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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시

이 정보는 의료 전문가가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의약품의 명칭

Caelyx 페길화 리포솜 2 mg/ml 농축액 주입용

2. 정성적 및 정량적 구성

Caelyx 페길화 리포솜 1ml에는 페길화 리포솜 제형에 2mg의 독소루비신 염산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aelyx 페길화 리포솜은 표면 결합 메톡시폴리에틸렌 글리콜(MPEG)이 있는 리포솜에 캡슐화된 독소루비신 염산염입니다. 이 과정은 페
길화(pegylation)로 알려져 있으며 혈액 순환 시간을 증가시키는 단핵 식세포 시스템(MPS)에 의한 검출로부터 리포솜을 보호합니다.

효과가 알려진 첨가제

완전히 수소화된 대두 포스파티딜콜린(대두에서 추출)을 포함합니다. 섹션 4.3을 참조하십시오.

부형제의 전체 목록은 섹션 6.1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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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제 형태

수액용 농축액(멸균 농축액)

분산액은 멸균되고 반투명하며 빨간색입니다.

4. 임상적 특징

4.1 치료 적응증

Caelyx 페길화 리포솜은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 심장 위험이 증가된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단독 요법.

- 1차 백금 기반 화학요법 요법에 실패한 여성의 진행성 난소암 치료용.

- 이전에 한 번 이상의 치료를 받았고 이미 골수 이식을 받았거나 적합하지 않은 환자의 진행성 다발성 골수종 치료를 위해 보르테조밉과 병
용.

- 낮은 CD4 수치(< 200 CD4 림프구/mm) 환자의 AIDS 관련 카포시 육종(KS) 치료용삼) 및 광범위한 점막 피부 또는 내장 질환.

Caelyx 페길화 리포솜은 1차 전신 화학요법으로, 또는 다음 제제 중 2종 이상을 포함하는 이전의 병용 전신 화학요법으로 진행되었거나 이에 
불내성인 환자의 질병이 있는 AIDS-KS 환자의 2차 화학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빈카 알칼로이드, 블레오마이신 및 표준 독소루비신(또
는 기타 안트라사이클린).

4.2 용법 및 투여 방법

Caelyx 페길화 리포솜은 세포독성 제제 투여를 전문으로 하는 자격을 갖춘 종양 전문의의 감독하에 투여되어야 합니다.

Caelyx 페길화 리포솜은 독특한 약동학 특성을 나타내며 독소루비신 염산염의 다른 제형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용법

유방암/난소암

Caelyx 페길화 리포솜은 50 mg/m의 용량으로 정맥내 투여됩니다.2질병이 진행되지 않고 환자가 치료를 계속 견디는 한 4주에 한 번.

다발성 골수종

Caelyx 페길화 리포솜은 보르테조밉 주입 직후 투여되는 1시간 주입으로서 보르테조밉 3주 요법의 4일째에 30 mg/m²로 투여됩니다. 보르테
조밉 요법은 3주마다 1일, 4일, 8일 및 11일에 1.3 mg/m²로 구성됩니다. 환자가 만족스럽게 반응하고 치료를 견디는 한 반복 투여해야 합니
다. 두 의약품의 4일차 투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최대 48시간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르테조밉의 용량은 최소 72시간 간격이어야 합
니다.

AIDS 관련 KS

Caelyx 페길화 리포솜은 20 mg/m로 정맥내 투여됩니다.22~3주마다. 약물 축적 및 독성 증가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10일보다 짧은 간격을 
피하십시오. 치료 반응을 얻으려면 2~3개월 동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반응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치료를 계속하십
시오.

모든 환자에게

환자가 주입 반응의 초기 증상이나 징후를 경험하는 경우(섹션 4.4 및 4.8 참조), 즉시 주입을 중단하고 적절한 예비 약물(항히스타민제 및/또
는 속효성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을 제공하고 더 느린 속도로 다시 시작합니다.

Caelyx 페길화 리포솜 용량 조절 지침

손바닥-발바닥 홍반감각이상(PPE), 구내염 또는 혈액학적 독성과 같은 이상반응을 관리하기 위해 용량을 줄이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
한 부작용에 따른 Caelyx 페길화 리포솜 용량 조절 지침은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 표의 독성 등급은 국립 암 연구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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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독성 기준(NCI-CTC).

PPE(표 1) 및 구내염(표 2)에 대한 표는 유방암 또는 난소암 치료에 대한 임상 시험(권장 4주 치료 주기의 수정)에서 용량 변경에 대한 일정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독성이 다음과 같은 환자에서 발생하는 경우 AIDS 관련 KS, 권장 2~3주 치료 주기도 유사한 방식으로 수정할 수 있다.

혈액학적 독성에 대한 표(표 3)는 유방암 또는 난소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 용량 조절에 따른 일정을 제공합니다. AIDS-KS 
환자의 용량 조절은 다음 표 4에 나와 있습니다.

표 1. 손바닥-발바닥 홍반감각이상

이전 Caelyx 페길화 리포솜 투여 후 일주일

현재 독성 등급
평가

4주차 5주차 6주차

1 학년 다음을 제외하고 재투여 다음을 제외하고 재투여 복용량을 25% 줄이십시오.
4주로 돌아가다

간격
(경미한 홍반, 부기 또는 박리가 

방해되지 않음
일상 활동)

환자는 이전에 3등급 또는 4등
급 피부 독성을 경험했으며, 이 

경우 기다리십시오.
추가 주

환자는 이전에 3등급 또는 4등
급 피부 독성을 경험했으며, 이 

경우 기다리십시오.
추가 주

2학년 일주일 더 기다려 일주일 더 기다려 복용량을 25% 줄이십시오.
4주로 돌아가다

간격
(홍반, 박리 또는 붓기가 방해하
지만,

정상을 배제하지 않는
신체 활동; 작은 물집이나 궤

양이 적음
직경 2cm 이상)

3학년 일주일 더 기다려 일주일 더 기다려 환자를 철수

(물집, 궤양 또는 부종이 걷기 
또는 정상적인 일상 활동을 방
해함; 정기적으로 착용할 수 없
음

의류)

4학년 일주일 더 기다려 일주일 더 기다려 환자를 철수

(확산 또는 로컬 프로세스
감염을 일으키는

합병증, 또는 병상
주 또는 입원)

표 2. 구내염

이전 Caelyx 페길화 리포솜 투여 후 일주일

독성 등급
현재 평가

4주차 5주차 6주차

1 학년 다음을 제외하고 재투여 다음을 제외하고 재투여 복용량을 25% 줄입니다. 4주 간격
으로 돌아가기또는 철회

의사당 환자
평가

(통증 없는 궤양,
홍반 또는 경증

쓰림)

환자가 경험한
이전 3 또는 4 학년 구내염의 

경우 기다리십시오.

