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방 정보의 하이라이트 이 하이라이트에는 NAMZARIC 캡슐을 안전하
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NAMZARIC 캡슐에 대한 전체 처방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기사항 ------------------- ----------- 
NAMZARIC은 메만틴 염산염, 도네페질 염산염, 피페리딘 유도체 또는 제제에 사용
된 모든 부형제에 과민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자에게 금기입니다(4)

NAMZARIC(메만틴 염산염 서방형 및 도네페질 염산염) 캡슐, 경구 사용

미국 최초 승인: 2014년

- - - - - - - - - - - - - - - - - - - - - - 경고 및 주의사항 -----------------------
• NAMZARIC은 마취 중 숙시닐콜린형 근육 이완을 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1)
• NAMZARIC은 서맥 또는 심장 차단으로 나타나는 동방 및 방실 결절에 미

주신경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5.2)
• 활동성 또는 잠복성 위장관 출혈의 증상, 특히 궤양 발병 위험이 높은 환자를 모니

터링합니다(5.3).
• NAMZARIC은 설사, 메스꺼움 및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5.4)
• NAMZARIC은 방광 유출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5.5).
• 소변 pH를 높이는 조건은 메만틴의 소변 제거를 감소시켜 메만틴의 혈장 수

준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5.5, 7.1)

- - - - - - - - - - - - - - - - - - - - - - - - - 표시 및 사용법-------------------- -------- 
NAMZARIC은 NMDA 수용체 길항제인 메만틴 염산염 서방형과 아세틸콜린에스테
라제 억제제인   도네페질 염산염의 조합으로 다음 조건에 안정화된 알츠하이머 유형
의 중등도 내지 중증 치매 치료에 사용됩니다.

• 메만틴 염산염(10 mg 1일 2회 또는 28 mg 1일 1회 서방성) 및 도네페질 염산
염 10 mg(1), 또는

• 메만틴 염산염(5mg 1일 2회 또는 14mg 연장 방출 1일 1회) 및 도네페질 염
산염 10mg(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상 반응 ------------------ ----------

• 메만틴 염산염 서방성 28mg/일 사용 시 최소 5% 이상의 빈도로 발생하는 가
장 흔한 이상반응은 두통, 설사, 현기증이었습니다(6.1).

• 도네페질을 투여한 환자에서 최소 5%의 빈도로 위약 비율의 2배 이상에서 발
생하는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설사, 식욕부진, 구토, 메스꺼움 및 반상출혈을 
포함한다(6.1)

- - - - - - - - - - - - - - - - - - - - - - 용법 및 투여 -----------------------
• 메만틴 염산염(10mg 1일 2회 또는 28mg 서방성 1일 1회) 및 도네페질 염산

염 10mg을 복용 중인 환자는 저녁에 1일 1회 NAMZARIC 28mg/10mg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2.1).

• NAMZARIC은 음식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체 또는 사과 소스에 뿌릴 수 있습
니다. 나누거나 씹거나 부수지 마십시오(2.2)

• 중증 신장애: 염산 메만틴(5mg 1일 2회 또는 14mg 서방성 1일 1회) 및 도네페
질 염산염 10mg을 투여 중인 환자는 NAMZARIC 14mg/10mg(2.3)으로 전환 
가능

의심되는 이상 반응을 보고하려면 Forest Laboratories, LLC에 연락하십
시오. 1-800-678-1605 또는 FDA 1-800-FDA-1088 또는 
www.fda.gov/medwatch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약물 상호작용------------------ --------------
• NMDA 길항제와 병용: 주의해서 사용(7.2)
• NAMZARIC은 항콜린성 약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7.4)
• 숙시닐콜린, 유사한 신경근 차단제 또는 콜린성 작용제의 병용 투여는 상승 효과

를 유발할 수 있음(7.5)

- - - - - - - - - - - - - - - - - - - - 복용 형태 및 함량----------- NAMZARIC 캡슐:

• 14 mg 메만틴 염산염 연장 방출 및 10 mg 도네페질 염산염(3)

• 28 mg 메만틴 염산염 연장 방출 및 10 mg 도네페질 염산염(3)
환자 상담 정보 및 FDA 승인 환자 라벨은 17을 참조하십시오.

개정: 2014년 12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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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처방 정보

1 표시 및 사용법

NAMZARIC은 다음 조건에 안정화된 알츠하이머 유형의 중등도에서 중증 치매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 메만틴 염산염(10mg 1일 2회 또는 28mg 1일 1회 서방성) 및 도네페질 염산염 10mg.

• 메만틴 염산염(5mg 1일 2회 또는 14mg 서방성 1일 1회) 및 도네페질 염산염 10mg(심각
한 신장애 환자의 경우).

2 용법 및 투여

2.1 권장 투여량

메만틴 염산염(10mg 1일 2회 또는 28mg 서방성 1일 1회) 및 도네페질 염산염 10mg으로 안정화된 환
자는 저녁에 1일 1회 NAMZARIC 28mg/10mg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메만틴 염산염과 염산
도네페질을 별도로 투여한 마지막 투여 다음   날 이 약을 시작해야 합니다.

환자가 NAMZARIC의 단일 용량을 놓친 경우 용량을 두 배로 늘리지 않고 예정된 대로 다음 용량
을 복용해야 합니다.

2.2 관리 정보

NAMZARIC은 음식과 함께 또는 음식 없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NAMZARIC 캡슐은 그대로 복용하거
나 개봉하여 사과 소스에 뿌리고 씹지 않고 삼킬 수 있습니다. 각 NAMZARIC 캡슐의 전체 내용물을 섭
취해야 합니다. 복용량을 나누어서는 안됩니다.

NAMZARIC 캡슐을 개봉하여 사과 소스에 뿌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NAMZARIC 캡슐을 통째로 삼
켜야 합니다. NAMZARIC 캡슐은 나누거나 씹거나 부수어서는 안 됩니다.

2.3 중증 신장애 환자의 투여

중증 신장애 환자(Cockcroft-Gault 식에 기초한 크레아티닌 청소율 5-29mL/min), 염산 메만틴(5mg 
1일 2회 또는 14mg 연장 방출 1일 1회) 및 도네페질 염산염 10mg으로 안정화된 환자는 다음으로 전
환할 수 있습니다. NAMZARIC 14 mg/10 mg, 1일 1회 복용.

삼 투여 형태 및 강도

NAMZARIC 캡슐:

• 14mg 메만틴 염산염 연장 방출/10mg 도네페질 염산염 캡슐은 검은색 "FL 14/10" 방사상 각
인이 있는 연한 녹색의 불투명한 캡슐입니다.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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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mg 메만틴 염산염 연장 방출형/10 mg 도네페질 염산염 캡슐은 검은색 "FL 28/10" 방사상 
각인이 있는 파란색의 불투명한 캡슐입니다.

4 금기 사항

NAMZARIC은 메만틴 염산염, 도네페질 염산염, 피페리딘 유도체 또는 제제에 사용된 모든 부형제
에 과민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자에게 금기입니다..

5 경고 및 주의사항

5.1 마취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인   도네페질 염산염은 마취 중 숙시닐콜린형 근육 이완을 과장할 가능성이 있
습니다.

5.2 심혈관 질환

약리학적 작용 때문에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는 동방 및 방실 결절에 미주신경성 효과를 나타낼 수 있
습니다. 이 효과는 알려진 기저 심장 전도 이상이 있거나 없는 환자에서 서맥 또는 심장 차단으로 나타
날 수 있습니다. 도네페질염산염의 사용과 관련하여 실신 에피소드가 보고되었습니다.

5.3 소화성 궤양 질환 및 위장 출혈

1차 작용을 통해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는 콜린성 활성 증가로 인해 위산 분비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될 수 있습니다. 도네페질염산염 5mg~10mg의 임상 연구에서 위약에 비해 소화성 궤양이나 위장관 출
혈의 발생률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AMZARIC으로 치료받는 환자, 특히 궤양 발병 위
험이 높은 환자, 예를 들어 궤양 질환의 병력이 있는 환자 또는 동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를 
투여받는 환자와 같이 활동성 또는 잠복성 위장관 출혈의 증상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5.4 메스꺼움과 구토

도네페질 염산염은 약리학적 특성의 예측 가능한 결과로 시작되었을 때 설사, 메스꺼움 및 구토를 유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효과는 경미하고 일시적이며 때로는 1~3주 지속되며 
도네페질 염산염을 계속 사용하는 동안 해소되지만 치료 시작 시 환자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5.5 비뇨생식기 질환

도네페질염산염의 임상시험에서 관찰되지는 않았지만 콜린유사제는 방광유출폐쇄를 유발할 수 있
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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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pH를 높이는 조건은 메만틴의 소변 제거를 감소시켜 메만틴의 혈장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습
니다.[약물 상호 작용(7.1) 참조].

