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상의 주의사항

레보카르니틴 경구제(동아니세틸정 등 44품목-전문의약품)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에 대해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환자

2. 이상반응

이 약의 복용 시 드물게 흥분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나 체내의 약용량이 감소함

에 따라 이런 증상은 바로 소실된다.

이 약을 복용한 환자에게서 발진, 두드러기, 안면부종이 보고되었다.

이 약을 복용한 요독증 환자에게서 경증의 근무력증이 보고되었다.

3. 상호작용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임부 및 수유부 등에 대한 투여

동물실험에서의 태아독성은 보고된 적이 없지만 임신 초기 3개월 기간과 수유기의 여

성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사와 감독하에서 복용할 것 .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항 목 기 허 가 사 항 변 경 사 항

2.이상반응

이 약의 복용 시 드물게 흥분작용이 나타
나는 경우가 있으나 체내의 약용량이 감
소함에 따라 이런 증상은 바로 소실된다.
(추가)

(추가)

이 약의 복용 시 드물게 흥분작용이 나타
나는 경우가 있으나 체내의 약용량이 감
소함에 따라 이런 증상은 바로 소실된다.
이 약을 복용한 환자에게서 발진, 두드러
기, 안면부종이 보고되었다. 
이 약을 복용한 요독증 환자에게서 경증
의 근무력증이 보고되었다.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항 목 기 허 가 사 항 변 경 사 항

3. 부작용

일시적인 구역ㆍ구토, 복통, 설사, 체취가 
나타날 수 있다. 위염이 드물게 보고되었
으며, 경구나 정맥으로 엘카르니틴을 투
여받고 있는 환자에서 발작이 보고되었
다. 기존의 발작 병력이 있었던 환자에서
는 발작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되었다. 
또한 만성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중맹검, 위약대조 시험에서 인과성과 
관계없이 아래와 같은 부작용이 보고 되
었다.
<인체에서 인과성에 관계없이 5%이상 빈
도를 보이는 이상반응> 수치는 %를 의미
함
(표 생략)

(추가)

(추가)

일시적인 구역ㆍ구토, 복통, 설사, 체취가 
나타날 수 있다. 위염이 드물게 보고되었
으며, 경구나 정맥으로 엘카르니틴을 투
여받고 있는 환자에서 발작이 보고되었
다. 기존의 발작 병력이 있었던 환자에서
는 발작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되었다. 
또한 만성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중맹검, 위약대조 시험에서 인과성과 
관계없이 아래와 같은 부작용이 보고 되
었다.
<인체에서 인과성에 관계없이 5%이상 빈
도를 보이는 이상반응> 수치는 %를 의미
함
(표 생략)

경구로 엘카르니틴을 투여한 환자에게서 
발진, 두드러기, 안면부종이 보고되었다. 
경구로 엘카르니틴을 투여한 요독증 환자
에게서 경증의 근무력증이 보고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