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푸신 D 정제(알푸조신염산염 + 두타스테리드)

구성

알푸신 D 정제
각 필름 코팅 정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lfuzosin hydrochloride BP... 10 
mg(서방형)
두타스테리드........................... 
0.5 mg 색상: 이산화티타늄 IP

설명

알푸신 D정제는 활성 성분, 알푸조신 염산염 및 두타스테리드를 포함합니다. Alfuzosin 
hydrochloride는 선택적 alpha1-아드레날린 수용체 차단제이며 하부 요로에서 alpha1-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대한 선택성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부신수용체의 차단은 방광경부와 
전립선의 평활근을 이완시켜 소변량을 개선하고 양성 전립선 비대증(BPH)의 증상을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Dutasteride는 합성 4-아자스테로이드 화합물로 테스토스테론을 5알파디하이드로테스
토스테론(DHT)으로 전환시키는 세포내 효소인 스테로이드 5알파환원효소(5AR)의 유형 I 
및 유형 II 이소폼 모두를 선택적으로 억제합니다. DHT는 주로 전립선의 초기 발달과 후속 
확대를 담당하는 안드로겐입니다. 유형 II 동위효소는 주로 생식 조직에서 활성인 반면 유
형 I 동위효소는 또한 피부와 간에서 테스토스테론 전환을 담당합니다.알푸신 D태블릿은 
BPH의 동적 구성 요소와 정적 구성 요소 모두에 작용합니다.

추천
콘텐츠

의 영향
브리바라세탐
분노 수준
간질...
(https://www.ciplamed.c 
of-brivaracetam-on-
분노 수준
간질 환자)

옴/콘테

제형

필름코팅정 임상 결과
반복
행정...
(https://www.ciplamed.c 
results-with-
반복-
관리
부데소니드포르모테롤-
천식)

약리학 옴/콘테

약력학

알푸조신 염산염 작용 메커니
즘
알푸조신은

Tadalal 5 mg 1일 1회 
12주
단독 요법
효과적인...

선택적 길항근 의 시냅스 후 알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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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방광 기저부, 방광 목, 전립선 캡슐 및 전립선 요도에 위치한 부신수용체. (https://www.ciplamed.c 
5-mg-once-daily-12-
주간 단독요법-
효과적이고 안전한
남자 위드 lutsbph)

옴/콘테

알푸조신은 하부 요로에서 알파 아드레날린성 수용체에 대한 선택성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부신수용체의 차단은 방광경부와 전립선의 평활근을 이완시켜 소변량을 개선하고 BPH 증
상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심장 전기 생리학
QT 간격에 대한 10mg 및 40mg 알푸조신의 효과는 19~45세의 건강한 백인 남성 45명을 
대상으로 이중 맹검, 무작위, 위약 및 활성 대조(목시옥사신 400mg), 4방향 교차 단일 용
량 연구에서 평가되었습니다. 연령. QT 간격은 알푸조신 혈장 농도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 
측정하였다. 40mg 용량의 알푸조신은 이 용량이 알푸조신과 케토코나졸 400mg의 동시 
투여로 달성된 것보다 더 높은 혈중 농도를 달성하기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표 1은 피크 
알푸조신 혈장 농도 시점에서 다양한 보정 방법(Fridericia, 모집단별 및 주제별 보정 방법)
을 사용하여 보정되지 않은 QT 및 평균 보정된 QT 간격(QTc)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합니
다. 이러한 수정 방법론 중 어느 것도 더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연구에서 
알푸조신 10mg 용량과 관련된 심박수의 평균 변화는 40mg 알푸조신에서 분당 5.2회 및 
5.8회였습니다. moxioxacin의 심박수 변화는 분당 2.8회였습니다.

표 1. Tmax(상대적)에서 기준선으로부터 msec(95% CI)의 평균 QT 및 QTc 변화

위약으로) 심박수의 영향을 보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약물/용량 QT 프리드리시아

방법
인구-
특별한
방법

주제-
특별한
방법

알푸조신
10mg

- 5.8
(-10.2, -1.4)

4.9
(0.9, 8.8)

1.8
(-1.4, 5.0)

1.8
(-1.3, 5.0)

알푸조신
40mg

- 4.2
(-8.5, 0.2)

7.7
(1.9, 13.5)

4.2
(-0.6, 9.0)

4.3
(-0.5, 9.2)

목시옥사신*
400mg

6.9
(2.3, 11.5)

12.7
(8.6, 16.8)

11.0
(7.0, 15.0)

11.1
(7.2, 15.0)

* 액티브 컨트롤

QT 효과는 알푸조신 10mg에 비해 40mg에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연구된 최고 알푸조
신 용량(치료 용량의 4배)의 효과는 치료 용량에서 활성 대조군 목시옥사신의 효과만큼 크
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약물이나 용량 수준 간의 직접적인 통계적 비교를 위해 설
계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알푸조신에 대한 광범위한 시판 후 경험에서 
Torsade de Pointes의 신호는 없었습니다. 별도의 시판 후 QT 연구에서 10mg의 동시 
투여 효과를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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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QT 효과 크기의 약물과 알푸조신. 이 연구에서 알푸조신 10mg 단독의 평균 위약 
차감 QTcF 증가는 1.9msec(상한 95% CI, 5.5msec)였습니다. 두 약물의 동시 투여는 두 
약물 단독 투여에 비해 증가된 QT 효과를 나타냈다. 이 QTcF 증가는 부가적인 것 이상이
었습니다. 이 연구는 약물 간의 직접적인 통계적 비교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지만 두 약물을 
함께 투여했을 때의 QT 증가는 양성 대조군 moxioxacin 400mg에서 관찰된 QTcF 증가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QTc 변화의 임상적 영향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두타스테리드
행동의 메커니즘
Dutasteride는 스테로이드 5 알파환원효소(5AR)의 유형 I 및 유형 II 이소폼 모두에 대한 
경쟁적이고 특이적인 억제제인   합성 4-아자스테로이드 화합물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5
알파환원효소에 의해 DHT로 전환되는데, 이 효소는 I형과 II형의 2가지 이소폼으로 존재합
니다. 유형 II 동위효소는 주로 생식 조직에서 활성인 반면 유형 I 동위효소는 또한 피부와 
간에서 테스토스테론 전환을 담당합니다. 두타스테리드는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디하이드
로테스토스테론(DHT)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DHT는 주로 전립선의 초기 발달과 
후속 확대를 담당하는 안드로겐입니다.

