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개선된 보험
보장 범위 및
기타 절약 범위가 있
습니다

증상 관리 방법을
소개합니다
만성 가스, 복통 또는 설사로 고
생하시나요?
PANCREAZE 는 충분한 소화 효소를 만들 수 없는
췌장때문에 음식을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없는사
람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외분비 췌장
기능 부전(Exocrine Pancreatic Insufficiency, EPI) 1
기, 2기의 상황입니다. 이 브로슈어에서 설명을 확
인하세요:
• EPI와 그 증상은 무엇입니까?
• PANCREAZE는 무엇입니까?
• PANCREAZE 복용 방법

중요 안전 정보
PANCREAZE에 대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PANCREAZE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섬유화결장병이라 불
리는 심각하고 희귀한 대장 질환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의 위험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한 투약
지침을 따름으로써 줄어들 수 있습니다.
PANCREAZE 가이드와 동봉된 전체 처방 정보를 읽어보십시오.

증상
관리
방법을
소개합니다

℠

삶의 순간 순간을 방해하는
증상이 있으신가요?
할인 혜택
보기

오늘 등록하세요:

PANCREAZE는 증상 제어에 도움을 드립니다. 그
로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
다. PANCREAZE가 자신에게 맞는지 의사에게 물
어보세요.

중요 안전 정보
의사가 처방한 대로
사의 지시보다 더 많거나 적은
요

를 정확하게 섭취하세요 의
를 섭취하지 마세

지시

특이하거나 심한 배 부분(복부) 통증, 팽만감, 배설 문제 (배변
활동), 미식거림, 구토, 또는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
에게 연락하세요.

PANCREAZE는 낭포성 섬유증 등으로 췌장에서효소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아 음식물을 정상적으로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
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처방약입니다. PANCREAZE는 몸이
음식의 지방, 단백질 및 당분을 소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약물 치료 가이드와 동봉된 전체
처방 정보를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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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분비 췌장 기능

부전 알아보기

외분비 췌장 기능 부전(EPI)은 췌장이 음식을
소화하는데 필요한 효소, 특히 지방을 소화하
는데 필요한 효소인 췌장 리파아제를 분비할
수 없을 때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췌
장의 세포 손상으로 인한 질환입니다.2

EPI 발병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3
1

비 췌장 기능 부전을 태어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갖게 됩니다. 이 확률은1년마다 85%
로 증가합니다.5

소화 시스템
2

위
췌장
크고 작은 내장
EPI를 가진 사람들은 주요
췌장 효소가 부족하고, 지
방,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
물을 적절히 소화하고 흡수
할 수 없습니다.2

3

EPI를 가진 환자는 다음과
같은 증상을 겪게 됩니다:
• 소화 불량: 음식물을 몸에 좋은 영양소
로 분해할 수 없음
• 흡수 불량: 해당 영양소를 흡수할 수 없
음

만성 췌장염 (CP)은 EPI의 주요 원인입니다.
췌장 세포 손상으로 인해췌장은 음식으로부
터 영양분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소화 효소
를제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질환은 진행
성이며 나중에 성인(일반적으로 30-40세 사
이)에 진단됩니다. CP의 가장 흔한 이유는알
코올 섭취와관련이 있습니다.6,7

EPI는 환자 병력, 증상 및 특정 실험실 검사
결과를같이 보고 나서 진단됩니다. EPI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그 밖의 요인은 다음
과 같습니다: 제1형 및 제2형 당뇨, 과민선 창자
질병 체강 질병(치료 불가한)췌장암 및췌장 절제
술.6

중요 안전 정보
PANCREAZE를 복용하기 전에 의사에게 무엇을 알려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 의사에게 알리세요:

중요 안전 정보
PANCREAZE를 복용하기 전에 의사에게 무엇을 알려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 의사에게 알리세요:
•
•
•

낭포성 섬유증 (CF)은 유전 질환입니다. 미
국에 있는 대략 30,000명의 사람들에 영향
을 미칩니다.4 CF 환자 중 대략 66%가 외분

돼지고기(돼지) 제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장폐색 병력이 있거나 장벽에 상처나 결화(섬유화결장병)가
있는 경우 통풍, 신장병, 고혈 요산(고혈증)이 있는 경우

4

•
•
•
•

캡슐을 삼키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
임신 중이거나 임신 계획 중
모유 수유 중이거나 모유 수유 계획

약물 치료 가이드와 동봉된 전체
처방 정보를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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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 환자에 대한 최근 온라인
설문 조사에서:

증상
관리
방법을
소개합니다
EPI의 증상

지연된 치료는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 이상의 만
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

Top 3

환자들이 보고한 가장 고질
적인 증상들: 가스, 복통 및
설사

59%

WHAT
SYMPTOM
환자들
중 58 %는 EPI로 진단
CONTROL
CAN
되기 까지 1년에서 2년 이상
58% LIKE
58%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LOOK

℠

EPI 환자들은 하나 이상의 만성 위장 문제 및
위장 문제를 겪습니다. EPI의 증상은 다른 소
화 관련 질환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6

59%

환자들 중 59%는그들은 EPI
진단을 받기 전에 2명 이상의
의사를만나야 했었다고 보고
했습니다.

