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간병인을 위한
중요한 정보
NUPLAZID®(피마반세린)을 복용하기 전에 이 중요한 정보를 읽어 주십시오. 또한 의약품 정보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번 다시 조제받을 때마다 이 중요한 정보를 읽어 주십시오. 이 정보는 귀하의 의학적 상태 또는 치료에 관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의하는 것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치매 관련 정신병이 있는 고령 환자의 사망 위험 증가:
• NUPLAZID와 같은 약물은 혼동과 기억 상실(치매)로 인해 현실감을 상실한(정신병) 노인들의 사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NUPLAZID는 파킨슨병 정신병과 연관된 환각 및 망상과는 관련이 없는 치매 관련 정신병 환자들의 치료제로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NUPLAZID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NUPLAZID(뉴플라지드)는 파킨슨병 정신병과 연관된 환각 및 망상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처방약입니다. 이 비운동 증상들은 파킨슨병 환자가 환각(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는 것) 및/또는 망상(예: 사실이 아닌 것들을 믿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NUPLAZID를 복용해선 안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NUPLAZID 성분 중 하나라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경우, NUPLAZID를 복용하지 마십시오. 알레르기
반응에는 발진, 두드러기, 혀, 입, 입술 또는 얼굴의 부종, 목구멍의 답답함 그리고 숨가쁨이 포함됩니다.

심장율동을 변화시키는 일부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NUPLAZID를 복용하지 마십시오. 이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박동에서의 변화를 감지하는 경우,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화하십시오.

NUPLAZID에 관해 알아야 할 경고 사항은 무엇입니까?

NUPLAZID가 심장율동 변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QT 간격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특정 약물과 함께 NUPLAZID를 복용하는 경우, 이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복용하는
또는 최근 복용한 모든 약물에 관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리십시오.

중요한 안전성 정보를 더 보시려면 페이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어떠한 약물이 NUPLAZID와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까?

귀하가 복용하는 모든 약물에 관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리십시오. 다른 약물들이 NUPLAZID의
작용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약물들은 NUPLAZID와 함께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약물과 함께 NUPLAZID를 복용하는 것이 안전한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NUPLAZID를 복용하는 동안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먼저 상의하지 않고 다른 약물을 시작하거나
중단하지 마십시오.

NUPLAZID의 흔한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NUPLAZID의 가장 흔한 부작용에는 다리 또는 팔의 부종, 구역, 혼동, 환각, 변비, 그리고 정상적인
보행의 변화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NUPLAZID의 가능한 부작용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약사에게 이 약물에 관해 질문하십시오.

다른 파킨슨병 약물들과 함께 NUPLAZID를 복용할 수 있습니까?

카르비도파/레보도파 약물 용량을 조정하지 않고도 NUPLAZID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복용
중인 모든 약물에 관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리십시오.

NUPLAZID를 어떻게 복용합니까?

NUPLAZID의 권장 용량은 34 mg 1캡슐로, 음식물 섭취와 관계없이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1일 1회
경구로 복용하거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처방한 대로 복용합니다.

NUPLAZID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귀하에게 NUPLAZID를 처방하는 경우,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NUPLAZIDconnect™에 귀하를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NUPLAZID에 대한
보험 보장을 제공하여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밖의 중요한 안전성 정보
NUPLAZID가 18세 미만의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체 안전성 정보가 아닙니다. 전체 안전성 정보를 원하시면, 글상자 경고문을 포함하여
동봉된 전체 처방 정보를 읽거나 NUPLAZID.com을 방문하십시오.

이 약물 또는 이 정보에 관한 일체의 질문이 있으시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처방약의 부정적인 부작용을 FDA에 보고하기를 권장합니다. www.fda.gov/medwatch를
방문하거나, 1-800-FDA-1088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또한 1-844-4ACADIA(1-844-422-2342)번으로
ACADIA Pharmaceuticals Inc.에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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