5 알파-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및 테스토스테론에 대한 효과
DHT 감소에 대한 두타스테리드 1일 용량의 최대 효과는 용량 의존적이며 1-2주 이내에 관
찰됩니다. 두타스테리드 0.5mg을 매일 1주 및 2주 투여한 후 혈청 DHT 농도 중앙값이 각
각 85% 및 90% 감소했습니다. 4년 동안 dutasteride 0.5mg/day로 치료한 BPH 환자에
서 혈청 DHT의 중앙값 감소는 1년에 94%, 2년에 93%, 3년과 4년에 95%였습니다. 혈청 
테스토스테론의 중앙값 증가는 1년과 2년 모두에서 19%, 3년에서 26%, 4년에서 22%였
으나 평균 및 중앙값 수준은 생리학적 범위 내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전립선 경요도 절제술 전 최대 12주 동안 하루 5mg의 두타스테리드 또는 위약을 투여받은 
BPH 환자에서 전립선 조직의 평균 DHT 농도는 위약에 비해 두타스테리드 투여군에서 유
의하게 낮았습니다(784 및 5,793 pg/g). , 각각 (p <0.001).

유전적으로 II형 5 알파 환원효소 결핍이 있는 성인 남성도 DHT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이 5 
알파 환원 효소 결핍 남성은 평생 동안 작은 전립선을 가지고 있으며 BPH가 발생하지 않습
니다. 출생 시 존재하는 관련된 비뇨생식기 결함을 제외하고 이들 개체에서 5알파-환원효
소 결핍과 관련된 다른 임상적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호르몬에 대한 영향
건강한 지원자에서 두타스테리드 0.5mg/일(n=26)로 52주간 치료한 결과 위약(n=23)과 
비교하여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 에스트라디올, 황체 형성 호르몬, 난포 자극 호르몬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티록신(free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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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디하이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 위약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준선 조정 평균 증
가가 8주에 총 테스토스테론에 대해 관찰되었습니다(97.1ng/dL, (p <0.001)).

기타 효과
혈장 지질 패널과 골밀도는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52주 동안 두타스테리드 0.5mg을 
1일 1회 투여한 후 평가되었습니다. 위약 또는 기준선과 비교하여 이중 에너지 X선 흡수 측
정법(DEXA)으로 측정한 골밀도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한, 혈장 지질 프로필(즉, 총 콜
레스테롤, 저밀도 지단백질, 고밀도 지단백질 및 트리글리세리드)은 두타스테리드의 영향
을 받지 않았습니다. ACTH 자극에 대한 부신 호르몬 반응의 임상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1
년 간의 건강한 지원자 연구의 하위 집단(n=13)에서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약동학

알푸조신 염산염
흡수:섭식 조건에서 알푸조신 염산염 10mg 정제의 절대 생체 이용률은 49%입니다. 섭식 
상태에서 10mg 알푸조신 염산염을 여러 번 투여한 후 최대 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은 8시간
이었습니다. Cmax 및 AUC0-24는 각각 13.6(SD = 5.6) ng/mL 및 194(SD = 75) ng.h/
mL였습니다. Alfuzosin 염산염은 30mg까지 단일 및 다중 투여 후 선형 역학을 나타냅니
다. 알푸조신 염산염 투여의 두 번째 용량으로 정상 상태의 혈장 수준에 도달합니다. 정상 
상태의 알푸조신 염산염 혈장 농도는 단일 투여 후 관찰된 농도보다 1.2~1.6배 더 높습니
다.

음식의 효과:흡수 정도는 공복 상태에서 50% 더 낮습니다. 따라서 알푸조신 염산염은 음식
과 함께 매일 같은 식사와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분포:
건강한 남성 중년 지원자의 투여량은 3.2 L/kg이었습니다. 시험관 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푸조신 염산염은 인간 혈장 단백질에 적당히 결합되어 있으며(82~90%), 넓은 농도 범위
(5~5,000ng/mL)에 걸쳐 선형 결합이 있습니다.

그만큼 용량 의 분포 수행원 정맥

대사:알푸조신 염산염은 간에서 광범위한 대사를 겪으며 투여량의 11%만이 변화 없이 소
변으로 배설됩니다. Alfuzosin 염산염은 산화, O-탈메틸화 및 N-탈알킬화의 세 가지 대사 
경로에 의해 대사됩니다. 대사 산물은 약리학적으로 활성이 없습니다. CYP3A4는 대사에 
관여하는 주요 간 효소 동형입니다.

배설:14C로 표지된 알푸조신 염산염 용액을 경구 투여한 후 7일 후 방사능 회복(투여량의 
백분율로 표시)은 대변에서 69%, 소변에서 24%였습니다. 염산 알푸조신 10mg을 경구 
투여한 후 명백한 제거 반감기는 10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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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집단의 약동학
소아용: Alfuzosin 정제는 소아 인구에서 사용하도록 표시되지 않습니다.

고령자 사용: BPH 환자에 대한 3상 임상 연구 중 약동학 평가에서 알푸조신의 최고 혈장 농
도와 연령 사이에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저 수준은 연령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
습니다. 75세 이하의 피험자의 농도는 65세 미만의 피험자보다 약 35% 더 높았습니다.

신장 장애: 알푸조신 10mg 정제의 약동학 프로필

정상 신기능(CLCR>80mL/min), 경증 장애(CLCR 60~

80mL/분), 중등도 장애(CLCR 30~59mL/분) 및 중증 장애

(CLCR max 및 AUC 값은 다음 환자에서 약 50% 증가했습니다.

경증, 중등도 또는 중증의 신장 장애.

간장애: 경증의 간장애 환자에 대한 알푸조신의 약동학은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중등도 또
는 중증의 간부전 환자(Child-Pugh 범주 B 및 C)에서 혈장 겉보기 청소율(CL/F)은 건강한 
대상에서 관찰되는 약 1/3에서 1/4로 감소했습니다. 청소율의 이러한 감소는 건강한 대상
과 비교하여 이들 환자에서 알푸조신의 3-4배 더 높은 혈장 농도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알
푸조신은 중등도에서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게 금기이다.

두타스테리드
흡수:두타스테리드 0.5mg 1회 투여 후 최대 혈청 농도(Tmax)까지의 시간은 2-3시간 이
내에 발생합니다. 5명의 건강한 피험자의 절대 생체이용률은 약 60%(범위: 40% ~ 94%)
였습니다. 이 약을 음식과 함께 투여했을 때 최대 혈청 농도는 10-15%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분포:단일 및 반복 경구 투여 후 약동학 데이터는 다음을 보여줍니다.

dutasteride는 대량 분포(300-500 L)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타스테리드는 높은

혈장 알부민(99.0%) 및 알파1-산 당단백질(96.6%)에 결합됩니다. 의 연구에서

두타스테리드 0.5mg/day를 12개월간 투여받은 건강한 피험자(n = 26), 정액

두타스테리드 농도는 12에서 평균 3.4ng/mL(범위: 0.4~14ng/mL)

혈청과 유사하게 6개월에 정상 상태 농도를 달성했습니다. 에

평균, 12개월에 혈청 두타스테리드 농도의 11.5%가 다음으로 분할됨

정액.

