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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툭시맙 주사
(ri tux' i mab)로 발음

알아채다:

리툭시맙 주사, 리툭시맙-abbs 주사 및 리툭시맙-pvvr 주사는 생물학적 약물(생물체로 만든 약물)입니다. 바이
오시밀러 rituximab-abbs 주사 및 rituximab-pvvr 주사는 rituximab 주사와 매우 유사하며 체내에 
rituximab 주사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리툭시맙이라는 용어는 이 논의에서 이러한 약물을 나타내
는 데 사용됩니다.

중요 경고:

리툭시맙 주사 제품을 받는 동안 또는 복용 후 24시간 이내에 심각한 반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일반적으로 리툭시맙 주사 제품의 첫 번째 투여 중에 발생하며 사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의료 시설에서 
각 용량의 리툭시맙 주사 제품을 받게 되며, 귀하가 약을 받는 동안 의사 또는 간호사가 귀하를 주의 깊게 모니터
링할 것입니다. 리툭시맙 주사 제품의 각 용량을 받기 전에 알레르기 반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 약물을 
받게 됩니다. 리툭시맙 제품에 반응을 보인 적이 있거나 불규칙한 심장 박동, 흉통, 기타 심장 문제 또는 폐 문제가 
있거나 있었던 적이 있다면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나 다른 의료 서비스 제
공자에게 알리십시오. 발진; 가려움; 입술, 혀 또는 목구멍의 붓기; 호흡 곤란 또는 삼키기 어려움; 현기증; 기절; 숨
가쁨, 천명음; 두통; 두근거리거나 불규칙한 심장 박동; 빠르거나 약한 맥박;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한 피부; 상체의 
다른 부분으로 퍼질 수 있는 가슴의 통증; 약점; 또는 심한 발한.

리툭시맙 주사 제품은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피부 및 입 반응을 유발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피부, 입술 또는 입에 통증이 있는 궤양이나 궤양; 물집; 발진; 또는 벗겨지는 피부.

이미 B형 간염(간을 감염시키고 심각한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수 있지만 질병의 
증상은 없습니다. 이 경우 리툭시맙 주사제를 투여하면 감염이 더 심각해지거나 생명을 위협할 위험이 증가하
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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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을 포함한 감염. 의사는 비활성 B형 간염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지시
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의사는 리툭시맙 주사 제품으로 치료하기 전과 치료하는 동안 이 감염을 치료하기 위
한 약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또한 치료 중 및 치료 후 몇 개월 동안 B형 간염 감염 징후를 모니터링합
니다. 치료 중 또는 치료 후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과도한 피로, 피부 
또는 눈의 황변, 식욕 부진, 메스꺼움 또는 구토, 근육통, 복통 또는 짙은 소변.

리툭시맙 주사제를 투여받은 일부 사람들은 치료 중 또는 치료 후에 진행성 다초점 백질뇌병증(PML, 치료, 예
방 또는 치료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유발하는 드문 뇌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다음과 같
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말하기 또는 걷기 어려움; 균형 상실; 힘의 상실; 새로운 또는 
갑작스러운 시력 변화; 또는 갑자기 발생하는 기타 비정상적인 증상.

의사 및 검사실과의 모든 약속을 지키십시오. 의사는 리툭시맙 주사 제품에 대한 신체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 실험실 검사를 지시할 것입니다.

의사나 약사는 리툭시맙 주사 치료를 시작할 때와 약을 받을 때마다 제조업체의 환자 정보 시트(약물 가이드)
를 제공합니다. 정보를 주의 깊게 읽고 질문이 있는 경우 의사 또는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웹사이트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http://www.fda.gov/Drugs/DrugSafety/ucm085729.htm [http://www.fda.gov/Drugs/DrugSafety/
ucm085729.htm]) 또는 제조업체의 웹사이트에서 Medication Guide를 얻을 수 있습니다.

