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kena Care Connection®을 통해 
산모들에게 한 단계 높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단태 자발 조기 출산(37주 전)을 한 적이 있다면, 

귀하는 다시 조기 분만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아기가 발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주세요



8, 10, 11페이지의 중요한 안전성 정보 및 첨부된  
처방 정보 전문을 참고하십시오.

Makena®(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 
주사)는 아기가 발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1

Makena는 단태 자발 조기 출산 이력이 있으며 
단태 임신을 한 여성에서 조기 출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게스틴입니다. 
Makena의 유효성은 임신 기간 37주 미만에서 
분만한 여성 비율의 향상을 근거로 합니다. 
신생아 사망률 및 이환률 개선 등과 같은 
직접적인 임상 이익을 입증하는 대조 임상시험은 
없습니다.

사용의 제한점: 조기 출산에 대한 다수의 위험 
인자가 있기는 하지만, 이전에 자발적인 단태 
조기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에 한해 Makena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다태 임신 
또는 조기 출산에 대한 다른 위험 인자가 있는 
여성에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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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분만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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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의 조기 출산 경험으로 다시 미숙아를 
출산할 위험이 증가한다고 담당 의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저에게 다시 위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남편과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10명의 아기 중 약 1명이 
미숙아로 태어납니다.2 이는 거의 400,000명이 
미숙아인 것입니다.7

조기 출산율은 인종과 민족에 따라 다릅니다. 
조기 출산율은 흑인에서 13.3%이고, 미국 
원주민에서 10.5%, 히스패닉계에서 9.1%, 
백인에서 8.9%, 동양인에서 8.5%입니다.8

귀하가 건강하고 임신 기간 동안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등과 
같이 모든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미숙아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조기 
분만의 위험, 특히 이전에 임신 37주 전에 예기치 
않게 아기를 분만한 적이 있는 경우, 그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  Lyn(린), 36주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Makena 산모들의 얘기를 더 보시려면,   

maken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8, 10, 11페이지의 중요한 안전성 정보 및 첨부된  
처방 정보 전문을 참고하십시오.

조기 출산이란 무엇인가요?

한 주 한 주가 중요합니다. 매주가 지날 
때마다 아기에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기 
출산의 위험에 대해 그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귀하가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십시오.

건강한 임신의 목표는 아기가 자라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해 만기(39~40주)에 
분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기의 뇌와 폐는 
임신 마지막 주 동안에도 계속 발달합니다.2,3

조기 출산이란 아기가 너무 이르게 태어나는 
것으로, 임신 37주 이전 즉 출산 예정일 3주 전에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4 조기 출산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거나 계획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정한 의학적 상황에서 정상보다 이르게 
아기를 분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5

조기 출산은 모든 임신 여성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의료 제공자들은 조기 출산을 
초래하는 실제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몇 주 전에 조기 분만했는지와 관계 없이 
이전에 조기(37주 전) 분만한 적이 있는 산모가 
다시 조기 출산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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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0, 11페이지의 중요한 안전성 정보 및 첨부된  
처방 정보 전문을 참고하십시오.

조기 출산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 인자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아래 체크리스트에 조기 출산에 대한 일반적인 
위험 인자가 나와 있습니다.6 귀하의 위험 
인자에 따라, Makena®(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 주사)가 귀하에게 적절할 수도 있고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기 출산에 많은 원인이 있기는 하지만, 임신 
37주 전에 예기치 않게 아기를 출산한 적이 
있는 여성에 한해 Makena의 안전성과 혜택이 
입증되었습니다. Makena는 다태 임신 또는 조기 
출산에 대한 다른 위험 인자가 있는 여성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귀하는 혼자가 아닙니다. 위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이 귀하에게 해당되는 경우, 이 소책자의  
17페이지를 참조하고 조기 출산과 관련된 위험에 
관해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37주 전에 자발(예기치 못한) 조기 
출산을 함

쌍둥이, 세쌍둥이 또는 기타 여러 쌍둥이를 
임신함

 자궁이나 자궁경부에 문제가 있음

아프리카계 미국인

고혈압, 스트레스, 당뇨병, 과체중이거나 
저체중임

임신 간 기간이 짧음(6~18개월)

임신 기간 동안, 자궁, 질 감염이나 요로 감염 
등의 감염, 또는 성매개 질환이 생김

흡인, 음주, 또는 불법 마약 사용

MAKENA는 무엇인가요?

Makena는 만기에 도달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Makena(마케나)는 다음에 해당되는 여성에서 
미숙아를 출산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처방되는 
호르몬 제제(프로게스틴)입니다1.

• 한 명의 아기를 임신한 여성, 그리고

• 과거에 한 명의 아기를 예기치 않게 조산한 
(37주 전) 경우

Makena는 의료 제공자의 진료실 또는 귀하 
자택에서 의료 제공자가 투여하는 주1회 
(7일마다) 주사입니다.1

의료 제공자의 지시에 따라, 귀하는 임신  
16주와 22주 6일 사이에 Makena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¹

“ 다시 조기 출산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Makena를 투여받는 옵션에 대해 의사와 
제가 상의했어요. 아기가 발달할 시간을 주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음을 
알기에 마음이 편안해졌죠.”

 –  Sarah(사라), 34주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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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0, 11페이지의 중요한 안전성 정보 및 첨부된  
처방 정보 전문을 참고하십시오.

Makena를 투여받기 전에,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 피마자유 또는 MAKENA에 들어 
있는 기타 성분 중 어느 하나에라도 알레르기가 
있거나, 당뇨병 또는 당뇨병 전기, 간질, 
편두통, 천식, 심장 문제, 신장 문제, 우울증, 
또는 고혈압이 있는 경우 이를 의료 제공자에게 
알리십시오.

Makena 투여 옵션

Makena는 의료 제공자가 주사로 투여합니다1. 

• 의료 제공자의 진료실이나 

• 자택 의료 방문 시 자택에서  
(귀하의 보험에서 부담하는 경우) 

이 두 가지 Makena 주사 옵션으로, 의료 
제공자의 지시에 따라 임신 16주와 20주 6일 
사이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1 귀하는 37주
(늦게는 36주 6일까지 마지막 주사를 투여받을 수 
있음) 또는 아기 분만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매주(7일마다) 1번 주사로 투여받습니다.1 

Makena®(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 주사) 치료 일정

Makena 자동 주사 장치 
선택을 고려해 보세요1.

• 바늘이 전혀 보이지 않는 
디자인

• 보다 짧고 가는 바늘로 팔 
위쪽의 뒷부분에 피하 주사함

• 전체 용량을 투여하는 데 약 
15초 걸림

다른 옵션은 근육내 
주사입니다1.

• 보다 더 긴 바늘을 사용해 
엉덩이(둔부 윗부분 바깥쪽) 
근육으로 주사함

• 전체 용량을 투여하는 데 1분 
이상 걸림

Makena 자동 주사 장치를 선택하든지 
근육내 Makena 주사를 선택하든지, 
귀하는 동일한 치료와 Makena Care 
Connection®1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기회가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매주 Makena 주사 기록지

Makena가 귀하 생활의 일부가 
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주사 기록을 위한 18 및 19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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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과 비처방약, 비타민 및 한방 
보조제를 포함하여 복용하시는 모든 
약물에 관하여 귀하의 의료 제공자에게 
알려 주십시오.

