파가 들어 있습니다. 미리 채워진 0.5mL 주사기에는 

5,000IU(42.0마이크로그램)의 에포에틴 알파가 들어 있습니다. 0.6mL의 미리 채워진 주사기에는 

6,000IU(50.4마이크로그램)의 에포에틴 알파가 들어 있습니다. 미리 채워진 0.8mL 주사기에는 

8,000IU(67.2마이크로그램)의 에포에틴 알파가 들어 있습니다. 1.0mL의 미리 채워진 주사기에는 

10,000IU(84.0마이크로그램)의 에포에틴 알파가 들어 있습니다. 미리 채워진 0.5mL 주사기에는 

20,000IU(168.0마이크로그램)의 에포에틴 알파가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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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mL의 미리 채워진 주사기에는 30,000IU(252.0마이크로그램)의 에포에틴 알파가 들어 있습니다. 미리 

채워진 1.0mL 주사기에는 40,000IU(336.0마이크로그램)의 에포에틴 알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의약품에는 용량당 1mmol 미만의 나트륨(23mg)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본질적으로 "무나트륨"입니다.

부형제의 전체 목록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섹션 6.1 부형제 목록.

3. 의약품 형태
미리 채워진 주사기에 주입하기 위한 솔루션입
니다. 투명하고 무색의 용액.

4. 임상 세부 사항

4.1 치료 적응증
EPREX는 다음에 대해 표시됩니다.

• 아직 투석을 받고 있지 않은 신부전 환자에서 임상 증상을 동반하는 중증의 신기원 빈혈의 치료.

• 투석 중인 소아 및 성인 환자의 만성 신부전과 관련된 빈혈.
• 빈혈이 병용 투여된 화학요법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고 수혈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비골수성 악

성 종양 환자의 빈혈.

• 경증에서 중등도의 빈혈(헤모글로빈 > 100 ~ < 130g/L)이 있는 성인 환자는 동종 수혈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 중등도의 출혈(2-4 단위 또는 900 ~ 1800mL)이 예상되는 선택적 수술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회복.

• 자가 혈액 수집을 늘리고 수술 중 필요한 혈액을 미리 예치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주요 수술을 받는 성인 빈
혈 환자의 헤모글로빈 감소를 제한합니다.

4.2 용량 및 투여 방법
치료 중 혈액학적 매개변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헤모글로빈이 각 환자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
되도록 용량을 개별화해야 합니다.
임상시험 중 1명의 환자에서 단일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관찰되었으므로 의학적 감독하에 첫 번째 용량을 투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부전 또는 만성 신부전과 관련된 빈혈 치료:

일상적으로 정맥 접근이 가능한 만성 신부전 환자(혈액 투석 환자)에서는 정맥 경로로 EPREX를 투여하는 것이 바
람직합니다. 정맥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아직 투석을 받고 있지 않은 환자 및 복막 투석 환자) EPREX는 피하 
투여될 수 있습니다.섹션 4.4 ‒ 순수 적혈구 무형성증).

혈액투석을 유지하는 환자에서 EPREX는 항상 투석 완료 후에 투여되어야 합니다.

성인:
epoetin alfa(rch)의 권장 시작 용량은 50IU/kg이며 주당 3회 1-2분에 걸쳐 iv 또는 sc 주사로 투여됩니다. 추가 
용량 증량은 초기 반응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제안 속도 <20g/L/월). 적혈구 생성에 필요한 시간 때문에 - 적혈구 
전구 세포가 성숙하여 순환계로 방출되는 데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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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마토크릿의 임상적으로 유의한 증가는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 관찰되지 않으며 일부 환자에서는 최대 6주가 필
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4주 간격으로 25IU/kg 단위로 용량 증량을 권장합니다. 헤모글로빈 상승률이 50 IU/kg에서 월 20 g/
L를 초과하는 경우 주 3회, 1회 1회 투여량을 생략하고 1회 투여량을 감량한다. Hb 수치가 120g/L를 초과하는 경
우 유사한 하향 용량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대 용량은 일반적으로 주 3회 200IU/kg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
다.

100-120g/L의 목표 헤모글로빈 농도(소아 환자의 경우 95-110g/L)에 도달하면 총 유지 주간 용량(평균 
100-300IU/kg)을 두 번 또는 세 번 주사할 수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유지 헤모글로빈 농도는 헤모글로빈 농도 범위의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는 매우 낮은 Hb 수준(<60g/L)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가 80g/L 이상의 Hb로 치료를 시작
하는 환자보다 더 높은 유지 용량이 필요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후자의 환자 그룹은 100IU/kg만큼 낮은 주간 용
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

소아 혈액투석 환자의 경우: 치료는 2단계로 나

뉩니다.

수정 단계

정맥 경로로 50 IU/kg/주 3회.
원하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최소 4주 간격으로 주당 25IU/kg/3회씩 단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용량 조절이 필요한 경우 이

유지 관리 단계:

헤모글로빈 농도를 원하는 범위인 5.9~6.8mmol/l로 유지하기 위해 용량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0kg 미만의 어린이는 30kg 이상의 어린이 및 성인보다 더 높은 유지 용량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 6개월 
후 임상 시험에서 다음 유지 용량이 관찰되었습니다.

무게(kg) 중앙값 복용량(IU/Kg 3회 제공)
주)

평소 유지 용량
< 10 100 75 - 150

10 - 30 75 60 - 150
30 33 30 - 100

이용 가능한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초기 헤모글로빈이 매우 낮은(<6.8g/dL) 환자는 초기 빈혈이 덜 심각한(>6.8g/
dL) 환자보다 더 높은 유지 용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투여 방법

• 비경구 의약품은 투여 전에 입자상 물질 및 변색 여부를 육안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입자상 물질이나 변색이 
있는 제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흔들지 마십시오. 흔들면 당단백질이 변성되어 비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 각 EPREX 주사기는 일회용입니다. 각 주사기에서 EPREX를 한 번만 투여해야 합니다. 일회용 주사기의 에포
에틴 알파에는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사기를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버리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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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채워진 주사기에서 주입을 위해 EPREX를 준비합니다.
• 1-2분에 걸쳐 iv 또는 sc 주사로 투여합니다. 투석 절차를 따

르십시오.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경험합니다.

