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식시맙
정맥 투여용설명:

압식시맙,
당단백질(GP)에 결합

키메라 인간 뮤린의 Fab 단편
인간 혈소판 수용체에 작용하여 혈소판 응집을 억제합니다.

항독소 압식시맙

키메라
Fab 단편은 특정 바이러스 비활성화 및 제거 절차, 파파인 소화 및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포함하는 일련의 단계에 의해 
세포 배양 상청액으로부터 정제됩니다.

항체는 포유동물 세포 배양에서 연속 관류에 의해 생성됩니다. 47,615달턴

정맥내(IV) 사용을 위한 투명하고 무색의 무균 비발열성 용액입니다. 각 일회용 바이알
0.01M 인산 나트륨, 0.15M 나트륨의 완충 용액 7.2)에서 Abciximab의2개 들어있다

주사용수 중 클로라이드 및 0.00 1% 폴리소르베이트 80. 방부제가 첨가되지 않았습니다.

임상 약리학:

일반적인

Abciximab은 온전한 혈소판에 결합합니다.
수용체 및 혈소판 응집에 관여하는 주요 혈소판 표면 수용체. Abciximab은 fibrinogen, von Willebrand factor 및 기
타 접착 분자의 결합을 방지하여 혈소판 응집을 억제합니다.

활성화된 혈소판의 수용체 부위. 작용 기전은 입체 장애를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및/또는 RGD(아르기닌-글리신-아스파르트산) 결합 부위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보다는 수용체에 대한 큰 분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형태적 효과

인테그린 접착 계열의 구성원인 수용체

전임상 경험

Abciximab 투여 시 혈소판 응집의 최대 억제가 관찰되었습니다. 인간이 아닌 영장
류에서 Abciximab 일시 투여량은 혈소판 수용체의 0.25 이상 80%이며 혈소판 응
집을 완전히 억제했습니다. 일시 투여 후 일시적이지만 수용체 차단은 다음에서 지속
될 수 있습니다.
주입. Abciximab의 억제 효과는 원숭이의 혈소판 수혈에 의해 실질적으로 역전되었습니다. 프로토타입 항체의 항혈전 효
능[뮤린 Fab 및 그리고 압식시맙은
관상 동맥, 경동맥 및 대퇴 동맥 혈전증의 개, 원숭이 및 개코 원숭이 모델에서 평가되었습니다. 쥐 버전의 복용량

또는 고급 80%) GPIIb/IIIa 수용체 차단을 생성하기에 충분한 Abciximab
아스피린 및/또는 헤파린에 비해 급성 혈전증을 예방하고 혈전증 발생률을 낮췄습니다.

80% 수용체가 차단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소판 기능의 억제에서 

봉쇄를 달성했습니다.
지속적인 정맥 주사로

약동학

정맥내 일시 투여 후, Abciximab의 유리 혈장 농도는 초기 반감기가 10분 미만이고 2기 반감기가 약 30분으로 급격히 감
소하며, 이는 아마도 혈소판 GPIIb/IIIa 수용체에 대한 결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Abciximab은 혈소판 결합 상태
에서 15일 이상 동안 순환에 남아 있지만 혈소판 기능은 일반적으로 48시간 동안 회복됩니다. 0.25의 정맥내 투여

Abciximab의 일시 투여 후 10회 연속 주입 (또는
0.125의 무게 조정 주입 최소에서 최대 10 거의 일정한 무료를 생성합니다.
주입 내내 혈장 농도. 주입 기간이 끝나면 유리 혈장 농도가 약 6시간 동안 급격히 감소한 다음 느린 속도로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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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학

0.15부터 Abciximab의 단일 일시 투여량의 인간에 대한 정맥내 투여
ADP(adenosine diphosphate)에 대한 반응으로 생체 내 혈소판 응집 또는 출혈 시간 연장에 의해 측정된 혈소판 기능
의 빠른 용량 의존적 억제를 생성했습니다. 가장 높은 두 가지 용량(0.25 및 0.30

주사 후 2시간에 80% 이상 수용체가 차단되고 혈소판이
20 ADP에 대한 응답으로 집계는 거의 폐지되었습니다. 중간 출혈 시간은 약 5분의 기준 값과 비교하여 두 용량 모두에서 
30분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0.30으로

0.25 10의 단일 일시 투여량을 사람에게 정맥내 투여
12~96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고품질 생산

혈소판 기능의 억제(5에 대한 반응으로 생체 외 혈소판 응집
대부분의 환자에서 주입 기간 동안 기준선 및 출혈 시간 30분 이상). 체중 조절 주입 용량(0.125

최소에서 최대 10 ~였다
최대 80kg의 환자에게 사용됩니다. 0.25를 받은 환자의 결과 볼러스 다음에 5

24시간 동안 주입하면 유사한 초기 수용체 차단과 혈소판 응집 억제가 나타났으나
반응은 주입 기간 동안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주입
수용체 차단 80%) 및 또는 20 

ADP의 20% 미만

낮은 수준
Abciximab 주입 중단 후 혈소판 기능은 점차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환자 20명 중 15명에서 주입 종료 후 12시간 이내에 
출혈 시간이 12분으로 복귀 그리고 24일 이내
환자 20명 중 18명(90%)에서 시간. 5 ADP에 대한 혈소판 응집은 50%로 회복되었습니다.
32명의 환자 중 11명(34%)에서 주입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기준선, 32명의 환자 중 23명(72%)에서 48시간 이내에. 20 
ADP에 대한 응답으로, ex생체혈소판 응집은 환자 32명 중 20명(62%)에서 24시간 이내에 기준치의 50%로, 환자 32명 
중 28명(88%)에서 48시간 이내에 기준선의 50%로 되돌아갔습니다.