환자가 경험한
이전 3 또는 4 학년 구내염의 

경우 기다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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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주 추가 주

2학년 일주일 더 기다려 일주일 더 기다려 복용량을 25% 줄입니다. 4주 간격
으로 돌아가기또는 철회

의사당 환자
평가

(통증이 있는 홍반,
부종이나 궤양, 그러나

먹을 수있다)

3학년 일주일 더 기다려 일주일 더 기다려 환자를 철수

(통증이 있는 홍반,
부종이나 궤양, 그러나

먹을 수 없다)

4학년 일주일 더 기다려 일주일 더 기다려 환자를 철수

(비경구 또는
장 지원)

표 3. 혈액학적 독성(ANC 또는 혈소판) ‒ 유방암 또는 난소암 환자 관리

등급 ANC 혈소판 가감

1 학년 1,500 ‒ 1,900 75,000 ‒ 150,000 용량 감소 없이 치료를 재개합니다.

2학년 1,000 ‒ < 1,500 50,000 ‒ < 75,000 ANC ≥ 1,500 및 혈소판 ≥ 75,000이 될 때까지 기
다립니다. 감량 없이 재투여한다.

3학년 500 ‒ < 1,000 25,000 ‒ < 50,000 ANC ≥ 1,500 및 혈소판 ≥ 75,000이 될 때까지 기
다립니다. 감량 없이 재투여한다.

4학년 < 500 < 25,000 ANC ≥ 1,500 및 혈소판 ≥ 75,000이 될 때까지 기다립
니다. 용량을 25% 감소하거나 성장 인자 지원으로 전체 용
량을 계속합니다.

PPE 또는 구내염을 경험하는 보르테조밉과 함께 Caelyx 페길화 리포솜으로 치료받은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경우, Caelyx 페길화 리포솜 용
량을 각각 위의 표 1 및 2에 설명된 대로 수정해야 합니다. 아래의 표 4는 Caelyx 페길화 리포솜 및 보르테조밉 병용 요법을 받는 다발성 골수
종 환자의 치료에 대한 임상 시험에서 다른 용량 조절에 따른 일정을 제공합니다. 보르테조밉 투여 및 용량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르테
조밉에 대한 SPC를 참조하십시오.

표 4. Caelyx 페길화 리포솜 + 보르테조밉 병용 요법의 용량 조절 - 다발성 골수종 환자

환자 상태 Caelyx 페길화 리포솜 보르테조밉

발열 ≥ 38°C 및 ANC < 
1,000/mm삼

4일 이전에 이 주기를 투여하지 마십시오. 4일
차 이후에는 다음 복용량을 25% 줄입니다.

다음 복용량을 25% 줄입니다.

각 주기의 1일째 이후에 약을 투여한 
날:

4일 이전에 이 주기를 투여하지 마십시오. 혈
액학적 독성으로 인해 보르테조밉이 감소된 
경우 4일째 이후에 다음 주기에서 다음 용량
을 25% 감소하는 경우.*

투여하지 마십시오. 한 주기에 2회 이상 투여
하지 않으면 다음 주기에서 25% 감량한다.

혈소판 수 < 25,000/mm삼

헤모글로빈 < 8g/dl

ANC < 500/mm삼

3등급 또는 4등급 비혈액의약품 관
련 독성

2등급 미만으로 회복될 때까지 용량을 투여하
지 말고 모든 후속 용량에 대해 용량을 25% 감
소시킨다.

2등급 미만으로 회복될 때까지 투여하지 않고 
모든 환자에 대해 25% 감량
후속 복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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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병증성 통증 또는 말초신경병
증

복용량 조정 없음. 보르테조밉에 대한 SPC를 참조하십시오.

* 보르테조밉 투여 및 용량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르테조밉에 대한 SPC를 참조하십시오.

Caelyx 페길화 리포솜으로 치료받은 AIDS-KS 환자의 경우 혈액학적 독성으로 인해 용량 감소 또는 치료 중단 또는 지연이 필요할 수 있
습니다. ANC 수가 < 1,000/mm일 때 환자의 Caelyx 페길화된 리포솜 치료를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삼및/또는 혈소판 수가 < 50,000/
mm삼. ANC 수가 < 1,000/mm일 때 혈구 수를 지원하기 위해 G-CSF(또는 GM-CSF)를 병용 요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삼후속 주기
에서.

간 장애

총 빌리루빈 수치가 상승된 소수의 환자에서 측정된 Caelyx 페길화된 리포솜 약동학은 총 빌리루빈이 정상인 환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가 경험을 얻을 때까지 간 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의 Caelyx 페길화 리포솜 투여량은 유방 및 난소 임상 시험 프로그램의 경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줄여야 합니다. 치료 시작 시 빌리루빈이 1.2-3.0 사이인 경우 mg/dl인 경우 첫 번째 용량이 25% 감소합니다. 빌리루빈이 > 3.0 mg/dl인 
경우 첫 번째 용량을 50% 줄입니다. 환자가 혈청 빌리루빈 또는 간 효소의 증가 없이 첫 번째 용량에 내성이 있는 경우 주기 2의 용량을 다음 용
량 수준으로 증량할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투여 시 50% 감소한 경우, 주기 2의 경우 전체 용량의 75%로 증량합니다. 허용되는 경우 후속 주기
의 경우 용량을 최대 용량으로 증량할 수 있습니다. Caelyx 페길화 리포솜은 빌리루빈과 간 효소의 동시 상승이 정상 범위의 4배까지 상승하는 
간 전이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습니다. Caelyx 페길화 리포솜 투여 전에 ALT/AST,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 빌리루빈과 같은 기존의 임상 실험
실 검사를 사용하여 간 기능을 평가하십시오.

신장 장애

독소루비신은 간에서 대사되어 담즙으로 배설되므로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단 약동학 데이터(30-156ml/min의 크레아티닌 
청소율 테스트 범위)는 Caelyx의 페길화된 리포솜 청소율이 신장 기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30ml/min 미만인 환자에 대한 약동학 데이터는 없습니다.

비장절제술을 받은 AIDS 관련 KS 환자

비장절제술을 받은 환자에서 Caelyx 페길화 리포솜에 대한 경험이 없으므로 Caelyx 페길화 리포솜 치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소아 인구

어린이의 경험은 제한적입니다. Caelyx 페길화 리포솜은 18세 미만의 환자에게 권장되지 않습니다.

연세가 드신

인구 기반 분석은 테스트된 범위(21-75세)의 연령이 Caelyx 페길화된 리포솜의 약동학을 크게 변경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투여 방법

Caelyx 페길화된 리포솜은 정맥내 주입으로 투여됩니다. 준비 및 취급에 대한 특별 예방 조치에 대한 추가 지침(섹션 6.6 참조).

Caelyx 페길화된 리포솜을 일시 주사 또는 희석되지 않은 분산으로 투여하지 마십시오. Caelyx 페길화된 리포솜 주입 라인은 5%(50mg/ml) 
포도당 정맥 주입의 측면 포트를 통해 연결하여 추가 희석을 달성하고 혈전증 및 혈관외유출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초 정맥을 
통해 주입할 수 있습니다. 인라인 필터와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Caelyx 페길화된 리포솜은 근육내 또는 피하 경로로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섹션 6.6 참조).

90mg 미만의 경우: Caelyx 페길화된 리포솜을 250ml의 5%(50mg/ml) 포도당 용액에 희석하여 주입합니다.