투석 중인 환자에서 주사는
5분에 걸쳐 천천히 주입하면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하 투여의 경우 한 주사 부위에서 최대 용량 1mL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 큰 용량의 경우 주입은 둘 이상
의 부위에 나누어져야 합니다. 주사는 사지 또는 복벽 전벽에 투여해야 합니다.

• 희석하거나 다른 용기에 옮기지 마십시오. 정맥 주사 또는 다른 약과 함께 투여하지 마십시오.

의사가 환자 또는 간병인이 EPREX를 피하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투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용량 및 투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EPREX 주입
EPREX가 피하 주사되는 경우; 주입되는 양은 일반적으로 단일 주입에서 1밀리리터(1mL)를 넘지 않습니다.

EPREX는 단독으로 투여되며 다른 주사액과 혼합되지 않습니다.
EPREX 주사기를 흔들지 마십시오. 장기간 세게 흔들면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심하게 흔들었을 경우
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미리 채워진 주사기를 사용하여 피하 주사하는 방법
미리 채워진 주사기에는 PROTECS™ 바늘 보호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사용 후 바늘에 찔린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
니다. EPREX 소비자 의약품 정보에는 사전 충전 주사기의 사용 및 취급에 대한 전체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냉장고에서 주사기를 꺼냅니다.액체는 실온에 도달해야 합니다. 보통 15~30분 정도 걸립니다. 주사기가 
실온에 도달하도록 하는 동안 주사기의 바늘 덮개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 주사기를 확인하고,올바른 복용량인지, 만료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손상되지 않았는지, 액체가 투명하고 
얼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 주사 부위를 선택하십시오.좋은 부위는 허벅지 상단과 복부 주변이지만 배꼽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사이트를 매일 변경합니다.

- 손을 씻으세요. 주사 부위에 소독 면봉을 사용하고,소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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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채워진 주사기를 덮은 바늘이 위로 향하게 하여 주사기 본체를 잡습니다.

- 플런저 헤드, 플런저, 니들 가드 윙 또는 니들 커버를 잡지 마십시오.

- 언제든지 플런저를 뒤로 당기지 마십시오.

- EPREX를 주사할 준비가 될 때까지 미리 채워진 주사기에서 바늘 덮개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 주사기에서 바늘 덮개를 제거하십시오본체를 잡고 바늘 덮개를 비틀지 않고 조심스럽게 당겨서 빼냅니다. 
플런저를 밀거나 바늘을 만지거나 주사기를 흔들지 마십시오.

- 니들 가드로 바늘을 조기에 덮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니들 가드 날개를 만지지 마십시오.

- 피부의 주름을 꼬집어 라.엄지와 검지 사이. 짜지 마세요.

- 바늘을 완전히 밀어 넣습니다..

- 모든 액체를 주입할 수 있을 때까지 엄지손가락으로 플런저를 밉니다.피부가 접히지 않도록 천천히 고르게 
밀어 넣습니다. 전체 용량을 투여하지 않으면 니들 가드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니들 가드가 활성화되면 
딸깍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 플런저가 최대한 밀리면 바늘을 빼내고 피부를 놓아줍니다.

- 천천히 플런저에서 엄지를 떼십시오. 전체 바늘이 바늘 보호대에 의해 덮일 때까지 주사기가 위로 움직이
도록 합니다.

- 바늘을 피부에서 빼낼 때 주사 부위에 약간의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살균 면봉을 
누를 수 있습니다주사 후 몇 초 동안 주사 부위에

- 사용한 주사기 폐기안전한 용기에.

- 각 주사기에서 EPREX를 한 번만 복용하십시오. 주사 후 주사기에 액체가 남아 있으면 주사기를 재사용하
지 말고 적절히 폐기해야 합니다.

비골수성 악성종양과 관련된 빈혈 치료:

성인
헤모글로빈 농도 범위는 남성과 여성에서 100~120g/L이어야 하며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시작 복용량:

EPREX의 권장 시작 용량은 4주 동안 주 3회 피하 주사로 150 IU/kg입니다.

복용량 증가:

치료 4주 후 헤모글로빈이 최소 10g/L(0.62mmol/L) 증가하거나 망상적혈구 수가 기준선보다 40,000개 세포/마
이크로리터 증가하면 용량을 150IU/kg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헤모글로빈 증가가 < 10g/L(< 0.62mmol/L)이고 
망상적혈구 수가 기준선보다 < 40,000개 세포/마이크로리터로 증가했다면 용량을 300IU/kg으로 증량합니다.

300IU/kg으로 추가 4주 치료 후 헤모글로빈이 증가한 경우 - 10g/L (-0.62mmol/L) 또는 망상적혈구 수가 증가함 
- 40,000 cells/microlitre 용량은 300IU/kg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헤모글로빈이 < 10g/L(< 
0.62mmol/L) 증가하고 망상적혈구 수가 기준선보다 < 40,000개 세포/마이크로리터 이상 증가하면 반응이 나타
날 가능성이 낮으므로 치료를 중단해야 합니다.

CCDS(210910v12) 5 에프렉스(211203)광고



2주당 10g/L 이상의 헤모글로빈 증가율 또는 월별 20g/L 이상의 증가율 또는 >120g/L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피해
야 합니다. 헤모글로빈이 2주당 10g/L 이상 또는 월당 20g/L 이상 상승하거나 헤모글로빈이 120g/L에 근접하는 
경우 헤모글로빈 상승률에 따라 Epoetin Alfa 용량을 약 25-50% 감량합니다. 헤모글로빈이 120g/L를 초과하면 
120g/L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치료를 중단하고 이전 용량보다 25% 낮은 용량으로 Epoetin Alfa를 다시 시작합니
다.