5.6 발작

도네페질 염산염을 포함한 콜린 유사제는 전신 경련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러
나 발작 활동은 알츠하이머병의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5.7 폐 질환

콜린 유사 작용 때문에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는 천식이나 폐쇄성 폐질환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주의
해서 처방되어야 합니다.

6 이상 반응

다음과 같은 중대한 이상반응은 아래 및 라벨링의 다른 부분에서 논의됩니다.

• 심혈관 질환[경고 및 주의 사항(5.2) 참조]
• 소화성 궤양 질환 및 위장 출혈[경고 및 예방 조치(5.3) 참조]
• 메스꺼움과 구토[경고 및 예방 조치(5.4) 참조]
• 비뇨생식기 질환[경고 및 예방 조치(5.5) 참조]
• 발작[경고 및 예방 조치(5.6) 참조]
• 폐 질환[경고 및 예방 조치(5.7) 참조]

6.1 임상 시험 경험

임상시험은 매우 다양한 조건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한 약물의 임상시험에서 관찰된 이상반응 비율은 
다른 약물의 임상시험에서 관찰된 이상반응 비율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며 실제 관찰된 비율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만틴 염산염

메만틴 염산염 연장 방출은 치료를 위해 중등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 유형 치매 환자 676명(메만틴 
28mg/일 용량으로 치료한 환자 341명, 위약으로 치료한 환자 335명)을 대상으로 한 이중 맹검, 위약 대
조 시험에서 평가되었습니다. 기간은 최대 24주입니다. 무작위 배정된 환자 중 메만틴 28mg/일 치료 
236명과 위약 치료 227명은 스크리닝 전 3개월 동안 안정적인 용량의 도네페질을 복용했습니다.

메만틴 염산염 투여 중단으로 이어지는 이상 반응

메만틴염산염 서방성 위약대조 임상시험에서 메만틴염산염 서방성 28mg/일 투여군과 위약군에서 이상
반응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의 비율은 10%와 6%였으며, 각기. 치료를 중단한 메만틴 염산염 서방성 
치료군에서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어지러움이었고, 비율은 1.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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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만틴 염산염에 대한 가장 흔한 이상반응

메만틴 염산염 서방성 그룹에서 최소 5%의 빈도로 위약보다 더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메만틴 염산염 서방성의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두통이었습니
다. , 설사 및 현기증.

표 1은 메만틴 염산염 서방성 치료군에서 발생률이 2% 이상이고 위약보다 높은 비율로 발생
한 이상반응을 나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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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번 테이블: 중등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메만틴 염산염 서방성 이상반응

위약
(n = 335)

%

메만틴 염산염
확장 릴리스

28mg
(n = 341)

%

이상 반응

위장 장애
설사 4 5
변비 1 삼
복통 1 2
구토 1 2
감염 및 감염
인플루엔자 삼 4
조사
무게 증가 1 삼
근골격 및 결합 조직 장애
허리 통증 1 삼
신경계 장애
두통 5 6
현기증 1 5
졸림 1 삼
정신 장애
불안 삼 4
우울증 1 삼
침략 1 2
신장 및 비뇨기 장애
요실금 1 2
혈관 장애
고혈압 2 4
저혈압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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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페질염산염

도네페질염산염 투여중단으로 이어지는 이상반응

염산도네페질의 대조 임상시험에서 염산도네페질로 치료한 환자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중단 비율은 약 
12%였으며, 위약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경우 7%였습니다. 도네페질염산염 환자의 최소 2%에서 발생하
고 위약군에서 2배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투여 중단으로 이어진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식욕부
진(2%), 오심(2%), 설사(2%)였다. ) 및 요로 감염(2%).

도네페질염산염에 대한 가장 흔한 이상반응

도네페질 염산염 투여군에서 최소 5%의 빈도로 위약 비율에서 2배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중
증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조 임상 시험에서 염산도네페질로 보고된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설사, 식욕부진이었습니다. , 구토, 메스꺼움 및 반상출혈. 경증에서 중등도의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
으로 한 대조 임상 시험에서 염산도네페질로 보고된 가장 흔한 이상 반응은 불면증, 근육 경련 및 피로였
습니다.

표 2는 중증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조 시험에서 염산도네페질 투여군에서 2% 이상의 발
생률과 위약군보다 높은 빈도로 발생한 이상반응을 나열합니다.

표 2: 중증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염산도네페질의 이상반응
질병

도네페질염산염
10mg/일
(n = 501)

%

위약
(n = 392)

%
신체 시스템/이상반응

모든 이상 반응이 있는 환자의 비율 73 81

몸 전체

사고 12 13

전염병 9 11

두통 삼 4

통증 2 삼

허리 통증 2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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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증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염산도네페질의 이상반응
질병

열 1 2

가슴 통증 < 1 2

심혈관계

고혈압 2 삼

출혈 1 2

졸도 1 2

소화 시스템

설사 4 10

구토 4 8

신경성 식욕 부진증 4 8

메스꺼움 2 6

혈액 및 림프계

반상 출혈 2 5

대사 및 영양 시스템

증가된 크레아틴 포스포키나제 1 삼

탈수 1 2

고지혈증 < 1 2

신경계

불명증 4 5

적의 2 삼

신경질 2 삼

환각 1 삼

졸림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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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증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염산도네페질의 이상반응
질병

현기증 1 2

우울증 1 2

착란 1 2

정서적 불안정 1 2

성격 장애 1 2

피부와 부속기

습진 2 삼

비뇨생식기

요실금 1 2

6.2 시판 후 경험

메만틴 염산염 및 도네페질 염산염의 승인 후 사용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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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만틴 염산염

급성 신부전, 무과립구증, 심부전 울혈성, 간염, 백혈구 감소증(호중구 감소증 포함), 췌장염, 범혈구
감소증,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 자살 충동, 혈소판 감소증 및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도네페질염산염

복통, 동요, 담낭염, 착란, 경련, 환각, 심장차단(모든 유형), 용혈성 빈혈, 간염, 저나트륨혈증, 신경이
완제 악성 증후군, 췌장염 및 발진.

7 약물 상호 작용

7.1 소변을 알칼리성으로 만드는 약물과 함께 메만틴 사용

메만틴의 청소율은 pH 8의 알칼리성 소변 조건에서 약 80%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소변 pH가 알칼리성 
조건으로 변경되면 메만틴의 축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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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는 약물. 소변 pH는 식이, 약물(예: 탄산탈수효소 억제제, 중탄산나트륨) 및 환자
의 임상 상태(예: 신세뇨관 산증 또는 요로의 중증 감염)에 의해 변경됩니다. 따라서 메만틴은 이러한 조
건에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7.2 다른 N-메틸-D-아스파테이트(NMDA) 길항제와 함께 메만틴의 사용

메만틴 염산염과 다른 NMDA 길항제(아만타딘, 케타민 및 덱스트로메토르판)의 병용 사용은 체계적
으로 평가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사용은 주의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7.3 도네페질 대사에 대한 다른 약물의 영향

CYP3A4(예: 케토코나졸) 및 CYP2D6(예: 퀴니딘) 억제제는 도네페질 대사를 억제합니다.시험
관 내. 퀴니딘의 임상적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CYP3A4 유도제(예: 페니토인, 카르바마제핀, 덱사메타손, 리팜핀, 페노바르비탈)는 도네페질 제거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7.4 항콜린제와 함께 도네페질 사용

도네페질 염산염을 포함한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는 작용 기전 때문에 항콜린성 약물의 활성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7.5 콜린 유사체 및 기타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와 도네페질의 사용

염산도네페질을 포함한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를 숙시닐콜린, 유사한 신경근 차단제 또는 베테인콜과 
같은 콜린성 작용제와 동시에 투여하면 상승 효과가 예상될 수 있다.

8. 특정 집단에서의 사용

8.1 임신

임신 카테고리 C: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NAMZARIC 또는 그 활성 성분(메만틴 염산염 및 도네페질 염산염)에 대한 적절
하고 잘 통제된 연구가 없습니다. NAMZARIC은 잠재적 이점이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만 임신 중에 사용해야 합니다.