대사:Dutasteride는 인간에서 광범위하게 대사됩니다. 시험관 내 연구에서 두타스테리드
는 CYP3A4 및 CYP3A5 동종효소에 의해 대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동종효소
는 4'-하이드록시두타스테리드, 6-하이드록시두타스테리드 및 6,4'-디하이드록시두타스
테리드 대사 산물을 생성했습니다. 또한 15-hydroxydutasteride 대사산물은 CYP3A4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정상 상태로 투여한 후 인간 혈청에서 두타스테리드, 3가지 주요 대
사 산물(4'-히드록시두타스테리드, 1,2-디히드로두타스테리드 및 6-히드록시두타스테리
드) 및 2가지 부 대사 산물(6,4-디히드록시두타스테리드 및 15-히드록시두타스테리드)이 
평가되었습니다. 질량 분석 응답에 의해 검출되었습니다. 시험관 내에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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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xydutasteride 및 1,2-dihydrodutasteride 대사 산물은 인간 5 알파 환원 효소의 
두 동형에 대해 dutasteride보다 훨씬 덜 강력합니다. 6베타-하이드록시두타스테리드의 
활성은 두타스테리드와 유사합니다.

배설:Dutasteride와 그 대사산물은 주로 대변으로 배설되었다. 용량의 퍼센트로 두타스테
리드가 약 5%(~1% ~ ~15%), 두타스테리드 관련 대사 산물로 40%(~2% ~ ~90%)가 있
었습니다. 미량의 변하지 않은 두타스테리드만이 소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1%). 따라서 
평균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용량은 약 55%(범위: 5%~97%)입니다. 두타스테리드의 최종 
제거 반감기는 정상 상태에서 약 5주입니다. 평균 정상 상태 혈청 dutasteride 농도는 1년 
동안 0.5mg/day 후 40ng/mL였습니다. 매일 투여 후 두타스테리드 혈청 농도는 1개월 후
에 정상 상태 농도의 65%, 3개월 후에 약 90%에 도달합니다. 두타스테리드의 긴 반감기
로 인해 혈청 농도는 검출 가능한 상태로 유지됩니다(0보다 큼.

특수 집단의 약동학
소아과:두타스테리드 약동학은 18세 미만의 피험자에서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노인:고령자에서는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동학 및

건강한 남성 36명을 대상으로 두타스테리드의 약력학을 평가했습니다.

5mg의 단일 용량을 투여한 후 24~87년 사이

두타스테리드. 이 단일 용량 시험에서 두타스테리드 반감기는 연령에 따라 증가했습니다.

(20~49세 남성의 경우 약 170시간, 남성의 경우 약 260시간

50~69세 남성, 70세 이상 남성의 경우 약 300시간).

3개의 중요한 임상시험에서 두타스테리드로 치료받은 2,167명의 남성 중 60%가 65세였습니다.

15%가 75세 이상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안전성 차이 없음

또는 이 환자와 더 어린 환자 사이에서 ecacy가 관찰되었습니다.

성별:두타스테리드는 임신과 가임기 여성에게 금기이며 다른 여성에게 사용하도록 표시되
지 않습니다. 여성에 대한 두타스테리드의 약동학은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경주:두타스테리드 약동학에 대한 인종의 영향은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신장 장애:두타스테리드의 약동학에 대한 신장애의 영향은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타스테리드의 정상 상태 0.5mg 용량 중 0.1% 미만이 사람의 소변에서 회수되므로 신장
애 환자의 용량 조절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간 장애:두타스테리드에 대한 간장애의 영향

약동학은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두타스테리드가 광범위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대사, 노출은 간 장애 환자에서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적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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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푸신 D이 정제는 전립선 비대증 남성의 양성 전립선 비대증(BPH) 징후 및 증상의 치료
에 사용됩니다.

이 정제는 항고혈압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두타스테리드는 전립선암 예방에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복용량 및 관리

권장 복용량알푸신 D1일 1정, 매일 같은 식사 직후에 복용합니다. 정제는 통째로 삼켜야 하
며 씹거나 부수어서는 안 됩니다.

특수 인구

신장 장애
중증의 신장애(크레아티닌 청소율)가 있는 환자에게 알푸조신을 투여할 때는 주의해야 합
니다.

간 장애
알푸조신은 중등도 또는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게 사용이 금지됩니다. 경증의 간장애 환자
에 대한 알푸조신의 약동학은 연구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환자에게 알푸조신을 투여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두타스테리드 약동학에 대한 간 장애의 영향은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두타스테리드는 광범
위하게 대사되기 때문에 간 장애 환자에서 노출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금기 사항

알푸신 D이 정제는 가임기 여성 및 임신 중 사용이 금지됩니다.

알푸신 D정제는 소아 환자에게 사용이 금기입니다.

알푸신 D중등도 또는 중증의 간장애 환자(Childs-Pugh 카테고리 B 및 C)에서는 알푸조신 
염산염 혈중 농도가 증가하므로 이 약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알푸신 D케토코나졸, 이트라코나졸 및 리토나비르와 같은 강력한 CYP3A4 억제제와 알푸
조신 염산염 혈중 농도가 증가하므로 이 약을 병용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알푸신 D이 약에 과민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자에게는 이 약을 금기한다.

알푸조신 염산염(예: 두드러기 및 혈관부종) 또는 두타스테리드(예:

심각한 피부 반응, 혈관 부종) 또는알푸신 D정제.

경고 및 주의 사항

기타 비뇨기과 질환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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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FUSIN D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비뇨기과 질환을 고
려해야 합니다. 또한 BPH와 전립선암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자세성 저혈압

증상(예: 현기증)이 있거나 없는 자세 저혈압은 이 약 투여 후 몇 시간 이내에 발생할 수 있
습니다.알푸신 D정제. 실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자는 그러한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
해 경고해야 하며 실신이 발생할 경우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복용 시 
저혈압/자세 저혈압 및 실신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알푸신 D 항고혈압제 및 질산염
과 함께 정제. 때 주의해야 합니다.알푸신 D이 약은 증상이 있는 저혈압이 있는 환자나 다른 
약물에 대해 저혈압 반응을 보인 환자에게 투여합니다.