8, 10, 11페이지의 중요한 안전성 정보 및 첨부된  
처방 정보 전문을 참고하십시오.

Makena®(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 주사)는 안전한가요?

Makena가 귀하에게 적합한지 결정하기 
전에 귀하와 의료 제공자가 Makena 치료의 
이익과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 상태가 있는 경우 Makena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1.

• 혈전이나 다른 응혈 문제가 현재 있거나 
이러한 병력이 있는 경우

• 유방암 또는 기타 호르몬 감수성 암이 현재 
있거나 이러한 병력이 있는 경우

• 임신과 관련되지 않은 이례적인 질 출혈이 
현재 있는 경우

• 임신 기간 동안 간 문제로 인해 피부가 노래진 
경우

• 간 문제(간 종양 포함)가 있는 경우

•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는 경우

다음 상태가 있는 경우 Makena를 투여받기 
전에 의료 제공자에게 알리십시오1.

•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 
피마자유 또는 Makena에 들어 있는 기타 성분 
중 어느 하나에라도 알레르기

• 당뇨병 또는 당뇨병 전기

• 간질

• 편두통

• 천식

• 심장 문제

• 신장 문제

• 우울증

• 고혈압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임신부: Makena 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1.

• 응혈—응혈 증상에는 다리 부종, 다리 붉어짐, 
다리에 만질 때 온감이 드는 부분, 발을 구부릴 
때 악화되는 다리 통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알레르기 반응—알레르기 반응의 증상에는 
두드러기, 가려움 또는 얼굴 부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우울증

• 피부 또는 눈의 흰자위가 노래짐

Makena의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주사 부위 
반응(통증, 부어오름, 가려움, 멍듦, 단단한 
융기부), 두드러기, 가려움, 메스꺼움, 설사 등이 
있었습니다.1

임상시험에서, Makena를 투여받은 여성들에서 
특정 합병증 또는 임신과 관련된 사례가 보다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에는 유산(임신  
20주 전 임신 소실), 사산(임신 20주 또는 20주째 
후에 발생하는 태아 사망), 조기 진통에 기인한 
입원, 자간전증(고혈압 및 소변 내 단백질 과다), 
임신성 고혈압(임신에 의한 고혈압), 임신성 
당뇨병, 양수과소증(양수의 양이 적음) 등이 
있었습니다.1

아기: 추적 조사 시험에서, 다양한 신체, 정신 및 
사회적 측정 척도의 2~5세의 아동의 발달 상황을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Makena로 치료받지 
않은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동들과 비슷했습니다.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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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0, 11페이지의 중요한 안전성 정보 및 첨부된  
처방 정보 전문을 참고하십시오.

Makena Care Connection®을 통해 
귀하에게 한 단계 높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Makena®(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 
주사)를 시작하면, 약물 이상을 받게 됩니다. 
Makena 투여에 따른 귀하의 경험을 통해 
귀하에게 도움이 되도록 특별히 고안된 
맞춤형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저희를 추가 
지원팀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귀하는 유일한 개인이므로 귀하의 보험 혜택도 
그렇습니다. 귀하의 약을 신속하게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 드릴 것입니다. 
Makena에 대한 보험 혜택 정책을 잘 알고 있는 
전담 팀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 귀하가 Makena
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담당 의료 
전문인, 보험 회사, 그리고 약국 사이의 세부 
사항을 처리해 드립니다 

처방 지원

귀하의 처방전이 신속하게 
승인되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내 약을 받는 데 Makena Care Connection의 
도움을 받는 게 유용했어요. 걱정거리가 하나 
줄었으니까요.”

질문이 있으세요?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교육 및 지지

귀하가 빠짐 없이 매주 주사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 

저희는 Makena  주사를 받는 여성들이 매주 
주사 일정을 지키는 데 격려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도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무료 서비스에서는 Makena를 임신 과정의 
일부가 되도록 하고 귀하 건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권장하는 교육 및 지지를 제공합니다.

귀하가 기대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주 치료를 지원하는 주사 리마인더

• 임신 기간 동안 주제를 다루는 교육 자료

• 귀하 건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격려

1-800-847-3418 (월-금, 오전 8시 – 
오후 8시 동부 시간)

info@makenacareconnection.com

   –  Shanise(샤니즈), 22주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 전화 한 통이면 내 케어 매니저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게 마음에 평안을 주었어요. 매 
단계마다 저를 지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 
소중했답니다.”

 –  Amber(앰버), 36주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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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0, 11페이지의 중요한 안전성 정보 및 첨부된  
처방 정보 전문을 참고하십시오.

저희는 귀하가 약 비용보다 귀하의 임신에 신경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AMAG Pharmaceuticals에서는 Makena
를 투여받기에 적합한 모든 임신부가 Makena를 
적당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격이 있는 환자*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재정 지원

적절한 비용으로 Makena®(히드록시 
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 주사) 
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 재정 지원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너무 기뻤어요. 
Makena Care Connection을 통해 저와 제 
가족이 이 기회를 얻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  Nalleli(날렐리), 36주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Makena 비용을 부담하는 건강 플랜을 가진 보험 
회사의 보험을 가진 여성

• 환자 부담금, 공동 보험 및 공제액*과 관련된 
본인 부담 비용을 낮추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보험이 없는 여성 및 저액 보험을 가진 여성

• 치료에 대한 무료 교육*

Makena 산모들의 얘기를 더 보시려면,   

maken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각 환자의 자격은 개별적으로 평가됩니다. 자격이 있으려면, 환자가 
FDA에서 승인한 적응증(단태 임신으로 <37주 미만에 단태 자발 조기 
출산을 한 이력이 있어야 함)에 해당되어야 합니다.1 연방 규정에 
따라, 국가에서 재정 지원하는 프로그램(예: 메디케이드, TRICARE 
등)의 보험 혜택을 받는 환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소득의 상한 제한은 
없습니다.

자택 의료 기관을 통해 Makena 주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에서 
승인하면, 자택에서 편안하게 또는 귀하에게 
편리한 다른 장소에서 의료 전문인으로부터 주사 
투여를 받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인에 의한 자택 주사

자택에서 편안하게 주사 투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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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na®(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 주사)가 귀하에게 
적합한가요?

      전에 예기치 않게 조기(임신 37주 미만 즉 
출산 예정일보다 3주 이상 전) 출산한 적이 
있습니까?

      조기 출산이 조기 진통이나 양수가 터진 것 
때문이었습니까?

      현재 한 명의 아기를 임신하고 계십니까?

임상시험에서, Makena 투여가 Makena를  
투여받지 않은 여성에 비해 조기 출산율을 
현저하게 낮추었습니다.1 

아래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예”인 경우, 다시 
조기 출산을 할 위험을 줄이는 데 Makena가 
귀하에게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발 조산의 이력으로 인해 다시 조산을 
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Makena
가 귀하에게 적합한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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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출산에 많은 원인이 있기는 하지만, 임신 
37주 전에 예기치 않게 아기를 출산한 적이 
있는 여성에 한해 Makena의 안전성과 혜택이 
입증되었습니다.

Makena는 다태 임신 또는 조기 출산에 대한 
다른 위험 인자가 있는 여성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
료

의료 제공자에게 물어볼 질문

다음은 귀하의 이전 조산 경험 그리고 다시 
조산할 위험을 줄이는 데 Makena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질문입니다.