메만틴 염산염

기관 형성 기간 동안 임신한 랫트와 임신한 토끼에게 경구 투여한 메만틴은 시험된 최고 용량까지 최
기형성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 mg/m에서 NAMZARIC[28 mg/10 mg/일]의 최대 권장 인간 용량
[MRHD]에서의 메만틴 용량2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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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짓기 전부터 산후까지 경구 메만틴을 쥐에게 투여한 연구에서 18 mg/kg/day의 경구 용량에서 약간
의 모체 독성, 새끼 체중 감소 및 골화되지 않은 경추의 발생 증가가 관찰되었습니다. 기간. 임신 15일부
터 산후 기간까지 쥐를 치료한 연구에서 이 용량에서 약간의 모체 독성과 새끼 체중 감소가 나타났습니
다. 이러한 효과에 대한 무영향 용량은 6mg/kg으로, 이는 mg/m에서 NAMZARIC의 MRHD의 2배입니
다.2기초.

도네페질염산염

기관 형성 기간 동안 임신한 랫드 및 토끼에 도네페질을 경구 투여한 경우 최대 16 mg/kg/day의 용량에
서 최기형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mg/m에서 NAMZARIC MRHD에서 도네페질 용량의 약 15
배).2기준) 및 10 mg/kg/일(mg/m 기준 MRHD의 약 7배2기준), 각각. 도네페질(1, 3, 10 mg/kg/day)
을 랫드에 경구 투여한 경우 임신 후기와 수유 기간 동안 최고 용량에서 사산이 증가하고 산후 4일째까지 
새끼의 생존이 감소했습니다. 3 mg/kg/day의 무효과 용량은 mg/m에서 NAMZARIC의 MRHD에서 도
네페질 용량의 약 3배입니다.2기초.

8.3 수유부

메만틴 또는 도네페질이 모유로 배설되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많은 약물이 모유로 배설되
기 때문에 수유부에게 이 약을 투여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8.4 소아용

소아 환자에 대한 NAMZARIC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메만틴은 자폐증, 아스퍼거 장애 및 PDD-NOS(Pervasive Development Disorder-Not Other 
Specified)를 포함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가 있는 6-12세 소아 환자 578명을 대상으로 한 2건의 
12주 대조 임상 연구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메만틴은 6세 미만 또는 12세 이상의 소아 환자
에서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메만틴 치료는 3mg/일에서 시작되었고 용량은 6주차까지 목표 용량(체중 
기준)으로 증량되었습니다. 메만틴 3, 6, 9 또는 15mg 연장 방출 캡슐의 경구 용량은 환자에게 1일 1회 
투여되었습니다. 체중이 각각 20kg 미만, 20-39kg, 40-59kg 및 60kg 이상입니다.

자폐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12주 이중 맹검, 위약 대조 병렬 연구(연구 A)에서, 메만틴으로 무작
위 배정된 환자(n= 54) 위약으로 무작위 배정된 사람들(n=53). ASD 환자 471명을 대상으로 한 12주간
의 반응자 강화 무작위 철회 연구(연구 B)에서 전체 용량 메만틴을 계속 사용하도록 무작위 배정된 환자
(n=153)와 위약으로 전환하도록 무작위화된 사람들(n=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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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환자에서 메만틴의 전반적인 안전성 프로파일은 일반적으로 성인에서 알려진 안전성 프로파
일과 일치했습니다.[이상반응(6.1) 참조].

연구 A에서 메만틴 투여군(n=56)에서 최소 5%의 환자에서 보고되었고 위약군(N=58)보다 최소 2배 
빈도로 보고된 이상반응이 표 3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3: 빈도가 ≥ 인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이상반응 연구
5% 및 위약의 2배

이상 반응 메만틴
N=56

위약
N=58

기침 8.9% 3.4%
인플루엔자 7.1% 3.4%
콧물 5.4% 0%
동요 5.4% 1.7%

이상반응으로 인한 중단ㅏ

침략 3.6% 1.7%
과민성 1.8% 3.4%
ㅏ두 치료군 모두에서 한 명 이상의 환자에서 중단을 초래한 이상반응이 보고되었습니

다.

연구 B에 등록할 반응자를 확인하기 위한 12-48주 공개 라벨 연구에서 환자의 최소 5%에서 보
고된 이상반응은 표 4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4: 일반적으로 연구 B에 대한 12-48주 공개 라벨 도입 연구
5% 이상의 빈도로 보고된 이상반응

이상 반응 메만틴
N=903

두통 8.0%
비인두염 6.3%
발열 5.8%
과민성 5.4%

이상반응으로 인한 중단ㅏ

과민성 1.2%
침략 1.0%
ㅏ조기 중단으로 이어지는 이상반응의 발생률은 최소 1%입니다.

무작위 중단 연구(연구 B)에서 위약으로 무작위 배정된 환자(n=160)의 이상반응은 환자의 최소 5%에
서 보고되었으며 전체 용량 메만틴 치료 그룹(n=157)의 빈도의 2배에서 보고되었습니다. 과민성
(5.0% 대 2.5%)이었습니다.

어린 동물 연구에서, 수컷 및 암컷 새끼 쥐에게 출생 후 14일(PND)부터 PND 70까지 메만틴(15, 30, 
45mg/kg/day)을 투여했습니다. 체중은 45mg/kg/day로 감소했습니다. . 30 mg/kg/day 이상의 용
량에서 수컷 및 암컷 랫드에서 성적 성숙의 지연이 관찰되었습니다. 메만틴은 30mg/kg/일 이상의 용량
에서 PND 15 및 17에서 뇌의 여러 영역에서 신경 병변을 유도했습니다. 행동 독성(청각 놀람 비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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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화)는 45 mg/kg/일 용량 그룹의 동물에 대해 기록되었습니다. 15 mg/kg/day 용량은 이 연구
에서 NOAEL(No-Observed-Adverse-Effect-Level)로 간주되었습니다.

두 번째 새끼 쥐 독성 연구에서 암컷 쥐에게 메만틴(1, 3, 8, 15, 30, 45 mg/kg/day)을 출생 후 7일부터 
PND 70까지 투여했습니다. 메만틴 관련 사망률, 30 및 45 mg/kg/일 용량 그룹은 추가 평가 없이 종료
되었습니다. 메만틴은 15mg/kg/day의 용량에서 PND 8, 10 및 17에서 뇌의 여러 영역에서 세포자멸사 
또는 신경 변성을 유도했습니다. 세포자살과 신경변성에 대한 NOAEL은 8 mg/kg/day였다. 치료 기간 
동안 ≥ 3 mg/kg/day의 용량에서 행동 독성(운동 활동, 청각적 놀람 습관화, 학습 및 기억력에 대한 영
향)이 관찰되었지만 약물 중단 후에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 mg/kg/day 용량은 이 연구에서 
신경 행동 효과에 대한 NOAEL로 간주되었습니다.

8.5 노인용

메만틴 염산염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입니다. 메만틴 염산염 서방성 임상 연구에서 환자의 평균 연
령은 약 77세였습니다. 환자의 91% 이상이 65세 이상, 67%가 75세 이상, 14%가 85세 이상이었습니
다. 임상 시험 섹션에 제시된 효능 및 안전성 데이터는 이러한 환자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65세 이상 및 
65세 미만 환자에서 보고된 대부분의 이상반응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도네페질염산염

도네페질 임상 연구에 등록한 환자의 평균 연령은 73세였습니다. 이 환자의 80%는 65세에서 84세 사
이였으며 49%는 75세 이상이었습니다. 임상 시험 섹션에 제시된 효능 및 안전성 데이터는 이러한 환자
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환자가 보고한 대부분의 이상반응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65세 이상 및 65세 미만.

8.6 신장 장애

중증의 신장애 환자에서는 용량 감량이 권장된다.[용량 및 투여(2.3) 및 임상 약리학(12.3) 참조]. 
경증 또는 중등도의 신장애 환자에서는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8.7 간 장애

경증 또는 중등도의 간장애 환자에서는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NAMZARIC은 중증 간
장애 환자에 대해 연구되지 않았습니다.[임상 약리학(1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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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과다 복용

메만틴 염산염과 도네페질 염산염은 NAMZARIC의 두 가지 활성 성분입니다. 메만틴 염산염 과다 복
용에 대한 특정 해독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만틴의 제거는 소변의 산성화에 의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도네페질염산염 과다복용에 대한 해독제로 아트로핀과 같은 3차 항콜린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량투여 사례를 관리할 때 다중 약물 관련 가능성을 고려하십시오. 과량투여 시 독극물관
리센터 1-800-222-1222로 연락하여 최신 권고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지지적 조치를 취해
야 하며 치료는 증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메만틴 염산염

단독으로 또는 다른 약물 및/또는 알코올과 병용하여 임상 시험에서 다른 메만틴 제제의 과량투여를 수
반하는 가장 흔한 징후 및 증상에는 초조, 무력증, 서맥, 착란, 혼수, 현기증, ECG 변화, 증가 혈압, 혼수, 
의식 상실, 정신병, 안절부절, 느린 움직임, 졸음, 혼미, 불안정한 보행, 환각, 현기증, 구토 및 쇠약. 전 세
계적으로 알려진 가장 큰 메만틴 섭취량은 지정되지 않은 항당뇨병 약물과 함께 메만틴을 복용한 개인의 
2g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혼수 상태, 복시 및 동요를 경험했지만 이후에 회복되었습니다.