리툭시맙 주사 제품 사용의 위험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이 약이 처방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리툭시맙 주사 제품은 다양한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NHL, 일반적으로 감염과 싸우는 백혈구 유형에서 시작되는 암 유형)을 치료하기 위해 단

독으로 또는 다른 약물과 함께 사용됩니다. 리툭시맙 주사 제품은 또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백혈구 암의 일종)을 치료하기 위해 다른 약물

과 함께 사용됩니다. Rituximab 주사(Rituxan)는 류마티스 관절염(RA, 신체가 자체 관절을 공격하여 통증, 부기 및 기능 상실을 유발하는 상태)

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메토트렉세이트(Otrexup, Rasuvo, Xatmep 등)와 함께 사용됩니다. 종양 괴사 인자(TNF) 억제제라고 하는 특정 유형

의 약물로 이미 치료를 받은 성인의 경우. 리툭시맙 주사제(리툭산, Ruxience)는 또한 성인 및 2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다발혈관염을 동반한 육아

종증(베게너 육아종증) 및 현미경적 다발혈관염을 치료하기 위해 다른 약물과 함께 사용됩니다. 심장 및 폐와 같은 장기 손상. Rituximab 주사

(Rituxan)는 심상성 천포창(피부와 입, 코, 목구멍 및 생식기에 고통스러운 수포를 유발하는 상태)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리툭시맙 주사 제

품은 단일클론항체라고 하는 약물 종류에 속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유형의 NHL 및 CLL을 다음과 같이 치료합니다. 신체가 자신의 정맥 및 기타 

혈관을 공격하여 심장 및 폐와 같은 기관에 손상을 입히는 상태입니다. Rituximab 주사(Rituxan)는 심상성 천포창(피부와 입, 코, 목구멍 및 생

식기에 고통스러운 수포를 유발하는 상태)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리툭시맙 주사 제품은 단일클론항체라고 하는 약물 종류에 속합니다. 그들

은 다양한 유형의 NHL 및 CLL을 다음과 같이 치료합니다. 신체가 자신의 정맥 및 기타 혈관을 공격하여 심장 및 폐와 같은 기관에 손상을 입히는 

상태입니다. Rituximab 주사(Rituxan)는 심상성 천포창(피부와 입, 코, 목구멍 및 생식기에 고통스러운 수포를 유발하는 상태)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리툭시맙 주사 제품은 단일클론항체라고 하는 약물 종류에 속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유형의 NHL 및 CLL을 다음과 같이 치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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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세포를 죽이는 것. 특정 리툭시맙 주사 제품은 또한 관절, 정맥 및 기타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는 면역계 부분의 활동
을 차단하여 류마티스 관절염, 다발혈관염을 동반한 육아종증, 현미경적 다발혈관염 및 심상천포창을 치료합니다.

ow 이 약을 사용해야합니까?

리툭시맙 주사제는 정맥에 주사하는 용액(액체)으로 나온다. 리툭시맙 주사 제품은 진료실이나 주입 센터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투여합니다. 복용 일정은 귀하의 상태, 사용 중인 다른 약물, 신체가 치료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에 따라 달
라집니다.

리툭시맙 주사 제품은 정맥에 천천히 투여해야 합니다. 리툭시맙 주사 제품의 첫 번째 용량을 받는 데 몇 시간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 있으므로 하루의 대부분을 진료실이나 주입 센터에서 보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복용 후 
리툭시맙 주사 제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리툭시맙 제품, 특히 첫 번째 용량을 투여받는 동안 발열, 오한 떨림, 피로감, 두통 또는 메스꺼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을 받는 동안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나 다른 의료 제공자에게 알리십시오. 의사는 이러한 증상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리툭시맙 제품의 각 용량을 받기 전에 이러
한 약물을 복용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약사 또는 의사에게 환자에 대한 제조업체 정보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이 약의 용도

이 약은 다른 용도로 처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모자 특별 예방 조치를 따라야 합니까?

리툭시맙 주사제를 받기 전,
rituximab, rituximab-abbs, rituximab-pvvr, 기타 약물 또는 rituximab 주사 제품의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
는 경우 의사와 약사에게 알리십시오. 성분 목록은 약사에게 문의하거나 Medication Guide를 확인하십시오.