Makena가 귀하에게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의료 제공자에게 이 질문들을 물어보세요.

• 전에 예기치 못하게 37주 전에 아기를 
분만했습니다.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나요?

• 조기 출산에 대한 위험 인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어떻게 위험을 낮추고 만기 임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나요?

• 얼마나 조기에 진통이 시작될 수 있나요?

• 조기 진통의 징후와 증상은 무엇인가요?

• Makena가 나에게 적합한가요?

참고 문헌: 1. Makena® (hydroxyprogesterone caproate injection) 
prescribing information, AMAG Pharmaceuticals, 2018. 2. 
Long-term health effects of premature birth. March of Dimes 
website. https://www.marchofdimes.org/complications/long-
term-health-effects-of-premature-birth.aspx. 2013년 10
월 마지막 검토. 2017년 11월 14일 기준. 3.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Committee on Obstetric 
Practice Society for Maternal-Fetal Medicine. Committee 
opinion 579: Definition of term pregnancy. Obstet Gynecol. 
2013;122(5):1139-1140. 4. Preterm (premature) labor and birth.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website. 
https://www.acog.org/-/media/For-Patients/faq087.pdf.  
2016년 11월. 2017년 10월 12일 기준. 5. Why at least 39 weeks  
is best for your baby. March of Dimes website. https://www.
marchofdimes.org/pregnancy/why-at-least-39-weeks-is-
best-for-your-baby.aspx. 2013년 9월 마지막 검토. 2018년 2월 
21일 기준. 6. Preterm Labor and Preterm Birth. March of Dimes 
website. https://www.marchofdimes.org/pregnancy/preterm-
labor-and-premature-birth.aspx. 2014년 10월 마지막 검토. 
2017년 10월 12일 기준. 7. Prematurity research. March of Dimes 
website. https://www.marchofdimes.org/research/prematurity-
research.aspx. 2017년 10월 12일 기준. 8. March of Dimes 2017 
Premature Birth Report Card. March of Dimes website. https://
www.marchofdimes.org/materials/PrematureBirthReportCard-
United-States-2017.pdf. 9. Northen AT, Norman GS,  
Anderson K, et al. Follow-up of children exposed in utero  
to 17 α-hydroxyprogesterone caproate compared with placebo.  
Obstet Gynecol. 2007;110(4):86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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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na를 귀하의 매주 일정의 일부로 
만드세요!

귀하의 매주 주사를 기록하는 자료로  
이 기록지를 사용하세요

10   3

제16주

좌 우

/

A

B

C

Makena는 16주와 20주 6일 사이부터  
주1회(7일마다) 의료 제공자가 투여하며  
37주(늦게는 36주 6일까지 마지막 주사를 
투여받을 수 있음) 또는 아기 출산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계속됩니다.1

매주 주사를 맞을 때, 의료 제공자가 
주사 부위를 지난 주와 다른 쪽으로 
교대합니다.1 이를 기록지에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Makena 주사가 귀하의 매주 일정의 
일부가 되도록 요일을 정하세요.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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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결과와 치료 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삼분기

제16주 제17주 제18주 제19주

제20주 제21주 제22주 제23주

제24주 제25주 제26주 제27주

제3삼분기

제28주 제29주 제30주 제31주

제32주 제33주 제34주 제35주

제36주

Makena 주사를 맞는 요일 

/ / / /

/ / / /

/ / / /

/ / / /

/ / / /

/

제 37~38주

아직 조기이며, 아기가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3

제39~40주

건강한 임신의 목표인 만기입니다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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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을 때는 한 주 
한 주가 중요합니다

출산 예정일까지 임신한 매 주마다 아기가 계속 
자라고 발달합니다.2,4 

귀하와 의료 제공자가 함께, 아기가 발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주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만기 분만의 중요성에 대해 의료 제공자에게 
물어보세요.

질문이 있으세요?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1–800–847–3418 (월–금, 오전 8시 – 
오후 8시 동부 시간)

단태 자발 조기 출산(37주 전)을 한 적이 있다면, 귀하는 다시 조기 

분만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처방 정보 전문이 여기 
첨부되어 있습니다.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http://www.makena.com/pi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처방 정보 요약
이 요약 내용에는 MAKENA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MAKENA의 처방 정보 전문을 참고하십시오. 
MAKENA®(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 주사), 근육내 또는 피하 주사용.
최초 미국 승인: 1956년

최근 주요 변경 사항
용량 및 용법, 투여(2.1) 2018년 2월
용량 및 용법, 준비 및 용법(2.2) 2018년 2월

적응증 및 용도
Makena는 단태 자발 조기 출산 이력이 있으며 단태 임신을 한 여성에서 조기 출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게스틴입니다(1). Makena의 유효성은 재태 기간 
37주 미만에서 분만한 여성 비율의 향상을 근거로 합니다(14). 신생아 사망률 및 
이환률 개선 등과 같은 직접적인 임상 이익을 입증하는 대조 임상시험은 없습니다. 

사용의 제한점: Makena는 다태 임신 또는 조기 출산에 대한 다른 위험 인자가 있는 
여성에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

용량 및 용법
•	 	Makena 자동 주사 장치: Makena 자동 주사 장치를 사용하여 275 mg(1.1 mL)의 

용량을 양팔 중 한 쪽의 상완 뒷부분에 주 1회 피하 주사로 투여합니다(2.1)
•	 	Makena(1회 용량 및 다회 용량 바이알): 250 mg(1 mL)의 용량을 대둔근의 

상외사분에 주 1회 근육내 주사로 투여합니다(2.1) 
•	 	재태 기간 16주 0일 ~ 20주 6일에 치료를 시작합니다(2.1)
•	 	재태 기간 37주(36주 6일까지) 또는 분만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주 1회 

투여를 계속합니다(2.1)

제형 및 강도
피하주사 1회용 자동 주사 장치 1.1 mL에는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 
275 mg(250 mg/mL)이 함유되어 있습니다(3)
근육내 주사 1회 용량 바이알 1 mL에는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 250 mg
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3)
근육내 주사 다회 용량 바이알 5 mL에는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 1250 
mg(250 mg/mL)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3)

금기 사항
•	 현재 혈전증 또는 혈전색전성 질환이 있거나 이러한 병력이 있음 (4)
•	 	유방암, 기타 호르몬 감수성 암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의심됨, 또는 

이러한 질병의 병력이 있음(4)
•	 임신과 관련되지 않은 진단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질 출혈(4)
•	 임신의 담즙정체성 황달(4)
•	 간 종양(양성 또는 악성) 또는 활성 간 질환(4)
•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4)

경고 및 주의 사항
•	 	혈전색전성 질환: 혈전증 또는 혈전색전증이 발생하는 경우 중단하십시오(5.1)
•	 알레르기 반응: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중단을 고려하십시오(5.2)
•	  포도당 내성 감소: Makena를 투여받는 당뇨병 전기 및 당뇨병 여성을 

모니터링하십시오(5.3)
•	 	체액 저류: 자간전증, 간질, 심기능 또는 신기능 장애 등과 같이 체액 저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있는 여성을 모니터링하십시오(5.4)
•	 	우울증: 임상적 우울증 병력이 있는 여성을 모니터링하십시오. 우울증이 