메만틴 염산염 서방성 임상 시험에 참가한 한 환자는 31일 동안 매일 112mg의 메만틴 염산염 서방성 
서방정을 의도하지 않게 복용했으며 혈청 요산 상승, 혈청 알칼리 포스파타제 상승 및 혈소판 수 감소
를 경험했습니다.

메만틴 단독 투여로 인한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메만틴을 여러 약물의 과다 복용의 일부로 섭
취했을 때 치명적인 결과가 매우 드물게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메만틴과 치명적인 결과 사이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도네페질염산염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를 과량투여하면 심한 메스꺼움, 구토, 타액분비, 발한, 서맥, 저혈압, 호흡억제, 
허탈 및 경련을 특징으로 하는 콜린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육 약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호흡 근육이 관련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도네페질염산염 과량투여에 대한 해독제로 아트로핀
과 같은 3차 항콜린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를 위해 적정된 황산 아트로핀 정맥 주사가 권장됩니다. 
초기 용량은 1.0~2.0mg IV로, 이후 임상 반응에 따라 투여합니다. 글리코피롤레이트와 같은 4차 항콜린
제와 함께 다른 콜린 유사제와 함께 혈압 및 심박수의 비정형 반응이 보고되었습니다.

동물에서 용량 관련 독성 징후에는 자발적 움직임 감소, 엎드린 자세,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눈물 흘림, 
간대성 경련, 호흡 저하, 타액 분비, 동공 축소, 떨림, 근막 형성 및 낮은 체표면 온도가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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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명

NAMZARIC 캡슐은 염산염으로 경구 활성 NMDA 수용체 길항제인 메만틴을 함유하고 염산염으로 효
소 아세틸콜린에스테라아제의 가역적 억제제인   도네페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메만틴 염산염

메만틴 염산염의 화학명은 다음 구조식을 갖는 1-아미노-3,5-디메틸아다만탄 염산염입니
다.

분자식은 C12시간21N•염산염 및 분자량은 215.76입니다. 메만틴 염산염은 미세한 백색 내지 회백색 
분말로 발생합니다.

도네페질염산염

도네페질 염산염의 화학명은 2,3-디하이드로-5,6-디메톡시-2-[[1-(페닐메틸)-4-피페리
디닐]메틸]-1H-인덴-1-온 염산염입니다.

분자식은 C24시간29아니삼•염산염과 분자량은 415.96입니다. Donepezil 염산염은 백색 결정성 분말입
니다.

남자릭

NAMZARIC은 14mg의 메만틴 염산염 서방성 및 10mg의 도네페질 염산염(14mg/10mg) 또는 
28mg의 메만틴 염산염 서방성 및 10mg의 도네페질 염산염(28mg/10mg)을 포함하는 경구 투여
용 캡슐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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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ZARIC의 모든 용량에는 다음과 같은 비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탕 구체, 포비돈, 활석, 
하이프로멜로스, 폴리에틸렌 글리콜, 에틸셀룰로스, 올레산, 중쇄 트리글리세리드, 유당 일수화물, 미세
결정질 셀룰로스, 옥수수 전분, 콜로이드성 이산화규소 및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경질 젤라틴 캡슐에
는 이산화티타늄, 젤라틴, 셸락 유약 및 흑색 산화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착색제는 FD&C Blue 
1(28mg/10mg) 및 FD&C Blue 1 및 노란색 산화철(14mg/10mg)입니다.

12 임상약리학

12.1 작용 메커니즘

NAMZARIC 캡슐에는 두 가지 승인된 약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만틴 염산염 연장 방출 및 도네
페질 염산염. 이들 각각의 약물은 알츠하이머병에서 서로 다른 기전을 갖는 것으로 가정됩니다.

메만틴

흥분성 아미노산 글루타메이트에 의한 중추신경계 NMDA 수용체의 지속적인 활성화는 알츠하이머병
의 증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가정되었습니다. 메만틴은 NMDA 수용체-작동 양이온 채널에 우선적으로 
결합하는 비경쟁적(개방 채널) NMDA 수용체 길항제로서의 작용을 통해 치료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가정됩니다. 메만틴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신경변성을 예방하거나 늦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도네페질

알츠하이머병의 인지 징후 및 증상의 발병기전에 대한 현재 이론은 이들 중 일부가 콜린성 신경전달의 
결핍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Donepezil은 콜린성 기능을 향상시켜 치료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
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아세틸콜린에스테라아제에 의한 가수분해의 가역적 억제를 통해 중추신경계에
서 아세틸콜린의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달성됩니다. 도네페질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신경변성을 예
방하거나 늦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12.3 약동학

남자릭

NAMZARIC은 개별 메만틴 염산염 서방성 및 도네페질 염산염의 동시 투여와 생물학적으로 동등
했습니다.

노출(AUC 및 C최대) 섭식 또는 공복 상태에서 NAMZARIC 투여 후 메만틴과 도네페질의 투여량은 유사
했습니다. 또한, NAMZARIC을 온전한 캡슐로 투여한 후 메만틴과 도네페질의 노출은 건강한 대상에
서 유사했습니다.

메만틴 염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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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만틴은 경구 투여 후 잘 흡수되고 치료 용량 범위에 걸쳐 선형 약동학을 갖는다. 주로 변화 없이 소변
으로 배설되며 최종 제거 반감기는 약 60-80시간입니다. 1일 1회 메만틴 염산염 연장 방출 28mg과 1
일 2회 메만틴 염산염 10mg을 비교한 연구에서 C최대및 AUC0-24

메만틴 염산염 서방성 투여 요법의 경우 값이 각각 48% 및 33% 더 높았습니다.

흡수

메만틴 염산염 연장 방출의 다중 투여 후, 메만틴 피크 농도는 투여 후 약 9-12시간에 발생합니다. 메만
틴 염산염 서방형은 캡슐 그대로 복용하거나 내용물을 사과 소스에 뿌렸을 때 흡수에 차이가 없습니다.

1회 투여 후 C에 근거한 메만틴 노출량에는 차이가 없다.최대또는 AUC, 약물 제품을 음식과 함께 또는 
공복에 투여하는 경우 메만틴 염산염 연장 방출. 그러나 최대 혈장 농도는 음식과 함께 투여한 후 약 
18시간에 도달하는 반면 공복에 투여한 후 약 25시간 후에 도달합니다.

분포

메만틴 분포의 평균 부피는 9-11 L/kg이고 혈장 단백질 결합은 낮습니다(45%).

대사

메만틴은 부분 간 대사를 겪습니다. 간 마이크로솜 CYP450 효소 시스템은 메만틴 대사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제거

메만틴은 변화 없이 주로 소변으로 배설되며 최종 제거 반감기는 약 60-80시간입니다. 투여된 약물의 약 
48%는 변화 없이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나머지는 주로 최소 NMDA 수용체 길항 활성을 갖는 3개의 극
성 대사물로 전환됩니다: N-글루쿠로나이드 접합체, 6-하이드록시 메만틴 및

1-nitroso-deaminated memantine. 투여된 용량의 총 74%는 모약물과 N-글루쿠로나이드 결합체
의 합으로 배설됩니다. 신장 청소는 pH 의존성 세뇨관 재흡수에 의해 조절되는 활성 세뇨관 분비를 포함
합니다.

특수 집단의 약동학

신장 장애

메만틴 약동학은 경증의 신장애(크레아티닌 청소율, CL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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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80 mL/min), 중등도의 신장애가 있는 8명의 대상체(CLcr 30 ‒ 49mL/min), 중증의 신장애가 
있는 대상 7명(CLcr 5 ‒ 29mL/min) 및 8명의 건강한 대상(CLcr > 80mL/ 최소) 연령, 체중 및 성별에 
따라 가능한 한 신장 장애가 있는 대상과 일치합니다. 평균 AUC0-∞경증, 중등도 및 중증의 신장애가 있는 
대상체에서 건강한 대상체에 비해 각각 4%, 60% 및 115% 증가했습니다. 경증, 중등도 및 중증의 신장
애가 있는 대상체에서 건강한 대상체에 비해 최종 제거 반감기가 각각 18%, 41% 및 95% 증가했습니다.
[용량 및 투여(2.3) 및 특정 집단에서의 사용(8.6) 참조].

