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
기 허가사항
<생략>
4) 약물유해반응

변경사항
<생략>
4) 약물이상반응

(2) 임상시험 이후 추적조사를 최대 5 (2) 임상시험 이후 추적조사를 최대 5년 간 실시한 결과
년 간 실시한 결과 하티셀그램-에이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를 투여받은 환자 17명 중 2명에
엠아이를 투여받은 환자 17명 중 2명 서 대장암이 보고되었다. 악성종양과 하티셀그램-에이엠
에서 대장암이 보고되었다. 악성종양 아이와의 인과관계는 평가가 불가하였다.
과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와의 인과
관계는 평가가 불가하였다.
(3)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
<추가>

- 국내에서 6년 동안 급성 심근경색 환자 111명(시판
후 임상 30명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이상사례 발현율은 42.34%(47명/111명, 117
건)이었고, 이 중 본 제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이상반응 발현율은 23.42%(26명/111명, 53건)이
며, 기립성어지럼증 4.50%(5명/111명, 6건), 가슴통
증 4.5%(5명/111명, 6건), 숨참 4.5%(5명/111명, 5
건),

가슴불편감

2.7%(3명/111명,

4건),

어지럼증

2.7%(3명/111명, 3건), 대장용종, 발열, 운동성 호흡
곤란, 복통 각 1.8%(2명/111명, 2건), 후두염, 반감각
이상증, 무력증, 기침, 심장혈전증, 당뇨, 심계항진,
양성전립선비대증, 상기도감염, 심부전, 저혈압, 뇌경
색, 구토, 오심, 폐울혈, 위장관출혈, 타약제 독성, 여
성형 유방, 타박상, 혈종, 위염 각 0.9%(1명/111명,
1건)이

보고되었다.

중대한

이상사례

발현율은

16.22%(18명/111명, 22건)이며, 가슴통증, 관상동맥
폐색, 무력증 각 1.8%(2명/111명, 2건),
/111명, 2건),

1.8%(2명

1.8%(2명/111명, 2건), 폐울혈, 서혜

부탈장, 혈변, 심부전, 좌심실부전, 심장성쇼크, 위장
관출혈, 뇌경색, 저혈압, 가슴불편감, 추간판돌출증,
복막농양, 경골골절, 심방세동, 상부위장관출혈, 호흡
곤란 각 0.9%(1명/111명, 1건)이 보고되었다. 이 중
본 제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
반응 발현율은 6.31%(7명/111명, 7건)이며, 가슴통증
1.8%(2명/111명, 2건), 무력증, 위장관출혈, 심부전,
뇌경색, 폐울혈 각 0.9%(1명/111명, 1건)이 보고되었
다.

-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 발현율은 23.42%(26명/111
명, 43건)이며, 기립성 어지럼증 4.5%(5명/111명, 6
건), 타박상 4.5%(5명/111명, 5건), 혈변, 관상동맥폐
색, 코피 각 1.8%(2명/111명, 2건), 반감각이상증, 비
염, 좌심실부전, 혈중 크레아틴 증가, 여성형유방, 혈
중 크레아틴포스포키나제 증가, 심장혈전증, 혈압증
가, 복막농양, 심부전, 타약제 독성, 심장성쇼크, 심방
세동, 뇌경색, 서혜부탈장, 타박상, 후두염, 부정맥,
기립성 저혈압, 동정맥류, 폐울혈, 상부위장관출혈, 경
골골절, 협심증, 양성전립선비대증, 통풍, 위장관출혈
각 0.9%(1명/111명, 1건)이 보고되었다. 이 중 본 제
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
상반응 발현율은 11.71%(13명/111명, 17건)이며, 기
립성 어지럼증 4.5%(5명/111명, 6건), 심부전, 반감
각이상증, 양성전립선비대증, 뇌경색, 심장혈전증, 후
두염, 폐울혈, 타약제 독성, 위장관출혈, 여성형유방,
타박상 각 0.9%(1명/111명, 1건) 보고되었다. 중대하
고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 발현율은 11.71%(13명
/111명, 14건)이며, 관상동맥폐색 1.8%(2명/111명, 2
건), 좌심실부전, 심방세동, 심부전, 심장성쇼크, 서혜
부탈장, 뇌경색, 복막농양, 폐울혈, 경골골절, 상부위
장관출혈, 위장관출혈, 혈변 각 0.9%(1명/111명, 1
건)이 보고되었다. 이 중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
물이상반응 발현율은 3.63%(4명/111명, 4건)이며, 심
부전, 위장관출혈, 뇌경색, 폐울혈 각 0.9%(1명/111
명, 1건)이었다.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