의사와 약사에게 귀하가 복용 중이거나 복용할 예정인 처방 및 비처방 약품, 비타민, 영양 보조제, 약초 제품에 대
해 알리십시오. 다음 중 하나를 반드시 언급하십시오: 아달리무맙(휴미라); 세르톨리주맙(Cimzia); 에타너셉트
(Enbrel); 골리무맙(Simponi); 인플릭시맙(레미케이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다른 약물; 및 
azathioprine(Azasan, Imuran), cyclosporine(Gengraf, Neoral, Sandimmune), 
sirolimus(Rapamune, Torisel) 및 tacrolimus(Envarsus, Prograf)와 같은 면역 체계를 억제하는 약물. 의사
는 약물의 복용량을 변경하거나 부작용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 경고 섹션에 언급된 상태 중 하나가 있거나 C형 간염 또는 수두, 헤르페스(구순포진 또는 생식기 수포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와 같은 기타 바이러스가 있거나 앓은 적이 있는 경우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지역), 대상 
포진,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모기에 물리면 전파되며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 파보바이러스 
B19(제5병, 소아에서 흔히 발생하는 바이러스로 일반적으로 일부 성인에게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 또는 거대세
포바이러스(a 일반적으로 다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는 일반적인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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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체계가 약하거나 출생 시 감염된 사람) 또는 신장 질환. 또한 현재 어떤 유형의 감염이 있는지 또는 사라지지 
않을 감염 또는 감염이 왔다가 갔다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있었던 경우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임신 중이거나 임신할 계획이라면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리툭시맙 주사 제품으로 치료하는 동안과 최종 투여 후 12
개월 동안은 피임법을 사용하여 임신을 예방해야 합니다. 귀하에게 효과가 있는 피임 유형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십
시오. 리툭시맙 주사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임신하면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리툭시맙은 태아를 해칠 수 있습니
다.

모유 수유 중인지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리툭시맙 주사 제품으로 치료하는 동안과 최종 투여 후 6개월 동안은 
모유 수유를 해서는 안 됩니다.

ask your doctor whether you should receive any vaccinations before you begin your treatment with a 
rituximab injection product. Do not have any vaccinations during your treatment without talking to your 
doctor.

hat special dietary instructions should I follow?

Unless your doctor tells you otherwise, continue your normal diet.

hat should I do if I forget a dose?

If you miss an appointment to receive a rituximab injection product, call your doctor right away.

hat side effects can this medication cause?

Rituximab injection products may cause side effects. Tell your doctor if any of these 
symptoms are severe or do not go away:

diarrhea

back or joint pain

flushing

night sweats

feeling unusually anxious or worried

Some side effects can be serious. If you experience any of these symptoms or those 
listed in the IMPORTANT WARNING section, call your doctor immediately:

비정상적인 타박상 또는 출혈

인후염, 콧물, 기침, 발열, 오한 또는 기타 감염 징후

귀앓이

고통스러운 배뇨

피부 부위의 발적, 압통, 부기 또는 따뜻함

흉부 압박

리툭시맙 주사 제품은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약을 사용하는 동안 비정상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의
사에게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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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응급/과다 복용의 경우

과다 복용의 경우 독극물 관리 헬프라인 1-800-222-1222로 전화하십시오. 정보는 온라인으로도 제공됩니다.
https://www.poisonhelp.org/help [https://www.poisonhelp.org/help]. 피해자가 쓰러졌거나, 발작을 일으
켰거나, 호흡 곤란을 겪거나, 깨어나지 못하면 즉시 911로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십시오.

모자 다른 정보를 알아야합니까?

귀하가 복용하고 있는 모든 처방약 및 비처방약(일반의약품)은 물론 비타민, 미네랄 또는 기타 식이 보조제와 같은 제
품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를 방문하거나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이 목록을 지참해야 합니다. 비상시
에 휴대하는 것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랜드 이름
리툭산®(리툭시맙)

럭시언스®(리툭시맙-pvvr)

트룩시마®(리툭시맙-abbs)

최종 수정 - 2020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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