선택적 수술이 예정된 성인 환자:
피하 투여 경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권장 용량 요법은 수술 전과 수술 당일 3주(-21, -14, -7일) 동안 매주 EPREX 600 IU/kg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수
술 전 리드 타임을 3주 미만으로 단축해야 하는 의학적 필요가 있는 경우, 수술 전 연속 10일, 수술 당일, 수술 직후 
4일 동안 매일 300 IU/kg EPREX를 투여해야 합니다. . 계획된 EPREX 용량을 모두 투여하지 않았더라도 수술 전 
헤모글로빈 수치가 150g/L에 도달하는 즉시 EPREX 투여를 중단해야 합니다.

자가 기증 전 프로그램(ABD)에 참여하는 성인 빈혈 환자:

정맥 경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권장 용량은 3주 동안 매주 2회 300 ‒ 600IU/kg이며, 매일 최소 200mg의 철분을 
경구 투여합니다.

4.3 금기 사항
• EPREX is contraindicated in patients with uncontrolled hypertension, known sensitivity to 

mammalian cell derived products, and/or hypersensitivity to any component of the product. 
Patients who develop Pure Red Cell Aplasia (PRCA) following treatment with any erythropoietin 
product should not receive EPREX or any other erythropoietin.

• The use of EPREX in patients scheduled for elective surgery (and who are not participating in an 
autologous blood pre deposit programme), is contraindicated in patients with severe coronary, 
peripheral arterial, carotid, or cerebral vascular disease, including patients with recent myocardial 
infarction or cerebral vascular accident.

• Surgery patients who for any reason cannot receive adequate antithrombotic prophylaxis or 
treatment.

• 자가 혈액 기증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금기 사항은 EPREX를 투여받는 환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4.4 사용에 대한 특별 경고 및 주의 사항

심혈관 및 혈전성 사건/사망률 증가
PREX 자극제를 투여받는 환자에서 심근허혈 및 경색, 뇌혈관 출혈 및 경색, 일과성 허혈 발작, 심부정맥 혈전증, 동
맥 혈전증, 폐색전증, 망막 혈전증 및 혈액투석 이식편 폐색과 같은 심혈관 및 혈전성 사건이 보고되었습니다.

ESA를 투여받는 환자에서 혈전성 혈관 사건(TVE)의 증가된 발병률이 관찰되었습니다.섹션 4.8) 여기에는 심부 정
맥 혈전증, 폐색전증, 망막 혈전증 및 심근 경색과 같은 정맥 및 동맥 혈전 및 색전증(일부 치명적인 결과 포함)이 포
함됩니다. 또한 뇌혈관 사고(뇌경색, 뇌출혈 및 일과성 허혈발작 포함)가 보고되었습니다.

보고된 TVE의 위험은 특히 기존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에서 Epoetin alfa 치료로 인한 이점과 신중하게 비교되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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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EX 및 기타 적혈구 생성 촉진제는 대조 임상 시험에서 120g/L 이상의 헤모글로빈을 표적으로 하는 경우 사망 
및 심각한 심혈관 사건의 위험을 증가시켰습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울혈성 심부전 및 혈액투석 이식편 폐색을 포
함한 심각한 동맥 및 정맥 혈전색전증의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2주 동안 10g/L 이상의 헤모글로빈 증가율도 이러
한 위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자의 헤모글로빈 농도는 사용 적응증 범위를 초과하는 헤모글로빈 농도에서 치료를 받을 때 혈전색전증의 
위험이 증가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성장인자 잠재력/종양 진행 증가
에포에틴 알파는 주로 적혈구 생성을 자극하는 성장 인자입니다. 모든 성장 인자와 마찬가지로 에포에틴 알파가 모
든 종양 유형, 특히 골수 악성 종양의 성장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론적 우려가 있습니다. 적혈구 생성 촉진제
(ESA)는 120g/L 이상의 헤모글로빈을 목표로 투여할 때 방사선 요법을 받는 진행성 두경부암 환자에서 종양 진행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ESA는 또한 120g/L 이상의 표적 헤모글로빈에 투여되었을 때 화학요법을 받는 전이성 유방
암 환자의 생존을 단축시켰습니다.

암 환자에서 사용
EPREX를 사용하는 암 환자는 안정적인 수치에 도달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헤모글로빈 수치를 측정해야 하며 그 이
후에는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ESA는 주로 적혈구 생성을 자극하는 성장 인자입니다. 에리트로포이에틴 수용체는 다양한 종양 세포의 표면에서 
발현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장 인자와 마찬가지로 ESA가 종양의 성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통제된 임상 연구에서 EPREX 및 기타 ESA의 사용은 다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140g/L 이상의 헤모글로빈 표적에 투여될 때 방사선 요법을 받는 진행성 두경부암 환자의 국소 조절 감소,

• 120-140g/L의 헤모글로빈 표적에 투여되었을 때 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4개월에 질
병 진행으로 인한 전체 생존 단축 및 사망 증가,

• 또 다른 ESA(다베포에틴 알파)는 화학 요법이나 방사선 요법을 받지 않은 활동성 악성 질환 환자에서 120g/L
의 헤모글로빈을 목표로 투여했을 때 사망 위험을 증가시켰습니다. ESA는 이 환자 집단에서 사용하도록 지정
되지 않았습니다.