간 장애

중등도의 간장애(Child-Pugh Class B, 점수 7-9)가 있는 8명의 피험자와 연령, 성별, 체중이 일치하는 8
명의 피험자에게 20mg을 단회 경구 투여한 후 메만틴 약동학을 평가했습니다. 간 장애가 있는 대상. 메
만틴 노출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C최대및 AUC) 건강한 대상과 비교하여 중등도의 간 손상이 있는 대상
에서. 그러나 말기 제거 반감기는 건강한 대상과 비교하여 중등도의 간 장애가 있는 대상에서 약 16% 증
가했습니다. 중증 간장애 환자에서 메만틴의 약동학은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성별

메만틴 염산염 1일 20mg을 다회 투여한 후 암컷이 수컷보다 약 45% 더 많이 노출되었지만 체중을 고
려할 때 노출량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연세가 드신

젊고 고령자 대상에서 메만틴의 약동학은 유사합니다.

약물-약물 상호작용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와 함께 사용

메만틴과 AChE 억제제 도네페질 염산염의 병용 투여는 두 화합물의 약동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
다. 또한 메만틴은 도네페질에 의한 AChE 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중등도에서 중증의 알츠하
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24주 대조 임상 연구에서 메만틴 속방성 및 도네페질 병용요법에서 관찰된 이
상반응 프로파일은 도네페질 단독요법과 유사했습니다.

다른 약물의 대사에 대한 메만틴의 효과

시험관 내CYP450 효소(CYP1A2, -2A6, -2C9,
- 2D6, -2E1, -3A4)는 메만틴에 의한 이들 효소의 최소 억제를 보였다. 게다가,시험관 내 연구에 따르면 
효능과 관련된 농도를 초과하는 농도에서 메만틴은 시토크롬 P450 동위효소 CYP1A2, -2C9, -2E1 및 
-3A4/5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이들 효소에 의해 대사되는 약물과의 약동학적 상호작용은 예상되지 않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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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동학 연구는 와파린 및 부프로피온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메만틴의 가능성을 평가했습니다. 메만틴
은 CYP2B6 기질인 부프로피온 또는 그 대사산물인 하이드록시부프로피온의 약동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메만틴은 프로트롬빈 INR로 평가한 와파린의 약동학 또는 약력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메만틴에 대한 다른 약물의 영향

메만틴은 주로 신장에서 제거되며 CYP450 시스템의 기질 및/또는 억제제인   약물은 메만틴의 약동학
을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프로피온의 단일 용량은 정상 상태에서 메만틴의 약동학에 영
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신장 기전을 통해 제거된 약물

메만틴은 세뇨관 분비에 의해 부분적으로 제거되기 때문에 히드로클로로치아지드(HCTZ), 트리암테렌
(TA), 메트포르민, 시메티딘, 라니티딘, 퀴니딘 및 니코틴을 포함하여 동일한 신장 양이온계를 사용하는 
약물의 병용 투여는 잠재적으로 혈장 수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에이전트의. 그러나 메만틴 염산염
과 HCTZ/TA의 병용 투여는 메만틴 또는 TA의 생체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HCTZ의 생체 이
용률은 20% 감소했습니다. 또한, 항고혈당제인 글루코반스(Glucovance)와 메만틴염산염의 병용투여-

(glyburide 및 metformin hydrochloride)는 메만틴, 메트포르민 및 글리부라이드의 약동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메만틴은 Glucovance의 혈청 포도당 강하 효과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약
력학적 상호작용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혈장 단백질에 고도로 결합된 약물

메만틴의 혈장 단백질 결합은 낮기 때문에(45%), 와파린 및 디곡신과 같이 혈장 단백질에 강하게 결합
하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도네페질염산염

도네페질의 약동학은 1일 1회 1-10mg의 용량 범위에서 선형입니다. 도네페질 염산염 정제의 흡수 속
도와 정도는 음식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도네페질은 100%의 상대적 경구 생체이용률로 흡수되고 3~4시간 내에 최고 혈장 농도에 도달
합니다.

도네페질의 제거 반감기는 약 70시간이며 평균 겉보기 혈장 청소율(Cl/F)은 0.13 ‒ 0.19 L/hr/kg입니
다. 다회 투여 후, 도네페질은 혈장에 4-7배 축적되고 15일 이내에 정상 상태에 도달합니다. 정상 상태 
분포 부피는 12 - 16 L/kg입니다. 도네페질은 2-1000ng/mL의 농도 범위에서 인간 혈장 단백질에 약 
96%, 주로 알부민(약 75%) 및 알파-1-산 당단백질(약 21%)에 결합합니다.

도네페질은 온전한 상태로 소변으로 배설되고 4가지 주요 대사 산물로 광범위하게 대사되며, 그 중 2
가지는 활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수의 부 대사 산물은 모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네페질은 
CYP 450 동종효소 2D6 및 3A4에 의해 대사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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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ucuronidation을 겪는다. 의 투여 후14투여된 용량의 백분율로 표시되는 C-표지된 도네페질, 혈장 방
사능은 주로 온전한 도네페질(53%)과 6-O-데스메틸 도네페질(11%)로 존재했으며, 이는 AChE를 동일
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도네페질 정도시험관 내도네페질의 약 20%와 동일한 농도로 혈
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총 방사능의 약 57%와 15%가 10일 동안 소변과 대변에서 각각 회수된 반면 
28%는 회복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고 도네페질 용량의 약 17%는 변하지 않은 약물로 소변에서 회수
되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에서 CYP2D6 유전자형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 CYP2D6 유전자형 하위 그
룹 간에 제거 값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광범위한 대사자와 비교했을 때, 열악한 대사자는 31.5% 더 느
린 제거율을 보였고 초고속 대사자는 24% 더 빠른 제거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CYP2D6이 도네
페질 대사에서 작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신장 장애

중등도에서 중증의 신장애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CLcr < 18mL/min/1.73m2) 도네페
질 염산염의 청소율은 11명의 연령 및 성별이 일치하는 건강한 대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간질환

안정형 알코올성 간경변증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염산도네페질의 청소율은 연령 및 성
별이 건강한 10명에 비해 20% 감소했습니다.

나이

도네페질 염산염의 약동학에서 연령 관련 차이를 조사하기 위한 공식적인 약동학 연구는 수행되지 않
았습니다. 집단 약동학 분석은 환자의 도네페질 청소율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함을 시사했습니
다. 65세와 비교할 때, 90세 대상자는 클리어런스가 17% 감소한 반면 40세 대상은 클리어런스가 33% 
증가했습니다. 도네페질 청소율에 대한 연령의 영향은 임상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별 및 인종

도네페질 염산염의 처리에 대한 성별 및 인종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특정 약동학 연구는 수행되지 않
았습니다. 그러나,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측정된 혈장 도네페질 농도의 후향적 약동학 분석 및 집단 약
동학 분석은 성별 및 인종(일본인 및 백인)이 도네페질 염산염의 청소율에 중요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체중

체중과 클리어런스 사이에 관계가 언급되었습니다. 50kg에서 110kg까지의 체중 범위에서 청소율은 
7.77L/h에서 14.04L/h로 증가했으며 70kg 개체의 경우 10L/h의 값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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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약물 상호작용

다른 약물의 대사에 대한 도네페질 염산염의 효과

아니생체 내임상 시험에서 CYP3A4(예: 시사프라이드, 테르페나딘) 또는 CYP2D6(예: 이미프라민)에 의
해 대사되는 약물의 제거에 대한 염산도네페질의 효과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시험관 내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효소에 대한 낮은 결합률(평균 Ki 약 50-130μM)은 도네페질의 치료 혈장 농도(164nM)를 고려
할 때 간섭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나타냅니다. 기반으로시험관 내연구에서 도네페질은 임상적으로 관련
된 농도에서 CYP2B6, CYP2C8 및 CYP2C19를 직접적으로 억제한다는 증거를 거의 또는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도네페질 염산염에 효소 유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공식 약동학 연구에서 
도네페질 염산염이 테오필린, 시메티딘, 와파린, 디곡신 및 케토코나졸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평가
했습니다. 도네페질염산염이 이들 약물의 약동학에 미치는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Donepezil 염산염의 대사에 대한 다른 약물의 영향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측정된 혈장 도네페질 농도의 집단 약동학 분석에서 CYP2D6 억제제의 작은 효
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도네페질 청소율은 알려진 CYP2D6 억제제와 10mg 또는 23mg을 병용 투여한 
환자에서 약 17% 감소했습니다. 이 결과는 CYP2D6이 도네페질의 작은 대사 경로라는 결론과 일치합
니다.