90mg 이상의 용량의 경우: Caelyx 페길화된 리포솜을 500ml 5%(50mg/ml) 포도당 용액에 희석하여 주입합니다.

유방암/난소암/다발성 골수종

주입 반응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용량은 1mg/분 이하의 속도로 투여됩니다. 주입 반응이 관찰되지 않으면 후속 Caelyx 페길화 
리포솜 주입이 60분에 걸쳐 투여될 수 있습니다.

주입 반응을 경험한 환자에서 주입 방법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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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용량의 5%를 처음 15분 동안 천천히 주입해야 합니다. 반응 없이 내약성이 있는 경우 다음 15분 동안 주입 속도를 두 배로 늘릴 수 있습니
다. 내약성이 있는 경우, 주입은 총 주입 시간 90분 동안 다음 1시간에 걸쳐 완료될 수 있습니다.

AIDS 관련 KS

Caelyx 페길화된 리포솜의 용량은 주입용 250ml 5%(50mg/ml) 포도당 용액에 희석하고 30분에 걸쳐 정맥 주입하여 투여합니다.

4.3 금기 사항

활성 물질, 땅콩 또는 콩 또는 섹션 6.1에 나열된 첨가제에 과민증.

Caelyx 페길화 리포솜은 국소 요법이나 전신 알파-인터페론으로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AIDS-KS를 치료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4 사용에 대한 특별 경고 및 주의 사항

약동학적 프로필과 투여 일정의 차이를 감안할 때 Caelyx 페길화 리포솜은 독소루비신 염산염의 다른 제형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어서
는 안 됩니다.

심장 독성

Caelyx 페길화 리포솜을 투여받는 모든 환자는 정기적으로 ECG 모니터링을 자주 받는 것이 좋습니다. T파 편평화, ST 분절 억제 및 양성 부
정맥과 같은 일시적인 ECG 변화는 Caelyx 페길화 리포솜 요법의 중단에 대한 필수 적응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QRS 복합체의 감
소는 심장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면 안트라사이클린 심근 손상에 대한 가장 확실한 검사, 즉 심근내막 생
검을 고려해야 합니다.

ECG와 비교하여 심장 기능의 평가 및 모니터링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은 심장초음파검사 또는 바람직하게는 MUGA(Multigated 
Angiography)에 의한 좌심실 박출률 측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Caelyx 페길화 리포솜 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일상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치
료 중에 주기적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좌심실 기능 평가는 평생 누적 안트라사이클린 용량 450mg/m를 초과하는 Caelyx 페길화 리포솜을 추
가 투여하기 전에 필수로 간주됩니다.2.

안트라사이클린 치료 중 심장 기능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평가 테스트 및 방법은 ECG 모니터링, 좌심실 박출률 측정, 심근내막 생
검의 순서로 사용됩니다. 테스트 결과가 Caelyx 페길화 리포솜 요법과 관련된 심장 손상 가능성을 나타내는 경우 지속적인 요법의 이점을 심근 
손상 위험과 신중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혜택이 환자에 대한 위험보다 클 경우에만 Caelyx 페길화된 리포솜을 투여하십시오.

Caelyx 페길화된 리포솜을 투여받는 심장 기능이 손상된 환자에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심근병증이 의심되는 경우, 즉 좌심실 박출률이 치료 전 값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거나 좌심실 박출률이 예후 관련 값보다 낮을 때(예: < 
45%), 심근내막 생검을 고려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의 이점은 돌이킬 수 없는 심장 손상이 발생할 위험에 대해 주의 깊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심근병증으로 인한 울혈성 심부전은 사전 ECG 변화 없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으며 치료 중단 후 몇 주 후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안트라사이클린을 투여받은 환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독소루비신 염산염의 총 용량은 또한 다른 안트라사이클린/안트라퀴논 또는 예를 
들어 5-플루오로우라실과 같은 심장독성 화합물을 사용한 이전(또는 병용) 요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450 mg/m 미만의 누적 안트라사이클린 
용량에서도 심장 독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종격동 방사선 조사를 받은 환자 또는 사이클로포스파미드 요법을 동시에 받고 있는 환자.

유방암과 난소암 모두에 권장되는 투여 일정에 대한 심장 안전성 프로파일(50 mg/m2) 20 mg/m와 유사2AIDS-KS 환자의 프로필(섹션 4.8 참
조).

골수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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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elyx 페길화 리포솜으로 치료받은 많은 환자는 기존의 HIV 질병이나 수많은 병용 또는 이전 약물 또는 골수와 관련된 종양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기준선 골수 억제가 있습니다. 50 mg/m의 용량으로 치료된 난소암 환자에 대한 중추 시험에서2, 골수 억제는 일반적으로 경증에서 중등
도이고 가역적이었고 호중구감소증 감염 또는 패혈증 에피소드와 관련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Caelyx 페길화 리포솜 대 토포테칸의 대조 임상 
시험에서 치료 관련 패혈증 발병률은 토포테칸 치료군과 비교하여 Caelyx 페길화 리포솜 치료 난소암 환자에서 실질적으로 적었습니다. 1차 임
상 시험에서 Caelyx 페길화 리포솜을 투여받은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도 유사한 낮은 골수억제 발생률이 관찰되었습니다. 유방암이나 난소암 
환자의 경험과 달리 골수억제는 AIDS-KS 환자에서 용량 제한 부작용인 것으로 보입니다(섹션 4.8 참조). 골수 억제 가능성 때문에,

지속적인 중증 골수억제, 중복감염 또는 출혈을 유발할 수 있음.

블레오마이신/빈크리스틴 요법에 대한 AIDS-KS 환자의 대조 임상 연구에서 기회 감염은 Caelyx 페길화 리포솜으로 치료하는 동안 분명히 더 
빈번했습니다. 환자와 의사는 이러한 높은 발병률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차 혈액 악성 종양

다른 DNA 손상 항종양제와 마찬가지로, 독소루비신과 병용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2차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및 골수이형성증이 보고되었습니
다. 따라서 독소루비신으로 치료받는 모든 환자는 혈액학적 감독하에 있어야 합니다.

이차 구강 신생물

Caelyx 페길화 리포솜에 장기간(1년 이상) 노출된 환자 또는 Caelyx 페길화 리포솜 누적 용량이 720 mg/m 이상인 환자에서 매우 드물게 이
차 구강암이 보고되었습니다.2. 이차 구강암 사례는 Caelyx 페길화 리포솜으로 치료하는 동안과 마지막 투여 후 최대 6년 모두에서 진단되었습
니다. 구강 궤양 또는 이차 구강암을 나타낼 수 있는 구강 불편감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환자를 검사해야 합니다.