Top 3

온라인 환자 설문조사: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Qualtrics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외분비 췌장 기능 부전(EPI)
진단을 받고 PERT 치료제인 CREON, PERTZYE, PANCREAZE,
ZENPEP, VIOKACE 중 하나를 사용한 18세 이상 101명의 환자로부
터 응답입니다. 응답자들은 설문 조사에 참여한 것에 대한 보수를
받았습니다.

중요 안전 정보
PANCREAZE의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설사, 가스, 팽만감, 복통, 기름
기 있는 배변,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6

PANCREAZE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
•

섬유화결장병이라 부르는 드문 창자 장애
입 안의 자극. PANCREAZE를 완전히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흡 곤란, 피부 발진 등의 알레르기 반응
또는 입술 붓기

중요 안전 정보
처방전 및 비처방 의약품, 비타민, 및 약초 보충제 등 복용
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의사에게 알리세요.

6

약물 치료 가이드와 동봉된 전체
처방 정보를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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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증상
관리
방법을
소개합니다

WHAT
SYMPTOM
CONTROL CAN
LOOK LIKE

℠

PANCREAZE는 무엇입
니까?
PANCREAZE는 췌장 효소 대체 치료
법입니다1
PANCREAZE는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분이 가지
고 있는 효소를 대체하는 처방약입니다 소화하
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처방됩니다.
PANCREAZE에는 리파제, 프로테아제 및 아밀라
제를 포함한 소화 효소의 혼합물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PANCREAZE의 효소는 신체가 음식을 적
절하게 소화하고 지방, 단백질 및 탄수화물을 흡
수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건강한 성장, 체중 증가
및 영양 건강 개선에 필요합니다.

1

는 캡슐
내부에는 효소를 함유한 작
은'구슬'들이 여러개 들어 있습니다.1

2

각 비드는 특수 장용 코팅으로 덮여 있습
니다. 캡슐이 소장에 들어가면 pH가 코팅
을 촉발하여 음식을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소를 용해 및 방출합니다.1

참고: 그림에는 실제 캡슐 색상과 내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중요 안전 정보
PANCREAZE는 복통과 같은 EPI 증상을 개선
하는 것으로 임상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팽
만감, 설사, 기름진 변.8

중요 안전 정보
PANCREAZE의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PANCREAZE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
니다:
•

PANCREAZE와 다른 췌장 효소 제품들은 사람들이 돼지고
기로 먹는 것과 같은돼지들의 췌장으로 만듭니다. 이 돼지
는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습니다. 보고된 적은 없지만, 돼
지에게서 나온 췌장 효소 제품을 복용함으로써 바이러스
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PANCREAZE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혈액 요산 수치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봉된전체 혈액 요산 수치의 증가로 일어날 수 있습니
다

8

약물 치료 가이드와 동봉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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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CREAZE 복용하기
PANCREAZE는 6가지 강도로 제공
되며, 각 환자의 맞는 필요에 따라 유
연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1
의사는 나이, 체중 및 증상에 따라 복용량을 환자
개인에게 맞춥니다. PANCREAZE의유연한 용량
옵션을 통해 귀하에게 맞는 용량을 복용할 수 있
습니다.

PANCREAZE 강도

0.705"

16,800

효과적인 용량 및 방법은 환자에 따라 다릅니다.
담당 의사가 PANCREAZE 복용 방법에 대해 조언
해 줄 것입니다. 즉, 복용량이 한 번에 전부일 수도
있고 식사하는 동안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늘
의사가 권장하는 대로 PANCREAZE를 정확하게
복용하세요.
일부 환자의 경우 식
사 과정에서 복용량
을 나누는 것이
효과적인 소화를 위
한 최적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5

(리파제 단위)

2,600 4,200 10,500

PANCREAZE 매 끼니와 간식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1

21,000

37,000

캡슐은 상대 크기로 표시됩니다

필요한 경우 췌장 효소를 얻을 수 있도록 의사
가 캡슐의 복용량 및 언제 섭취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시작: 식사 시작 시 캡슐 1개 또는 그 이
상의 캡슐을 섭취
계속: 식사 중에 캡슐 1개 또는 그 이상
의 캡슐을 섭취
완료: 식사가 끝나면 캡슐 1개 또는 그
이상의 캡슐을 섭취

중요 안전 정보
PANCREAZE는 어떻게 복용해야 하나요?

