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상호작용
특별한 상호작용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카테고리의 가장 일반적인 병용약물을 투여한 환자에서 나타난 부작용은 명백한 관련성이 없었습니다. 

5. 일반적 주의 
1)소아의 방광요관역류의 확인을 위한 요로초음파 검사 시 검사 결과 방광요관역류 음성일 때 결과 해석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위음성(false negative)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합니다. 
2) 운전 및 기계조작에 대한 영향
약동학적 및 약리학적인 특징에 따르면, 운전이나 기계조작에 이 약의 투여로 인한 영향은 없거나 무시할만합니다. 

6. 과량투여시의 처치
과량투여에 대해 지금까지 보고된 바는 없었으므로, 과량투여의 증상 또는 증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인 지원자에게 이 약 56 mL까지 투여한 제 1상 시험에서 중증의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과량 투여한 경우에는 환자를 관찰하고, 대증적으로 치료하여야 합니다.

7. 적용상의 주의 
1) 제조시 제공된 용매 이외의 다른 의약품을 추가 혼합하여서는 안됩니다.
2) 사용전에 제품의 용기 및 뚜껑이 파손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이 약은 주입기를 통해 바이알의 내용물에 0.9%w/v 염화나트륨 용액 5ml를 주사하여 사용전에 조제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약 20초 동안 격렬하게 흔들고, 분산액 적량을 다음 
설명에 따라 실린지로 취합니다.

 

① 플런저 봉(피스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실린지에 연결합니다.
② 미니스파이크 트랜스퍼 시스템 블리스터를 뜯고 실린지 팁 캡을 제거합니다.
③ 트랜스퍼 시스템 캡을 열고 실린지를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트랜스퍼 시스템에 연결합니다.
④ 바이알을 보호하고 있는 플립캡을 제거합니다. 바이알을 트랜스퍼 시스템의 투명한 통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바이알이 고정되도록 꽉 누릅니다.
⑤ 실린지의 내용물을 밀어 바이알에 넣습니다.
⑥ 바이알의 모든 내용물이 섞이게 하기 위해(흰색 현탁액) 20초 동안 격렬하게 흔듭니다.
⑦ 시스템을 거꾸로 하여 조심스럽게 실린지 안으로 이 약을 취합니다.
⑧ 트랜스퍼 시스템으로부터 실린지를 돌려서 뺍니다.
4) 소아환자에 있어서 방광내 투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무균 상태에서 방광에 멸균된 6~8 french의 요로 카테터를 삽입합니다. 
② 방광의 소변을 비운 다음, 방광을 총 방광 용량의 약 1/3정도를 식염수(멸균된 0.9% w/v 염화나트륨용액)로 채웁니다. 소아의 총 방광 용량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나이+2)x30]mL
③ 요로 카테터를 통해 이 약을 intravesical bolus injection으로 투여합니다. 
④ 환자가 배뇨가 급하거나 또는 역압의 첫 신호를 느낄 때까지 방광을 식염수로 계속 채웁니다. 
⑤ 첫 번째 배뇨 직후에, 2차 배뇨 및 영상을 위해 이 약의 2번째 투여 없이 방광을 식염수로 다시 채웁니다. 
5) 이 약은 조제 즉시 말초정맥 또는 방광내로 투여하여야 합니다.
6) 이 약을 희석 후 즉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실린지로 취하기 전에 미세기포 분산액을 다시 흔들어야 합니다. 미세기포 분산액은 6시간동안 화학적, 물리적으로 안정합니다.
7) 바이알은 1회 검사에만 사용합니다. 검사 후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것은 버려야 합니다.
■저장방법 : 밀봉용기, 실온(1~25℃)보관
■포장단위 : 제조원의 포장단위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첨부문서를 주의깊게 읽으시고, 첨부문서를 의약품과 함께 보관하십시오.
※첨부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의사나 약사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리십시오.
※사용기한(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의약품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필한 제품입니다. 만약 구입시 사용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변질.변패.오염되거나 손상된 의약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구입처를 통하여 교환하여 
드립니다.
※이 첨부문서 작성일자(개정일자) 이후 변경된 내용은 제품문의처(02-2222-3500)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의 ‘의약품 검색’ 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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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건의 감각운동 마비가 보고되었습니다. 
** 한 건의 경증의 신부전이 보고되었습니다.
시판 후 조사에서 아나필락시 쇼크를 포함한 과민반응이 드물게
보고되었습니다.

※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동안 68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결과,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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