공식 약동학 연구에서 도네페질 염산염의 대사는 디곡신 또는 시메티딘의 동시 투여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시험관 내연구에 따르면 도네페질은 P-당단백질의 기질이 아닙니다.

혈장 단백질에 고도로 결합된 약물

약물 대체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시험관 내이 고도로 결합된 약물(96%)과 푸로세미드, 디곡신 및 와파
린과 같은 다른 약물 사이. 0.3-10 마이크로그램/mL 농도의 도네페질 염산염은 푸로세미드(5 마이크로
그램/mL), 디곡신(2 ng/mL) 및 와파린(3 마이크로그램/mL)과 인간 알부민의 결합에 영향을 미치지 않
았습니다. 유사하게, 인간 알부민에 대한 염산도네페질의 결합은 푸로세미드, 디곡신 및 와파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13 비임상 독성학

13.1 발암, 돌연변이, 생식 능력 손상

메만틴

113주 동안 마우스를 대상으로 한 경구 연구에서 발암성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40 mg/kg/일2기초). 발암성에 대한 증거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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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에게 최대 40mg/kg/day를 71주 동안 경구 투여한 다음 20mg/kg/day(mg/m에서 MRHD의 14배 
및 7배)를 경구 투여했습니다.2기준)부터 128주까지.

메만틴은 임상시험에서 평가했을 때 유전독성 가능성의 증거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시험관 내
S. 티피무리움또는대장균역 돌연변이 분석,시험관 내인간 림프구의 염색체 이상 테스트,생체 내쥐의 염
색체 손상에 대한 세포 유전학 분석 및생체 내마우스 소핵 분석. 결과는 모호했다시험관 내차이니즈 햄
스터 V79 세포를 이용한 유전자 돌연변이 분석.

최대 18 mg/kg/day(mg/m의 NAMZARIC MRHD에서 메만틴 용량의 6배)를 투여한 랫트에서 수태
능 또는 생식 능력의 손상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2기준) 교미 전 14일부터 암컷의 경우 임신 및 수유까
지, 수컷의 경우 교미 전 60일 동안 경구 투여합니다.

도네페질

최대 180 mg/kg/day의 경구 투여량(mg/m에서 NAMZARIC의 MRHD에서 도네페질 투여량의 약 90
배)을 마우스에서 수행한 도네페질의 88주 발암성 연구에서 발암 가능성의 증거가 얻어지지 않았습니
다.2기준), 또는 최대 30 mg/kg/day의 경구 투여량(mg/m에서 NAMZARIC의 MRHD에서 도네페질 투
여량의 약 30배2기초).

Donepezil은 일련의 유전독성 검사에서 음성이었습니다(시험관 내박테리아 역 돌연변이, 시험관 내
마우스 림프종ㅋ,시험관 내염색체 이상,생체 내마우스 소핵).

Donepezil은 최대 10 mg/kg/day의 경구 용량에서 쥐의 수태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mg/m
의 NAMZARIC MRHD에서 도네페질 용량의 약 10배).2기준) 짝짓기 전후에 수컷과 암컷에게 투여하고 
암컷에서는 착상을 계속합니다.

13.2 동물 독성학 및/또는 약리학

메만틴은 다른 NMDA 수용체 길항제를 투여받은 설치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유사한 
쥐의 후방 대상 및 후비장 신피질의 피질층 III 및 IV의 다극 및 피라미드 세포에서 신경 병변( 공포 및 
괴사)을 유도했습니다. 메만틴 1회 투여 후 병변이 관찰되었습니다. 쥐에게 14일 동안 메만틴을 매일 
경구 투여한 연구에서 신경 괴사에 대한 무영향 용량은 mg/m에서 NAMZARIC의 MRHD에서 메만
틴 용량의 4배였습니다.2기초.

암컷 랫드에 대한 급성 및 반복 용량 신경독성 연구에서 메만틴과 도네페질을 병용 투여한 경우 메만틴 
단독 투여에 비해 신경변성의 발병률, 중증도 및 분포가 증가했습니다. 이 조합의 무영향 수준은 임상적
으로 관련된 혈장 메만틴 및 도네페질 노출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러한 발견의 관련성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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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상 연구

중등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병 환자에 대한 치료제로서의 NAMZARIC의 효과는 NAMZARIC과 메만
틴 염산염 서방성 및 도네페질 염산염의 동시 투여와의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함으로써 확립되었습니
다.[임상 약리학(12.3) 참조].

메만틴 염산염

도네페질 염산염을 포함한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와 중등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서 메만틴 염산염 연장 방출의 효과는 이중 맹검, 위약 대조 시험의 결과를 기반으로 했습
니다.

메만틴 염산염 연장 방출에 대한 24주 연구

이것은 중등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병이 있는 677명의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이중 맹검 
임상 조사였습니다(선별 선별 시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MMSE] 점수 ≥ 3 및 ≤ 14인 AD
에 대한 DSM-IV 기준 및 NINCDS-ADRDA 기준으로 진단됨). 및 기준선) 스크리닝 전 3개월 동안 안정
적인 용량으로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AChEI) 요법을 받는 것. 환자의 약 68%가 AChEI로 도네
페질을 투여받았습니다. 이 시험에 참여한 환자의 평균 연령은 76.5세였으며 범위는 49-97세였습니
다. 환자의 약 72%는 여성이고 94%는 백인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측정

메만틴 염산염 연장 방출의 효과는 중증 손상 배터리(SIB) 및 임상의의 인터뷰 기반 인상 변화(CIBIC-
Plus)의 공동 1차 효능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이 연구에서 평가되었습니다.

메만틴 염산염 연장 방출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능력은 중등도에서 중증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 평가
를 위해 검증된 다중 항목 도구인 중증 장애 배터리(SIB)로 평가되었습니다. SIB는 주의력, 방향성, 언어, 
기억력, 시공간 능력, 구성, 실천 및 사회적 상호 작용 요소를 포함하여 인지 수행의 선택된 측면을 검사합
니다. SIB 점수 범위는 0에서 100까지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인지 장애가 더 큰 것을 나타냅니다.

전반적인 임상 효과를 생성하는 메만틴 염산염 연장 방출의 능력은 간병인 정보인 CIBIC-Plus를 사용해
야 하는 임상의 인터뷰 기반 인상 변화를 사용하여 평가되었습니다. CIBIC-Plus는 단일 기기가 아니며 
ADCS-ADL 또는 SIB와 같은 표준화된 기기가 아닙니다. 연구용 약물에 대한 임상 시험은 깊이와 구조 면
에서 각기 다른 다양한 CIBIC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CIBIC-Plus의 결과는 사용된 시험의 임상 경
험을 반영하며 다른 임상 시험의 CIBIC-Plus 평가 결과와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시험에 사용된 
CIBIC-Plus는 기준선 및 4개 영역의 후속 시점에서 포괄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구조화된 도구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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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활동 포함), 인지 및 행동. 평가된 간격 동안 환자의 행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간병인이 제공한 
정보와 함께 환자와 인터뷰하는 동안 관찰한 내용을 기반으로 검증된 척도를 사용하는 숙련된 임상의의 
평가를 나타냅니다. CIBIC-Plus는 7점 범주형 등급으로 채점되며, 1점은 '현저한 개선'을, 4점은 '변화 
없음'을, 7점은 '현저한 악화'를 나타냅니다. CIBIC-Plus는 간병인 정보(CIBIC) 또는 기타 글로벌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평가와 체계적으로 직접 비교되지 않았습니다.

연구 결과

이 연구에서 677명의 환자가 AChEI(도네페질, 갈란타민 또는 리바스티그민)를 투여받는 동안 메
만틴 염산염 서방형 28mg/일 또는 위약의 2가지 치료법 중 하나로 무작위 배정되었습니다.

중증 손상 배터리(SIB)에 미치는 영향

그림 1은 24주 연구를 완료한 두 치료 그룹에 대한 SIB 점수의 기준선으로부터의 변화에   대한 시간 경
과를 보여줍니다. 치료 24주째에 위약/AChEI(단일 요법) 환자와 비교하여 메만틴 염산염 서방성 28mg/
AChEI 치료(병용 요법) 환자의 SIB 변화 점수 평균 차이는 2.6단위였습니다. LOCF 분석을 사용하여 메
만틴 염산염 서방성 28 mg/AChEI 치료는 위약/AChEI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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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4주 치료를 완료한 환자에 대한 SIB 점수의 기준선에서 변화의 시간 경과.