지속발기증

드물게(50,000분의 1 미만), 알푸조신 염산염은 다른 알파-아드레날린성 길항제와 마찬가
지로 지속발기증(성행위와 무관한 지속적인 고통스러운 음경 발기)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상태는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발기 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상태의 심각성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수술 중 홍채 증후군(IFIS)

IFIS는 알파-아드레날린성 길항제를 사용 중이거나 이전에 치료를 받은 일부 환자에서 백
내장 수술 중 관찰되었습니다. 소동공 증후군의 이 변종은 수술 중 관류 흐름에 반응하여 부
풀어오르는 산성 홍채, 표준 산동 약물로 수술 전 확장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수술 중 축동 
및 수정체 유화액 절개부를 향한 홍채의 잠재적 탈출의 조합이 특징입니다. 환자의 안과 의
사는 홍채 고리, 홍채 확장기 링 또는 점탄성 물질의 사용과 같은 수술 기술의 가능한 수정
에 대비해야 합니다. 백내장 수술 전에 알파-아드레날린성 길항제 치료를 중단하는 이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급 전립선암의 위험 증가

50~75세 남성에서 전립선암 생검이 음성이고 기준선 PSA가 2.5ng/mL~10.0ng/mL이며 
4년 간의 전립선암 발병 감소(REDUCE)에서 두타스테리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시험
에서 위약을 복용한 남성에 비해 Gleason 점수 8-10 전립선암의 발병률이 증가했습니다
(두타스테리드 1.0% 대 위약 0.5%). 다른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나스테리드 5mg)를 사
용한 7년 간의 위약 대조 임상 시험에서 글리슨 점수 8-10 전립선암에 대한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습니다(나스테리드 1.8% 대 위약 1.1%). 5 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는 고급 전립선 
암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5알파환원효소 억제제가 전립선 용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또는 연구 관련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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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노출 - 남성 태아에 대한 위험

알푸신 D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정제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두타스
테리드는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의도하지 않은 태아 노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
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누출된 알푸신 D 정제와 접촉한 경우 접촉 부위를 즉시 비
누와 물로 씻어야 합니다.

헌혈

치료받는 남성들알푸신 D임산부가 수혈을 통해 두타스테리드를 투여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약은 마지막 투여 후 최소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헌혈해서는 안 됩니다.

전립선특이항원(PSA)에 미치는 영향과 전립선암 진단에서 PSA 사용

임상 연구에서 두타스테리드는 치료 3-6개월 이내에 혈청 전립선 특이 항원(PSA) 농도를 
약 50% 감소시켰습니다. 이 감소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증상이 있는 BPH 환자의 전
체 PSA 값 범위에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Dutasteride는 또한 전립선암이 있는 경우 혈
청 PSA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두타스테리드를 복용하는 남성에서 연속 PSA를 해석하
려면 치료 시작 후 최소 3개월 후에 새로운 PSA 기준선을 설정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주기
적으로 PSA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두타스테리드를 복용하는 동안 가장 낮은 PSA 값에
서 확인된 증가는 전립선암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5알파-환원효소 억제제를 복용하
지 않는 남성의 PSA 수준이 여전히 정상 범위 내에 있더라도 평가해야 합니다. 두타스테리
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PSA 테스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타스테리드를 3개월 이상 투여한 남성에서 분리된 PSA 값을 해석하려면 치료를 받지 않
은 남성의 정상 값과 비교하기 위해 PSA 값을 2배로 해야 한다.

free-to-total PSA 비율(percent-free PSA)은 두타스테리드의 영향을 받아도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임상의가 두타스테리드를 투여받는 남성의 전립선암 진단에 도움이 되는 퍼센
트-프리 PSA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그 값을 조정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정액 특성에 미치는 영향

정액 특성에 대한 dutasteride 0.5mg/day의 효과는 18~52세의 정상 지원자(n=27 
dutasteride, n=23 위약)를 대상으로 치료 52주 및 치료 후 24주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평가되었습니다. 52주차에 총 정자 수, 정액 부피 및 정자 운동성의 기준선으로부터의 평균 
감소 백분율은 위약군에서 기준선으로부터의 변화를 조정했을 때 두타스테리드 군에서 각
각 23%, 26% 및 18%였습니다. 정자 농도와 정자 형태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24주
간의 추적 조사 후 두타스테리드 그룹의 총 정자 수 평균 백분율 변화는 기준선보다 23%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모든 시점에서 모든 정액 매개변수에 대한 평균값은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임상적으로 유의한 변화(30%)에 대한 사전 정의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2명
의 피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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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asteride 그룹은 52주에 기준선에서 90% 이상 정자 수가 감소했으며 24주 추적 관찰
에서 부분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개별 환자의 생식력에 대한 정액 특성에 대한 두타스테
리드의 효과의 임상적 의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관상 동맥 부전

협심증의 증상이 새롭게 나타나거나 악화되는 경우,알푸신 D 정제를 중단해야 합니다.

선천적 또는 후천적 QT 연장 환자

후천적 또는 선천적 QT 연장 환자 또는 QT 간격을 연장하는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는 
주의하여 사용하십시오.

약물 상호 작용

강력한 CYP3A4 억제제:CYP3A4는 alfuzosin hydrochloride의 대사에 관여하는 주요 
간 효소 isoform입니다. CYP3A4의 강력한 억제제인   케토코나졸 400mg을 반복 투여하
면 알푸조신 염산염 10mg을 단회 투여한 후 알푸조신 염산염 Cmax가 2.3배, AUClast가 
3.2배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케토코나졸의 저용량(200mg/일)을 반복적으로 경
구 투여하면 염산염 10mg을 단일 용량으로 투여한 후 알푸조신 염산염 Cmax가 2.1배, 
AUClast가 2.5배 증가했습니다. 염산알푸조신은 염산알푸조신의 노출이 증가하므로 강력
한 CYP3A4 억제제(예: 케토코나졸, 이트라코나졸 또는 리토나비르)와 병용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Dutasteride는 CYP3A4 및 CYP3A5 동종효소에 의해 인간에서 광범위하게 대사됩니다. 
두타스테리드 약동학에 대한 CYP3A 효소 억제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 약물 상호 
작용 시험이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험관 내 데이터에 따르면 두타스테리드의 혈
중 농도는 리토나비르, 케토코나졸, 베라파밀, 딜티아젬, 시메티딘, 트롤안도마이신 및 시
프로옥사신과 같은 CYP3A4/5 억제제가 있는 경우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약물-약물 상호작
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강력한 만성 CYP3A4 효소 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 두타스테
리드를 처방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두타스테리드는 1,000ng/mL 농도에서 주요 인간 CYP450 동종효소(CYP1A2, CYP2C9, 
CYP2C19, CYP2D6, CYP3A4)에 대한 모델 기질의 체외 대사를 억제하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의 정상 상태 혈청 농도보다 25배 높은 농도입니다.

중간 정도의 CYP3A4 억제제:중간 정도의 강력한 CYP3A4 억제제인   딜티아젬 240mg과 
알푸조신 염산염 7.5mg(2.5mg 1일 3회)의 반복 투여는 알푸조신 염산염의 Cmax 및 
AUC0-24를 1.5배 및 1.3배 증가시켰습니다. 각기. 알푸조신염산염은 딜티아젬의 Cmax
와 AUC0-12를 1.4배 증가시켰다. 이 연구에서 혈압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딜티아
젬은 항고혈압제이며 알푸조신염산염과 항고혈압제의 병용은 일부 환자에서 저혈압을 유
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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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간 마이크로솜에서 치료 용량에 도달한 농도에서 알푸조신은 CYP1A2, 2A6, 2C9, 
2C19, 2D6 또는 3A4 동종효소를 억제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간세포의 1차 배양에서 알푸
조신은 CYP1A, 2A6 또는 3A4 동종효소를 유도하지 않았습니다.

