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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가렐릭스 주사
(deg'' rel'ix)로 발음

이 약이 처방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데가렐릭스 주사는 진행성 전립선암(전립선[남성 생식선]에서 시작되는 암)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Degarelix 주사는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GnRH) 수용체 길항제라고 하는 약물 종류에 속합니다. 그것은 신체에서 생성되는 테스토스
테론(남성 호르몬)의 양을 줄임으로써 작동합니다. 이것은 성장하기 위해 테스토스테론이 필요한 전립선암 세포의 확산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오 이 약을 사용해야합니까?

데가렐릭스 주사는 가루로 되어 액체와 혼합되어 갈비뼈와 허리선에서 떨어진 배 부위의 피부 아래에 주사됩니다. 일반적으
로 의료 시설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28일에 한 번씩 주사합니다.

데가렐릭스 주사를 받은 후에는 벨트나 허리띠가 약물을 주사한 부위에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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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가렐릭스 주사를 맞기 전,
데가렐릭스 주사, 다른 약물 또는 데가렐릭스 주사의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의사와 약사에게 알리십시오. 성분 
목록은 약사에게 문의하거나 환자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의사와 약사에게 귀하가 복용 중이거나 복용할 예정인 처방 및 비처방 약품, 비타민, 영양 보조제, 약초 제품에 대해 알리
십시오. amiodarone(Cordarone), disopyramide(Norpace), quinidine, procainamide 또는 
sotalol(Betapace) 중 하나를 반드시 언급하십시오. 의사는 약물의 복용량을 변경하거나 부작용에 대해 주의 깊게 모
니터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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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QT 증후군(불규칙한 심장 박동, 실신 또는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는 드문 심장 문제)이 있거나 있었던 적이 있는지 의
사에게 알리십시오. 혈액 내 칼슘, 칼륨, 마그네슘 또는 나트륨 수치가 높거나 낮습니다. 또는 심장, 간 또는 신장 질환.

임신했거나 임신할 수 있는 여성은 데가렐릭스 주사를 맞아서는 안 됩니다. Degarelix 주사는 태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데가렐릭스 주사를 맞는 경우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모유 수유 중인 경우 데가렐릭스 주사를 받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모자 특별 식단 지침을 따라야 합니까?

의사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식단을 계속하십시오.

복용량을 잊은 경우 모자를 써야 하나요?

데가렐릭스 주사를 받기 위한 약속을 놓치면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모자 부작용이 약물이 일으킬 수 있습니까?

Degarelix 주사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 증상 중 하나라도 심각하거나 사라지지 않으면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약물을 주입한 부위의 통증, 발적, 부기, 딱딱함 또는 가려움증

일과성

과도한 발한 또는 야간 발한

메스꺼움

변비

설사

체중 증가 또는 감소

약점

현기증

두통

피로

잠들기 어렵거나 잠들지 못함

가슴의 확대

성적 욕망 또는 능력 감소

허리 또는 관절 통증

일부 부작용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거나 응급 치료
를 받으십시오.

두드러기

발진

호흡 곤란 또는 삼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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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거나 불규칙하거나 두근거리는 심장 박동

swelling of the face, throat, tongue, lips, eyes, hands, feet, ankles, or lower legs

hoarseness

fluttering feeling in the chest

fainting

painful, frequent, or difficult urination

fever or chills

Degarelix injection may cause your bones to become weaker and more brittle than they were at the 
beginning of your treatment. Talk to your doctor about the risks of taking this medication.

Degarelix injection may cause other side effects. Call your doctor if you have any unusual problems while 
receiving this medication.

If you experience a serious side effect, you or your doctor may send a report to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s (FDA) MedWatch Adverse Event Reporting program online
(http://www.fda.gov/Safety/MedWatch [http://www.fda.gov/Safety/MedWatch] ) or by phone (1-800-332- 
1088).

n case of emergency/over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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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으켰거나, 호흡 곤
란을 겪거나, 깨어나지 못하면 즉시 911로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십시오.

모자 다른 정보를 알아야합니까?

의사 및 검사실과의 모든 약속을 지키십시오. 의사는 데가렐릭스 주사에 대한 신체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 실험
실 검사를 지시할 것입니다. 의사는 치료 중 혈압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실험실 검사를 받기 전에 의사와 실험실 직원에게 데가렐릭스 주사를 받고 있음을 알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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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드 이름

피르마곤®

최종 수정 - 2018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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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를 인용하는 방법 알아보기

American Society of Health-System Pharmacists, Inc. 면책 조항
AHFS®환자 투약 정보™. © 저작권, 2022. 미국 건강 시스템 약사 협회®, 4500 East-West Highway, Suite 900, 

Bethesda, Maryland. 판권 소유. 복사
상업적 사용을 위해서는 ASHP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립 의학 도서관 8600 Rockville Pike, Bethesda, MD 20894 미국 보건 복지부

국립 보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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