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법용량
1.ALK검사

이 약을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 치료 시작 전에 ALK양성 상태를 평가해야 한다. 정확하고 검증된 ALK검사가
ALK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선택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의 평가는 활용되는 특정 기술에 대해 숙련도가 입증된 실험실에서 검사가 이루어져
야 한다.
2. 권장용량
이 약의 1일 권장 투여 용량은 세리티닙으로서 1일 1회 450 mg (이 약 150 mg 캡슐제 3캡슐에 해당)으로,
음식물과 함께 매일 같은 시간대에 경구 복용한다. 이 약의 1일 최대 투여 용량은 450 mg을 음식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다. 환자가 이 약 치료로 인하여 임상적 혜택을 받는 한 투여를 지속한다.
이 약은 음식물과 함께 매일 같은 시간대에 1일 1회 경구 복용한다. 음식은 가벼운 간식부터 한 끼의 식사를
모두 의미한다. 이 약 캡슐을 물과 함께 통째로 삼켜야 하며, 캡슐을 씹거나 부수어서는 안 된다.
복용을 잊은 경우, 다음 복용 시점이 12시간 이내가 아니라면, 놓친 투여량을 복용한다. 만일, 치료 중에 구토
가 발생했다면, 추가 용량을 복용하지 않고, 다음 복용 시점에 처방된 용량을 복용한다.
3. 용량조절
환자 개개인의 안전성 및 내약성에 따라 일시 투여 중단 및/또는 용량 감소가 필요할 수 있다. 아래 표에 명시
된 이상 반응 외의 이유로 용량 감소가 필요할 경우, 1일 1캡슐 (150 mg) 단위로 감량하여야 한다. 만약
150 mg 을 음식물과 함께 복용할 수 없을 경우, 이 약 투여를 중단한다. 약물 이상 반응을 초기에 감지하고
표준 보조 요법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정 약물 이상 반응 발생 시의 일시 투여 중단, 용량 감소, 또는 영구 투여 중단은 다음 표의 지침을 따른다.
기준

용법

ALT 또는 AST가 정상 상한치 (ULN)의 5배를 초 이 약 투여를 일시 중단하고, 수치가 베이스라인 또는
과하여 상승하고, 동시에 총 빌리루빈이 ULN의 2 ULN의 3배 이하로 회복되면 용량을 150 mg 낮추어
배 이하
투여를 다시 시작한다.
ALT 또는 AST가 ULN의 3배를 초과하여 상승하
고, 동시에 총 빌리루빈이 ULN의 2배를 초과하여 이 약 투여를 영구 중단한다.
상승 (담즙 정체나 용혈은 없음)
등급과 무관한 모든 치료 관련 간질성 폐질환/간질
이 약 투여를 영구 중단한다.
성 폐렴
최소 2회 이상의 개별 심전도 (ECG) 측정시에
QTc가 500 msec을 초과하는 경우

QTc가 500 msec을 초과하거나, 베이스라인 대

이 약 투여를 일시 중단하고, QTc가 베이스라인으로
회복되거나 481 msec 미만이 되면 용량을 150 mg
낮추어 투여를 다시 시작한다.

QTc가 500 msec을 초과하거나, 베이스라인 대
비 60 msec 이상 증가하고 Torsade de Pointes 이 약 투여를 영구 중단한다.
또는 다형성 심실빈맥이나 중대한 부정맥의 징후/
증상이 나타남
a

서맥 (증상이 동반된 경우, 생명을 위협하지 않
는 경우)

서맥의 동반 증상이 해소되거나 또는 심장 박동수가
60 bpm 이상으로 회복될 때 까지 이 약 투여를 일시
중단한다. 서맥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병용 약제
투여 여부를 확인하고 이 약 용량을 조절한다.

서맥의 동반 증상이 해소되거나 또는 심장 박동수가
60 bpm 이상으로 회복될 때 까지 이 약 투여를 일시
a
서맥 (저혈압이나 서맥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 중단한다.
진 병용 약제를 투여하는 환자에서 의학적 중재를 서맥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병용 약제의 용량을
요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임상적으로 유의한 서 조절하거나 투여를 영구 중단할 수 있는 경우, 이 약
맥)
용량을 150 mg 낮추어 투여를 다시 시작하고 모니터
링을 자주 실시한다.
a

서맥 (저혈압이나 서맥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
이 약 투여를 영구 중단한다.
진 병용 약제를 투여하지 않는 환자에서 생명을 위
협하는 서맥)
대증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의 설사, 오심, 구
토

이 약 투여를 일시중단하고 증상이 개선되면 이 약 용
량을 150 mg 낮추어 투여한다.

대증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고혈당증(혈당 250
mg/dL 이상)

이 약 투여를 일시중단하고 증상이 개선되면 이 약 용
량을 150 mg 낮추어 투여한다.
최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이 약 투여를 영구 중단한다.

리파아제 또는 아밀라아제 상승 (3등급 이상)

이 약 투여를 일시중단하고, 수치가 1등급 이하로 회
복되면 용량을 150 mg 낮추어 투여를 다시 시작한
다.

a 심장 박동수가 60 bpm 미만
표. 약물 이상 반응에 대한 권장 용량 조절 및 관리 지침
• 강력한 CYP3A 저해제에 대한 용량 조절
이 약과 강력한 CYP3A 저해제의 병용 투여는 피해야 한다.
병용투여가 꼭 필요한 경우, 이 약 용량을 삼분의 일 감량하되, 150 mg 캡슐을 이용하여 투여 가능한 가장 유
사한 용량 수준으로 맞춘다. 강력한 CYP3A 저해제를 투여 중단한 경우, 이 약 용량을 병용투여 이전으로 다
시 올린다.
• 간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임상시험 자료에 따르면 세리티닙은 주로 간을 통해 배설된다. 중증 간장애 환자에서 이 약의 용량을 대략 삼
분의 일 감량하되, 150 mg 캡슐을 이용하여 투여 가능한 가장 유사한 용량 수준으로 맞춘다. 경증 또는 중등
도의 간장애 환자에서 용량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