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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허가 사항 변경(안)

이상

반응

(생략)

2) 다른 클린다마이신제제에서 나타난 이

상반응

(생략)

(2) 경구 및 비경구<추가> 클린다마이신

제제와 관련된 이상반응

<신설>

- 소화기계: 복통, 식도염, 구역, 구토, 설사

- 혈액계: 일시적 호중구감소(백혈구감

소), 호산구증다증, 무과립구증, 혈소판감

소가 보고된 바 있다. 이 보고에서 클린

다마이신 병용요법에 대한 직접적 병인관

계는 밝혀진 바 없다.

<신설>

과민증: 이 약 투여중 반점상구진성 발진

및 두드러기가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경증

내지 중증의 마진상 피부발진이 가장 빈

번하게 보고되었다. <추가>드물게 다형

성 홍반, 스티븐-존슨 증후군 유사증상

및 소수의 아나필락시양 반응이 보고된

바 있다. 과민증이 나타난 경우 투여를

중지한다.

- 간장: 황달, 간기능검사치의 이상이 나

타날 수 있다

- 근골격계: 드물게 다발성 관절염이 나

타날 수 있다.

- 신장: <추가>드물게 질소혈증, 핍뇨, 단

백뇨와 같은 신기능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기허가 사항과 동일)

2) 다른 클린다마이신제제에서 나타난 이

상반응

(기허가 사항과 동일)

(2) 경구 및 비경구(parenteral) 클린다마

이신제제와 관련된 이상반응

- 감염 및 기생충 감염 : 클로스트리디오

이데스 디피실레 결장염(Clostridioides

difficile colitis)

- 소화기계: 복통, 식도염, 구역, 구토, 설사

- 혈액계: 일시적 호중구감소(백혈구감

소), 호산구증다증, 무과립구증, 혈소판감

소가 보고된 바 있다. 이 보고에서 클린

다마이신 병용요법에 대한 직접적 병인관

계는 밝혀진 바 없다.

- 면역계: 호산구 증가 및 전신 증상 동

반 약물 반응(DRESS)

과민증: 이 약 투여중 반점상구진성 발진

및 두드러기가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경증

내지 중증의 마진상 피부발진이 가장 빈

번하게 보고되었다. 급성 전신 피진성 농

포증(AGEP), 드물게 다형성 홍반, 스티

븐-존슨 증후군 유사증상 및 소수의 아

나필락시양 반응이 보고된 바 있다. 과민

증이 나타난 경우 투여를 중지한다.

- 간장: 황달, 간기능검사치의 이상이 나

타날 수 있다

- 근골격계: 드물게 다발성 관절염이 나

타날 수 있다.

- 신장: 급성 신손상, 드물게 질소혈증, 핍

뇨, 단백뇨와 같은 신기능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이상반응’ 항

<신설> 감염 및 기생충 감염 : 클로스트리디오이데스 디피실레 결장염(Clostridioides difficile colitis)

<신설> 면역계: 호산구 증가 및 전신 증상 동반 약물 반응(DRESS)

<추가> 급성 전신 피진성 농포증(AGEP)

<추가> 급성 신손상

클린다마이신 질크림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