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법용량

1. ALK 검사
이 약을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 치료 시작 전에 ALK 양성 상태를 평가해야 한다. ALK 양성 진단 시험은 식품
의약품안전처에서 동 의약품의 사용에 적합하게 허가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의 평가는 활용되는 특정 기술에 대해 숙련도가 입증된 실험실에서 검사가 이루어져
야 한다.
2. 권장용량
이 약에 대해 권장되는 용량 및 용법은 다음과 같다:
o 처음 7일 동안 90 mg 1일 1회 경구투여;
o 처음 7일 동안의 내약성이 좋은 경우, 용량을 180 mg 1일 1회로 증량한다.
질병이 진행되거나 관리 불가능한 독성이 발생될 때까지 이 약의 투여를 지속한다.
이상반응이 아닌 다른 이유로 14일 이상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한 경우, 이전의 용량으로 증량하기 전에 90
mg 1일 1회 7일동안 투여로 치료를 재개한다.
이 약은 음식과 함께 또는 공복 상태에서 투여가 가능하다. 정제를 부수거나 씹어서는 안 되고, 그대로 삼켜
야 한다.
이 약의 투여를 빠트리거나 복용 후 구토하더라도 추가 용량을 투여해서는 안 되며, 계획된 다음 투여시간에
해당 용량을 복용해야 한다.
3. 용량조절
이 약의 용량 감량은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표1: 권장 용량 조절 수준

용량

감량 단계
1차 감량

2차 감량

3차 감량

90 mg 1일 1회

60 mg 1일 1회 투여

영구 중지

해당 없음

180 mg 1일 1회

120 mg 1일 1회 투여

90 mg 1일 1회 투여

60 mg 1일 1회 투여

이상반응으로 용량을 감량한 이후, 이 약을 증량하면 안 된다. 환자가 60 mg 1일 1회 용량에 내약성이 없다
면 투여를 영구 중단한다.

이상반응 관리를 위한 이 약의 용량조절 관련 권고사항은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이상반응 관리를 위한 이 약의 용량조절 관련 권고사항은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표2: 이상반응에 대한 권장 용량 조절에 대한 권고사항
이상반응
간질성 폐질환
(ILD, Interstitial Lung
Disease)
/폐렴

고혈압

서맥
(분당심박수<60bpm)

중증도*

용량 변경

1등급

-새로운 폐 증상이 투여 시작 후 처음 7일 이내에 발
생한 경우 이 약의 투여를 보류하고 기저상태로 회복
된 후, 동일한 용량으로 투여를 재개하며, ILD/폐렴
이 의심되는 경우 용량을 180 mg으로 증량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폐 증상이 투여 시작 후 처음 7일 이후에 발
생한 경우 이 약의 투여를 보류하고 기저상태로 회복
된 후, 동일한 용량으로 투여를 재개한다.
-ILD/폐렴이 재발한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영구 중단한
다.

2등급

-새로운 폐 증상이 투여 시작 후 처음 7일 이내에 발
생한 경우 기저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이 약의 투여를
보류한다. 표 1에 따라 다음 단계의 낮은 용량으로 투
여를 재개하며, ILD/폐렴이 의심되는 경우 용량을 증
량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폐 증상이 투여 시작 후 처음 7일 이후에 발
생한 경우 기저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이 약의 투여를
보류한다. ILD/폐렴이 의심되는 경우 표 1에 따라 다
음 단계의 낮은 용량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동일한
용량으로 투여를 재개한다.
-ILD/폐렴이 재발한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영구 중단한
다.

3등급 또는 4등급

이 약의 투여를 영구 중단한다.

3등급 고혈압 (SBP
≥ 160 mmHg 또는
DBP ≥ 100
mmHg, 의학적 중
재 요구, 항고혈압제
2개 이상 투여, 또는
이전보다 집중적 치
료 요함)

-이 약의 투여를 보류하고 고혈압이 1등급(SBP<140
mmHg 및 DBP<90 mmHg) 이하로 회복된 후, 표 1
에 따라 다음 단계의 낮은 용량으로 투여를 재개한다.
-재발한 경우 이 약의 투여를 보류하고 고혈압이 1등
급 이하로 회복된 후, 표 1에 따라 다음 단계의 낮은
용량으로 투여를 재개하거나 영구 중단한다.

4등급 고혈압 (생명
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 긴급한 중재 요
구됨)

-이 약의 투여를 보류하고 고혈압이 1등급(SBP<140
mmHg 및 DBP<90 mmHg) 이하로 회복된 후, 표 1
에 따라 다음 단계의 낮은 용량으로 투여를 재개하거
나 영구 중단한다.
-4등급 고혈압이 재발한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영구 중
단한다.

증상성 서맥

-무증상성 서맥 또는 안정 심박수가 60 bpm 이상으
로 회복될 때까지 이 약의 투여를 보류한다.
-서맥의 원인이 되는 병용약물이 확인되어 이 병용약
물을 투여 중단하거나 용량 조절한 경우, 무증상성 서
맥 또는 안정 심박수가 60 bpm 이상으로 회복되면
동일한 용량으로 이 약의 투여를 재개한다.
-서맥의 원인이 되는 병용약물이 확인되지 않거나, 원
인이 되는 병용약물을 투여 중단하거나 용량 조절하
지 않은 경우, 무증상성 서맥 또는 안정 심박수가 60
bpm 이상으로 회복되면 표 1에 따라 다음 단계의 낮
은 용량으로 투여를 재개한다.