수용체 차단은 주입 중단 후 10일 이상 동안 존재합니다.

임상 연구:

압식시맙은 3개의 3상 임상 시험에서 연구되었으며, 모두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는 환자, 즉 치료된 관상동맥
(EPIC)의 돌연 폐쇄 위험이 높은 환자, 더 넓은 그룹의 환자에서 압식시맙의 효과를 평가했습니다. EPILOG), 그리고 기존
의 의료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불안정형 협심증 환자(CAPTURE). 경피적 개입에는 풍선 혈관성형술, 죽종절제술 또는 스
텐트 삽입이 포함됩니다. 모든 시험은 다양한 헤파린 용량 요법의 사용을 포함했으며 금기가 아닌 경우 계획된 시술 2시간 
전에 아스피린(325mg)을 경구 투여한 다음 하루에 한 번 투여했습니다.

EPIC는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 또는 죽종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Abciximab의 다기관, 이중 맹검, 위약 대조 
시험이었습니다(3). EPIC 시험에서, 치료된 관상 혈관의 돌발성 폐쇄 위험이 높은 26세에서 83세 사이의 환자 2099명이 
무작위로 세 가지 치료법 중 하나에 할당되었습니다. 1) Abciximab 일시 투여(0.25

이후 Abciximab 주입(10 12시
시간(볼루스 + 주입 그룹); 2) 압식시맙 볼루스(0.25) 뒤이어 위약 주입(볼루스
그룹), 또는 3) 위약 일시 투여 후 위약 주입(위약 그룹).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중 또는 후에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는 
불안정 협심증 또는 비Q파 심근경색증이 있는 환자로 정의되었습니다.

증상 후 12시간 이내에 급성 Q파 심근경색증이 있는 자
습격 관상 동맥 형태 및/또는 임상적 특성으로 인해 고위험군에 속한 자 3개 군 각각에서 연구 약제로 치료를 시

작하기 IO-60분 전에
경피적 관상 동맥 중재술. 환자는 처음에 정맥내 헤파린 볼루스(10,000~12,000단위)를 받았고

이후 최대 3,000 단위, 경피적 관상동맥 동안 최대 20,000 단위
간섭. 활성화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의 치료적 상승을 유지하기 위해 12시간 동안 헤파린 주입을 계속했습니다.

시간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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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종료점은 다음과 같은 사건의 발생이었습니다.30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일수: 사망, 심근경색증(MI) 또는 재발성 허
혈에 대한 긴급 중재의 필요성[즉, 긴급 경피 경피 관상동맥 성형술, 긴급 관상동맥 우회술(CABG) 수술, 관상동맥 스텐트 
또는

풍선 펌프]. 30일(Kaplan-Meier) 1차 종료점 이벤트 비율
무작위 배정된 모든 환자의 치료 의도 분석에 의한 각 치료 그룹은 표에 나와 있습니다. 위약 그룹과 비교하여 일시 중지 + 
주입 치료 그룹에서 1차 종료점 비율의 4.5% 더 낮은 발생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1.3% 일시 투여군에서 낮은 발생
률은 그렇지 않았다. 3가지 고위험 하위군(불안정 협심증 환자, 급성 심근경색증 증상이 시작된 후 12시간 이내에 나타난 
환자, 기타 고위험군 -위험한 임상 및/또는 형태학적 특성(3). 치료 효과는 처음 두 하위 그룹에서 가장 크고 세 번째 하위 
그룹에서 가장 작습니다.

1 번 테이블

30일 EPIC 평가판의 기본 엔드포인트 이벤트 비율

압식스납
볼루스

압식시맙 볼루스
+ 주입위약

환자 수

사망, MI 또는 긴급 개입'
p-값 대 위약

89 (12.8) 79 (11.5)
0.428

59 (8.3)
0.008

기본 구성 요소
죽음
생존 환자의 급성 심근경색 급성 심근경색이 없
는 생존 환자에 대한 긴급 개입

12 (1.7)
55 (7.9)
22 (3.2)

9 (1.3)
40 (5.8)
30 (4.4)

12 (1.7)
31 (4.4)
16 (2.2)

처음 30일 동안 하나 이상의 이벤트를 경험한 사람은 한 번만 계산됩니다.
가장 심각한 구성 요소(사망 급성 MI 긴급 개입)에서 한 번만 계산됩니다.

일시 중지 + 주입 치료 그룹의 1차 종료점 이벤트 비율은 대부분 처음 48시간 동안 감소했으며 이 이점은 30세에 맹검 평
가를 통해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4). 에서
1개월 추적관찰 이 사건 발생률은 위약군보다 일시 투여군과 주입군(12.3%)에서 더 낮았습니다.

대 위약).

EPILOG는 무작위, 이중 맹검, 다기관, 위약 대조 시험으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는 광범위한 환자 집단에서 
Abciximab을 평가했습니다.