재발하는 경우 Makena를 중단하십시오(5.5)

유해 반응
•	 	위약과 Makena 근육내 주사를 비교한 임상시험에서, Makena 근육내 주사 

사용시 가장 흔히 보고된 유해 반응(시험대상자의 2% 이상 및 대조군보다 높은 
비율로 보고된 사례)은 주사 부위 반응(통증[35%], 부어오름[17%], 가려움증
[6%], 결절[5%]), 두드러기(12%), 가려움증(8%), 메스꺼움(6%), 설사(2%) 
등이었습니다. (6.1)

•	 	자동 주사 장치를 사용한 Makena 피하 주사를 Makena 근육내 주사와 비교한 
임상시험에서, Makena 자동 주사 장치 사용 시 가장 흔히 보고된

 (그리고 Makena 근육내 주사보다 높은 비율로 발생) 유해 반응은
 주사 부위 통증(한 시험에서는 10% 그리고 다른 시험에서는 34%)이었습니다.  
 (6.1)

의심되는 유해 반응을 보고하려면 AMAG Pharmaceuticals(1-877-411-2510) 또는 
FDA에 1-800-FDA-1088이나 www.fda.gov/medwatch로 연락하십시오.
환자 상담 정보 및 FDA 승인 환자용 라벨 표기 사항은 17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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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정보 전문
1 적응증 및 용도
  Makena는 단태 자발 조기 출산 이력이 있으며 단태 임신을 한 여성에서 조기 출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게스틴입니다. Makena의 유효성은 재태 기간 37주 미만에서 분만한 
여성 비율의 향상을 근거로 합니다. 신생아 사망률 및 이환률 개선 등과 같은 직접적인 임상 이익을 
입증하는 대조 임상시험은 없습니다. 

  사용의 제한점: 조기 출산에 대한 다수의 위험 인자가 있기는 하지만, 이전에 자발적인 단태 조기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에 한해 Makena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다태 임신 또는 조기 
출산에 대한 다른 위험 인자가 있는 여성에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용량 및 용법

 2.1 투여
	 	 		•	 	Makena 자동 주사 장치: 자동 주사 장치를 사용하여 275 mg(1.1 mL)의 용량을 양팔 중 한 

쪽의 상완 뒷부분에 주 1회(7일마다) 의료 제공자가 피하 주사로 투여합니다
	 	 		•	 	Makena(1회 용량 및 다회 용량 바이알): 250 mg(1 mL)의 용량을 대둔근의 상외사분에 주 

1회(7일마다) 의료 제공자가 근육내 주사로 투여합니다
	 	 		•	 재태 기간 16주 0일 ~ 20주 6일에 치료를 시작합니다
	 	 		•	 	재태 기간 37주(36주 6일까지) 또는 분만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주 1회 투여를 

계속합니다 
 2.2 준비 및 투여
  비경구 의약품은 투여 전 미립자와 변색 여부에 대해 가능할 때마다 용액과 용기를 육안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Makena는 투명한 노란색 용액입니다. 사용 시 용액이 반드시 투명해야 하며, 
입자가 보이거나 결정이 존재하는 경우 바이알을 교체하십시오.

 제형에 따른 특정 투여 지침:
 Makena 1회 용량 및 다회 용량 바이알(근육내 주사용에 한함)
  Makena 1회 용량 또는 다회 용량 바이알은 다음 준비 및 투여 절차를 따라 이전 주에 주사한 부위와 

다른 부위로 교체하면서 대둔근의 상외사분에 주사기를 사용한 근육내 주사용에 한합니다.
    1. 사용 전에 알코올 솜으로 바이알 상단부를 깨끗이 합니다.
    2. 18게이지 바늘을 사용하여 3 mL 주사기로 약물 1 mL를 취합니다.
    3. 21게이지 1.5인치 바늘로 바늘을 교체합니다.
    4.  피부 준비 후, 대둔근의 상외사분에 주사합니다. 용액은 점성이 있으며 유성입니다. 천천히

(1분 이상에 걸쳐) 주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5.  주사 부위에 압력을 가하면 멍과 부어오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 mL 다회 용량 바이알을 사용하는 경우, 최초 사용으로부터 5주 후에 남은 모든 약품을 
폐기합니다.

 Makena 자동 주사 장치(피하 주사용에 한함)
  Makena 자동 주사 장치는 상완 뒷부분에 1회 용량을 피하로 주사하는 27게이지 0.5인치 바늘이 

포함된 1회 사용, 프리필드, 일회용 장치입니다.
  Makena 자동 주사 장치에는 보존제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뚜껑을 제거한 후에는 장치를 즉시 

사용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이전 주에 주사한 팔과 다른 쪽 팔로 주사 부위를 교대합니다. 피부가 무르거나, 멍이 들었거나, 
붉거나, 까졌거나, 부풀어 올랐거나, 두껍거나, 단단한 곳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흉터, 문신 또는 
튼살이 있는 부위는 피하십시오.

  용액은 점성이 있으며 유성입니다. 자동 주사 장치는 용량을 주사하는 데 약 15초가 걸립니다. 보기 
창이 완전히 차단(전체가 주황색)되면 전체 용량이 투여된 것입니다.

  “사용 지침”에는 자동 주사 장치를 사용한 피하 주사 투여에 대한 상세한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용량 및 용법(2.3) 참조]. Makena 자동 주사 장치를 투여하기 전에 “사용 지침”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2.3 사용 지침(Makena 자동 주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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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 주사 
275 mg/1.1 ml (250 mg/ml) 자동 주사 장치

준비

만지지 마십시오

비틀어 돌린 후 잡아당깁니다

피하 주사용.
1회용.
주 1회 주사 투여.
전문 의료인 투여에 한함. 

Makena 자동 주사 장치의 손상 여부를 점검합니다. 장치가 손상되거나 파손된 것으로 보이거나, 
뚜껑이 분실되거나 단단히 고정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유효 기한을 확인합니다. 유효 기한이 지난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보기 창을 통해 약물 액상 약물을 점검합니다. 무색 내지 연노란색이어야 하며 입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림 1 참조).

액체가 탁하거나 입자가 존재하는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기포가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정상입니다.

양팔 중 한 쪽 상완의 뒷부분만 주사 부위로 사용합니다.
이전 주에 주사한 팔과 다른 쪽 팔로 주사 부위를 교대합니다. (그림 2 참조).

비누와 물로 손을 씻습니다.       주사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닦습니다.

부위가 마르도록 둡니다. 주사 부위에 부채질을 하거나 입김을 불지 마십시오. 주사 전에 주사 부위를 다시 만지지 마십시오.

피부가 무르거나, 멍이 들었거나, 붉거나, 까졌거나, 부풀어 올랐거나, 두껍거나, 단단한 곳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흉터, 문신 또는 튼살이 있는 부위는 피하십시오.

피하 주사 투여

뚜껑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 후(그러면 빨간색 안전 밀봉이 깨집니다) 
뚜껑을 똑바로 잡아당겨 분리합니다(그림 3 참조).

뚜껑을 제거하고 나면 액체 몇 방울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정상입니다.
뚜껑을 제거한 후에는 자동 주사 장치를 사용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뚜껑을 다시 씌우지 마십시오. 장치를 떨어뜨린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반대쪽 손으로 상완을 받칩니다. (그림 4 참조).  