중요 안전 정보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위통(복부 통증)과 가스가 포함됩니다.
PANCREAZE의 모든 부작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괴롭거나
사라지지 않는 부작용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세요. 다음 연락처로
FDA에 부작용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1-800-FDA-1088 또는
www.fda.gov/medwatch. 또한 VIVUS LLC.에 1-888-9984887로 부작용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10

PANCREAZE 캡슐이나 내용물을 으깨거나 씹지 마시고 캡슐
이나 내용물을 입에 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의사의
처방대로 PANCREAZE를 복용해야 합니다. 성인과 어린이 (12
개월 이상 어린이)를 위한 PANCREAZE 복용 방법에 대한 지침
이 나와 있는 약물 가이드를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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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CREAZE 복용하기
PANCREAZE를 제대로 복용해야
합니다1

캡슐을 삼킬 수 없으신가요?
캡슐을 삼킬 수 없는 경우 내용물을 산미가 있
는 음식에 뿌려서 복용해도 좋습니다 (예: 사과
소스, 오렌지 주스, 으깬 블루베리).

12개월 이상 어린이와 성인용의 경우

약을 완전히 삼킨 후
즉시 물을 마시거나
주스를 마시세요.
식사 또는 간식과 충분
한 수분과 함께
PANCREAZE를 복용하
세요. 하루에 많은
양의 식사나 간식을 섭
취하는 경우 1일 총 섭
취량을 초과하지 않도
록 주의하십시오.

캡슐 또는 그 내용물을
부수거나 씹거나 캡슐
또는 내용물을 입에 물
지 마십시오.
PANCREAZE 캡슐을 부
수거나 씹거나 입에 물
고 있으면 입안에 자극
이 가해지거나
PANCREAZE가 신체에
서 작용하는 방식이 바
뀔 수 있습니다.

참고: 그림의 캡슐은 실제 크기가 아니
며 정확한 크기나 색상을 나타내지 않
습니다.

PANCREAZE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및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PANCREAZE.com

중요 안전 정보

참조: 1. PANCREAZE 전체 처방 정보. Campbell, CA: VIVUS
LLC; 2021. 2. Pezilli R, et al. Exocrine pancreatic insufficiency
in adults: A shared position statement of the Itali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pancreas. World J
Gastroenterol. 2013;19 (44):7930-7946. 3. Lindkvist B.
Diagnosis and treatment of pancreatic exocrine insufficiency.
World J Gastroenterol. 2013;19(42):7258-7266. 4. The Cystic
Fibrosis Foundation (n.d.). About Cystic Fibrosis. 검색 출처:
https://www.cff.org/What-is-CF/About-Cystic-Fibrosis/ 5.
Struyvenberg MR, et al. Practical guide to exocrine pancreatic
insufficiency - breaking the myths. BMC Med. 2017;15(1):29.
6. Othman MO, et al. Introduction and practical approach to
exocrine pancreatic insufficiency for the practicing clini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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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CREAZE는 어떻게 복용해야 하나요?
유아(12개월까지의 유아)에게 PANCREAZE를 복용시키는
방법에 대한 지침에 대한 약물 가이드를 읽어 보세요.

약물 치료 가이드와 동봉된 전체
처방 정보를 읽어보세요.

유아 간병인용 (12개월까지의 유아)

조제분유나 모유를
먹이기 직전에 약
을 먹이세요

조제분유나
모유와
직접 섞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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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관리
방법을
소개합니다

℠

PANCREAZE가 자신에게 맞는
지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복통, 붓기, 설사, 기름진 변과 같은 만성
EPI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입
증되었습니다.8
6가지 용량으로 제공되는 PANCREAZE의
다양한 투약 옵션으로 각 환자 개개인의
요구에 맞는 맞춤 복용을 보장합니다.1
여러 보관 방법들! 내부 커버의 내용을 참
조하십시오.

중요 안전 정보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위통(복부 통증)과 가스가 포함
됩니다.
모두 PANCREAZE의 부작용입니다. 괴롭거나 사라지지
않는 부작용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세요. 부작용 신고:
FDA 1-800-FDA-1088 또는
www.fda.gov/medwatch. 부작용 신고:
VIVUS LLC, 1-888-998-4887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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