EPILOG는 다음을 사용한다는 가설을 테스트했습니다.
저용량, 체중 조절 헤파린 요법, 조기 대퇴 동맥초 제거, 개선된 접근 부위 관리 및 Abciximab 주입 용량의 체중 조절은 출
혈률을 유의하게 낮추면서도 EPIC 시험에서 볼 수 있는 효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PILOG는 3가지 치료군 시험이었다: 
Abciximab + 표준 용량, 체중 조절 헤파린; Abciximab + 저용량, 체중 조절

그리고 위약
표준 용량, 체중 조절 헤파린. Abciximab 일시 투여량은 EPIC 시험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했습니다.

300초의 활성화된 응고 시간(ACT)을 달성하기 위해 100U/kg 체중 조절 헤파린을 일시 투여합니다(최대 초기 일
시 투여 10,000단위).

200초의 활성화된 응고 시간(ACT)을 달성하기 위해 70 중량 조정 헤파린을 일시 투여합니다(최대 초기 일시 
7,000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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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특정 환자 및 접근 부위 관리 절차 및 조기 보호에 대한 강력한 권장 사항

그러나 연속 주입 용량은 최대 80명의 환자에서 체중을 조정했습니다. (0.125

제거도 예방 조치에 설명된 대로 시험에 통합되었습니다. EPILOG 시험은
효능을 유지하면서 출혈률을 낮추는 목적: Abciximab 치료에서 출혈은 위약군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이상 반응: 
출혈 참조).

주요한

EPILOG 시험의 1차 평가변수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후 30일 이내에 발생한 사망 또는 심근경색의 복합이었다. 사망, 
MI 또는 긴급 개입의 종합은 중요한 2차 평가변수였습니다. EPIC 시험에서 알 수 있듯이 Abciximab 치료군의 종말점 사
건은 대부분 처음 48시간 동안 감소했으며 이러한 이점은 30일 6개월에 맹검 평가를 통해 지속되었습니다. 30일의 
(Kaplan-Meier) 종말점 사건 비율은 모든 2792명의 무작위 배정된 환자의 치료 의도 분석에 의해 각 치료 그룹에 대한 표 
2에 나와 있습니다. 6개월 후속 방문에서 사망, 심근경색, 반복(긴급 또는 비긴급) 중재에 대한 사건 발생률은 앱식시맙 치
료군에서 더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22.3% 및

표준 및 저용량 헤파린 투여군에서 각각 위약군(25.8%) 및
사망, MI 또는 긴급 개입에 대한 이벤트 비율은 Abciximab 치료군에서 상당히 낮았습니다(8.3% 및

표준 및 저용량 헤파린 투여군에서 각각 위약군(14.7%)보다 그만큼
종말점 사건 비율의 비례적 감소는 사용된 관상 동맥 중재술의 유형(풍선 혈관 성형술, 죽종 절제술 또는 스텐트 배치)에 
관계없이 유사했습니다.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American Heart Association 임상/형태학적 기준을 사
용한 위험 평가는 관찰자 간 변동성이 컸습니다. 결과적으로, 유효성을 평가할 저위험 하위 그룹을 재현 가능하게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표 2
30일의 엔드포인트 이벤트 비율 에필로그 시험

위약 +
표준 복용량

헤파린

압식시맙 +
기준

용량 헤파린

압식시맙 +
저용량

헤파린

환자 수

죽음 또는 MI”
p-값 대 위약

85 (9.1) 38 (4.2)
공동 00 1

35 (3.8)
공동 00 1

사망, MI 또는 긴급 개입'
p-값 대 위약

합성물의 구성 요소
죽음
생존 환자의 급성 심근경색 급성 심근경색이 없는 생
존 환자에 대한 긴급 개입

109 (11.7) 49 (5.4)
공동 00 1

48 (5.2)
공동 00 1

7 (0.8)
78 (8.4)
24 (2.6)

4 (0.4)
34 (3.7)
11 (1.2)

3 (0.3)
32 (3.4)
13 (1.4)

처음 30일 동안 하나 이상의 이벤트를 경험한 사람은 한 번만 계산됩니다.
가장 심각한 구성 요소(사망 급성 MI 긴급 개입)에서 한 번만 계산됩니다.

0.25의 일시 투여 후 0.125
최소 주입(최대 10

Abciximab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10~60분 전에 즉시 투여
1 2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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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URE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이 계획되었지만 즉시 시행되지 않은 기존의 의료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불안정 협
심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Abciximab 사용에 대한 무작위, 이중 맹검, 다기관, 위약 대조 시험이었습니다(6). EPIC 및 
EPILOG 시험과 대조적으로, CAPTURE 시험은 18-24시간 전에 위약 또는 Abciximab 투여를 시작했습니다.

관상 동맥 중재 및 중재 완료 후 1시간까지 계속됩니다.

환자는 침상 안정에도 불구하고 심근 허혈이 1회 이상 발생하고 헤파린 정맥 주사 및 경구 또는 질산염 정맥 주사 요법을 2
시간 이상 받은 경우 기존의 의료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불안정 협심증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환자들은 스크
리닝 혈관조영술 중에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이 가능한 관상 병변이 있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CAPTURE 시험에 등록했
습니다. 환자는 18~24시간 동안 일시 투여와 위약 또는 압식시맙을 정맥내 주입했습니다. 주입 기간이 끝나면 중재가 수
행되었습니다. Abciximab 또는 위약 주입은 중재 1시간 후에 중단되었습니다.