주입 관련 반응

천식, 홍조, 두드러기 발진, 흉통, 발열, 고혈압, 빈맥, 가려움증, 발한, 숨가쁨, 안면 등의 증상과 함께 알레르기 유사 또는 아나필락시양 유사 
반응을 특징으로 하는 심각하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주입 반응 부종, 오한, 요통, 가슴과 목의 압박감 및/또는 저혈압이 Caelyx 페길화 리
포솜 주입 시작 후 몇 분 이내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우 드물게 주입 반응과 관련하여 경련도 관찰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주입을 중단하면 
일반적으로 추가 치료 없이 이러한 증상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예: 항히스타민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아
드레날린, 항경련제)과 응급 장비를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재발 없이 모든 증상이 해결된 후 치료를 재개할 수 있
습니다. 주입 반응은 첫 번째 치료 주기 후에 거의 재발하지 않습니다. 주입 반응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용량은 1mg/분 이하의 속도
로 투여해야 합니다(섹션 4.2 참조).

손바닥 발바닥 홍색감각이상 증후군(PPE)

PPE는 고통스럽고 황반이 붉어지는 피부 발진이 특징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는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2~3주기의 치료 후에 나타납니다. 
개선은 일반적으로 1-2주 내에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 완전한 해결에 최대 4주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일 50-150mg의 피리독
신과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PPE의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되었지만 이러한 요법은 III상 시험에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PPE를 예방하고 치료하
는 다른 전략에는 손과 발을 차가운 물에 노출(담그기, 목욕 또는 수영)하고 과도한 열/뜨거운 물을 피하고 제한되지 않는 상태로 유지(단단한 
양말, 장갑 또는 신발 금지)하여 손과 발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장착). PPE는 주로 투여 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투
여 간격을 1-2주 연장하여 줄일 수 있습니다(섹션 4.2 참조). 그러나 이 반응은 일부 환자에서 심각하고 쇠약해질 수 있으며 치료를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섹션 4.8 참조).

넘쳐 흐름

혈관외유출에 따른 국소 괴사가 매우 드물게 보고되었지만 Caelyx의 페길화된 리포솜은 자극제로 간주됩니다. 동물 연구에 따르면 리포솜 제
형으로 독소루비신 염산염을 투여하면 혈관외 손상의 가능성이 감소합니다. 혈관외유출의 징후 또는 증상(예: 따끔거림, 홍반)이 발생하면 종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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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주입하고 다른 정맥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혈관외출혈 부위에 약 30분 동안 얼음을 대면 국소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
다. Caelyx 페길화된 리포솜은 근육내 또는 피하 경로로 투여되어서는 안됩니다.

당뇨병 환자

Caelyx 페길화 리포솜의 각 바이알에는 자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입용 5%(50mg/ml) 포도당 용액으로 투여됩니다.

부형제

이 약은 용량당 1mmol 나트륨(23mg) 미만을 포함하며 본질적으로 '무나트륨'입니다.

용량 조절 또는 중단이 필요한 일반적인 이상반응은 섹션 4.8을 참조하십시오.

4.5 다른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및 기타 상호작용 형태

Caelyx 페길화 리포솜에 대한 공식적인 의약품 상호작용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지만, 부인과 악성 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화학요법제를 
사용한 2상 조합 시험이 수행되었습니다. 표준 독소루비신 염산염과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의약품의 병용 시 주의하십시오. Caelyx 페
길화 리포솜은 다른 독소루비신 염산염 제제와 마찬가지로 다른 항암 요법의 독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시클로포스파미드 또는 탁산을 병용 
투여한 고형 종양(유방암 및 난소암 포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 새로운 추가 독성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AIDS 환자의 경우, 표
준 독소루비신 염산염에서 시클로포스파미드 유발 출혈성 방광염의 악화와 6-메르캅토퓨린의 간독성 증가가 보고되었습니다. 다른 세포독성
제, 특히 골수독성제를 동시에 투여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6 불임, 임신 및 수유

임신

독소루비신 염산염은 임신 중에 투여될 때 심각한 선천적 기형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따라서 Caelyx 페길화 리포솜은 분명히 필
요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 중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임기 여성

가임 여성은 자신 또는 남성 파트너가 Caelyx 페길화 리포솜 요법을 중단한 후 6개월 동안 및 Caelyx 페길화 리포솜 치료를 받는 동안 임신을 
피하도록 조언해야 합니다(섹션 5.3 참조).

모유 수유

Caelyx 페길화 리포솜이 모유로 배설되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안트라사이클린을 포함한 많은 의약품이 모유로 배설되고 수유 중
인 유아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Caelyx 페길화 리포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수유를 중단해야 합니다. 
건강 전문가들은 HIV에 감염된 여성이 HIV의 전염을 피하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비옥

인간 생식 능력에 대한 독소루비신 염산염의 영향은 평가되지 않았습니다(섹션 5.3 참조).

4.7 운전 및 기계 사용 능력에 미치는 영향

Caelyx 페길화 리포솜은 운전 및 기계 사용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임상 연구에서 Caelyx 페길
화 리포솜 투여와 어지러움 및 졸음이 드물게(< 5%) 연관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는 환자는 운전 및 기계 조작을 피해야 합니다.

4.8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

안전 프로필 요약

가장 흔한 이상반응(≥ 20%)은 호중구감소증, 구역, 백혈구감소증, 빈혈, 피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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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이상반응(환자의 2% 이상에서 발생한 3/4등급 이상반응)은 호중구감소증, PPE, 백혈구감소증, 림프구감소증, 빈혈, 혈소판감소증, 구내
염, 피로, 설사, 구토, 메스꺼움, 발열, 호흡곤란 및 폐렴이었다. 드물게 보고된 중증 이상반응은 폐렴, 복통, 거대세포바이러스 맥락망막염을 포
함한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무력증, 심정지, 심부전, 울혈성 심부전, 폐색전증, 혈전정맥염, 정맥 혈전증, 아나필락시 반응, 독성 아나필락시양 
반응, 표피 유착 반응을 포함했습니다. 및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이상 반응의 표 목록

표 5는 유방암, 난소암, 다발성 골수종 및 AIDS 관련 KS의 치료를 위해 4,231명의 환자에서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발생한 약물 이상반
응을 요약한 것이다. "로 표시된 대로 시판 후 이상반응도 포함됩니다.비". 빈도는 매우 흔함(≥ 1/10), 흔함(≥ 1/100 ~ < 1/10), 흔하지 않
음(≥ 1/1,000 ~ < 1/100), 드물게(≥ 1/10,000 ~ < 1/1,000)로 정의됩니다. ), 매우 드물고(< 1/10,000) 알려지지 않음(사용 가능한 데이
터에서 빈도를 추정할 수 없음). 관련되는 경우 각 빈도 그룹 내에서 이상반응은 심각도가 낮은 순서로 제시됩니다.