위의 관점에서 볼 때, 재조합 에리트로포이에틴 치료의 투여 결정은 개별 환자가 참여하는 유익성-위해성 평가를 기
반으로 해야 하며, 이는 특정 임상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양
의 유형 및 단계; 빈혈의 정도; 기대 수명; 환자가 치료받는 환경; 및 환자 선호도.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사용
에포에틴 알파로 치료를 받고 있는 만성 신부전 환자는 안정적인 수치에 도달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헤모글로빈 수
치를 측정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헤모글로빈 증가율은 월간 약 10g/L이어야 하며 고혈압 증가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간 20g/L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헤모글로빈이 120g/L에 도달하면 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유지 헤모글로빈 농도는 용법 및 투여에 따라 권장되는 목표 헤모글로빈 농도 범위의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130g/L 이상을 목표로 하는 헤모글로빈 수치는 사망을 포함한 심혈관 사건의 더 높은 위험
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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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신부전이 있고 ESA 요법에 대한 헤모글로블린 반응이 불충분한 환자는 다른 환자보다 심혈관 사건 및 사망 위
험이 훨씬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혈액투석 환자, 특히 저혈압 경향이 있거나 동정맥루에 합병증(예: 협착, 동맥류 등)이 있는 환자에서 션트 혈전증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세틸살리실산 투여에 의한 조기 션트 교정 및 혈전증 예방이 권장됩니다. 이 환자들에
서.

인과관계가 확립되지 않았지만 고칼륨혈증이 단독 사례에서 관찰되었습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혈청 전해질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혈청 칼륨 수치의 상승 또는 상승이 감지되면 고칼륨혈증의 적절한 치료와 함께 혈청 칼륨 수
치가 교정될 때까지 EPREX 투여를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패킹된 세포 부피의 증가로 인해 EPREX를 투여받는 혈액투석 환자는 종종 투석 중 헤파린 용량을 증가시켜야 합니
다. 헤파린 처리가 최적이 아니면 투석 시스템의 폐쇄가 가능합니다.

일부 여성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EPREX 치료 후 월경이 재개되었습니다. 잠재적 임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피
임의 필요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고혈압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는 환자는 EPREX로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 시작 전에 혈압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EPREX로 빈혈을 치료하는 동안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뇌병증과 발작을 동반한 고혈압 위기는 의사
의 즉각적인 치료와 집중 치료가 필요한 고혈압 위기가 이전에 정상이거나 저혈압이었던 환자에서 EPREX 치료 중
에 발생했습니다. 가능한 경고 신호로서 갑작스러운 찌르는 듯한 편두통과 유사한 두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참조섹션 4.8). EPREX로 치료받는 환자의 혈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조절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
여야 합니다. EPREX 요법 동안 환자는 항고혈압 요법 및 식이 제한 준수의 중요성을 알려야 합니다. 적절한 조치를 
시작한 후에도 혈압을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 EPREX의 용량을 줄이거나 헤모글로빈이 감소하기 시작할 때까지 일
시적으로 중단해야 합니다(참조섹션 4.2).

순수한 적혈구 무형성
Antibody-mediated pure red cell aplasia (PRCA) (erythroblastopaenia) has been reported after 
treatment with erythropoietins. Most cases of PRCA associated with EPREX occurred in patients 
receiving subcutaneous (SC) administration. The SC route should only be used when intravenous (IV) 
access is not readily available. Cases also have been rarely reported in patients with hepatitis C treated 
with interferon and ribavirin, when ESAs are used concomitantly. ESAs are not approved in the 
management of anaemia associated with hepatitis C.
In most of these PRCA patients antibodies to erythropoietins have been reported. In patients 
developing sudden lack of efficacy typical causes of non-response should be investigated. If no 
cause is identified, a bone marrow examination should be considered.
순수 적혈구 무형성증(PRCA)이 진단되면 EPREX를 즉시 중단하고 에리트로포이에틴 항체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
다. 에리트로포이에틴에 대한 항체가 검출되면 항-에리트로포이에틴 항체가 다른 ESA와 교차 반응하므로 환자는 
다른 ESA 제품으로 전환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한 적혈구 무형성증의 다른 원인을 배제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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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작
EPREX는 간질, 발작의 병력 또는 CNS 감염 및 뇌 전이와 같은 발작 활동의 소인과 관련된 의학적 상태가 있는 환자
에게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철분 보충
빈혈의 다른 원인(철분, 엽산 또는 비타민 B12결핍, 알루미늄 중독, 감염 또는 염증, 출혈, 용혈 및 모든 기원의 골수 
섬유증)은 EPREX 치료를 시작하기 전과 용량 증량을 결정할 때 평가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혈청 내 
페리틴 값은 충전된 세포 부피의 증가와 동시에 떨어집니다. EPREX에 대한 최적의 반응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철분 저장이 보장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철분 보충이 투여되어야 합니다.

• 만성 신부전 환자의 경우 혈청 페리틴 수치가 100ng/mL 미만인 경우 철분 보충(성인의 경우 경구적으로 
200-300mg/일, 소아의 경우 100-200mg/일)을 권장합니다.

• 암 환자의 경우 포화도가 20% 미만이면 철분 보충(요소 철 200-300mg/일 경구)을 권장합니다.

• 자가 사전 기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환자의 경우, EPREX 요법을 시작하기 전과 EPREX 요법 동안 높은 철분 
저장량을 달성하기 위해 자가 사전 예치 시작 몇 주 전에 철 보충(요소 철 200mg/일 경구)을 투여해야 합니
다. .