알파-아드레날린성 길항제:알푸조신염산염과 다른 알파차단제 사이의 약동학적 및 약력학
적 상호작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호 작용이 예상될 수 있으며알푸신 D정제는 
다른 알파 차단제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두타스테리드를 탐수로신 또는 테라조신과 병용투여하는 경우 알파-아드레날린성 길항제
의 항정상태 약동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두타스테리드 약동학적 매개변수에 대한 
탐수로신 또는 테라조신 투여의 효과는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DHT 농도의 백분율 변화는 
병용 치료와 비교하여 두타스테리드 단독 투여에서 유사했습니다.

포스포디에스테라제-5(PDE5) 억제제:염산알푸조신을 포함한 알파아드레날린성 길항제
를 PDE5 억제제와 병용투여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알파-아드레날린성 길항제와 PDE5 
억제제는 모두 혈압을 낮출 수 있는 혈관 확장제입니다. 이 두 종류의 약물을 동시에 사용하
면 잠재적으로 증상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고혈압제 및 질산염:복용 시 저혈압/자세 저혈압 및 실신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알푸신 D 항고혈압제 및 질산염과 함께 정제.

시메티딘:하루에 1g의 시메티딘을 반복 투여하면 알푸조신 염산염 Cmax와 AUC 값이 모
두 20% 증가했습니다.

디곡신:7일 동안 알푸조신 염산염 10mg과 디곡신 0.25mg을 반복적으로 병용 투여한 경
우 두 약물의 정상 상태 약동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두타스테리드는 3주 동안 
0.5mg/일 용량을 병용 투여했을 때 디곡신의 정상 상태 약동학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와파린:6명의 건강한 남성 지원자에게 6일 동안 1일 2회 알푸조신 염산염 5mg의 속방성 
정제 제형을 여러 번 투여한 경우 와파린 25mg 단일 경구 투여에 대한 약리학적 반응에 영
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3주간 두타스테리드 0.5mg/day는 와파린과 함께 투여했을 때 
S- 또는 R-와파린 이성질체의 정상 상태 약동학을 변경하거나 프로트롬빈 시간에 대한 와
파린의 효과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아테놀롤:8명의 건강한 젊은 남성 지원자에게 속방성 알푸조신 염산염 2.5mg의 단일 용량
과 함께 100mg의 아테놀롤을 단일 투여했을 때 알푸조신 염산염 Cmax 및 AUC 값이 각
각 28% 및 21% 증가했습니다. Alfuzosin 염산염은 atenolol Cmax와 AUC 값을 각각 
26%와 14% 증가시켰습니다. 이 연구에서 알푸조신 염산염과 아테놀롤의 조합은 평균 혈
압과 평균 심박수를 현저히 감소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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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25 mg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의 단일 투여는 알푸조신 염산염의 
약동학적 매개변수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에서 8명의 환자에서 alfuzosin 
hydrochloride와 hydrochlorothiazide 사이의 약력학적 상호작용의 증거는 없었습니
다.

칼슘 채널 길항제:집단 약동학 분석에서 CYP3A4 억제제인   베라파밀(37%, n=6) 및 딜티
아젬(44%, n=5)을 병용 투여했을 때 두타스테리드 청소율 감소가 관찰되었습니다. 대조
적으로, CYP3A4 억제제가 아닌 다른 칼슘 채널 길항제인 암로디핀을 두타스테리드와 병
용 투여한 경우 청소율 감소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7%, n=4).

베라파밀과 딜티아젬의 존재하에서 청소율의 감소와 이에 따른 두타스테리드의 노출 증가
는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용량 조절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콜레스티라민:두타스테리드 5mg 단회 투여 후 1시간 후 콜레스티라민 12g 투여는 두타스
테리드의 상대적 생체이용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기타 병용 요법:두타스테리드를 항고지혈증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ACE) 억제제, 베타-
아드레날린성 차단제, 칼슘 채널 차단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이뇨제, 비스테로이드성 항
염증제(NSAIDs), PDE-5 억제제 및 퀴놀론 항생제.

환자를 위한 정보

이 약의 성분 중 하나인 알푸조신 투여를 시작할 때 어지러움과 같은 체위저혈압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알푸신 D이 기간 동안 운전, 기계 조작 
또는 위험한 작업 수행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혈압이 있거나 항고혈압제 또는 질산
염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환자는 안과의사에게 이 약의 사용에 대해 알리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알푸신 D환자가 더 
이상 알푸조신 염산염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백내장 수술 또는 눈과 관련된 다른 절차 
전에 정제.

이 약의 성분 중 하나인 알푸조신 치료로 인한 지속발기의 가능성에 대해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알푸신 D 같은 클래스의 정제 및 약물. 이 반응은 극히 드물지만 즉각적인 의료 조치
를 취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발기 부전(발기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두타스테리드가 치료 후 3-6개월 이내에 혈청 PSA 수치를 약 50% 감소
시킨다고 환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PSA 선별 검사를 받는 환자
의 경우 두타스테리드 치료 중 PSA 수치가 증가하면 전립선암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
로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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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환자에게 두타스테리드를 포함한 5알파환원효소억제제(BPH 치료용으로 표시됨)
로 치료받은 남성에서 위약으로 치료받은 남성과 비교하여 이들의 사용을 조사한 남성에서 
고급 전립선암이 증가했음을 알려야 합니다. 전립선암의 위험을 줄이는 약물.

의사는 환자에게 다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알푸신 D두타스테리드를 성분의 하나로 포함
하는 정제는 두타스테리드의 흡수 가능성 및 발육 중인 남성 태아에 대한 잠재적인 잠재적 
위험 때문에 임신 중이거나 임신할 수 있는 여성은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두타스테리드는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의도하지 않은 태아 노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또는 가임기 
여성이 파손된 제품에 접촉한 경우알푸신 D정제, 접촉 부위는 즉시 비누와 물로 씻어야 합
니다.