표 5: Caelyx 페길화 리포솜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이상반응

시스템 오르간 클래스 빈도 모든 등급 약물이상반응

감염 및 감염 흔한 부패

폐렴

폐포자충 폐렴

거대세포바이러스 맥락망막염을 포함한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마이코박테리움 아비움 복합 감염

칸디다 증

대상포진

요로 감염

전염병

상기도 감염

구강 칸디다증

모낭염

인두염

비인두염

드문 단순 포진

곰팡이 감염

희귀한 기회 감염( 아스페르길루스, 히스토플라
스마,이소스포라, 레지오넬라균,마이크
로스포리디움, 살모넬라균,포도상구균, 
톡소플라스마,결핵)ㅏ

양성, 악성 및 상세불명의 신생물(낭
종 및 폴립 포함)

불명 급성 골수성 백혈병비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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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신생물비

혈액 및 림프계 장애 매우 흔한 백혈구 감소증

호중구감소증

림프구감소증

빈혈(저색소성 포함)

흔한 혈소판 감소증

열성 호중구감소증

드문 범혈구감소증

혈소판 증가

희귀한 골수 부전

면역 체계 장애 드문 과민증

아나필락시 반응

희귀한 아나필락시양 반응

대사 및 영양 장애 매우 흔한 식욕 감소

흔한 악액질

탈수

저칼륨혈증

저나트륨혈증

저칼슘혈증

드문 고칼륨혈증

저마그네슘혈증

정신 장애 흔한 혼란 상태

불안

우울증

불명증

신경계 장애 흔한 말초 신경병증

말초 감각 신경병증

신경통

감각이상

감각저하

미각 장애

두통

혼수

현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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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문 다발신경병증

동란

졸도

감각이상

졸림

결막염

시야가 흐려짐

눈물 증가

망막염

빈맥

두근거림

심장 마비

심부전

심부전 울혈

심근병증

심장독성

심실성 부정맥

번들 분기 블록 오른쪽

전도 장애

방실 차단

청색증

눈 장애 흔한

드문

희귀한

심장 장애ㅏ 흔한

드문

희귀한

혈관 장애 흔한 고혈압

저혈압

홍조

드문 폐 색전증

주입 부위 괴사(연조직 괴사 및 피부 괴사 
포함)

정맥염

기립 성 저혈압

희귀한 혈전 정맥염

정맥 혈전증

혈관 확장

호흡기, 흉부 및 흔한 호흡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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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격동 장애

호흡곤란

비출혈

기침

천식

가슴 불편함

목의 압박감

구염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변비

위염

아프타 구내염

구강 궤양

소화불량

연하 곤란

식도

복통

복통 상부

구강 통증

마른 입

공허

드문

희귀한

위장 장애 매우 흔한

흔한

드문

치은염

설염

입술 궤양

희귀한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 매우 흔한 손바닥 발바닥 홍색감각이상 증후군ㅏ

발진(홍반성, 반구진성 및 구진성 
포함)

탈모증

흔한 피부 각질 제거

수포

건조한 피부

홍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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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움증

다한증

피부과색소침착

드문 피부염

피부염 각질제거제

좌창

피부 궤양

알레르기성 피부염

두드러기

피부 변색

점상출혈

착색 장애

손톱 장애

희귀한 독성 표피 괴사

다형홍반

수포성 피부염

태선각화증

불명 스티븐스-존슨 증후군비

근골격 및 결합 조직 장애 매우 흔한 근골격계 통증(근골격계 흉통, 요통, 
사지 통증 포함)

흔한 근육 경련

근육통

관절통

뼈 통증

드문 근육 약화

신장 및 비뇨기 장애 흔한 배뇨곤란

생식 장애 드문 유방 통증

희귀한 질 감염

음낭 홍반

일반 장애 및
관리 현장 조건

매우 흔한 발열

피로

흔한 주입 관련 반응

통증

가슴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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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사 질병

오한

점막 염증

무력증

불쾌

부종

말초 부종

관리 사이트 유출

주사 부위 반응

얼굴 부종

고열

점막 장애

무게 감소

분출률 감소

드문

희귀한

조사 흔한

드문

희귀한 간 기능 검사 비정상(혈액 빌리루빈 증가,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 증가 및 아스파르테
이트 아미노전이효소 포함)

증가)

혈액 크레아티닌 증가

부상, 중독 및 절차상의 합병증 드문 방사선 회상 현상ㅏ

ㅏ보다선택된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

비시판 후 이상반응

선택된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

손바닥 발바닥 홍반감각이상

유방/난소 임상 시험에서 보고된 가장 흔한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는 손바닥-발바닥 홍반감각이상(PPE)이었습니다. 보고된 PPE의 전체 발생률
은 난소 및 유방 임상 시험에서 각각 41.3% 및 51.1%였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대부분 경미했으며 중증(3등급) 사례는 환자의 16.3% 및 
19.6%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4등급) 사례의 보고된 발생률은 < 1%였습니다. PPE는 드물게 영구적인 치료 중단을 초래했습
니다(1.9% 및 10.8%). PPE는 Caelyx 페길화 리포솜 + 보르테조밉 병용 요법으로 치료받은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16%에서 보고되었습니다. 
3등급 PPE가 환자의 5%에서 보고되었습니다. 4등급 PPE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PPE 비율은 AIDS-KS 인구에서 상당히 낮았다(전체 등급 
1.3%, 등급 3 PPE 0.4%, 등급 4 PPE 없음). 섹션 4.4를 참조하십시오.

기회 감염

Caelyx 페길화 리포솜의 임상 연구에서 호흡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이 일반적으로 발생했으며 AIDS 인구의 기회 감염(OI's)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기회감염은 Caelyx 페길화 리포솜 투여 후 KS 환자에서 관찰되며 HIV 유도된 환자에서 자주 관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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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결핍. 임상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관찰된 OI는 칸디다증, 거대 세포 바이러스, 단순 포진, Pneumocystis jirovecii 폐렴 및 
mycobacterium avium complex였습니다.

심장 독성

울혈성 심부전의 증가된 발병률은 누적 평생 용량 > 450 mg/m에서 독소루비신 요법과 관련이 있습니다.2또는 심장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의 
경우 더 낮은 용량으로 투여합니다. 460 mg/m 이상의 Caelyx 페길화된 리포솜의 누적 용량을 투여받은 AIDS-KS 환자 10명 중 9명에 대한 
심근 내막 생검2안트라사이클린 유발 심근병증의 증거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AIDS-KS 환자에 대한 Caelyx 페길화 리포솜의 권장 용량은 20 
mg/m입니다.22~3주마다. 이러한 AIDS-KS 환자에 대해 심혈관 독성이 우려되는 누적 용량(> 400 mg/m2) 40~60주에 걸쳐 Caelyx 페길화 
리포솜 요법의 20개 이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누적 안트라사이클린 용량이 509mg/m인 8명의 고형 종양 환자에서 심근내막 생검을 수행했습니다.2‒1,680mg/m2. Billingham 
cardiotoxicity 점수의 범위는 0-1.5 등급이었습니다. 이러한 등급 점수는 심장 독성이 없거나 경미한 것과 일치합니다.

독소루비신에 대한 중요한 III상 시험에서, 58/509(11.4%)의 무작위 대상체(10명은 50mg/m의 용량에서 Caelyx 페길화된 리포솜으로 치료
됨2/4주마다 vs 48명은 60 mg/m 용량의 독소루비신으로 치료2/3주마다) 치료 및/또는 추적 관찰 중 심장 독성에 대한 프로토콜 정의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심장독성은 안정시 좌심실박출률이 정상 범위에 머무를 경우 기준선에서 20점 이상 감소하거나 좌심실박출률이 비정상이 되면 
10점 이상 감소(정상하한치 미만)로 정의했다. LVEF 기준에 따라 심장 독성이 있는 10명의 Caelyx 페길화된 리포솜 피험자 중 CHF의 징후 및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조적으로, LVEF 기준에 의해 심장 독성이 있었던 48명의 독소루비신 피험자 중 10명이 CHF의 징후 및 증상을 
나타내었습니다.