주사할 팔의 긴장을 풀고 뻗은 상태로 하고, Makena 자동 주사 장치를 주사 부위에 90도 
각도로 살짝 놓습니다.

Makena 자동 주사 장치 위치 지정 

 

보기 창이 차단되지 않은 경우:
• 다른 Makena 자동 주사 장치를 사용하거나 주사를 다시 시도하지 마십시오.
• 1-877-411-2510 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매 주 주사 부위가 교체되도록 환자 기록에 주사 부위 위치를 기록하십시오.

주사를 완료하고 나서 사용 후 즉시 Makena 자동 주사 장치와
뚜껑을 날카로운 용품 폐기함에 폐기하십시오.

Makena®

Makena 자동 주사 장치 점검1

피하 주사 부위 선택 및 준비2

3

뚜껑을 제거한 후 자동 주사 장치의 바늘 끝을 만지거나 제거
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4

주사 완료6

주사 후 폐기7

판매업체:  AMAG Pharmaceuticals, Inc.
Waltham, MA 02451

900232-001 rev05

Makena 자동 주사 장치 1개 
알코올 솜 1개

솜 또는 거즈 1개

누르기, 딸깍, 유지
주사 시작

전체 용량이 주사되는 데 약 15초가 걸립니다.

5

바늘 끝 안전 밀봉

뚜껑
275 mg/1.1 mL Auto-Injector

FOR SUBCUTANEOUS INJECTION ONLY.
Liquid Should
Be Clear

®
NDC # 64011-301-03

Rx ONLY

보기 창용량 함량
유효 기한은 
뒷면에 표시

128 바코드 위치 전용

양팔 중 한 쪽 상완의 뒷부분에 
피하 주사 투여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1:

Antares

Sharp Packaging Solutions

Makena SQ AutoInj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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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쪽 손으로 상완을 받치면서 장치를 누릅니다.
주사가 시작될 때 딸깍 소리가 납니다. (그림 5 참조).
자동 주사 장치를 팔에 대고 누릅니다.

팔에 대고 유지하는 동안, 보기 창이 주황색으로 변할 때까지 관찰합니다. 
보기 창이 완전히 주황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한 후 주사 부위에서 장치를 뺍니다.

창이 완전히 차단(전체가 주황색)되면 용량이 
투여된 것입니다.

그림 6: 보기 창 관찰

보기 창이 명백히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  

주사 후 약간의 출혈이 생기는 것은 정상입니다. 출혈이 생기면, 출혈 부위에 솜이나 
거즈를 대고 몇 초간 약간 눌러줍니다. 부위를 문지르지 마십시오.

1- 877- 411-2510

사용 지침: 매 사용 전에 지침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피하 주사용에 한함

부품 설명

도움이나 지침이 필요하면 다음으로 문의하십시오: 

주사 시작전에 모든 단계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중단 없이 주사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필요한 공급품 보관 조건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지 마십시오.

어린이 손이 닿지 않게 보관하십시오.
0-25 °C (68-77 °F)에서 보관하십시오.
차광 보관하십시오.

뚜껑 제거

주사
전

딸깍

날카로운 용품 
폐기함



3 제형 및 강도
  피하 주사: 일회용 자동 주사 장치에 든 투명한 노란색 용액 275 mg/1.1 mL.
 근육내 주사: 1회 용량 바이알에 든 투명한 노란색 용액 250 mg/mL.
 근육내 주사: 다회 용량 바이알에 든 투명한 노란색 용액 1250 mg/5 mL(250 mg/mL). 
4 금기 사항
 다음 상태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있는 여성에게는 Makena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현재 혈전증 또는 혈전색전성 질환이 있거나 이러한 병력이 있음
	 		•	  유방암, 기타 호르몬 감수성 암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의심됨, 또는 이러한 질병의 

병력이 있음
	 		•	 임신과 관련되지 않은 진단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질 출혈
	 		•	 임신의 담즙정체성 황달 
	 		•	 간 종양(양성 또는 악성) 또는 활성 간 질환 
	 		•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5 경고 및 주의 사항
 5.1 혈전색전성 질환
 동맥 또는 심부 정맥 혈전 사례나 혈색전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Makena를 중단하십시오. 
 5.2 알레르기 반응
  Makena 또는 피마자유를 함유하는 다른 제품 사용 시 두드러기, 가려움증, 혈관부종 등의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약물 중단을 고려하십시오.
 5.3 포도당 내성 감소
  일부 환자에서 프로게스틴 치료 시 포도당 내성 감소가 관찰되었습니다. 이 감소의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Makena를 투여받는 동안 당뇨병 전기 및 당뇨병 여성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십시오.

 5.4 체액 저류
  프로게스테론 제제는 어느 정도의 체액 저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예; 자간전증, 간질, 편두통, 천식, 심기능 또는 신기능 장애)가 있는 여성은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십시오.

 5.5 우울증
  임상적 우울증 병력이 있는 여성을 모니터링하여 임상적 우울증이 재발하는 경우 Makena를 

중단하십시오

 5.6 황달
  Makena를 투여받는 동안 황달이 발생하는 여성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여 계속 사용함에 따른 

이익 여부를 고려하십시오.
 5.7 고혈압
  Makena를 투여받는 동안 고혈압이 발생하는 여성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여 계속 사용함에 따른 

이익 여부를 고려하십시오. 
6 유해 반응
 프로게스틴 사용에 대한 대부분의 중대한 유해 반응은, 경고 및 주의 사항(5)을 참조하십시오.
 6.1 임상시험 경험
  임상시험은 매우 다양한 조건하에 수행되기 때문에 한 약물의 임상시험에서 관찰되는 유해 반응 

발생률을 다른 약물에 대한 임상시험에서의 발생률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며 실제로 관찰되는 
발생률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과력을 근거로 하여 자발 조기 출산 위험이 있는 463명의 임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부형제(위약) 
대조 임상시험에서, 재태 기간 16~20주부터 시작하여 재태 기간 37주 또는 분만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주 1회 근육내 주사로 310명이 Makena 250 mg, 153명이 약물을 함유하지 않은 부형제 
제형을 투여받았습니다. [임상 연구(14.1) 참조.]

  대조군 시험대상자에 비교하여, Makena로 치료받은 시험대상자에서 유산 및 사산, 조기 진통에 
기인한 입원, 자간전증 또는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병, 양수과소증 등을 포함한 특정 임신 
관련 태아 및 모체 합병증 또는 사례의 수치가 증가하였습니다(표 1 및 2).

흔히 발생한 유해 반응:
근육내 주사 사용 시 가장 흔히 발생한 유해 반응은 주사 부위 통증이었으며, 이는 Makena 투여군의 
34.8% 및 대조군의 32.7%에서 최소한 1회 주사 후 보고되었습니다. 표 3에는 시험대상자의 2% 이상 및 
대조군보다 Makena 투여군에서 높은 비율로 발생한 유해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근육내 주사를 사용한 임상시험에서, 대조군 시험대상자의 2.6%에 비해 Makena를 투여받은 
시험대상자의 2.2%가 유해 반응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두 투여군 
모두에서 중단으로 이어진 가장 흔히 발생한 유해 반응은 두드러기 및 주사 부위 통증/부어오름 
(각 1%)이었습니다.