의사는 다음과 같은 치료를 받는 남성에게 알려야 합니다.알푸신 D두타스테리드를 성분으
로 함유한 알약의 경우 임부가 수혈을 통해 두타스테리드를 투여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지막 투여 후 최소 6개월까지는 헌혈을 해서는 안 된다. 두타스테리드의 혈청 수치는 치
료 종료 후 4-6개월 동안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신장 장애

중증의 신장애(크레아티닌 청소율 <30 mL/min) 환자에게 염산알푸조신을 투여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경증, 중등도 및 중증의 신장애 환자에 대한 약동학 연구에서 전신 노출이 
약 50% 증가했습니다. 3상 연구에서 경증(n=172) 또는 중등도(n=56) 신장애 환자의 안
전성 프로파일은 해당 연구에서 정상 신기능을 가진 환자와 유사했습니다. 안전성 데이터
는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30mL/min 미만인 제한된 수의 환자(n=6)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두타스테리드의 약동학에 대한 신장애의 영향은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타스테리
드의 정상 상태 0.5mg 용량 중 0.1% 미만이 사람의 소변에서 회수되므로 신장애 환자의 
용량 조절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간 장애

알푸조신 염산염은 중등도 또는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게 사용이 금지됩니다. 경증의 간장
애 환자에 대한 염산알푸조신의 약동학은 연구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환자에게 염산알푸조
신을 투여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두타스테리드 약동학에 대한 간 장애의 영향은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두타스테리드는 광범
위하게 대사되기 때문에 간 장애 환자에서 노출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명의 피
험자에게 24주 동안 매일 5mg(치료 용량의 10배)을 투여한 임상 연구에서 치료 용량 
0.5mg에서 관찰된 것과 비교하여 추가적인 이상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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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임신 카테고리 X
알푸신 D이 정제는 가임기 여성 및 임신 중 사용이 금지됩니다. Dutasteride는 남성 생식
기의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는 5
알파 환원효소 억제제입니다. 동물 생식 및 발달 독성 연구에서 두타스테리드는 남성 태아
의 정상적인 외부 생식기 발달을 억제했습니다. 따라서 두타스테리드는 임산부에게 투여 
시 태아에 유해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두타스테리드를 사용하거나 두타스테리드를 복
용하는 동안 환자가 임신한 경우 환자에게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알려야 합니다.

남성 태아의 생식기 기형은 5 알파-환원효소 억제제에 의해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전환
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예상되는 생리학적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유전적 5알파 환원
효소 결핍이 있는 남자 유아의 관찰 결과와 유사합니다. 두타스테리드는 피부를 통해 흡수
됩니다. 잠재적인 태아 노출을 피하기 위해 임신했거나 임신할 수 있는 여성은 두타스테리
드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파손된 상태로 접촉한 경우알푸신 D정제, 접촉 부위는 즉시 비
누와 물로 씻어야 합니다. 두타스테리드는 남성의 정액으로 분비됩니다. 치료받은 남성에
서 측정된 두타스테리드의 최고 측정 정액 농도는 14ng/mL였습니다. 50kg의 여성이 
5mL의 정액에 노출되고 100% 흡수된다고 가정하면 여성의 두타스테리드 농도는 약 
0.175ng/mL가 됩니다. 이 농도는 동물 연구에서 남성 생식기의 이상을 일으키는 농도보
다 100배 이상 적습니다. 두타스테리드는 인간 정액에서 단백질 결합률이 높기 때문에
(>96%), 질 흡수에 사용할 수 있는 두타스테리드의 양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젖 분비

알푸신 D정제는 수유부에게 사용하도록 표시되지 않습니다. 두타스테리드가 모유로 분비
되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소아용

알푸신 D정제는 소아 인구에서 사용하도록 표시되지 않습니다.

알푸조신 염산염의 효능은 배뇨근 누출점 압력(LPP)이 높은 2세에서 16세 사이의 환자 
1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작위, 이중 맹검, 위약 대조, 효능 및 안전성 시험에서 입증되
지 않았습니다. ≥40 cm H2O) 소아용 제제를 사용하여 알푸조신 염산염으로 치료한 신경
학적 기원. 이 시험에는 12주의 효능 단계와 40주의 안전 연장 기간이 포함되었습니다. 알
푸조신 그룹과 위약 그룹 간에 <40cm H20의 배뇨근 누출점 압력을 달성한 환자의 비율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위약 대조 시험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은
# 8805;알푸조신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2%는 위약 그룹보다 발병률이 더 높았습니다: 발
열, 두통, 호흡기 감염, 기침, 코피 및 설사. 전체에 대해 보고된 이상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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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연장을 포함한 12개월 시험 기간은 12주 기간 동안 관찰된 반응과 유형 및 빈도가 유
사했습니다. 염산알푸조신은 2세 미만의 환자에 대해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소아 인구에 
대한 두타스테리드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노인용

alfuzosin 염산염의 임상 연구에서 전체 피험자 수 중 48%는 65세 이상이었고 11%는 75
세 이상이었습니다. 이들 피험자와 젊은 피험자 사이에 안전성이나 유효성의 전반적인 차
이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일부 노인의 더 큰 민감도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3건의 임상 시험에서 두타스테리드를 투여받은 2,167명의 남성 피험자 중 60%가 65세 이
상이었고 15%가 75세 이상이었습니다. 이 피험자와 더 어린 피험자 사이에 안전성이나 효
능의 전반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보고된 다른 임상 경험에서는 노인 환자와 젊
은 환자 사이의 반응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노인 환자의 더 큰 민감도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

알푸조신 염산염

임상시험 경험
임상시험은 매우 다양한 조건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한 약물의 임상시험에서 관찰된 이상반
응 비율은 다른 약물의 임상시험에서 관찰된 이상반응 비율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
며 임상에서 관찰된 비율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608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3건의 위약 대조 임상 시험에서 치료 후 발생하는 유해 사례
의 발생률이 10 및 15mg 알푸조신 염산염의 일일 용량을 평가한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이 
3건의 시험에서 473명의 남성에게 알푸조신 염산염 10mg 서방성 정제를 투여했습니다. 
이 시험에서 알푸조신 염산염 10mg 서방정을 복용하는 환자의 4%가 이상반응으로 인해 
시험에서 철회한 반면, 위약군에서는 3%였습니다.

표 2는 다음에서 발생한 이상반응을 요약한 것입니다.≥알푸조신을 투여받는 환자의 2%, 
위약군보다 높은 발생률. 일반적으로 장기 사용에서 관찰된 이상반응은 3개월 시험에서 아
래에 설명된 이상반응의 유형 및 빈도와 유사했습니다.

표 2: 다음에서 발생하는 이상반응≥처리된 알푸조신 염산염의 2%

환자 및 3개월 동안 위약보다 더 자주, 위약 대조

임상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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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반응 위약
(n=678)

알푸조신
염산염
(n=473)

현기증 19
(2.8%)

27 (5.7%)

상기도 감염 4(0.6%) 14 (3.0%)

두통 12
(1.8%)

14 (3.0%)

피로 12
(1.8%)

13 (2.7%)

염산알푸조신을 투여받은 환자의 1~2%에서 보고되고 위약보다 더 자주 발생하는 기타 이
상반응은 신체 시스템별로 알파벳 순으로 나열되며 신체 시스템 내에서 빈도가 감소함에 
따라 나열됩니다.