유방암 및 난소암 환자의 하위 집합을 포함하여 고형 종양이 있는 환자에서 50 mg/m의 용량으로 치료2/주기 최대 1,532 mg/m의 평생 누적 
안트라사이클린 투여량2, 임상적으로 유의한 심장 기능 장애의 발생률은 낮았습니다. Caelyx 페길화 리포솜 50 mg/m로 치료받은 418명의 환
자 중2/주기, 좌심실 박출률(LVEF)의 기준선 측정 및 MUGA 스캔에 의해 평가된 적어도 하나의 후속 측정이 있는 88명의 환자는 > 400 mg/m
의 누적 안트라사이클린 용량을 가졌습니다.2, 기존 독소루비신의 심혈관 독성 위험 증가와 관련된 노출 수준. 이 88명의 환자 중 13명(15%)만
이 45% 미만의 LVEF 값 또는 기준선에서 최소 20점 감소로 정의되는 LVEF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한 번 이상 있었습니다. 또한, 1명
의 환자(누적 안트라사이클린 용량 944mg/m2), 울혈성 심부전의 임상 증상 때문에 연구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방사선 회상 현상

Caelyx 페길화 리포솜 투여 시 이전의 방사선 요법으로 인한 피부 반응의 회상이 드물게 발생했습니다.

의심되는 이상반응 보고

의약품 허가 후 의심되는 이상반응을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의약품의 유익성/위해성 균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는 Yellow Card Scheme 웹사이트(www.mhra.gov.uk/yellowcard)를 통해 의심되는 부작용을 보고하거나 Google Play 또
는 Apple App Store에서 MHRA Yellow Card를 검색해야 합니다.

4.9 과다 복용

독소루비신염산염의 급성 과량투여는 점막염, 백혈구감소증 및 혈소판감소증의 독성 효과를 악화시킨다. 중증 골수억제 환자의 급성 과
량투여의 치료는 입원, 항생제, 혈소판 및 과립구 수혈, 점막염의 대증적 치료로 구성된다.

5. 약리학적 성질

5.1 약력학적 특성

약물치료군: 세포독성제(안트라사이클린 및 관련 물질), ATC 코드: L01DB01.

행동의 메커니즘

Caelyx pegylated liposomal의 활성 성분은 doxorubicin hydrochloride, 에서 얻은 세포 독성 안트라사이클린 항생제입니다.스트렙
토마이세스 푸세티우스변수카이시우스. 독소루비신의 항종양 활성의 정확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DNA, RNA 및 단백
질 합성의 억제가 세포독성 효과의 대부분을 담당한다고 믿어집니다. 이것은 아마도 DNA 이중 나선의 인접한 염기쌍 사이에 안트라사이클
린이 삽입되어 복제를 위해 풀리는 것을 방지한 결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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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효능 및 안전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Caelyx 페길화 리포솜 대 독소루비신에 대한 III상 무작위 연구는 509명의 환자에서 완료되었습니다. Caelyx 페길화 
리포솜과 독소루비신 간의 비열등성을 입증하는 프로토콜 지정 목표가 충족되었으며, 무진행 생존(PFS)에 대한 위험 비율(HR)은 1.00(HR에 
대한 95% CI=0.82-1.22)이었습니다. 예후 변수를 조정했을 때 PFS에 대한 치료 HR은 ITT 집단에 대한 PFS와 일치했습니다.

심장 독성의 1차 분석은 누적 안트라사이클린 용량의 함수로서 심장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독소루비신보다 Caelyx 페길화된 리포솜에서 유
의하게 더 낮음을 보여주었습니다(HR=3.16, p < 0.001). 450 mg/m를 초과하는 누적 용량에서2Caelyx의 페길화된 리포솜에는 심장 관련 
사건이 없었습니다.

1차 백금 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상피성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Caelyx 페길화 리포솜 대 토포테칸의 3상 비교 연구가 474명의 환자에
서 완료되었습니다. 위험비(HR)가 1.216(95% CI: 1.000; 1.478), p=0.050인 것처럼 토포테칸 치료 환자보다 Caelyx 페길화 리포솜 치료 환
자의 전체 생존(OS)에서 이점이 있었습니다. 1년, 2년 및 3년 생존율은 토포테칸에서 54.0%, 23.6% 및 13.2%인 것에 비해 Caelyx 페길화
된 리포솜에서 각각 56.3%, 34.7% 및 20.2%였습니다.

백금 민감성 질환이 있는 환자의 하위 그룹의 경우 차이가 더 컸습니다. HR은 1.432(95% CI: 1.066; 1.923), p=0.017입니다. 1년, 2년 및 
3년 생존율은 토포테칸에서 66.2%, 31.0% 및 17.5%인 것에 비해 Caelyx 페길화된 리포솜에서 각각 74.1%, 51.2% 및 28.4%였습니다.

치료는 백금 불응성 질환 환자의 하위 그룹에서 유사했습니다: HR 1.069(95% CI: 0.823; 1.387), p=0.618. 1년, 2년 및 3년 생존율은 
Caelyx 페길화된 리포솜에서 각각 41.5%, 21.1% 및 13.8%였으며, 토포테칸에서는 43.2%, 17.2% 및 9.5%였습니다.

이전에 1회 이상의 치료를 받았고 치료 기간 동안 진행되지 않은 다발성 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Caelyx 페길화 리포솜 + 보르테조밉 병용 요법
과 보르테조밉 단독 요법의 안전성과 효능을 비교한 무작위배정, 평행군, 공개, 다기관 제 III상 연구 안트라사이클린 기반 요법을 받은 646명의 
환자에서 수행되었습니다. 35%(95%)의 위험 감소(RR)로 표시된 대로 보르테조밉 단독 요법으로 치료받은 환자와 비교하여 Caelyx 페길화 
리포솜과 보르테조밉의 병용 요법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경우 진행까지의 시간(TTP)의 1차 평가변수가 유의하게 개선되었습니다. CI: 
21-47%), p < 0.0001, 407개의 TTP 이벤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TTP 중앙값은 8개월에 비해 보르테조밉 단독 요법 환자의 경우 6.9개월이었
습니다. Caelyx 페길화 리포솜 + 보르테조밉 병용 요법 환자의 경우 9개월. 프로토콜 정의 중간 분석(249개의 TTP 이벤트 기반)은 효능에 대한 
조기 연구 종료를 촉발했습니다. 이 중간 분석은 45%의 TTP 위험 감소(95% CI: 29-57%), p < 0.0001을 보여주었습니다. TTP 중앙값은 보르
테조밉 단독 요법 환자의 경우 6.5개월이었고, Caelyx 페길화 리포솜 + 보르테조밉 병용 요법 환자의 경우 9.3개월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성숙하지는 않았지만 프로토콜 정의 최종 분석을 구성했습니다. 중앙값 8.6년의 추적 조사 후에 수행된 전체 생존(OS)에 대한 최종 분석은 두 
치료군 간에 OS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OS 중앙값은 보르테조밉 단독요법 환자의 경우 30.8개월(95% CI, 25.2-36.5개
월)이었고 33.0개월(95% CI, 28.9-37)이었습니다.