• 주요 선택 정형외과 수술이 예정된 환자의 경우 EPREX 치료 기간 동안 철분 보충제(요소 철 200mg/일 경구)
를 투여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적절한 철분 저장을 달성하기 위해 EPREX 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철분 보충
을 시작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EPREX는 기존에 고혈압, 허혈성 혈관 질환, 간질, 발작 병력이 있는 환자 또는 CNS 감염 및 뇌 전이와 같은 발작 활
동의 소인과 관련된 의학적 상태가 있는 환자에게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기저 혈액 질환(예: 용혈성 빈혈, 겸상 적혈구 질환, 지중해빈혈, 포르피린증)이 있는 환자에 대한 에포에틴 알파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적혈구 생성 촉진제(ESA)가 반드시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환자는 주치의의 승인이 있어야만 하나의 
ESA(예: EPREX)에서 다른 ESA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에포에틴 알파로 치료하는 동안 정상 범위 내에서 용량 의존적 혈소판 수의 적당한 증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은 지속적인 치료 과정에서 퇴행합니다. 또한, 정상 범위 이상의 혈소판 혈증이 보고되었습니다. 치료 첫 8주 동안 
혈소판 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우 드물게 EPREX를 투여받은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포르피린증의 악화가 관찰되었습니다. EPREX는 빠른 적혈
구 생성 반응이 있는 경우에도 정상 지원자에서 포르피린 대사물의 소변 배설을 증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PREX는 알려진 포르피린증 환자에게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혈청 요산 증가는 헤모글로빈이 한 달에 약 20g/L 이상 증가하는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PREX는 
통풍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EPREX는 또한 만성 간부전 환자에게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EPREX의 안전성 및 용량 요법은 간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대사 감소로 인해 간 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는 EPREX로 적혈구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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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형홍반 및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JS)/독성 표피 괴사(TEN)를 포함한 수포 및 피부 박리 반응이 EPREX로 치료
받은 소수의 환자에서 보고되었습니다. SJS/TEN과 같은 심각한 피부 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EPREX 치료를 
중단하십시오.

EPREX 사전 충전 주사기의 바늘 덮개에는 건조 천연 고무(라텍스 파생물)가 포함되어 있어 라텍스에 민감한 개인
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장 투석
EPREX를 사용한 빈혈 교정은 투석 효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식욕이 증가하면 투석 환
자와 투석 전 환자 모두에서 칼륨 섭취가 증가하고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청 화학의 이러한 변화와 
기타 변화는 식이 변화와 적절한 경우 투석 처방의 수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혈청 전해질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상승된(또는 상승하는) 혈청 칼륨 수치가 감지되면 고
칼륨혈증이 교정될 때까지 에포에틴 알파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와 쥐를 대상으로 한 일부 전임상 독성학 연구에서 원숭이가 아닌 에포에틴 알파(rch) 요법은 무증상 골수 섬유증
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골수 섬유증은 인간의 만성 신부전의 알려진 합병증이며 속발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는 
알려지지 않은 요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19개월 동안 이 약을 투여받은 투석 환자에 대한 연구에서 골수 
섬유증의 발병률은 EPREX로 치료받지 않은 투석 환자의 일치된 대조군에서 골수 섬유증의 발병률과 비교하여 증
가하지 않았습니다. 13주 연구에서 개는 80, 240 또는 520IU/kg/day로 피하 또는 정맥 주사했습니다. 피하 치료
를 받은 개 대부분과 정맥 주사 치료를 받은 개 중 50%에서 골수 형성부전이 있거나 없는 빈혈이 발생했습니다.

수술에 사용
잠재적으로 교정 가능한 빈혈은 선택 수술 전에 EPREX 요법을 고려하기 전에 조사하고 적절하게 치료해야 합니다.

베이스라인 헤모글로빈이 >130g/L(8.1mmol/L)인 환자에서 EPREX 치료가 수술 후 혈전성 혈관 사건의 위험 증
가와 관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저 헤모글로빈이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해서는 안 됩
니다.
> 130g/L(8.1mmol/L).
자가 기증 전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특별 예방 조치, 특히 일상적인 용량 교체를 준수해야 합니다.

수술 주변 환경에서는 항상 좋은 혈액 관리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린이에게 사용
효능: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EPREX의 임상 시험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지지했습니다. - 빈혈의 교정; 수혈 요구 사
항의 감소 또는 제거; 요독증의 출혈 경향 개선; 체중과 식욕 증가; 및 세포독성 항체의 감소. 가능하지만 결정적이지
는 않은 효과는 운동 능력의 향상과 단기 심혈관 효과였습니다. 장기적인 심혈관 영향, 성장률에 대한 영향, 신장 이
식에 대한 개선된 전망 및 개선된 삶의 질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안전:특히 헤모글로빈과 혈압의 변화율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가 있습니다.

정량:사용 가능한 데이터는 주 3회 50IU/kg이 아니라 주 3회 25IU/kg의 용량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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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른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및 기타 상호작용 형태
임상적으로 유의한 약물 상호작용은 알려진 바 없지만 결핍 상태가 존재할 때 황산제일철과 같은 혈액 제제의 동시 
치료 투여에 의해 에포에틴 알파(rch)의 효과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적혈구 생성을 감소시키는 약물은 에포에틴 알파(rch)에 대한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에포에틴 알파(rch) 치료가 다른 약물의 대사를 변화시킨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이클로스포린은 적혈구
와 결합하기 때문에 약물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포에틴 알파(rch)를 사이클로스포린과 함께 투여하는 
경우 사이클로스포린의 혈중 농도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헤마토크릿이 상승함에 따라 사이클로스포린의 용량을 조
정해야 합니다.
종양 생검 표본의 혈액학적 분화 또는 증식과 관련하여 에포에틴 알파(rch)와 G-CSF 또는 GM-CSF 사이의 상호작
용을 나타내는 증거가 없습니다.시험관 내.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40,000IU/mL 에포에틴 알파와 트라스투주맙(6mg/kg)의 피하 병용 투여는 트라스투주
맙의 약동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4.6 불임, 임신 및 수유

임신
약물은 카테고리 B3으로 분류됩니다. EPREX는 명확하게 필요하고 잠재적 이점이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정당
화하는 경우에만 임신 중에 투여되어야 합니다. Epoetin alfa(rch)가 태반을 통과하는지 또는 임산부에게 투여 시 
태아에 해를 줄 수 있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동물 연구에서 정맥내 투여된 최대 55IU/kg/day의 
Epoetin alfa(rch) 용량에서 랫트 또는 토끼에서 기형 유발 활성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쥐에게 
20-500IU/kg/day의 용량 수준으로 Epoetin alfa(rch)를 정맥내 투여하면 생식력 감소, 착상 전후 손실 증가, 태
아 체중 감소 및 골화 지연이 발생합니다.