몸 전체:통증
위장 시스템:복통, 소화불량, 변비, 메스꺼움 생식 기관:무력

호흡기 체계:기관지염, 부비동염, 인두염

임상 연구에서 기립의 징후와 증상:알푸조신 염산염 10mg에 대한 이중 맹검 3상 시험에서 
발생한 기립과 관련된 이상 반응은 표 3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약 20-30%의 
환자가 항고혈압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표 3: 기립과 관련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환자의 수(%)

3개월, 위약 대조 임상 시험에서

증상 위약
(n=678)

알푸조신
염산염
(n=473)

현기증 19
(2.8%)

27 (5.7%)

저혈압 또는 자세성 저혈압 0 2(0.4%)

졸도 0 1(0.2%)

세 가지 대조 연구에서 혈압 변화 또는 기립성 저혈압에 대한 테스트가 수행되었습니다. 수
축기 혈압 감소 (≤90mmHg, 감소≥기준선에서 20 mmHg)가 674명의 위약 환자 중 누
구도 관찰되지 않았고 469명의 알푸조신 염산염 환자 중 1명(0.2%)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이완기 혈압 감소(≤50m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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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와 함께≥기준선에서 15mmHg)가 위약 환자의 3명(0.4%)과 알푸조신 염산염 환자
의 4명(0.9%)에서 관찰되었습니다. 기립성 검사 양성(수축기 혈압 감소≥앙와위에서 일
어설 때 20 mmHg)는 위약 환자의 52명(7.7%)과 알푸조신 염산염 환자의 31명(6.6%)에
서 관찰되었습니다.

두타스테리드

임상시험 경험
임상시험은 매우 다양한 조건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한 약물의 임상시험에서 관찰된 이상반
응 비율은 다른 약물의 임상시험에서 관찰된 비율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며 실제 관
찰된 비율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타스테리드를 투여받은 피험자에서 보고된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발기 부전, 성욕 감소, 
유방 장애(유방 확대 및 압통 포함), 사정 장애였습니다.

이상반응으로 인한 연구 철회는 두타스테리드를 사용한 위약 대조 시험에서 두타스테리드
를 투여받은 피험자의 4%, 위약을 투여받은 피험자의 3%에서 발생했습니다. 연구 중단으
로 이어진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발기부전(1%)이었다.

단독 요법
BPH가 있는 4,300명 이상의 남성 피험자들은 3개의 동일한 2년, 위약 대조, 이중 맹검, 3
상 치료 시험에서 위약 또는 0.5mg 1일 용량의 두타스테리드를 받도록 무작위 배정되었으
며, 각각 2년, 공개 라벨이 뒤따랐습니다. 확대. 이중맹검 치료 기간 동안 남성 피험자 
2,167명이 두타스테리드에 노출되었으며 이중 1,772명은 1년간, 1,510명은 2년 동안 노
출됐다. 오픈라벨 연장을 포함하면 1,009명의 남성 피험자가 3년 동안 두타스테리드에 노
출되었고 812명이 4년 동안 노출되었습니다. 인구는 47~94세(평균 연령: 66세)였으며 
90% 이상이 백인이었습니다. 표 4는 두타스테리드를 투여받은 피험자의 최소 1%에서 보
고되었으며 위약을 투여받은 피험자보다 더 높은 발생률로 보고된 임상적 이상반응을 요약
한 것입니다.

표 4: 24개월 동안 피험자의 #8805;1%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위약보다 두타스테리드 투여군에서 기간 및 빈도

시간별 그룹(무작위, 이중 맹검, 위약 대조 연구 통합)

습격

이상 반응 발병의 이상 반응 시간

개월
0-6

개월
7-12

개월
13-18

개월
19-24

두타스테리드(n)
위약(명사)

(n=2,167)
(n=2,158)

(n=1,901)
(n=1,922)

(n=1,725)
(n=1,714)

(n=1,605)
(n=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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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두타스테리드
위약

4.7%
1.7%

1.4%
1.5%

1.0%
0.5%

0.8%
0.9%

성욕 감소
두타스테리드
위약

3.0%
1.4%

0.7%
0.6%

0.3%
0.2%

0.3%
0.1%

사정 1.4%
0.5%

0.5%
0.3%

0.5%
0.1%

0.1%
0.0%ㅏ장애

두타스테리드
위약

유방 장애비
두타스테리드
위약

0.5%
0.2%

0.8%
0.3%

1.1%
0.3%

0.6%
0.1%

a 이러한 성적 이상반응은 두타스테리드 치료(단일 요법 및 탐수로신과의 병용 포함)와 관
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반응은 치료 중단 후에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성에
서 두타스테리드의 역할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b 유방 압통과 유방 확대를 포함합니다.

장기 치료(최대 4년)
고급 전립선암:REDUCE 시험은 50-75세 남성 8,231명이 등록한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 대
조 시험으로 혈청 PSA가 2.5ng/mL~10ng/mL이고 지난 6개월 동안 전립선 생검이 음성
이었습니다. 피험자들은 최대 4년 동안 위약(N=4,126) 또는 0.5mg의 두타스테리드
(N=4,105)를 매일 투여받도록 무작위 배정되었습니다. 평균 연령은 63세였으며 91%가 
백인이었습니다. 피험자는 치료 2년 및 4년에 프로토콜에 따라 예정된 전립선 생검을 받았
거나 임상적으로 지시된 경우 예정되지 않은 시간에 '원인에 따른 생검'을 받았습니다. 위
약군(0.5%)에 비해 두타스테리드 투여군(1.0%)에서 글리슨 점수 8-10 전립선암 발병률
이 더 높았습니다. 다른 5알파환원효소 억제제(나스테리드 5mg)를 사용한 7년 위약 대조 
임상 시험에서, Gleason 점수 8-10 전립선암에 대한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습니다
(nasteride 1.8% 대 위약 1.1%). 두타스테리드로 치료받은 전립선암 환자에서 임상적 이
점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생식 및 유방 장애
두타스테리드를 사용한 3개의 중요한 위약 대조 BPH 시험에서 각각의 기간은 4년으로, 치
료 기간이 연장된 경우 성적 이상반응(발기부전, 성욕 감소, 사정 장애)이 증가하거나 유방 
질환이 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 3건의 임상시험 중 두타스테리드군에서 유방암이 1
건, 위약군에서 1건이 발생했다. 4년 ComBAT 시험 또는 4년 REDUCE 시험에서 어떤 치
료군에서도 유방암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두타스테리드의 장기간 사용과 남성 유방 
종양 사이의 관계는 현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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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 차단제 요법과의 병용
BPH가 있는 4,800명 이상의 남성 피험자들은 4년 이중 맹검 시험에서 1일 1회 투여되는 
0.5mg 두타스테리드, 0.4mg 탐수로신 또는 병용 요법(0.5mg 두타스테리드 + 0.4mg 탐
수로신)을 받도록 무작위로 할당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623명의 피험자가 두타스테리
드 단독 요법을 받았습니다. 1,611명의 피험자가 탐수로신 단독요법을 받았습니다. 1,610
명의 피험자가 병용 요법을 받았습니다. 인구는 49세에서 88세(평균 연령: 66세)였으며 
88%가 백인이었습니다.