  Makena로 치료받은 시험대상자 중, 1명의 시험대상자에서 폐색전증 그리고 다른 1명의 
시험대상자에서 주사 부위 연조직염이 중대한 유해 반응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건강한 폐경후 여성을 대상으로 수행한 2건의 임상시험에서, 피하 자동 주사 장치로 투여한 
Makena를 근육내 주사로 투여한 Makena 투여와 비교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근육내 
주사를 받은 시험대상자 30명 중 2명(7%)에 비해, 피하 자동 주사 장치를 사용한 시험대상자  
30명 중 3명(10%)에서 주사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근육내 주사를 받은 
시험대상자 61명 중 5명(8%)에 비해, 피하 자동 주사 장치를 사용한 시험대상자 59명 중 20명
(34%)에서 주사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

 6.2 시판후 경험
  Makena의 승인 후 사용 기간 동안 다음의 유해 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유해 반응들은 

불특정 규모의 집단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발생 빈도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거나 
약물 노출에 대한 인과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	 	전신: 국소적 주사 부위 반응(홍반, 두드러기, 발진, 자극, 과민 반응, 온감), 피로, 발열, 
화끈거림/홍조

	 	 		•	 소화기 장애: 구토
	 	 		•	 감염: 요로 감염
	 	 		•	 신경계 장애: 두통, 어지러움
	 	 		•	 	임신, 산후기 및: 주산기 상태: 자궁경부 무력증, 조기 양막 파열
	 	 		•	 생식계 및 유방 장애: 자궁경부 확장, 자궁경부 짧아짐
	 	 		•	 호흡기 장애: 호흡 곤란, 흉부 불편감
	 	 		•	 피부: 발진

7 약물 상호 작용
  생체 외 약물 상호 작용 연구를 Makena에 대해 수행하였습니다.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농도에서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는 CYP1A2, CYP2A6 및 CYP2B6과 관련된 약물 상호 작용에 
대한 가능성이 미미합니다. 생체 외 데이터에 따르면,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의 
치료 농도가 CYP2C8, CYP2C9, CYP2C19, CYP2D6, CYP2E1, CYP3A4의 활성을 억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임상 약리학(12.3) 참조]. Makena에 대한 생체 내 약물 상호 작용 시험은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8  특정 집단에의 사용

 8.1 임신
 위험 요약
  Makena는 단태 자발 조기 출산 이력이 있으며 단태 임신을 한 여성에서 조기 출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합니다. 태아, 신생아 및 모체 위험은 라벨 표기 사항에 논의되어 있습니다. 위약 
대조 임상시험 및 영아 추적 조사 안전성 시험[임상 연구(14.1, 14.2) 참조]의 데이터에서 Makena
로 치료받은 여성의 아이와 대조군 시험대상자의 아이 간에 유해한 발달 결과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신 제1삼분기 동안 Makena로 치료받은 여성이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유해한 발달 결과에 대한 약물 관련 위험을 판단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동물 생식 연구에서, 
60 kg의 사람을 기준으로 사람 용량에 해당하는 용량의 5배 용량에서 재태 기간 동안 수태한 
랫트에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를 근육내 투여한 결과 유해한 발달 결과가 관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일반 인구에서, 임상적으로 인식되는 임신에서 주요 출생 결함 및 유산에 대해 추정되는 배경 
위험은 각각 2% ~ 4% 및 15% ~ 20%입니다. 

 데이터
 동물 데이터
  다양한 동물 종에 투여한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에 대한 생식 연구가 문헌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비인간 영장류에서, 재태 기간 20일~145일 사이에 7일마다 사람 용량에 
해당하는 용량의 2.4배 및 24배까지의 용량의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를 투여한 붉은 
털 원숭이(rhesus monkey)에서 배아치사성이 보고되었으나, 사람 용량에 해당하는 용량의 2.4
배까지의 용량의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를 투여한 시노몰거스 원숭이(cynomolgus 
monkey)에서는 배아치사성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두 종족 모두의 원숭이에서 기형 유발 영향은 
없었습니다.

  사람 용량의 95배 및 5개까지의 용량으로 생쥐와 랫트에서 생식 연구가 실시되었으며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에 기인한 생식 능력 장애 또는 유해성의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8.2 수유
 위험 요약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를 포함하여, 프로게스틴 함유 제제 사용 시 모유 내 낮은 

수준의 프로게스틴이 존재합니다. 발표된 연구에서 모유 수유를 받는 아이 또는 모유 생산에 대한 
프로게스틴의 유해 영향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8.4 소아에게 사용
  Makena는 16세 미만의 여성에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6세 미만 환자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18세 미만 여성에 대해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16세 이상의 
여성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18세 이상의 사용자에서와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임상 연구(14) 
참조].

 8.6 간기능 장애
  간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Makena의 약동학을 조사한 연구는 수행된 바 없습니다. Makena는 

광범위하게 대사되며간기능 장애는 Makena 제거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10 과량 투여
  임상시험에서 Makena의 과량 투여와 관련된 유해 반응은 보고된 바 없습니다. 과량 투여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는 증상에 대해 치료해야 합니다.
11 설명
  Makena의 활성 의약 성분은 프로게스틴 계열인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입니다.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의 화학명은 pregn-4-ene-3,20-dione, 17[(1-oxohexyl)oxy]

입니다. 실험식은 C27H40O4이며 분자량은 428.60입니다.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는 
백색 내지 사실상 백색의 결정 또는 분말로 존재하며 녹는점은 120°-124°C입니다. 구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Makena는 근육내(바이알) 또는 피하(자동 주사 장치) 주사용의 투명한 노란색, 멸균 상태의 비발열성 
용액입니다. 피하 주사용 Makena 자동 주사 장치 1.1 mL 및 근육내 주사용 1회 용량 바이알 1 mL 
각각에는 피마자유 USP(30.6% v/v) 및 벤질 벤조에이트 USP (46% v/v)를 함유하는 보존제 비함유 
용액에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 USP, 250 mg/mL(25% w/v)가 들어 있습니다. 각 다회 
용량 바이알 5 mL에는 보존제 벤질 알코올 NF(2% v/v)를 함유하는 피마자유 USP(28.6% v/v) 및 벤질 
벤조에이트 USP(46% v/v)에 들어 있는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 USP, 250 mg/mL(25% w/v)
가 들어 있습니다. 

표 3 Makena로 치료받은 시험대상자의 ≥ 2% 및 대조군 시험대상자에서 
보다 높은 비율로 발생한 이상 반응  
 
선호 용어   

 
  

 

 
  

 
주사 부위 통증                                34.8          32.7 
주사 부위 부어오름    17.1            7.8 
두드러기                                                       12.3          11.1 

 9.5  7.7  가려움증

주사 부위 가려움증                            5.8              3.3 
 6.4  8.5  메스꺼움

주사 부위 결절                  4.5            2.0 
설사                                                             2.3            0.7 

 

In the clinical trial, 2.2% of subjects receiving Makena were reported as 
discontinuing therapy due to adverse reactions compared to 2.6% of control 
subjects. The most common adverse reactions that led to discontinuation in 
both groups were urticaria and injection site pain/swelling (1% each). 

Pulmonary embolus in one subject and injection site cellulitis in another subject 
were reported as serious adverse reactions in Makena-treated subjects. 