자가 혈액 기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외과 수술 환자에서 EPREX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습
니다.

모유 수유
EPREX는 분명히 필요한 경우에만 수유 중 투여해야 합니다. Epoetin alfa(rch)가 모유로 배설되는지 또는 수유부
에게 투여할 때 유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수유중인 쥐에게 500IU/kg/day의 이 
약을 정맥내 투여하면 새끼의 성장과 발달이 지연된다.

4.7 운전 및 기계 사용 능력에 미치는 영향
EPREX 치료 초기 단계에서 고혈압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만성 신부전 환자는 EPREX의 최적 유지 용량이 설정될 
때까지 운전 또는 기계 조작과 같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활동을 수행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4.8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
에포에틴 알파 치료 중 가장 빈번한 약물 이상반응은 용량 의존적 혈압 상승 또는 기존 고혈압의 악화이다. 특히 치
료 시작 시 혈압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합니다. EPREX의 임상 시험에서 관찰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약물 이상 
반응은 설사, 메스꺼움, 구토, 발열 및 두통입니다. 특히 치료 초기에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혈전성 혈관 사건(TVE)의 증가된 발병률이 ESA를 투여받는 환자에서 관찰되었습니다(참조4.4).

발진(두드러기, 아나필락시 반응, 혈관부종 포함)을 포함한 과민반응이 보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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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tensive crisis with encephalopathy and seizures, requiring the immediate attention of a physician and 
intensive medical care, have occurred also during Epoetin alfa treatment in patients with previously normal 
or low blood pressure. Particular attention should be paid to sudden stabbing migraine-like headaches as a 
possible warning signal.

Clinical trial experience
27개의 무작위 배정, 이중 맹검, 위약 또는 표준 치료 대조 연구에서 총 3,559명의 피험자 중 2,136명의 빈혈 피험
자에서 EPREX의 전반적인 안전성 프로파일을 평가했습니다. 4개의 만성 신부전 연구에서 228명의 Epoetin 알파 
치료 CRF 피험자가 포함되었습니다(투석 전 연구 [N=131 노출된 CRF 피험자 아직 투석을 받지 않음] 2건 및 투석 
중 2건 [투석 중 노출된 CRF 피험자 N=97], 1,404명의 노출된 암 화학 요법으로 인한 빈혈에 대한 16개의 연구에
서 피험자, 4개의 HIV 감염 연구에서 144명의 노출된 피험자, 자가 헌혈에 대한 2개의 연구에서 147명의 노출된 피
험자, 수술 주변 환경에서 1개의 연구에서 213명의 노출된 피험자 -1에 의해 보고된 약물 이상 반응 이 시험에서 에
포에틴 알파로 치료받은 피험자의 %는 다음과 같습니다.1 번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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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Adverse Drug Reactions Reported by ≥1% of Subjects in Clinical Registration Trials with EPREX.

CRF Oncology HIV ABD Surgery
Predialysis

EPO Placebo EPO Placebo EPO
Dialysis

Non-
ESA

EPO Placebo EPO Non-
ESA

EPO Placebo

System/Organ Class
Adverse Drug Reaction

N=131
n (%)

N=79
n (%)

N=97
n (%)

N=46 N=1404 N=930 N=144 N=153 N=147 N=112 N=213 N=103 n (%)
n (%) n (%) n (%) n (%) n (%) n (%) n (%) n (%)

Gastrointestinal disorders
Nausea 14 (11) 10 (13) 23 (24) 13 (28) 265

(19)
168
(12)
173
(12)

193 36 (25) 39 (25)

51 (33)

24 (16)

26 (18)

5 (3)

7 (5)

11(10) 96 (45)

18 (8)

36 (17)

46 (45)
(21)
102
(11)
134
(14)

Diarrhea 16 (12) 8 (10) 7 (7) 4 (9) 43 (30) 7 (6) 12 (12)

Vomiting 12 (9) 6 (8) 9 (9) 8 (17) 21 (15) 1 (<1) 14 (14)

General disorders and administration site 
conditions

Chills
Influenza like illness
Injection site reaction 
Pyrexia

6 (5)
1 (1)

14 (11)
4 (3)

2 (3)
NR

16 (20)
4 (5)

10 (10)
9 (9)
1 (1)
9 (9)

3 (7)
6 (13)

NR
6 (13)

33 (2)
23 (2)
42 (3)

189
(13)

72 (5)

32 (3)
10 (1)
31 (3)

130

5 (3)
3 (2)

14 (10)
61 (42)

14 (9) 8 (5)
4 (3)
NR

7 (5)

4 (4) 12 (6)
1(<1)

39 (18)
37 (17)

1(<1)
1(<1) 1(<1)

1(<1)
NR

19 (18)
27 (26)

13 (9)
52 (34) 3 (3)

(14)
말초 부종 9 (7) 10 (13) NR NR 34 (4) 7 (5) 5 (3) 2 (1) 2 (2) 14 (7) 4 (4)

대사 및 영양 장애
고칼륨혈증 3 (2) 3 (4) 10 (10) 2 (4) 2(<1) 2(<1) NR NR NR NR NR 1(<1)

근골격 및 결합 조직 장애

관절통
뼈 통증
근육통
사지의 통증

16 (12) 6 (8)
NR

1 (1)
7 (9)

23 (24)
6 (6)
6 (6)

15 (15)

3 (7)
1 (2)
NR

2 (4)

45 (3)
47 (3)
46 (3)
37 (3)

43 (5)
26 (3)
25 (3)
19 (2)

5 (3)
3 (2)
8 (6)

10 (7)

11 (7)
NR

9 (6)
13 (8)

3 (2)
NR

2 (1)
6 (4)

3 (3) 5 (2)
1(<1)

3 (3)
NR
NR

4 (4)

1(<1) 1(<1)
3 (2)
7 (5)

3 (3)
2 (2)