그림 2는 X축에 표시된 SIB 점수의 개선 척도 이상을 달성한 각 치료군 환자의 누적 백분율을 보여줍니
다. 곡선은 메만틴 염산염 서방성 28 mg/AChEI와 위약/AChEI에 할당된 두 환자 모두 광범위한 반응을 
나타내지만 메만틴 염산염 서방성

28 mg/AChEI 그룹은 개선 또는 더 작은 감소를 보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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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준선에서 SIB 점수의 특정 변화와 함께 24주간의 이중 맹검 치료를 완료한 환자의 누적 백
분율.

도네페질 병용 요법에 대한 환자의 하위 집합에서 중증 손상 배터리(SIB)에 미치는 영향

메만틴 염산염 서방성 28mg 또는 위약을 투여받는 무작위 배정 환자의 약 68%가 기준선과 연구 기간 
동안 도네페질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24주 치료에서 도네페질 병용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위약 환자
(2.7단위)와 비교하여 메만틴 염산염 서방성 28mg 치료 환자의 SIB 변화 점수 평균 차이는 전체 환자
에서 관찰된 것과 유사했습니다. 연구 인구 (2.6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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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의 인터뷰 기반 인상 변화 플러스 간병인 입력(CIBIC-Plus)의 효과

그림 3은 24주 연구를 완료한 두 치료 그룹의 환자에 대한 CIBIC-Plus 점수의 시간 경과를 보여줍니
다. 24주 치료에서 위약/AChEI 환자와 비교하여 메만틴 염산염 서방성 28mg/AChEI 치료 환자의 
CIBIC-Plus 점수 평균 차이는 0.3단위였습니다. LOCF 분석을 사용하여 메만틴 염산염 서방성 28 
mg/AChEI 치료는 위약/AChEI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수했습니다.

그림 3: 24주 치료를 완료한 환자에 대한 CIBIC-Plus 점수의 시간 경과.

그림 4는 24주간의 치료를 완료한 각 치료군에 배정된 환자가 얻은 CIBIC-Plus 점수의 백분율 분포
의 히스토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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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4주차의 CIBIC-Plus 등급 분포.

도네페질 병용 요법에 대한 환자의 하위 집합에서 CIBIC-Plus에 대한 효과

메만틴 염산염 서방성 28mg 또는 위약을 투여받은 무작위 배정된 환자의 약 68%가 기준선과 연구 전반
에 걸쳐 도네페질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치료 24주째에 도네페질을 병용 투여하는 환자에서 위약 환자
(0.3 단위)와 비교하여 메만틴 염산염 서방성 28 mg 치료 환자의 CIBIC-Plus 점수 평균 차이는 전체 환
자에서 관찰된 것과 유사했습니다. 연구 인구 (0.3 단위).

도네페질염산염

중증 알츠하이머병 환자에 대한 도네페질 염산염의 치료 효과는 2건의 이중 맹검, 위약 대조 시험 결
과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도네페질 염산염의 6개월 연구
이것은 NINCDS-ADRDA 및 DSM-IV 기준, MMSE: 범위 1-10에 의해 진단된 알츠하이머병 가능성 또
는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스웨덴에서 수행된 무작위 이중 맹검 위약 대조 임상 연구였습니다. 
중증 알츠하이머병 환자 248명을 도네페질 염산염 또는 위약으로 무작위 배정했습니다. 도네페질염산
염으로 무작위 배정된 환자의 경우 28일 동안 1일 1회 5mg으로 치료를 시작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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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1일 1회 10mg으로 증량합니다. 6개월 치료 기간이 끝날 때 도네페질염산염 치료 환자의 
90.5%가 1일 10mg을 투여받았습니다. 환자의 평균 연령은 84.9세였으며 범위는 59세에서 99세까지
였다. 환자의 약 77%가 여성이었고 23%가 남성이었다. 거의 모든 환자는 백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환
자(도네페질염산염 치료 환자의 83.6%, 위약 치료 환자의 84.2%)에서 가능한 알츠하이머병이 진단되
었습니다.

연구 결과 측정

염산도네페질 치료의 효과는 더 많은 장애가 있는 환자를 위해 설계된 도구를 사용하여 인지 기능을 평
가하고 간병인 평가 평가를 통해 전반적인 기능을 평가하는 이중 결과 평가 전략을 사용하여 평가되었
습니다. 이 연구는 도네페질 염산염을 투여받은 환자가 위약과 비교하여 두 가지 측정 모두에서 상당한 
개선을 경험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네페질 염산염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SIB로 평가했습니다.

일상 기능은 중증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일상 생활 인벤토리의 수정된 알츠하이머병 협동 연구 활동
(ADCS-ADL-severe)을 사용하여 평가되었습니다. ADCS-ADLsevere는 환자의 기능적 능력을 측정하
는 데 사용되는 ADL 질문의 포괄적인 배터리인 일상 생활 목록의 알츠하이머병 협동 연구 활동에서 파
생됩니다. 각 ADL 항목은 최고 수준의 독립 성능에서 완전한 손실까지 평가됩니다. ADCS-ADL-심각은 
식사, 옷 입기, 목욕, 전화 사용, 돌아다니기(또는 여행), 일상 생활의 기타 활동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19개 항목의 하위 집합입니다. 중등도에서 중증 치매 환자의 평가를 위해 검증되었습니다. 
ADCS-ADL-심각한 점수 범위는 0~54점이며, 더 낮은 점수는 더 큰 기능적 손상을 나타냅니다. 조사자
는 이 연구에서 환자의 기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간병인을 인터뷰하여 인벤토리를 수행합니다.

SIB에 미치는 영향

그림 5는 연구의 6개월 동안 두 치료 그룹에 대한 SIB 점수의 기준선으로부터의 변화에   대한 시간 
경과를 보여줍니다. 치료 6개월 후, 염산염 도네페질 치료를 받은 환자의 SIB 변화 점수의 평균 차이
는 위약 환자와 비교하여 5.9점이었습니다. Donepezil 염산염 치료는 위약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우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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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치료 6개월을 완료한 환자에 대한 SIB 점수의 기준선에서 변화의 시간 경과.

그림 6은 X축에 표시된 SIB 점수의 개선 척도를 달성한 두 치료 그룹 각각의 환자의 누적 백분율을 보여
줍니다. 도네페질 염산염과 위약 모두에 할당된 환자는 광범위한 반응을 보인 반면 곡선은 도네페질 염
산염 그룹이 인지 능력에서 더 큰 개선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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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IB 점수의 기준선에서 특정 변화가 있는 이중 맹검 치료 6개월을 완료한 환자의 누적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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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6개월 치료를 완료한 환자에 대한 ADCS-ADL-심각한 점수의 기준선에서 변화의 시간 경
과.

ADCS-ADL-심각한 영향

그림 7은 연구 6개월 동안 두 치료 그룹의 환자에 대한 ADCS-ADL-심각한 점수의 기준선으로부터의 
변화에   대한 시간 경과를 보여줍니다. 치료 6개월 후, 도네페질 염산염 치료 환자의 ADCS-ADL-심각
한 변화 점수의 평균 차이는 위약 환자와 비교하여 1.8점이었습니다. Donepezil 염산염 치료는 위약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수했습니다.

그림 8은 기준선 ADCS-ADL-심각한 점수에서 특정 변화가 있는 각 치료 그룹의 환자의 누적 백분율
을 보여줍니다. 도네페질 염산염과 위약에 배정된 두 환자 모두 광범위한 반응을 보인 반면, 곡선은 
도네페질 염산염 그룹이 더 작은 감소 또는 개선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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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ADCS-ADL-심각한 점수의 기준선에서 특정 변화와 함께 6개월의 이중 맹검 치료를 완료한 환자
의 누적 백분율.

도네페질 염산염의 24주 연구
일본에서 수행된 무작위 이중 맹검 위약 대조 연구에서 중증 알츠하이머병 환자 325명에게 5mg/day 또
는 10mg/day의 도네페질 염산염을 1일 1회 투여하거나 위약을 투여했습니다. 도네페질염산염 치료에 
무작위 배정된 환자는 3mg/일에서 시작하여 최대 6주에 걸쳐 적정을 통해 할당된 용량을 달성해야 했습
니다. 248명의 환자가 연구를 완료했으며 각 치료 그룹에서 유사한 비율의 환자가 연구를 완료했습니다. 
이 연구의 주요 효능 측정은 SIB 및 CIBIC-plus였습니다.