Abciximab 용량은 0.25였습니다.
CAPTURE 시험은 중재를 수행하는 동안에만 표준 헤파린 용량의 체중 조절을 포함했지만 더 낮은 헤파린 용량의 효과를 
조사하지 않았으며 동맥관은 약 40시간 동안 제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CAPTURE 시험의 1차 평가변수는 경피적 관상
동맥 중재술 후 30일 이내에 사망, 심근경색, 긴급 중재 중 어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었다. 모든 126.5명의 무작위 
배정된 환자의 치료 의도 분석에 의한 각 치료 그룹에 대한 30일(Kaplan-Meier) 1차 종료점 사건 비율은 표 3에 나와 있
습니다.

볼루스 후 10의 비율로 연속 주입 그만큼

표 3
30일 캡처 시도 시 기본 엔드포인트 이벤트 비율

위약 압식시맙

환자 수

사망, MI 또는 긴급 개입'
p-값 대 위약

기본 구성 요소
죽음
생존 환자의 MI
급성 심근경색증이 없는 생존 환자에 대
한 긴급 개입

101 (15.9) 71 (11.3)
0.012

8 (1.3)
49 (7.7)
44 (6.9)

6 (1.0)
24 (3.8)
41 (6.6)

처음 30일 동안 하나 이상의 이벤트를 경험한 사람은 한 번만 계산됩니다. 긴급한
중재에는 계획된 중재 후 계획되지 않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과 즉각적인 개통을 위한 스텐트 배
치 및 계획되지 않은 CABG 또는

풍선 펌프.
가장 심각한 구성 요소에서 한 번만 계산됩니다. 간섭).

30일 결과는 복합 평가변수의 심근경색 및 긴급 중재 구성요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EPIC 결과와 일치합니다. 2차 평
가변수로 복합 평가변수의 구성요소를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이전 기간과 중재 시작부터 30일까지의 기간으로 분리하
여 분석하였다. MI의 가장 큰 차이는 중재 후 기간에 발생하였다: 비율 위약(Abciximab)에 비해 Abciximab 그룹에서 
MI가 낮았습니다.

위약 6.1%).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이전에 발생하는 MI도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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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식시맙
개입 후 기간에 발생했습니다. 두 기간 모두 사망률에 대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의 추적 조사에서 사망, 심
근경색, 반복 개입(긴급 또는 비긴급)의 종합 평가변수는 앱식시맙과 위약 그룹 간에 차이가 없었습니다(Abciximab 3

위약 p-0.77).

위약 2.0%). 긴급 개입 발생률의 Abciximab 관련 감소

사망률은 EPIC, EPILOG 및 CAPTURE의 세 가지 시험 모두에서 흔하지 않았습니다. 각 시험 내 모든 군에서 유사한 사망
률이 관찰되었습니다. 세 가지 시험 모두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의 비율은 이 약으로 치료받은 그룹에서 유의하게 낮았습니
다. 이 시험에서 긴급 중재율도 Abciximab 치료군에서 더 낮았습니다.

항응고: EPIC 시험에서 나타난 출혈의 발생률로 인해, CAPTURE 및 EPILOG 시험에서 헤파린 병용 투여 요법과 항응고 
목표 수준이 연속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환자 관리를 위한 다른 측정과 결합된 이러한 수정된 투여 요법은 출혈률 감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이상 반응: 출혈 참조)

EPILOG 시험: 모든 치료군에서 헤파린의 체중을 조절했습니다. 기준선 ACT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전에 결
정되었습니다. 시험의 저용량 헤파린 부문에서 헤파린은 다음과 같이 투여되었습니다.

초기 헤파린 일시 투여는 다음 요법에 따라 기준선 ACT의 결과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ACT 150초: 70U/kg 헤파린 ACT 150 투여

행동
199초: 투여 50초: 헤파린 투여 
없음

헤파린

절차 동안 200초의 ACT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추가 20U/kg 헤파린 볼루스가 제공되었습니다.

시술 직후 헤파린을 중단하고 6시간 이내에 동맥초를 제거하는 것이 시험에서 강력히 권장되었습니다. 연장된 헤
파린 치료 또는 지연된 칼집 제거가 임상적으로 지시된 경우, 헤파린은 APTT를 목표 60~85초로 유지하도록 조
정되었습니다.

캡처 시도:
항응고제는 60~85초의 표적 APTT를 달성하기 위해 정맥 헤파린 주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헤파린 주입은 이 시
험에서 균일하게 무게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헤파린 주입은 Abciximab 주입 동안 유지되었고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동안 300초의 ACT 또는 70초의 APTT를 달성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중재 후, 헤파린 관리는 EPILOG 
시험에 대해 위에서 설명한 대로였습니다.

항응고제는 Abciximab 투여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표시 및 사용법:

Abciximab은 심장 허혈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의 보조제로 표시됩니다.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는 환자에서
. 24시간 이내에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계획할 때 기존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불안정형 협심증 환자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지 않은 환자에 대한 이 약의 사용은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Abciximab은 아스피린 및 헤파린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임상 연구에 설명된 대로 해당 환경에서만 연구되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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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 사항:

Abciximab은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다음 임상 상황에서 Abciximab은 금기입니다.

활성 내부 출혈

최근(6주 이내) 위장관(GI) 또는 비뇨생식기(GU) 출혈이 임상적으로 중요한 경우.

2년 이내에 뇌혈관 사고(CVA)의 병력 또는 상당한 잔여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CVA

출혈 체질

프로트롬빈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에 경구 항응고제 투여 1.2배 제어

혈소판 감소증 100,000

최근(6주 이내) 큰 수술 또는 외상

두개내 신생물, 동정맥 기형 또는 동맥류

조절되지 않는 심한 고혈압

혈관염의 추정 또는 문서화된 병력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전 정맥내 덱스트란 사용 또는 중재 중 사용 의도

Abciximab은 또한 이 제품의 구성 요소 또는 쥐 단백질에 과민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자에게 금기입니다.