2(<1)
7 (3)

신경계 장애
동란
두통

1(<1) 2 (3)
14 (18)

2 (2)
33 (34)

NR 12 (<1) 4 (<1)
50 (5)

2 (1)
28 (19)

2 (1)
32 (21)

NR NR NR NR
22 (17) 20 (43) 98 (7) 17 (12) 16 (14) 25 (12) 9 (9)

호흡기, 흉부 및 종격동 장애

기침
호흡기관 혼잡

5 (4)
NR

1 (1) 9 (9)
9 (9)

8 (17)
2 (4)

98 (7) 66 (7) 37 (26) 22 (14)
NR

2 (1) 2 (2) 10 (5) NR
NR NR NR 1(<1) NR NR NR 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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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F 종양학 HIV ABD 수술
사전 투석

EPO 위약 EPO 위약 EPO
투석

비
ESA

EPO 위약 EPO 비
ESA

EPO 위약

시스템/기관 클래스
약물이상반응

N=131
N (%)

N=79
N (%)

N=97
N (%)

N=46 N=1404 N=930 N=144 N=153 N=147 N=112 N=213 N=103 n(%) n(%)
N (%) N (%) N (%) N (%) N (%) N (%) N (%)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
발진ㅏ 8 (6) 6(8) 11(11) 2(4) 93 (7) 47 (5) 36 (25) 19 (12) 3 (2) 2 (2) 8 (4) 2 (2)

혈관 장애
색전증 및 혈전증비

심부정맥 혈전증
혈전증
고혈압씨

2 (2)
NR
NR

35 (27)

NR 15 (15) 2 (4) 76 (5)
24 (2)
18 (1)
43 (3)

33 (4) 7 (5)
NR
NR
3(2)

1(<1) 6 (4)
2 (1)

3 (3)
2 (2)

18 (8)
10 (5)

6 (6)
3 (3)NR NR NR 6 (<1)

6 (<1)
NR

NR
20 (25) 32 (33)

4(4) 1 (2)
5 (11)

NR
4 (3)

2 (1)
NR

NR
2(2) 23(11) 9(9)

3(1) NR
24 (3)

ADB=자가 헌혈; NR=보고되지 않음;
ㅏ발진에는 두드러기와 혈관부종이 포함됩니다.
비심부 정맥 혈전증, 폐색전증, 망막 혈전증, 동맥 혈전증(심부 정맥 혈전증 포함)과 같은 동맥 및 정맥,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사건을 포함합니다.

경색). 뇌혈관 사고(뇌경색 및 뇌출혈을 포함한 뇌졸중), 일과성 허혈 발작, 션트 혈전증(투석 장비 포함) 및 동정맥 션트 동맥류 내 혈전증

씨고혈압에는 고혈압 위기와 고혈압 뇌병증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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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후 경험
에포에티늄 알파의 시판 후 경험 동안 확인된 약물 이상 반응은 다음 항목에 포함됩니다.표 2. 표에서 주파수는 다
음 규칙에 따라 제공됩니다.

매우 흔함 -1/10
흔한
드문
희귀한
매우 드물다

-1/100 및 < 1/10
-1/1,000 및 <1/100
-1/10,000, <1/1,000
<1/10,000(분리된 보고서 포함)

항체 매개 순수 적혈구 무형성증은 EPREX로 수개월에서 수년간 치료한 후 매우 드물게 보고되었습니다(환자년당 
<1/10,000건).

표 2. 시판 후 경험에서 확인된 약물 이상 반응
자발적 보고율에서 추정된 빈도 범주별 EPREX 사용

시스템/기관 클래스
빈도 약물이상반응

혈액 및 림프계 장애
매우 드물다 적혈구생성인자 항체 매개 순수 적혈구 무형성증 혈소판증가증

의심되는 이상반응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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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REX에 대한 반응은 용량과 관련되며 개별화됩니다. EPREX 과량 투여로 인한 과도한 적혈구 생성 반응의 경우, 
투여를 중단하고 정맥 절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에포에틴 알파(rch)의 과량투여와 관련될 수 있는 고혈압 또는 
경련 사건에 대해 지지적 치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과다 복용 관리에 대한 조언은 0800 POISON(0800 764766)으로 국립 독극물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5. 약리학적 특성

5.1 약력학적 특성
약물 치료 그룹: 항 빈혈, ATC 코드: B03XA01.

행동의 메커니즘
에리트로포이에틴(EPO)은 저산소증에 대한 반응으로 신장에서 주로 생성되는 당단백질 호르몬이며 적혈구(RBC) 
생성의 주요 조절자입니다. EPO는 적혈구 발달의 모든 단계에 관여하며 적혈구 전구체 수준에서 주요 효과를 나타
냅니다. EPO가 세포 표면 수용체에 결합한 후, 세포 사멸을 방해하고 적혈구 세포 증식을 자극하는 신호 전달 경로
를 활성화합니다. 중국 햄스터 난소 세포(rch)에서 발현되는 재조합 인간 EPO(Epoetin alfa)는 인간 소변 EPO와 
동일한 165개 아미노산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은 기능적 분석에 기초하여 구별할 수 없습니다. 에리트로포이
에틴의 겉보기 분자량은 32,000~40,000 달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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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약동학적 특성
에리트로포이에틴은 내인성 에리트로포이에틴 생성이 손상된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서 적혈구 생성을 자극합니다. 
적혈구 생성에 필요한 시간 때문에 - 적혈구 전구 세포가 성숙하여 순환계로 방출되는 데 며칠