5.2 약동학적 특성

Caelyx 페길화 리포솜은 독소루비신 염산염의 장기 순환 페길화 리포솜 제형입니다. 페길화된 리포솜은 친수성 폴리머 메톡시폴리에틸렌 글리
콜(MPEG)의 표면 그래프트 세그먼트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선형 MPEG 그룹은 지질 이중층 막과 혈장 성분 사이의 상호 작용을 감소시키는 보
호 코팅을 생성하는 리포솜 표면에서 확장됩니다. 이를 통해 Caelyx의 페길화된 리포솜 리포솜이 혈류에서 장기간 순환할 수 있습니다. 페길화
된 리포솜은 종양을 공급하는 결함이 있는 혈관을 통해 손상되지 않은(혈관외 유출액) 통과하기에 충분히 작습니다(약 100nm의 평균 직경). 
C-26 결장암 종양이 있는 마우스와 KS-유사 병변이 있는 형질전환 마우스에서 혈관으로부터 페길화된 리포솜의 침투 및 종양으로의 진입 및 축
적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페길화된 리포솜은 또한 순환에서 리포솜 체류 시간 동안 캡슐화된 독소루비신 염산염을 유지하기 위해 결합되는 낮
은 투과성 지질 매트릭스 및 내부 수성 완충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서 Caelyx 페길화 리포솜의 혈장 약동학은 표준 독소루비신 염산염 제제에 대해 문헌에 보고된 것과 크게 다릅니다. 더 낮은 용량에서
(10 mg/m2‒20 mg/m2) Caelyx 페길화된 리포솜은 선형 약동학을 나타냈습니다. 10 mg/m의 용량 범위 이상2‒60 mg/m2Caelyx 페길화
된 리포솜은 비선형 약동학을 나타냈습니다. 표준 독소루비신 염산염은 광범위한 조직 분포를 나타냅니다(분포 부피: 700 ~ 1,100 l/m2).2) 
및 빠른 제거 클리어런스(24 ~ 73 l/h/m2). 이에 반해 약동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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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elyx의 페길화된 리포솜의 프로필은 Caelyx의 페길화된 리포솜이 대부분 혈관액 부피에 국한되고 혈액에서 독소루비신의 제거가 리포솜 운
반체에 의존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독소루비신은 리포솜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 조직 구획으로 들어간 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등가 용량에서, 대부분 페길화된 리포솜 독소루비신 염산염(측정된 독소루비신의 90~95% 함유)을 나타내는 Caelyx 페길화된 리포솜의 
혈장 농도 및 AUC 값은 표준 독소루비신 염산염 제제로 달성된 것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Caelyx pegylated liposomal은 doxorubicin hydrochloride의 다른 제형과 호환하여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인구 약동학

Caelyx 페길화 리포솜의 약동학은 인구 약동학 접근법을 사용하여 10개의 다른 임상 시험에서 120명의 환자에서 평가되었습니다. 10 mg/m
의 용량 범위에 걸친 Caelyx 페길화된 리포솜의 약동학2~ 60mg/m20차 입력과 Michaelis-Menten 제거가 있는 2구획 비선형 모델로 가장 
잘 설명되었습니다. Caelyx 페길화 리포솜의 평균 고유 청소율은 0.030 l/h/m였습니다.2(범위 0.008 ~ 0.152l/h/m2) 평균 중앙 분포 부피는 
1.93 l/m2(범위 0.96-3.85l/m2) 플라즈마 부피를 근사화합니다. 겉보기 반감기는 24-231시간 범위였으며 평균은 73.9시간이었습니다.

유방암 환자

18명의 유방암 환자에서 측정된 Caelyx 페길화된 리포솜의 약동학은 다양한 암을 가진 120명의 더 큰 집단에서 결정된 약동학과 유사했습니
다. 평균 고유 클리어런스는 0.016 l/h/m였습니다.2(범위 0.008-0.027 l/h/m2), 평균 중앙 분포 부피는 1.46 l/m2(범위 1.10-1.64 l/m2). 
평균 겉보기 반감기는 71.5시간(45.2-98.5시간 범위)이었다.

난소암 환자

11명의 난소암 환자에서 측정된 Caelyx 페길화 리포솜의 약동학은 다양한 암을 가진 120명의 더 큰 집단에서 결정된 약동학과 유사했습니다. 
평균 고유 클리어런스는 0.021 l/h/m였습니다.2(범위 0.009‒0.041l/h/m2), 평균 중심 분포 부피는 1.95 l/m2(범위 1.67‒2.40 l/m2). 평균 
겉보기 반감기는 75.0시간(범위 36.1-125시간)이었다.

AIDS 관련 KS 환자

Caelyx 페길화 리포솜의 혈장 약동학은 20 mg/m의 단일 용량을 투여받은 KS 환자 23명에서 평가되었습니다.230분간 주입하여 투여한다. 
Caelyx 페길화 리포솜(주로 페길화 리포솜 독소루비신 염산염 및 낮은 수준의 캡슐화되지 않은 독소루비신 염산염을 나타냄)의 약동학적 매
개변수는 20 mg/m2용량은 표 6에 나와 있습니다.

표 6. Caelyx 페길화 리포솜 치료 AIDS-KS 환자의 약동학적 매개변수

평균+ 표준 에러

20mg/m2(n=23)매개변수

최대 혈장 농도*(µg/ml)

플라즈마 클리어런스(l/h/m2)

분포량(l/m2)

AUC(μg/ml/h)

λ1반감기(시간)

λ2반감기(시간)

8.34 ± 0.49

0.041 ± 0.004

2.72 ± 0.120

590.00 ± 58.7

5.2 ± 1.4

55.0 ± 4.8

* 30분 주입 종료 시 측정

5.3 전임상 안전성 데이터

동물을 대상으로 한 반복 투여 연구에서 Caelyx 페길화 리포솜의 독성 프로파일은 표준 독소루비신 염산염을 장기간 주입한 인간에서 보고된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Caelyx 페길화 리포솜을 사용하여 페길화 리포솜에 독소루비신 염산염을 캡슐화하면 다음과 같이 다른 강도를 갖는 이
러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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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독성

토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Caelyx 페길화 리포솜의 심장 독성은 기존의 독소루비신 염산염 제제에 비해 감소되었습니다.

피부 독성

쥐와 개에 Caelyx 페길화 리포솜을 반복적으로 투여한 후 수행된 연구에서 임상적으로 관련된 용량에서 심각한 피부 염증과 궤양 형성이 관
찰되었습니다. 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러한 병변의 발생과 중증도는 용량을 낮추거나 용량 간격을 연장함으로써 감소되었습니다. 손바
닥-발바닥 홍반감각이상으로 설명되는 유사한 피부 병변이 장기간 정맥내 주입 후 환자에서도 관찰되었습니다(섹션 4.8 참조).