경고:

압식시맙은 특히 헤파린, 기타 항응고제 또는 혈전용해제와 같은 항응고제가 있는 경우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
습니다(이상 반응: 출혈 참조).

이 약 치료로 인한 주요 출혈의 위험은 혈전 용해제를 투여받는 환자에서 증가할 수 있으며 예상되는 이점과 비교해야 합
니다.

압력으로 조절할 수 없는 심각한 출혈이 발생하면 이 약과 헤파린의 병용 투여를 중단해야 합니다.

지침:

출혈 예방 조치

EPILOG 시험 결과에 따르면 저용량, 체중 조절 헤파린 요법, 더 엄격한 항응고 지침 준수, 조기 대퇴 동맥초 제거, 신중한 
환자 및 접근 부위 관리, Abciximab의 체중 조절을 통해 출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입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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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iximab을 사용한 치료는 모든 잠재적 출혈 부위(카테터 삽입 부위, 동맥 및 정맥 천자 부위 포함,
부위, 바늘 천자 부위 및 위장관, 비뇨생식기,

및 후복막 부위).

동맥 및 정맥 천자, 근육 주사, 요도 카테터, 비기관 삽관, 비위관 및 자동 혈압계 사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정맥으로 접근
할 때 압축되지 않는 부위(예: 쇄골하 또는 경정맥)는 피해야 합니다. 혈액 채취를 위해 식염수 또는 헤파린 잠금을 고려해
야 합니다. 혈관 천자 부위를 기록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드레싱을 제거할 때는 부드럽게 주의해야 합니다.

대퇴동맥 접근 부위:

출혈을 예방하려면 동맥 접근 부위 관리가 중요합니다. 혈관 접근을 시도할 때 대퇴 동맥의 전벽에만 구멍이 뚫리도록 주
의해야 하며, 칼집 접근을 위한 Seldinger(통과) 기법을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대퇴 정맥 시스 배치를 피해
야 합니다. 혈관초가 제자리에 있는 동안 환자는 침대 머리와 영향을 받는 사지가 곧은 위치에 구속된 상태로 완전한 침상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환자는 다음을 위해 약물을 투여받을 수 있습니다.

고통
필요한.

절차 완료 및 동맥초 제거 즉시 헤파린 중단
APTT 50 또는 ACT 175인 경우 6시간 이내에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주의사항: 실험실 테스트 참조). 모든 상황에서 헤
파린은 동맥초 제거 최소 2시간 전에 중단해야 합니다.

덮개를 제거한 후 수동 압박이나 지혈을 위한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여 최소 30분 동안 대퇴 동맥에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지혈 후 압력 드레싱을 적용해야 합니다. 환자는 칼집 제거 또는 이 약 중단 후 6~8시간 또는 헤파린 중단 후 4시간 중 더 늦
은 시간 동안 침상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행 전에 압박 드레싱을 제거해야 합니다. 대퇴동맥초가 제자리에 있는 동안
과 대퇴동맥초 제거 후 6시간 동안 영향을 받은 다리의 삽입 부위와 원위 맥박을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혈종을 측정
하고 확대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다음 상태는 출혈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이 약의 효과와 함께 추가될 수 있습니다.에서
설정: 발병 후 12시간 이내에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급성 심근경색증, 장기간의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70분 이상 지속) 및 실패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의 증상.

혈전 용해제, 항응고제 및 기타 항혈소판제의 사용

EPIC, EPILOG 및 CAPTURE 시험에서 Abciximab은 헤파린 및 아스피린과 동시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임상 시험에 
사용된 항응고 알고리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상 연구: 항응고를 참조하십시오. Abciximab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
므로 혈전 용해제, 경구 항응고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디피리다몰 및 티클로피딘을 포함하여 지혈에 영향을 미치
는 다른 약물과 함께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EPIC 시험에서 저분자량 덱스트란과 함께 이 약을 투여한 경험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저분자량   덱스트란은 일반적으로 
관상 동맥 스텐트의 배치를 위해 제공되었으며 경구용 항응고제도 제공되었습니다. 저분자량   덱스트란과 아브식시맙을 
함께 투여받은 11명의 환자에서 5명은 주요 출혈 사건이 있었고 4명은 경미한 출혈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분자량   덱스트
란으로 치료한 5명의 위약 환자 중 누구도 주요 또는 경미한 출혈 사건이 없었습니다(금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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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전용해제를 투여받는 환자에서 이 약의 사용에 대한 데이터는 제한적입니다. 출혈에 대한 시너지 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
에 전신 혈전 용해 요법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혈소판 감소증

혈소판 수는 치료 전, Abciximab의 일시 투여 후 2-4시간과 24시간 또는 퇴원 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환자가 급성 혈소판 감소를 경험하는 경우(예: 혈소판이 100,000 미만으로 감소

혈소판 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EDTA), 시트르산 및 헤파린, 각각으로 인한 가성혈소판 감소증 배제시험관 내항응고제 상
호 작용. 실제 혈소판 감소증이 확인되면 이 약을 즉시 중단하고 상태를 적절하게 모니터링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임상 시
험에서 혈소판 감소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일일 혈소판 수를 측정했습니다. 환자의 혈소판 수가 
60,000으로 떨어진 경우

헤파린과 아스피린은 중단되었다. 환자의 혈소판 수가 50,000 이하로 떨어진 경우
혈소판을 수혈받았다. 중증 혈소판 감소증의 대부분의 경우 이내에 발생

Abciximab 투여의 처음 24시간.

