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dium Hyaluronate Korea 20mg_2mL
3 PFS CARTON

7. 소아에 대한 투여
소아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득이 투여할 경우는
신중히 투여한다.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주의한다.
이용시 주의사항
플런저(밀대)를 강제로 뒤로 당길 시 플런저(밀대)가 탈락될
가능성이 있사오니 주의바랍니다.

(부적절한 사용방법)

(적절한 사용방법)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 밀봉용기, 실온보관(1 ~ 30℃) • 제조일로부터 36개월
[포장단위] 2mL X 3시린지

* 주의
1. 의약품을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십시오.
2. 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하여 사용하십시오.
3.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께서는 첨부문서를 주의 깊게
읽으시고, 의약품과 함께 보관하십시오.
4.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
오용(잘못 사용)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어 보관하십시오.
5.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취급상의 주의사항]
1. 본 의약품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필한 제품입니다. 만약 구입시 변질,
변패 또는 오손된 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구입처를 통하여 교환하여
드립니다.
2. 의약품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의약도서관
(http://drug.mfds.go.kr)을 참조하세요.

제조의뢰자 알보젠코리아주식회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 36
소비자상담전화: 02-2047-7700
*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제조자 (주)한국비엠아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7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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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ata info
THERAPEUTIC GROUP
kr_HxCLR-25-01 --Sodium Hyalunorate
FORM ICON

[원료약품 및 그 분량] 1mL 중
• 유효성분: 히알루론산나트륨(KP) ∙∙∙∙∙∙∙∙∙∙∙∙∙∙∙∙∙∙∙∙∙∙∙∙∙∙∙∙∙∙∙∙∙∙∙∙∙∙∙∙∙∙∙∙∙ 10.0mg
• 기타 첨가제: 염화나트륨, 인산수소나트륨수화물, 인산이수소나트륨,
주사용수
[성상] 위아래가 고무마개로 막힌 유리관 또는 플라스틱관
(프리필드시린지)속에 들어있는 무색 투명하고 점조성이 있는 액체
[효능∙효과] 슬관절의 골관절염, 견관절주위염 치료
[용법∙용량] 보통 성인 1주 1회, 1관을 3주간 연속하여 슬관절강 또는
견관절(결관절강, 견봉하활액포 또는 상완이두근장두건건초) 내에
투여하나, 증상에 따라 투여 횟수를 적절히 투여한다.
이 약은 관절 내에 투여하므로 엄격한 무균 조작 하에서 실시할 것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의 성분에 대해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하게 투여할 것
1) 다른 약제에 대해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간장애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간장애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AST, ALT 이상치 사례가 나타났다.)
3) 투여관절부에 피부질환 또는 감염이 있는 환자(이 약은 관절 내에
투여하므로)

YYYY.MM.DD

*LOT NUMBER

BRAILLE (Marburg Medium Cell)

5. 적용상의 주의
3. 이상반응
1) 주사시의 주의
1) 중대한 이상반응
① 이 약은 슬관절강 내 또는 견관절로 투여하므로 엄격한 무균조작
쇽: 쇽증상(빈도불명)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하에 실시한다.
이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② 증상의 개선이 없는 경우는 3회 한도로 하여 투여를 중지한다.
2) 기타의 이상반응
③ 관절액의 저류가 있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천자에 의해 액을
① 과민증
빼낸다.
부종(안면, 안검 등), 안면발적, 드물게 발진, 두드러기, 가려움 등이
2) 기타
나타나는 수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① 혈관 내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② 안과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투여 관절
③ 이 약은 22 ~ 23G 정도의 주사침을 사용하여 투여하는 것이 좋다.
때때로 동통(주로 투여 후의 일과성 동통), 종창, 드물게 수종, 발적,
④ 이 약은 살균소독제인 벤잘코늄염화물 등의 제 4급 암모늄염 및
열감, 국소의 심한 압박감이 나타나는 수가 있다.
클로르헥시딘에 의해 침전을 일으키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③ 기타
구기, 구토, 발열이 나타날 수 있다.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동물실험에서는 기형발생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임부에 대한
4. 일반적 주의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1) 변형성슬관절증으로 관절에 염증이 심한 경우는 이 약의 투여에
있는 부인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의해 국소염증 증상의 악화를 초래할 수가 있으므로 염증증상을
경우에만 신중히 투여한다.
제거한 후 이 약을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동물실험에서 모유 중으로 이행하는 것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약
2) 이 약의 투여에 의해 때때로 국소통이 나타나는 수가 있으므로 투여
투여 중에는 수유를 피한다.
후 국소안정을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구한다.
3) 관절강 외에 누출되면 동통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관절강 내에
확실하게 투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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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ILLED SYRINGE
SODIUM HYALURONATE

2mL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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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ATA

EXP & LOT will be marked
during production as indicated
without Korean headers.
*LOT NUMBER format defined
by supplier so not required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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