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라스타 피하투여 설명서
•뉴라스타는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예방을 위해 항암제 주기당 1회 투여하는 주사제입니다. 

뉴라스타 주사 방법

1. 주사기를 포장지에서 꺼냅니다. 
(파란색 니들 가드를 누르지 마시고, 주사 전까지 니들 가드를 작동시키지 마십시오)

2. 주사바늘이 위로 향하게 하여 바늘 커버를 벗기십시오. 
3. 주사기 내에 기포가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기포가 있는 경우 주사기를 손가락으로 살짝 쳐서
기포를 위로 모두 하도록 하고 주사기를 살짝 눌러 기포를 없애줍니다. 

4. 주사기 윈도우의 평평한 면이 바닥에 닿게끔 (주사바늘이 닿지 않게) 깨끗한 바닥에 놓습니다.

5. 주사 놓을 부위를 정합니다.  (아래 그림 참조) 
6. 주사 부위를 알코올 거즈로 닦습니다. 
7. 엄지와 검지로 니들 가드 옆쪽을 잡고, 다른 손으로 주사할 부위 살을 살짝 꼬집어 잡습니다. 
8. 주사기를 연필 잡듯이 잡고 주사바늘을 빠르게 질러 넣습니다. (90도 혹은 45도 각도)
9. 주사 바늘을 찌른 후에는 잡고 있던 살을 놓고 주사기 플렌저를 살짝 당겨 피가 나오나 확인

합니다. (피가 나오면 투입하지 마십시오. ) 
10. 약 액을 다 투입한 후에는 바늘을 빼고 솜이나 거즈로 주사부위를 몇 초간 눌러 주십시오. 
11. 주사를 마친 주사기는 파란색 니들 커버를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서 덮습니다.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서 덮어 주세요.) 
12. 니들 가드가 덮힌 주사기는 주사기 폐기함에 폐기하십시오.(의료기관의 주사기 폐기함 이용)

투여 전 준비 사항
1. 테이블 등 깨끗하고 평평한 곳을 찾습니다. 
2. 주사기 박스를 냉장고에서 꺼내어 30분 정도 둡니다.
3. 주사기가 들어있는 박스는 절대 흔들지 마십시오. 

만일 심하게 흔들어서 주사기 내에 기포가 보이면 사
용하지 마십시오.  (성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4. 알코올 거즈와 솜, 주사바늘 페기함을 준비하십시오.  
5. 비누와 따뜻한 물로 손을 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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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스타 프리필드시린지주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제품명 뉴라스타 ® (Neulasta® ) 프리필드시린지주

함 량 1시린지 (0.6밀리리터) 중 페그필그라스팀 6mg 

제품 모양

무색의 용액이 충진된,

주사침이 달린 투명한

유리 프리필드시린지 주사제

제품 특징
기존 filgrastim (rHuG-CSF)에 PEG을 추가하여 체내 반감기를 연장시킨

지속형의 G-CSF제제

효능/효과

악성 종양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FN)의 발생과 호중구감소증의 기간 감소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골수이형성증후군은 제외함)
*  기존에는 증상 발생 후에 치료적으로 G-CSF제제를 투여하였으나, 

뉴라스타는 증상 발생 전에 투여하는 예방적요법의 지속형 G-CSF제제

용법/용량
항암화학요법 이후 약24시간 후 NEULASTA 6mg(1 시린지) 를 피하투여
(3주 간격 항암제의 경우 주기당 1회만 투여)

보관 방법
냉장 보관(2~8℃), 진탕 금지, 동결 금지, 차광 보관, 밀봉 용기
(사용 전에 흔들지 마시고, 투여 전까지 박스 안에 보관하세요.) 

* 자세한 사항은 제품 포장 내의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