및 전처리 값에서 최소 25% 감소), 추가로 이러한 혈소판 수는

. 혈소판 기능 회복

조절되지 않는 심각한 출혈 또는 응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합니다. 혈소판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
오지 않으면 혈소판 수혈로 적어도 부분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실험실 테스트

Abciximab 주입 전, 혈소판 수, 프로트롬빈 시간, ACT 및 기존 지혈 이상. 식별하기 위해 측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연구의 데이터를 통합 분석한 결과 출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지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bciximab이 시작될 때
Abciximab 및 heparin 주입 기간 동안 60초에서 85초 사이를 유지합니다.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24시간 전부터 ~이다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동안 ACT는 200~300초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환자에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후에도 항응고제가 계속된다면 APTT는 60초에서 85초 사이에 유지되어야 합
니다.

그만큼
APTT

또는 동맥초 제거 전에 ACT를 확인해야 합니다. 50초 또는 ACT 175초가 아닌 한 칼집을 제거해서는 안 됩니
다.

재투여

Abciximab의 투여는 잠재적으로 알레르기 또는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인간 항 키메라 항체(HACA) 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g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증 또는 감소
Abciximab 재투여 시 혜택. EPIC, EPILOG 및 CAPTURE 시험에서 양성 HACA 반응은 이 약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약 
5.8%에서 발생했습니다. Abciximab 치료와 관련된 과도한 과민 반응이나 알레르기 반응은 없었습니다.

첫 투여 후 HACA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29명의 건강한 지원자에게 이 약을 재투여한 후에도 이 약의 약동학이나 항혈소
판 수치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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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그러나 이 소규모 환자 그룹의 결과는 재투여 후 HACA 반응의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초기 투여 후 
HACA 반응이 양성인 환자에 대한 재투여는 임상 시험에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알레르기 반응

3상 임상 시험에서 이 약으로 치료받은 환자에 대해 아나필락시스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 투여를 즉시 중단하고 적절한 표준 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약물 상호 작용

Abciximab과의 약물 상호 작용은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않았지만 Abciximab은 협심증, 심근 경색 및 고혈압 치료에 사
용되는 광범위한 약물과 동시에 치료되는 허혈성 심장 질환 환자에게 투여되었습니다. 이러한 약물에는 헤파린, 와파린, 
베타-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차단제, 칼슘 채널 길항제,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정맥 및 경구 질산염, 아스피린이 포
함됩니다. 헤파린, 기타 항응고제, 혈전 용해제 및 항혈소판제는 출혈 증가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환자

또는 다른 진단 또는 치료제로 치료할 때 과민 반응
역가는 알레르기 항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발암, 돌연변이 및 생식 능력 손상

시험관 및생체 내돌연변이 연구에서는 돌연변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컷 또는 암컷 동물에서 발암 가능성이
나 생식 능력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동물에 대한 장기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임신 카테고리 C

Abciximab에 대한 동물 생식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Abciximab이 임산부에게 투여될 때 태아에 해를 줄 수 
있는지 또는 생식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Abciximab은 분명히 필요한 경우에만 임
산부에게 투여해야 합니다.

수유부

이 약이 모유로 배설되는지, 섭취 후 전신에 흡수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많은 약물이 모유로 배설되기 때문에 이 약을 
수유부에게 투여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소아용

소아 환자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반응:

출혈

압식시맙은 특히 헤파린, 기타 항응고제 또는 혈전용해제와 같은 항응고제가 있는 경우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3상 시험에서 출혈은 심근경색증 연구 그룹(7)의 혈전 용해 기준에 따라 주요, 경미 또는 미미한 출혈로 분류되
었습니다. 주요 출혈 사건은 두개내 출혈 또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5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정의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출혈 사건에는 자발적인 육안적 혈뇨, 자발적인 토혈, 관찰된 출혈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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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의 헤모글로빈 감소
출혈 부위. 경미한 출혈 사건은 3-4 사이의 헤모글로빈 감소가 3 미만인 헤모글로빈 감소로 정의되었습니다.

관찰된 출혈 없이. 수혈을 받은 환자의 경우,
손실된 혈액 단위의 수는 Landefeld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되었습니다.

또는 적어도 4의 헤모글로빈 감소 확인되지 않은
또는

체중 조절되지 않은 표준 헤파린 용량 요법이 사용된 EPIC 시험에서 압식시맙 치료 중 가장 흔한 합병증은 처음 36시간 
동안의 출혈이었습니다. 그만큼 전공의
출혈, 경미한 출혈 및 혈액 제제의 수혈이 유의하게 증가했습니다. 주요 출혈이 있는 이 약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약 70%가 
서혜부의 동맥 접근 부위에서 출혈이 있었습니다. Abciximab을 투여받은 환자들은 또한 위장관, 비뇨생식기, 비뇨생식
기,

및 기타 사이트.

