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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변경명령- 의약품안전평가과-426(2022.1.20.) (반영일자 2022.04.20.)

딜라스틴나잘스프레이 허가사항 변경

▶사용상의 주의사항
1.~2. (기허가사항과 동일)

3. 이상반응

1) (기허가사항과 동일)

2) 이상반응을 기관계 및 발현빈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발현빈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매우 흔하게(≥1/10), 흔하게(≥1/100, <1/10), 흔하지 않게(≥1/1,000, <1/100), 드물게(≥

1/10,000, <1/1,000), 매우 드물게(<1/10,000))

빈도

기관계
매우 흔하게 흔하게 흔하지 않게 드물게 매우 드물게 알려지지 않음

<기허가사항과 동일>

* 비강을 통한 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의 장기 투여시 매우 적은 수의 자발적 보고가 있었음

** 비강을 통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사용 시 확인됨

3) (기허가사항과 동일)

4)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6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이상사례의 발

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9.25%(58/627명, 총 73건)로 보고되었다.

이 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인과관계를 배

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발현빈도에 따라 다음의 표에 나열하였다.

발현빈도 기관계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

0.64%(4/627명, 4건)

흔하지 않게
(0.1~1%미만)

전신 및 투여부위 이상
가슴 불편함

적용부위 작열감

호흡기계 상기도분비물 점도증가

.(이하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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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변경대비표

항 목 기 허 가 사 항 변 경 사 항
3.

이상반응

1) (기허가사항과 동일)

2) 이상반응을 기관계 및 발현빈도로 분류

하여 정리하였다. 발현빈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매우 흔하게(≥1/10), 흔하게(≥

1/100, <1/10), 흔하지 않게(≥1/1,000,

<1/100), 드물게(≥1/10,000, <1/1,000), 매

우 드물게(<1/10,000))

빈도

기 관

계

매우 

흔하

게

흔

하

게

때 때

로

드

물

게

매우 

드물

게

알려

지지 

않음

<기허가사항과 동일>

* 비강을 통한 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의 장기

투여시 매우 적은 수의 자발적 보고가 있었음

** 비강을 통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사용 시 

확인됨

3) (기허가사항과 동일)

<신설>

1) (좌동)

2) 이상반응을 기관계 및 발현빈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발현빈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매우 흔하게(≥1/10), 흔하게(≥1/100, <1/10), 흔하지 않게(≥1/1,000, <1/100), 드물게(≥

1/10,000, <1/1,000), 매우 드물게(<1/10,000))

빈도

기관계
매우 흔하게 흔하게 흔하지 않게 드물게 매우 드물게 알려지지 않음

<기허가사항과 동일>

* 비강을 통한 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의 장기 투여시 매우 적은 수의 자발적 보고가 있었음

** 비강을 통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사용 시 확인됨

3) (좌동)

4)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6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이상사

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9.25%(58/627명, 총 73건)로 보고되었다.

이 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인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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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기 허 가 사 항 변 경 사 항
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발현빈도에 따라 다음의 표에 나열

하였다.

발현빈도 기관계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

0.64%(4/627명, 4건)

흔하지 않게
(0.1~1%미만)

전신 및 투여부위 이상
가슴 불편함
적용부위 작열감

호흡기계 상기도분비물 점도증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