치료 24주째에 도네페질 염산염 10mg과 위약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치료 차이가 SIB와 CIBIC-
plus에서 관찰되었습니다. 도네페질염산염 5mg/day 용량은 SIB에서 위약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우월성을 나타냈지만 CIBIC-plus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6 공급/보관 및 취급 방법

16.1 공급 방법
14 mg/10 mg: 검정색 "FL 14/10" 방사상 각인이 있는 연한 녹색의 불투명한 캡슐입니
다. 30병:
90병:

NDC# 0456-1214-30
NDC# 0456-12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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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mg/10 mg: 검은색 "FL 28/10" 방사상 각인이 있는 파란색, 불투명 캡슐. 
30병:
90병:

NDC# 0456-1228-30
NDC# 0456-1228-90

16.2 보관 및 취급

25°C(77°F)에서 보관하십시오. 15°C ~ 30°C(59°F ~ 86°F) 사이에서 허용되는 여행[USP 제어실 온도 
참조]. USP에 정의된 대로 밀폐되고 내광성이 있는 용기에 분배하십시오.

17 환자 상담 정보

환자에게 FDA 승인 환자 라벨(환자 정보)을 읽도록 조언합니다..

투약 정보
• 환자와 간병인에게 처방된 대로 하루에 한 번만 NAMZARIC을 복용하도록 지시하십시오.[용

량 및 투여(2.1) 참조].

• 환자가 NAMZARIC의 단일 용량을 놓친 경우 해당 환자는 다음 용량을 두 배로 늘려서는 안됩
니다. 다음 복용량은 예정대로 복용해야 합니다[용량 및 투여(2.1) 참조].

• 환자와 간병인에게 NAMZARIC 캡슐을 통째로 삼켜야 한다고 지시하십시오. 또는 
NAMZARIC 캡슐을 개봉하여 사과 소스에 뿌리고 전체 내용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캡슐을 나
누거나 씹거나 부수어서는 안 됩니다. 손상되었거나 변조의 징후가 있는 NAMZARIC 캡슐을 
사용하지 않도록 환자와 간병인에게 경고하십시오.[용량 및 투여(2.2) 참조].

일반적인 이상반응
NAMZARIC이 두통, 설사, 현기증, 식욕 부진, 구토, 메스꺼움 및 반상출혈을 유발할 수 있음을 환자 및 간
병인에게 알립니다.[이상반응(6.1) 참조].

제조:

Forest Pharmaceuticals, Inc. Forest 
Laboratories, LLC의 자회사.

제조 업체:
Forest Laboratories Ireland Ltd Clonshaugh 
Business and Technology Park Clonshaugh, 
Dublin 17, Ireland

Merz Pharma GmbH & Co. KGaA 및 Adamas Pharmaceutical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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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정보

NAMZARIC [남자릭]

(메만틴 염산염 서방형 및 도네페질 염산염) 캡슐

NAMZARIC을 받기 전과 리필을 받을 때마다 이 환자 정보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이 정보는 귀하의 건강 상태나 치료에 대
해 의사와 이야기하는 것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남자릭이란?

• NAMZARIC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중등도에서 중증 치매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처방약입니다. NAMZARIC에
는 메만틴 HCl, NMDA 수용체 길항제 및 도네페질 HCl,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의 2가지 의약품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NAMAZARIC은 특정 용량의 메만틴 HCl 및 도네페질 HCl을 복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 NAMZARIC이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NAMZARIC을 복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 NAMZARIC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 메만틴 HCl, 도네페질 HCl, 피페리딘을 함유한 의약품 또는 NAMZARIC의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NAMZARIC의 전체 성분 목록은 이 전단지의 끝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환자가 NAMZARIC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NAMZARIC을 복용하기 전에,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의학적 상태에 대해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 불규칙하거나 느리거나 빠른 심장 박동을 포함한 심장 문제가 있습니다.
• 천식이나 폐 문제가 있다
• 발작을 일으키다
• 위궤양이 있다
• 방광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다
• 간 문제가 있다
• 수술, 치과 또는 기타 의료 절차가 예정되어 있고 마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이거나 임신할 계획입니다. NAMZARIC이 태아에게 해를 줄 수 있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 수유 중이거나 수유할 계획입니다. NAMZARIC이 모유로 전달되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NAMZARIC을 복
용하는 경우 아기에게 가장 좋은 수유 방법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처방전 및 비처방약, 비타민, 허브 보조제를 포함하여 복용하는 모든 약에 대해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복용하는 약을 알 수 있습니다. 새 약을 받을 때 의사나 약사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목록을 보관하십시오.

NAMZARIC은 어떻게 복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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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복용하도록 지시한 대로 정확히 NAMZARIC을 복용하십시오.
• 의사와 상의 없이 복용량을 변경하거나 NAMZARIC 복용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 NAMZARIC을 매일 저녁 취침 전에 1회 입으로 복용하십시오.
• 음식의 유무에 관계없이 NAMZARIC을 복용하십시오.
• NAMZARIC 캡슐을 개봉하여 삼키기 전에 사과 소스에 뿌릴 수 있습니다. 사과 소스에 캡슐의 모든 약을 뿌립니다.

하지 마라복용량을 나눕니다.
• NAMZARIC 캡슐을 개봉하지 않고 사과 소스에 뿌리지 않으면 NAMZARIC 캡슐을 통째로 삼켜야 합니다.하지 마라

NAMZARIC 캡슐을 나누거나 씹거나 부수십시오.
• 복용량을 놓친 경우 다음 예정된 복용량에 NAMZARIC을 복용하십시오.하지 마라가져가다2동시에 NAMZARIC의 복

용량.
• 하지 마라손상되었거나 변조의 징후가 있는 NAMZARIC 캡슐을 사용하십시오.
• NAMZARIC을 너무 많이 복용하는 경우 의사 또는 독극물 관리 센터 1-800-222-1222로 전화하거나 

즉시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가십시오.

NAMZARIC의 가능한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NAMZARIC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마취가 필요한 경우 근육 문제
• 느린 심장 박동과 실신.이것은 심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자주 발생합니다. NAMZARIC을 복용하는 동안 환자

가 기절하면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 더 많은 위산.이것은 특히 NAMZARIC을 복용할 때 궤양과 출혈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궤양이 있거나 아스피린 또는 기타 

NSAID를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위험이 더 높습니다.
• 메스꺼움과 구토
• 소변 통과 어려움
• 발작
• 폐 문제의 악화천식 또는 기타 폐 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메만틴 HCl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두통
• 설사
• 현기증

도네페질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사
• 먹기 싫다(거식증)
• 멍

당신을 괴롭히거나 사라지지 않는 부작용이 있으면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이것은 NAMZARIC의 모든 가능한 부작용이 아닙니
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부작용에 대한 의학적 조언은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1-800-FDA-1088로 FDA에 부작용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NAMZARIC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NAMZARIC을 59°F ~ 86°F(15°C ~ 30°C)의 실온에서 보관하십시오. 캡슐은 원래의 처방 용기나 기타 내광성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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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ZARIC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일반 정보

환자 정보 전단지에 나열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약이 처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NAMZARIC이 처방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과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NAMZARIC을 주지 마십시오.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를 위해 작성된 NAMZARIC에 대한 정보는 약사 또는 의사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NAMZARIC.com을 방문하거나 1-800-678 1605로 전화하십시오.

NAMZARIC의 성분은 무엇입니까?

활성 성분:메만틴 염산염 및 도네페질 염산염

비활성 성분:설탕 구체, 포비돈, 활석, 하이프로멜로스, 폴리에틸렌 글리콜, 에틸셀룰로스, 올레산, 중쇄 트리글리세리드, 유
당 일수화물, 미세결정질 셀룰로스, 옥수수 전분, 콜로이드성 이산화규소, 스테아르산마그네슘. 단단한 젤라틴 캡슐에는 이산
화티타늄, 젤라틴이 포함되어 있으며 셸락 유약과 검은색 산화철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착색제는 FD&C Blue 1(28mg/
10mg) 및 FD&C Blue 1 및 노란색 산화철(14mg/10mg)입니다.

이 환자 정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2014년 12월

제조:
Forest Pharmaceuticals, Inc. Forest 
Laboratories, LLC의 자회사.

제조 업체:
Forest Laboratories Ireland Ltd Clonshaugh 
Business and Technology Park Clonshaugh, 
Dublin 17, Ireland

Merz Pharma GmbH & Co. KGaA 및 Adamas Pharmaceutical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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