출혈률은 CAPTURE 시험에서 감소했으며 EPILOG 시험에서는 수정된 투여 요법과 특정 환자 관리 기술을 사용하여 추가
로 감소했습니다. EPILOG에서 헤파린과 아브식시맙의 투여, 칼집 제거 및 동맥 접근 부위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여 주의사
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아브식시맙과 저용량, 체중 조절 헤파린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주요 출혈 발생률은 위약을 투여받
은 환자와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

EPIC 및 CAPTURE 시험의 하위 그룹 분석은 다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체중 75kg의 Abciximab 환자에서. 체중 조절 헤파린 용량을 사용한 EPILOG 시험에서, 아브식시맙 치료 환자의 비 
CABG 주요 출혈률은 체중 하위 그룹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요 출혈이 더 흔했습니다.

데이터가 제한적이지만 Abciximab 치료는 CABG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과도한 주요 출혈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모든 
치료군 사이의 범위는 EPIC에서 3-5%였으며 캡처에서
및 EPILOG 시험.) 출혈 시간이 연장된 일부 환자는 수술 전에 출혈 시간을 교정하기 위해 혈소판 수혈을 받았습니다. (주
의 사항: 혈소판 기능 회복 참조)

EPIC, CAPTURE 및 EPILOG 시험에서 주요 출혈, 경미한 출혈 및 수혈이 필요한 출혈 사건의 비율은 표 4에 나와 있습니
다. 경미한 출혈 사건의 비율은 표 4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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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비-CABG 출혈에픽, 에필로그 및 캡처 시도

출혈 환자 수

서사시:
압식시맙

(볼루스 + 주입)
= 708)

위약
= 696)

주요한"
미성년자
요구

23 (3.3) 75 (10.6)
119 (16.8)

55 (7.8)
64 (9.2)
1 4 (2.0)

포착:
위약

=
압식시맙

=

주요한"
미성년자
요구

12 (1.9)
13 (2.0)
9 (1.4)

24 (3.8)
30 (4.8)
15 (2.4)

발문:
압식시맙 +

표준 용량 헤파린
압식시맙 +

저용량 헤파린
= 935)

위약
= 939)

주요한"
미성년자
요구

10 (1.1)
32 (3.4)
10 (1.1)

17 (1.9)
70 (7.6)
7 (0.8)

10 (1.1)
37 (4.0)
6 (0.6)

“하나 이상의 분류에서 출혈이 있었던 환자는 가장 심각한 분류에 따라 한 번만 계산됩니다. 동일한 분류의 여러 출혈 사건이 있는 환
자도 해당 분류 내에서 한 번 계산됩니다.

적혈구 또는 전혈

두개내 출혈 및 뇌졸중

세 가지 시험 모두에서 두개내 출혈 및 비출혈성 뇌졸중의 총 발생률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두개내 출혈은
위약 환자 및

위약 환자 및
Abciximab 치료 환자의 경우 112. 발병률

Abciximab 환자의 경우 112.

혈소판 감소증

임상 시험에서 압식시맙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위약으로 치료받은 환자보다 혈소판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요금
후속 CAPTURE 및 EPILOG 시험(표 5).

그리고 수혈은 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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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혈소판 감소증 및 혈소판

위약 +
표준 용량

헤나린

압식시맙 +
표준 용량

헤나린

압식시맙 +
저용량
헤파린

등록된 총 환자 수
서사시
포착
발문

n = 696
n = 635
n = 939

n = 708
n = 630

n = 935

혈소판 감소가 있는 환자
사건이 있는 환자의

서사시
포착
발문

혈소판 감소가 있는 환자

0.7
0.3
0.4

1.6
1.7
0.9

__
__

0.4

서사시
포착
발문

혈소판을 투여받은 환자

3.4
1.3
1.5

5.2
5.6
2.6

__
__

2.5

서사시
포착
발문

2.6
0.3
1.1

5.5
2.1
1.6

__
__

0.9

혈소판 수와 함께

혈소판 감소증 또는 기타 이유로 혈소판 수혈을 받는 환자를 포함합니다.

는 환자의 범주에도 포함됩니다.

기타 이상반응

표 6은 EPIC, EPILOG 및 CAPTURE 병합 임상시험에서 출혈과 혈소판감소증 이외의 이상반응을 나타내며, 0 이상의 발생률에서 일
시 투여군과 주입군 환자에서 발생했습니다. 5%
위약으로 치료한 사람들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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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에픽, 에필로그 및 캡처 시험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 사이의 부작용

위약
= 2226)

볼루스 주입

환자 수
심혈관계

저혈압
서맥

230 (10.3)
79 (3.5)

447 (14.4)
140 (4.5)

소화기 계통
메스꺼움
구토
복통

255 (11.5)
152 (6.8)
49 ( 2.2)

423 (13.6)
226 (7.3)
97 (3.1)

여러 가지 잡다한
허리 통증
가슴 통증
두통
천자 부위 통증
말초 부종

304 (13.7)
208 ( 9.3)
122 ( 5.5)
58 (2.6)
25 (1.1)

546 (17.6)
356
200 ( 6.4)
113 (3.6)
49 ( 1.6)

EPIC, EPILOG 및 CAPTURE 임상시험에서 다음과 같은 추가 이상반응이 조사자들에 의해 일시 투여와 압식시맙 주입으
로 치료받은 환자에 대해 보고되었습니다. 0.5% 미만이었습니다
위약군 환자보다 높습니다.