6.2   Postmarketing Experience 
The following adverse reactions have been identified during postapproval use 
of Makena. Because these reactions are reported voluntarily from a population 
of uncertain size, it is not always possible to reliably estimate their frequency or 
establish a causal relationship to drug exposure. 

 Body as a whole: Local injection site reactions (including erythema, 
urticaria, rash, irritation, hypersensitivity, warmth); fatigue; fever; hot 
flashes/flushes 

 Digestive disorders: Vomiting 
 Infections: Urinary tract infection 
 Nervous system disorders: Headache, dizziness 
 Pregnancy, puerperium and perinatal conditions: Cervical 

incompetence,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s 
 Reproductive system and breast disorders: Cervical dilation, shortened 

cervix 
 Respiratory disorders: Dyspnea, chest discomfort 
 Skin: Rash 

7 DRUG INTERACTIONS 
In vitro drug-drug interaction studies were conducted with Makena. [See 
Clinical Pharmacology (12.3).] No in vivo drug-drug interaction studies were 
conducted with Makena.  

Makena 대조군
N= 310

%
N= 153

%

10 OVERDOSAGE 
There have been no reports of adverse events associated with overdosage of 
Makena in clinical trials. In the case of overdosage, the patient should be 
treated symptomatically. 

11 DESCRIPTION 
The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in Makena is hydroxyprogesterone 
caproate. 

The chemical name for hydroxyprogesterone caproate is pregn-4-ene-3,20-
dione, 17[(1-oxohexyl)oxy]. It has an empirical formula of C27H40O4 and a 
molecular weight of 428.60. Hydroxyprogesterone caproate exists as white to 
practically white crystals or powder with a melting point of 120°-124°C. 

The structural formula is: 

CH3

O

CH3
O

OCH3 O

H H

H

 
 

Makena is a clear, yellow, sterile, non-pyrogenic solution for intramuscular 
injection. Each 1 mL single dose vial contains hydroxyprogesterone caproate 
USP, 250 mg/mL (25% w/v), in castor oil USP (30.6% v/v) and benzyl 
benzoate USP (46% v/v). Each 5 mL multidose vial contains 
hydroxyprogesterone caproate USP, 250 mg/mL (25% w/v), in castor oil USP 
(28.6% v/v) and benzyl benzoate USP (46% v/v) with the preservative benzyl 
alcohol NF (2% v/v). 

12 CLINICAL PHARMACOLOGY 
12.1   Mechanism of Action 
Hydroxyprogesterone caproate is a synthetic progestin. The mechanism by 
which hydroxyprogesterone caproate reduces the risk of recurrent preterm birth 
is not known. 

12.2   Pharmacodynamics 
No specific pharmacodynamic studies were conducted with Makena. 

12.3   Pharmacokinetics 
Absorption: Female patients with a singleton pregnancy received intramuscular 
doses of 250 mg hydroxyprogesterone caproate for the reduction of preterm 
birth starting between 16 weeks 0 days and 20 weeks 6 days. All patients had 
blood drawn daily for 7 days to evaluate pharmacokinetics.  

6 ADVERSE REACTIONS 
For the most serious adverse reactions to the use of progestins, see Warnings 
and Precautions (5). 

6.1   Clinical Trials Experience 
Because clinical trials are conducted under widely varying conditions, adverse 
reaction rates observed in the clinical trials of a drug cannot be directly 
compared to the rates in the clinical trials of another drug and may not reflect 
the rates observed in practice. 

In a vehicle (placebo)-controlled clinical trial of 463 pregnant women at risk 
for spontaneous preterm delivery based on obstetrical history, 310 received 250 
mg of Makena and 153 received a vehicle formulation containing no drug by a 
weekly intramuscular injection beginning at 16 to 20 weeks of gestation and 
continuing until 37 weeks of gestation or delivery, whichever occurred first.1 
[See Clinical Studies (14.1).] 
Certain pregnancy-related fetal and maternal complications or events were 
numerically increased in the Makena-treated subjects as compared to control 
subjects, including miscarriage and stillbirth, admission for preterm labor, 
preeclampsia or gestational hypertension, gestational diabetes, and 
oligohydramnios (Tables 1 and 2). 

표  1  일부 태아 합병증

임신 합병증                  Makena                대조군 
      n/N                        n/N 

유산(<20주)1 5/209                      0/107 
사산(≥20주)2 6/305                      2/153 

1 N=20주 9일 전에 등록한 총 시험대상자 수
2 N=20주 이후 위험이 있는 총 시험대상자 수
 
표 2 일부 모체 합병증

임신 합병증  
 

n = 310 
%  

 
n = 153 

%  
조기 진통에 기인한 입원1 16.0              13.8 
자간전증 또는 임신성 고혈압 8.8                4.6 

 6.4  6.5   임신성 당뇨병
 3.1  6.3  양수과소증

1 분만 입원 제외. 
 
Common Adverse Reactions: 
The most common adverse reaction was injection site pain, which was reported 
after at least one injection by 34.8% of the Makena group and 32.7% of the 
control group. Table 3 lists adverse reactions that occurred in ≥ 2% of subjects 
and at a higher rate in the Makena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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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Adverse Reactions: 
The most common adverse reaction was injection site pain, which was reported 
after at least one injection by 34.8% of the Makena group and 32.7% of the 
control group. Table 3 lists adverse reactions that occurred in ≥ 2%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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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 주사 
275 mg/1.1 ml (250 mg/ml) 자동 주사 장치

준비

만지지 마십시오

비틀어 돌린 후 잡아당깁니다

피하 주사용.
1회용.
주 1회 주사 투여.
전문 의료인 투여에 한함. 

Makena 자동 주사 장치의 손상 여부를 점검합니다. 장치가 손상되거나 파손된 것으로 보이거나, 
뚜껑이 분실되거나 단단히 고정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유효 기한을 확인합니다. 유효 기한이 지난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보기 창을 통해 약물 액상 약물을 점검합니다. 무색 내지 연노란색이어야 하며 입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림 1 참조).

액체가 탁하거나 입자가 존재하는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기포가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정상입니다.

양팔 중 한 쪽 상완의 뒷부분만 주사 부위로 사용합니다.
이전 주에 주사한 팔과 다른 쪽 팔로 주사 부위를 교대합니다. (그림 2 참조).

비누와 물로 손을 씻습니다.       주사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닦습니다.

부위가 마르도록 둡니다. 주사 부위에 부채질을 하거나 입김을 불지 마십시오. 주사 전에 주사 부위를 다시 만지지 마십시오.

피부가 무르거나, 멍이 들었거나, 붉거나, 까졌거나, 부풀어 올랐거나, 두껍거나, 단단한 곳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흉터, 문신 또는 튼살이 있는 부위는 피하십시오.

피하 주사 투여

뚜껑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 후(그러면 빨간색 안전 밀봉이 깨집니다) 
뚜껑을 똑바로 잡아당겨 분리합니다(그림 3 참조).

뚜껑을 제거하고 나면 액체 몇 방울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정상입니다.
뚜껑을 제거한 후에는 자동 주사 장치를 사용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뚜껑을 다시 씌우지 마십시오. 장치를 떨어뜨린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반대쪽 손으로 상완을 받칩니다. (그림 4 참조).  

주사할 팔의 긴장을 풀고 뻗은 상태로 하고, Makena 자동 주사 장치를 주사 부위에 90도 
각도로 살짝 놓습니다.