병용 요법(두타스테리드 + 탐수로신)을 받은 대상에서 보고된 가장 흔한 이상 반응은 발기 
부전, 성욕 감소, 유방 장애(유방 확대 및 압통 포함), 사정 장애 및 현기증이었습니다. 사정 
장애는 단독 요법으로 두타스테리드(2%) 또는 탐수로신(4%)을 투여받은 사람들에 비해 
병용 요법(11%)을 받은 피험자에서 유의하게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상반응으로 인한 시험 중단은 병용 요법(두타스테리드 + 탐수로신)을 투여받은 피험자의 
6%, 단독 요법으로 두타스테리드 또는 탐수로신을 투여받은 피험자의 4%에서 발생했습
니다. 시험 중단으로 이어진 모든 치료군에서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발기부전이었다
(1~1.5%).

심부전:두타스테리드와 알파-결합 요법을 사용한 시험에서

차단제, 치료 4년 후 복합 용어 심장

병용 요법 그룹(12/1,610; 0.7%)의 실패는 어느 쪽보다 높았습니다.

단독요법군: dutasteride, 2/1,623(0.1%) 및 tamsulosin, 9/1,611(0.6%).

복합 심부전은 별도의 4년 위약 대조군에서도 조사되었습니다.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두타스테리드를 평가하는 시험. 그만큼

두타스테리드를 복용한 피험자의 심부전 발생률은 0.6%(26/4,105)였습니다.

위약 대상의 0.4%(15/4,126)와 비교됩니다. 대부분의 과목은

두 시험 모두에서 심부전은 다음과 같은 위험 증가와 관련된 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부전. 따라서 수치적 불균형의 임상적 의의는

심부전은 불명. 두타스테리드 단독 투여 또는 병용 투여와 인과관계 없음

tamsulosin 및 심부전과의 조합이 확립되었습니다. 불균형 없음

두 시험 모두에서 전반적인 심혈관계 이상반응의 발생률에서 관찰되었습니다.

마케팅 후 경험

알푸조신 염산염
알푸조신 염산염의 승인 후 사용 중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반응
은 불확실한 규모의 모집단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빈도를 안정적으로 추정하거
나 약물 노출과의 인과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 장애:부종.
심장 장애:기존에 관상 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의 빈맥, 흉통, 협심증, 심방 세동.

위장 장애:설사.
간담도 장애:간세포 및 담즙정체성 간 손상(약물 중단으로 이어지는 황달이 있는 경우 포
함).
호흡기계 장애: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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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 기관 장애:지속발기증.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발진, 가려움증, 두드러기, 혈관부종.

혈관 장애:홍조.
혈액 및 림프계 장애:혈소판 감소증

두타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의 승인 후 사용 중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불확실한 규모의 모집단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빈도를 안정적으로 추정하거나 
약물 노출과의 인과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반응은 심각
성, 보고 빈도 또는 두타스테리드와의 잠재적 인과 관계의 조합으로 인해 포함하도록 선택
되었습니다.

면역 체계 장애:발진, 가려움증,

두드러기, 국소 부종, 심각한 피부 반응 및 혈관 부종.

신생물:남성 유방암.

정신 장애:우울한 기분.

생식 기관 및 유방 장애:고환 통증 및 고환 붓기.

과다 복용

과량투여알푸신 D정제는 알푸조신 염산염 성분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혈압의 경우 심혈관계의 지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압의 회복과 심박수의 정
상화는 환자를 앙와위 자세로 유지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가 부적절하면 정
맥 주사액 투여를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승압제를 사용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신기
능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Alfuzosin 염산염은 82-90%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
습니다. 따라서 투석은 유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원자 연구에서 두타스테리드를 최대 40mg(치료 용량의 80배)까지 7일 동안 단회 투여
한 결과 심각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임상 연구에서 60명의 피험자에게 
5mg(치료 용량의 10배)의 일일 용량을 6개월 동안 투여했으며 0.5mg의 치료 용량에서 
나타난 추가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두타스테리드에 대한 특별한 해독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량투여가 의심되는 경우 두타스
테리드의 긴 반감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대증요법 및 지지요법을 실시해야 한다.

보관 및 취급 지침

빛으로부터 보호되는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포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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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푸신 D

10정의 스트립

최종 업데이트: 2013년 12월 최종 
검토: 2013년 12월

새로운 콘텐츠
(/new_content) 데모
전문가의
견해
(/전문가-
견해-
목록)
지침
(/지침-
목록)
임상 도구
(/객관적인-

도구 목록)

장치 유용한 링크
(/유용한 링크-
목록)
달력
(/이벤트-

목록 페이지)
가장 인기있는
(/대부분-

인기있는)

우리와 접촉
(/장치-
데모)
제품 색인
(/제품-
색인 목록)
PG 퀴즈(/pg-
퀴즈 목록)
저널
(/저널리스트)

시플라메드 구독하기
뉴스 레터

귀하의 이메일 ID를 입력 구독하다

나는 로봇이 아니다
reCAPTCHA
은둔-자귀

WWW.CIPLA.COM (http://www.cipla.com/) |

WWW.BREATHEFREE.COM

(http://www.breathefree.com/)

문의하기 (/contactus-nonregistered) |

회사 소개(/about-us) | 사이트맵(/사이트맵) |

개인정보 보호정책(/privacy-policy) |

면책 조항(/면책 조항)

앱 다운로드

© 저작권 2022 -- 판권 소유

https://www.ciplamed.com/content/alfusin-d-tablets 22/22

https://www.ciplamed.com/new_content
https://www.ciplamed.com/expert-viewpoint-listing
https://www.ciplamed.com/guidelines-listing
https://www.ciplamed.com/clinical-tools-list
https://www.ciplamed.com/device-demo
https://www.ciplamed.com/product-index-listing
https://www.ciplamed.com/pg-quiz-listing
https://www.ciplamed.com/journal-list
https://www.ciplamed.com/usefullinks-list
https://www.ciplamed.com/event-listing-page
https://www.ciplamed.com/most-populars
https://www.ciplamed.com/contactus-nonregistered
https://www.ciplamed.com/about-us
https://www.ciplamed.com/sitemap
https://www.ciplamed.com/privacy-policy
https://www.ciplamed.com/disclaimer
http://www.cipla.com/
http://www.breathefree.com/
https://itunes.apple.com/in/app/ciplamed/id1155517294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ciplamed
https://www.google.com/intl/en/policies/privacy/
https://www.google.com/intl/en/policies/ter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