‒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헤모글로빈 증가는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 관찰되지 않으며 일부 환자에서는 최대 10주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맥 투여 후 에포에틴 알파(rch)를 측정한 결과 주요 제거 경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장으로 10% 배설되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맥 투여 후 정상 지원자의 평균 반감기는 4.0~6.1시간, 만성 신부전 환자의 평균 반감기
는 6.5~9.3시간이었습니다. 피하 주사 후 혈청 수준은 IV 주사 후 달성된 수준보다 훨씬 낮습니다. 수치는 천천히 증
가하여 투여 후 12시간에서 18시간 사이에 최고조에 이릅니다. 피크는 항상 IV 경로를 사용하여 얻은 피크보다 훨
씬 낮습니다(값의 약 1/20). 피하 주사 후, 에리트로포이에틴 혈청 수준은 약 72시간 동안 기준선보다 높게 상승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매주 3회 투여 시 축적이 없습니다. 수준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첫 번째 주사 후 24시간 또는 마
지막 주사 후 24시간 후에 결정되었는지 여부. 반감기는 피하 경로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고 약 24시간으로 추정됩
니다. 피하 주사 가능한 에리트로포이에틴의 생체 이용률은 정맥 주사 약물보다 훨씬 낮습니다(약 20-30%). 젊은
이와 노인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대사 감소로 인해 간 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는 EPREX로 적혈구 생성을 증가시
킬 수 있습니다.

ESA는 주로 적혈구 생성을 자극하는 성장 인자입니다. 에리트로포이에틴 수용체는 다양한 종양 세포의 표면에서 
발현될 수 있습니다.

5.3 전임상 안전성 데이터

발암, 돌연변이
장기 발암성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적혈구생성인자(erythropoietin)가 종양 증식인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
는지 여부에 관해 문헌에 상충되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다음을 기반으로 합니다.시험관 내인간 종양 
샘플의 결과는 임상 상황에서 불확실한 중요성을 갖습니다. 유전독성 가능성에 대한 일련의 표준 분석에서 
Epoetin alfa(rch)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유도하거나 염색체 손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6. 제약상 특수물질

6.1 첨가제 목록
염화나트륨
일염기성 인산나트륨 이수화물 이염기성 인산
나트륨 이수화물 구연산나트륨*

글리신
폴리소르베이트 80

주사용수
* 에포에틴 알파 벌크 약물 물질의 완충액

6.2 비호환성
호환성 연구가 없는 경우, 이 약은 다른 약과 혼합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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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유통 기한
EPREX 1,000IU/0.5mL 사전 충전 주사기 주입용 용액 ‒ 18개월. EPREX 2,000 IU/ 0.5 mL 
사전 충전 주사기 주입용 용액 ‒ 18개월. EPREX 3,000 IU/ 0.3 mL 사전 충전 주사기 주입용 
용액 ‒ 24개월. EPREX 4,000 IU/ 0.4 mL 사전 충전 주사기 주입용 용액 ‒ 24개월. EPREX 
5,000 IU/ 0.5 mL 사전 충전 주사기 주입용 용액 ‒ 24개월. EPREX 6,000 IU/ 0.6 mL 사전 
충전 주사기 주입용 용액 ‒ 24개월. EPREX 8,000 IU/ 0.8 mL 사전 충전 주사기 주입용 용액 
‒ 24개월. EPREX 10,000 IU/ 1.0 mL 사전 충전 주사기 주입용 용액 ‒ 18개월. 사전 충전된 
주사기의 EPREX 20,000 IU/0.5 mL 주사용 용액 ‒ 18개월 사전 충전된 주사기의 주사용 
EPREX 30,000 IU/0.75 mL 용액 ‒ 18개월 EPREX 40,000 IU/ 1.

6.4 보관 시 특별한 주의사항
2°C ~ 8°C에서 보관하십시오. 이 온도 범위는 환자에게 투여할 때까지 밀접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얼거나 흔들지 
마십시오.
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원래 패키지에 보관하십시오.
사용 직전에 냉장고에서 꺼내 실온(25°C 이하)에서 최대 7일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6.5 용기의 성질 및 내용물
플런저(테플론 표면 고무)가 있는 미리 채워진 주사기(유형 I 유리) 및 주사기에 부착된 바늘 실드(폴리프로필렌 덮
개가 있는 고무) 및 PROTECS™ 바늘 보호 장치(폴리카보네이트)가 있는 바늘.

바늘 덮개에는 건조 천연 고무(라텍스 유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참조섹션 4.4.
1,000IU/0.5mL; 2,000IU/0.5mL; 3,000IU/0.3mL; 4,000IU/0.4mL; 5,000IU/0.5mL; 6,000IU/0.6mL;
8,000IU/0.8mL; 20,000IU/0.5mL, 30,000IU/0.75mL 및 10,000IU/1.0mL: 미리 채워진 주사기 6개 상자에 들어 있
습니다.
미리 채워진 주사기 1개 상자에 40,000 IU/1.0mL. 모든 강점 
및/또는 팩 크기가 판매되는 것은 아닙니다.

6.6 폐기 및 기타 취급에 대한 특별 예방 조치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합니다.

• 봉인이 깨지면
• 액체에 색이 있거나 입자가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경우
• 알거나 실수로 동결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 냉동 고장이 발생한 경우.

모든 폐기물은 현지 요구 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품은 일회용입니다.

미리 채워진 주사기에는 PROTECS가 장착되어 있습니다.™사용 후 바늘에 찔린 부상을 방지하는 바늘 보호 장치. 
EPREX 소비자 의약품 정보에는 사전 충전 주사기의 사용 및 취급에 대한 전체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섹
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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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료 일정
처방약.

8. 스폰서
Janssen-Cilag (New Zealand) Ltd 
오클랜드, 뉴질랜드
전화: 0800 800 806 팩스: 
(09) 588 1398
이메일: medinfo@janau.jnj.com

9. 최초 승인 날짜
1997.10.13 mL) 및 1999년 5월 6일(20,000IU/0.5mL, 40,000IU/1mL) 및 2009년 2월 12일(30,000IU/
0.75mL).

10. 본문 개정일
2021년 12월 3일

변경 사항 요약표

부분 새로운 정보 요약
4.2 의사가 환자/보호자에게 피하 투여 및 제품의 안전한 취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예방 조치 문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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