심혈관계심실 동정맥루

색전증

빈맥
불완전한 AV 차단

혈전정맥염(0.1%);

가성동맥류
결절성 부정맥

두근거림
완전한 AV 차단

위장 설사(1. 장폐색 위식도 역류(0.1%);

hemic 및 림프전신성 빈혈 백혈구 증가증(OS%), 점상출혈(0.2%);

시스템 현기증
혼란(0.5%) 근육 수축

불안 비정상적인 생각
혼수 근긴장이상

동요
복시(0.1%);

감각이상

호흡기시스템 폐렴
흉막염 폐 색전증

흉막삼출
론치(0.1%);

기관지염 (0.3%) 기관지 경련

시스템 근육통(0.2%);

비뇨생식기시스템 비뇨기과
방광염(0.

보유
요실금(0.

배뇨곤란 비정상적인 신기능 전립선
염

잦은

발한 증가 (1
부종 상처

무력증(0.7%) 절개 통증 농양
봉와직염

창백 진성 당뇨병
염증(0. 약물 독성(0.1%).

가려움증 (0.5%)
말초 냉증

고칼륨혈증
비정상적인 시력

주사부위 통증(Ol%), 구강건조증 복부비
대(0.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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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복용: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과량투여한 경험은 없습니다.

용량 및 투여:

Abciximab의 안전성과 효능은 CLINICAL STUDIES에 설명된 대로 헤파린과 아스피린의 병용 투여에 대해서만 조사되
었습니다.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에 실패한 환자의 경우 해당 상황에서 이 약의 효능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약의 지속적인 
주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압박으로 조절할 수 없는 심각한 출혈이 있는 경우 이 약과 헤파린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성인에서 Abciximab의 권장 용량은 0.25입니다.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작하기 전에 0.125의 지속적인 정맥내 주입

(최대 10 12시간 동안.

IO-60분 동안 정맥내 일시 투여

기존의 약물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불안정형 협심증 환자와 24시간 이내에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을 계획인 환자는 
이 약 0.25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정맥
볼루스 후 18~24시간 동안 10개의 정맥내 주입 1시간 후 종료
경피적 관상 동맥 중재술.

관리 지침

1. 비경구용 의약품은 투여 전에 입자상 물질에 대해 육안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눈에 띄게 불투명한 입자를 포함하는 
Abciximab 제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 Abciximab과 같은 단백질 용액을 투여할 때마다 과민 반응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에피네프린, 도파민, 테오필린, 항히
스타민제 및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나 아나필락시스의 증상이 나타나면 
주입을 중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3. 모든 비경구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무균 절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4.일시주사에 필요한 양의 아브식시맙을 주사기로 빼냅니다. 멸균, 비발열성, 저단백질 결합 0.2 또는 0.22 필터
(Millipore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

5. 주사기에 지속적으로 주입하기 위해 필요한 양의 Abciximab을 빼냅니다. 멸균 0.9% 식염수 또는 5% 포도당의 적절
한 용기에 주입하고 연속 주입 펌프를 통해 계산된 속도로 주입합니다. 연속 주입은 혼합 시 멸균, 비발열성,

단백질 결합 0.2 또는 0.22 주사기 필터(Millipore
인라인, 멸균, 비발열성, 낮은 단백질 결합 0.2 또는 0.22 주입 종료 시 사용하
지 않은 부분은 폐기하십시오.

또는 동등) 또는 투여 시
필터(애보트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

6. 정맥 주입 수액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심혈관 약물과의 호환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bciximab은 가능한 한 별도의 정맥 주사로 투여해야 하며 다른 약물과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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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리병 폴리염화비닐 백 및 투여 세트와의 비호환성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제공 방법:

압식시맙 2 5에서 제공됩니다 10 mg을 함유하는 바이알 0002-7 140-O 1).

바이알은 2 ~ 8°C(현재까지 36°C)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바이알
에 남아 있는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버리십시오.

얼지 마십시오. 디영형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참조:

1. Tcheng J, Ellis SG, George BS. 고위험 관상동맥 성형술에서 키메라 당단백질 IIb/IIIa 인테그린 항혈소판 항체 Fab
의 약력학. 순환; 1764.

2. Simoons ML, de Boer MJ, van der Brand MJBM 등 불응성 불안정 협심증에서 GPIIb/IIIa 혈소판 수용체 차단제
의 무작위 시험.

3. EPIC 조사관. 사용
고위험 관상동맥 성형술에서. N영어

혈소판 당단백질 IIb/IIIa 수용체에 대한 항체
1.

4. Top01 EJ, Califf RM, Weisman HF 등 혈소판에 대한 항체를 이용한 관상동맥 중재술의 무작위 시험
임상 재협착 감소를 위한 인테그린: 6개월 후 결과. l-886.

5. EPILOG 조사관. 혈소판 당단백질 경피적 관상동맥 
혈관재생술. N영어

수용체 차단 및 저용량 헤파린
1689-1696.

6.CAPTURE 수사관. 불응성 불안정 협심증에 대한 관상 동맥 중재술 전, 도중 및 후에 abciximab의 무작위 위약 대조 시
험: CAPTURE 연구.란셋 1997; 349; 1435.

7.Rao, AK, Pratt C, Berke A, et al. 심근경색증의 혈전용해 및 혈장 피브리노겐
의 변화 및
조직 플라스미노겐 활성화제 및 스트렙토키나제.

임상 1상: 출혈성
재조합 치료를 받은 환자의 시스템

1.

8.Landefeld, CS, Cook EF, Flatley M, et al. 항응고제 치료를 시작하는 입원 환자의 주요 출혈 예측인자의 식별 및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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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업체:

센토코르 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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