생명을 위협하는 결 -원인이 되는 병용약물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이 약
과를 초래, 긴급한 중 의 투여를 영구 중단한다.
재 요구됨
-원인이 되는 병용약물이 확인되어 이 약물을 중단하
거나 용량을 조절한 경우, 무증상성 서맥 또는 안정
심박수가 60 bpm 이상으로 회복되면 표 1에 따라 다

심박수가 60 bpm 이상으로 회복되면 표 1에 따라 다
음 단계의 낮은 용량으로 투여를 재개하고, 임상적 필
요에 따라 자주 모니터링 한다.
-재발한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영구 중단한다.
시각장애

2등급 또는 3등급

이 약의 투여를 보류하고 1등급 또는 기저상태로 회
복된 후, 표 1에 따라 다음 단계의 낮은 용량으로 투
여를 재개한다.

4등급

이 약의 투여를 영구 중단한다.

크레아틴
인산분해효소(CPK)상승

2등급 이상의 근육
통 또는 근육 약화를
동반한 3등급 또는 4
등급 CPK 상승 (>5.
0 × ULN)

이 약의 투여를 보류하고 1등급 (≤2.5×ULN) 이하의
CPK 상승 수준 또는 기저상태로 회복된 후, 동일한
용량으로 투여를 재개한다.
2등급 이상의 근육통 또는 근육 약화를 동반한 3등
급 또는 4등급 CPK 상승이 재발한 경우, 이 약의 투
여를 보류하고 1등급 (≤ 2.5 × ULN) 이하의 CPK 상
승 수준 또는 기저 상태로 회복된 후, 표 1에 따라 다
음 단계의 낮은 용량으로 투여를 재개한다.

리파아제
또는
아밀라제 상승

3등급 리파아제 또
는 아밀라제 상승
(>2.0 × ULN)

이 약의 투여를 보류하고 1등급 (≤1.5×ULN) 이하 또
는 기저상태로 회복된 후, 동일한 용량으로 투여를 재
개한다.

4등급 리파아제 또
는 아밀라제 상승
(>5.0 x ULN) 또는
3등급 상승의 재발

이 약의 투여를 보류하고 1등급 (≤1.5×ULN) 이하 또
는 기저상태로 회복된 후, 표 1에 따라 다음 단계의
낮은 용량으로 투여를 재개한다.

고혈당증

3등급(>250 mg/dL 최적의 의학적 조치에도 고혈당증이 적절하게 조절되
또는>13.9 mmol/L) 지 않는 경우 적절히 조절될 때까지 이 약의 투여를
또는 그 이상
보류하고, 표 1에 따라 다음 단계로 감량을 고려하거
나, 이 약의 투여를 영구 중단한다.

기타 이상반응

3등급

-이 약의 투여를 보류하고 기저상태로 회복된 후, 동
일한 용량으로 투여를 재개한다.
-재발한 경우 이 약의 투여를 보류하고 기저상태로 회
복된 후, 표 1에 따라 다음 단계의 낮은 용량으로 투
여를 재개하거나 중단한다.

4등급

-1차 발생: 이 약의 투여를 보류하고 기저상태로 회복
된 후, 표 1에 따라 다음 단계의 낮은 용량으로 투여
를 재개하거나 영구 중단한다.
-재발한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영구 중단한다.

bpm = 분당 심박수; DBP = 이완기 혈압; SBP = 수축기 혈압; ULN = 정상 범위 상한 값
*미국 국립 암연구소의 이상반응 표준용어기준. 버전 4.0 (National Cancer Institute 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 v4)에 의거한 등급 분류 따름
4. 간장애 환자의 용량변경
경증 간장애 (Child‑Pugh Class A) 또는 중등증 간장애 (Child‑Pugh Class B) 환자에서 이 약의 용량 조절
은 필요하지 않다. 중증 간장애 (Child‑Pugh Class C) 환자에서 이 약은 처음 7일 동안 60 mg 1일 1회의 감
량된 용량으로 시작한 후, 120 mg 1일 1회로 투여하도록 권장된다.
5. 신장애 환자의 용량변경
경증 또는 중등증 신장애 (추정 사구체여과율 (eGFR) ≥ 30 mL/min) 환자에서 이 약의 용량 조절은 필요하
지 않다. 중증 신장애 (eGFR < 30 mL/min) 환자에서 이 약은 처음 7일 동안 60 mg 1일 1회의 감량된 용량
으로 시작한 후, 90 mg 1일 1회로 투여하도록 권장된다. 중증 신장애 환자는 처음 1주 동안 간질성 폐질환/

으로 시작한 후, 90 mg 1일 1회로 투여하도록 권장된다. 중증 신장애 환자는 처음 1주 동안 간질성 폐질환/
폐렴을 암시할 수 있는 새로운 호흡기 증상 (예: 호흡곤란, 기침 등)의 발생 또는 악화를 면밀하게 모니터해야
한다.
6. CYP3A 억제제에 대한 용량변경
이 약의 치료 중 강력한 CYP3A 억제제의 병용투여를 피해야 한다. 강력한 CYP3A 억제제 병용투여가 불가
피한 경우, 이 약의 1일 1회 투여용량을 약 50% (180 mg → 90 mg 또는 90 mg → 60 mg) 감량한다. 강
력한 CYP3A 억제제를 중단한 후, 이 약은 강력한 CYP3A 억제제 투여 전 내약성이 있었던 용량으로 재개해
야 한다. 이 약의 치료 중 중등도 CYP3A 억제제의 병용투여는 피해야 한다. 중등도 CYP3A 억제제의 병용투
여가 불가피한 경우, 이 약의 투여용량을 약 40% (예, 180 mg → 120 mg, 120 mg → 90 mg 또는
90mg → 60mg) 감량한다. 중등도 CYP3A 억제제를 중단한 후, 이 약은 중등도 CYP3A 억제제 투여 전 내
약성이 있었던 용량으로 재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