아나필락시양 반응

개를 대상으로 한 반복 투여 독성 연구 동안, 페길화된 리포솜(위약) 투여 후 저혈압, 창백한 점막, 타액 분비, 구토 및 과다 활동 기간을 특징으
로 하는 급성 반응 후 활동 저하 및 혼수 상태가 관찰되었습니다. Caelyx 페길화 리포솜 및 표준 독소루비신으로 치료한 개에서도 유사하지만 
덜 심각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저혈압 반응은 항히스타민제 전처치에 의해 크기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생명을 위협하지 않았으며 개는 치료 중단 후 빠르게 회복되
었습니다.

국소 독성

피하 내성 연구에 따르면 Caelyx 페길화 리포솜은 표준 독소루비신 염산염에 비해 혈관 유출 가능성이 있는 후 조직에 약간의 국소 자극이나 
손상을 유발합니다.

변이원성과 발암성

Caelyx 페길화 리포솜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지만 Caelyx 페길화 리포솜의 약리학적 활성 성분인 독소루비신 염산염은 돌연변이 
유발성 및 발암성입니다. Pegylated 위약 리포솜은 돌연변이 유발성도 유전독성도 없습니다.

생식 독성

Caelyx 페길화된 리포솜은 36 mg/kg의 단일 용량 후 마우스에서 경증에서 중등도의 난소 및 고환 위축을 초래했습니다. 0.25 mg/kg/day 이
상의 반복 투여 후 랫트에서 감소된 고환 무게와 정자 감소가 나타났고 1 mg/kg/day의 반복 투여 후 개에서 정세관의 미만성 퇴행 및 정자 생
성의 현저한 감소가 관찰되었습니다(섹션 4.6 참조). ).

신독성

한 연구에 따르면 Caelyx의 페길화된 리포솜은 임상 용량의 두 배 이상의 단일 정맥 투여량으로 원숭이에게 신장 독성을 유발합니다. 쥐와 
토끼에서 더 낮은 단일 용량의 독소루비신 HCl에서도 신장 독성이 관찰되었습니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Caelyx 페길화 리포솜에 대한 시판 
후 안전성 데이터베이스 평가에서 Caelyx 페길화 리포솜의 심각한 신독성 가능성을 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숭이에서의 이러한 발견은 
환자 위험 평가와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6. 의약품 세부사항

6.1 부형제 목록

α-(2-[1,2-디스테아로일-sn-글리세로(3)포스포옥시]에틸카바모일)-ω-메톡시폴리(옥시에틸렌)-40 나트륨 염(MPEG-DSPE)

완전 수소화 대두 포스파티딜콜린(HSPC)

콜레스테롤

황산암모늄

자당

히스티딘

주사용 물

염산(pH 조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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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화나트륨(pH 조정용)

6.2 비호환성

이 의약품은 섹션 6.6에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다른 의약품과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

6.3 유통 기한

20개월.

희석 후:

- 화학적, 물리적 사용중 안정성이 2°C ~ 8°C에서 24시간 동안 입증되었습니다.

- 미생물학적 관점에서 제품은 즉시 사용해야 합니다. 즉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 전 보관 시간 및 조건은 사용자의 책임이며 2°C ~ 8°C
에서 2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부분적으로 사용한 바이알은 폐기해야 합니다.

6.4 보관 시 특별한 주의사항

냉장고(2°C - 8°C)에 보관하십시오.

얼지 마십시오.

희석 의약품의 보관 조건은 섹션 6.3을 참조하십시오.

6.5 용기의 성질 및 내용물

유형 I 유리 바이알은 각각 실리콘 처리된 회색 브로모부틸 마개와 알루미늄 봉인이 있으며 10ml(20mg) 또는 25ml(50mg)의 용량을 제공합
니다.

Caelyx 페길화 리포솜은 단일 팩 또는 10개의 바이알 팩으로 제공됩니다.

모든 팩 크기가 판매되는 것은 아닙니다.

6.6 폐기 및 기타 취급에 대한 특별 예방 조치

강수 증거가 있는 물질 또는 기타 입자상 물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Caelyx 페길화 리포솜 분산을 취급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장갑의 사용은 필수입니다. Caelyx의 페길화 리포솜이 피부나 점막에 닿은 
경우 즉시 비누와 물로 철저히 씻으십시오. Caelyx 페길화 리포솜은 현지 요건에 따라 다른 항암 의약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 및 폐기
되어야 합니다.

투여할 Caelyx 페길화 리포솜의 용량을 결정합니다(권장 용량 및 환자의 체표면적에 기초). Caelyx의 페길화된 리포솜의 적절한 양을 멸균 주
사기에 넣습니다. Caelyx의 페길화된 리포솜에는 방부제나 정균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균 기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Caelyx 페길
화 리포솜의 적절한 용량은 투여 전에 5%(50mg/ml) 포도당 용액에 희석하여 주입해야 합니다. 용량이 90mg 미만인 경우 Caelyx 페길화된 
리포솜을 250ml로 희석하고, 90mg 이상인 경우 Caelyx 페길화된 리포솜을 500ml로 희석합니다. 이것은 4.2에 설명된 대로 60분 또는 90
분에 걸쳐 주입될 수 있습니다.

주입을 위해 5%(50mg/ml) 포도당 용액 이외의 희석제를 사용하거나 벤질 알코올과 같은 정균제의 존재는 Caelyx 페길화된 리포솜의 침전
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Caelyx 페길화 리포솜 주입 라인은 5%(50mg/ml) 포도당의 정맥 주입의 측면 포트를 통해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초 정맥을 통해 주입
할 수 있습니다. 인라인 필터와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7. 판매 허가 보유자

박스터 헬스케어 리미티드

캑스턴 웨이

테퍼드

노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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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24 3SE

영국

8. 판매 허가 번호(들)

PLGB 00116/0255

9. 최초 승인일/승인 갱신일

최초 승인 날짜: 1996년 6월 21일

최신 갱신 날짜: 2006년 5월 19일

10. 본문의 개정일자

2021년 8월 9일

-
-

보고서 부작용(/emc/report-an-adverse-event) 관

련 의약품

동일한 활성 성분(/emc/search?q=%22doxorubicin%20hydrochloride%22) 동일
한 회사(/emc/company/65)

서표

이메일
-
✉

emc에서 마지막 업데이트: 2021년 9월 27일
-
-

변경사항 보기

인쇄(/emc/product/12931/smpc/print)

회사 연락처
박스터 헬스케어 주식회사

주소
Caxton Way, Thetford, Norfolk, IP24 3SE, 영국

팩스
+ 44 (0)1635 206071

의료 정보 이메일
medinfo_uki@baxter.com (mailto: medinfo_uki@baxter.com )

WWW
http://www.baxterhealthcare.co.uk (http://www.baxterhealthcare.co.uk)

의료정보 직통전화
+ 44 (0)1635 20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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