Makena 자동 주사 장치 위치 지정 

 

보기 창이 차단되지 않은 경우:
• 다른 Makena 자동 주사 장치를 사용하거나 주사를 다시 시도하지 마십시오.
• 1-877-411-2510 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매 주 주사 부위가 교체되도록 환자 기록에 주사 부위 위치를 기록하십시오.

주사를 완료하고 나서 사용 후 즉시 Makena 자동 주사 장치와
뚜껑을 날카로운 용품 폐기함에 폐기하십시오.

Makena®

Makena 자동 주사 장치 점검1

피하 주사 부위 선택 및 준비2

3

뚜껑을 제거한 후 자동 주사 장치의 바늘 끝을 만지거나 제거
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4

주사 완료6

주사 후 폐기7

판매업체:  AMAG Pharmaceuticals, Inc.
Waltham, MA 02451

900232-001 rev05

Makena 자동 주사 장치 1개 
알코올 솜 1개

솜 또는 거즈 1개

누르기, 딸깍, 유지
주사 시작

전체 용량이 주사되는 데 약 15초가 걸립니다.

5

바늘 끝 안전 밀봉

뚜껑
275 mg/1.1 mL Auto-Injector

FOR SUBCUTANEOUS INJECTION ONLY.
Liquid Should
Be Clear

®
NDC # 64011-301-03

Rx ONLY

보기 창용량 함량
유효 기한은 
뒷면에 표시

128 바코드 위치 전용

양팔 중 한 쪽 상완의 뒷부분에 
피하 주사 투여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1:

Antares

Sharp Packaging Solutions

Makena SQ AutoInj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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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쪽 손으로 상완을 받치면서 장치를 누릅니다.
주사가 시작될 때 딸깍 소리가 납니다. (그림 5 참조).
자동 주사 장치를 팔에 대고 누릅니다.

팔에 대고 유지하는 동안, 보기 창이 주황색으로 변할 때까지 관찰합니다. 
보기 창이 완전히 주황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한 후 주사 부위에서 장치를 뺍니다.

창이 완전히 차단(전체가 주황색)되면 용량이 
투여된 것입니다.

그림 6: 보기 창 관찰

보기 창이 명백히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  

주사 후 약간의 출혈이 생기는 것은 정상입니다. 출혈이 생기면, 출혈 부위에 솜이나 
거즈를 대고 몇 초간 약간 눌러줍니다. 부위를 문지르지 마십시오.

1- 877- 411-2510

사용 지침: 매 사용 전에 지침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피하 주사용에 한함

부품 설명

도움이나 지침이 필요하면 다음으로 문의하십시오: 

주사 시작전에 모든 단계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중단 없이 주사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필요한 공급품 보관 조건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지 마십시오.

어린이 손이 닿지 않게 보관하십시오.
0-25 °C (68-77 °F)에서 보관하십시오.
차광 보관하십시오.

뚜껑 제거

주사
전

딸깍

날카로운 용품 
폐기함



12 임상 약리학
 12.1 작용 기전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는 합성 프로게스틴입니다.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이 재발성 조기 출산 위험을 낮추는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2.2 약력학
 Makena에 대한 특정 약력학 연구는 수행된 바 없습니다.
 12.3 약동학
  흡수: 재태 기간 16주 0일부터 시작하여 20주 6일 사이의 조기 출산 감소를 위해 단태 임신 

여성 환자들이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 250 mg의 근육내 용량을 투여받았습니다. 
약동학을 평가하기 위해 모든 환자에서 7일간 매일 혈액을 수집했습니다.

  모든 세 투여군에서, 모노히드록실화 대사산물의 최고 농도(Cmax) 및 곡선하 면적 (AUC(1-7 days))은 
모약물인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에 대한 해당 매개변수보다 약 3~8배 낮았습니다. 
사람 혈장에서 디히드록실화 및 트리히드록실화 대사산물 또한 보다 작은 정도로 검출되기는 
하였으마, 이러한 다중 히드록실화 대사산물에 대한 표준품의 부재로 인해 의미 있는 정량적 
결과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 대사산물의 상대적 활성도 및 유의성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연구에서 만기 임신에 도달한 환자 4명에 대해 평가한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의 
소실 반감기는 16.4(±3.6)일이었습니다. 모노히드록실화 대사산물의 소실 반감기는 19.7(±6.2)
일이었습니다.

  120명의 건강한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1회 용량, 공개, 무작위 배정 평행 설계 생체이용률 
연구에서, Makena를 상완의 뒷부분에 자동 주사 장치(1.1 mL)로 피하 투여했을 때와 Makena를 
대둔근의 상외사분에 근육내 주사(1 mL)로 투여했을 때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의 
전체 노출량은 비슷한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분포: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는 알부민 및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결합 글로불린을 
포함하여 혈장 단백질에 광범위하게 결합합니다.

  대사: 생체 외 연구에서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는 사람 간세포에 의해 제I상 반응 및 
제II상 반응 둘 다로 대사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는 
광범위한 환원, 히드록실화 및 접합 반응을 거칩니다. 접합된 대사산물에는 황산화, 
글루쿠로니드화 및 아세틸화 생성물이 포함됩니다. 생체 외 데이터에서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가 CYP3A4 및 CYP3A5에 의해 주로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체 외 
데이터에서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의 대사 동안 카프로에이트기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출: 접합된 대사산물 및 유리 스테로이드 모두 소변과 대변으로 배출되며, 접합된 대사산물이 
주된 산물입니다. 재태 기간 10~12주의 임신 여성에게 근육내 주사 투여 후, 투여량의 약 50%가 
대변에서 회수되었으며 약 30%가 소변에서 회수되었습니다.

 약물 상호작용
  시토크롬 P450 (CYP) 효소: 사람 간 미세소체 및 CYP 아이소형 선택적 기질을 이용한 생체 

외 억제 연구에서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가 CYP1A2, CYP2A6, CYP2B6의 
대사율을 각각 약 80%, 150%, 80%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원형 유도제 또는 
억제제가 에상된 CYP 효소 활성의 증가 및 감소를 초래한 조건하에서 사람 간세포를 이용한 
생체 외 연구에서는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가 CYP1A2, CYP2A6, CYP2B6 활성을 
유도하거나 억제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농도에서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는 CYP1A2, CYP2A6 및 CYP2B6과 관련된 약물 
상호 작용에 대한 가능성이 미미합니다.

  생체 외 데이터에 따르면,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의 치료 농도가 CYP2C8, CYP2C9, 
CYP2C19, CYP2D6, CYP2E1, CYP3A4의 활성을 억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13 비임상 독성
 13.1 발암, 돌연변이 유발, 생식능력 손상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는 발암성에 대해 적절하게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랫트를 대상으로 한 다세대 연구에서 생식 또는 발달 독성 또는 생식 능력 장애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권장 사람 용량의 최대 5배의 용량의 임신 중 노출량으로 근육내 투여한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는 생존력 있는 정상적인 2세대를 낼 수 있는 부모(F0) 어미, 
발달 중인 새끼(F1),또는 나중 새끼(F2)의 능력에 유해한 능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14 임상 연구
 14.1 조기 출산 위험 감소를 평가하는 임상시험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부형제(위약) 대조 임상시험에서, 단태 자발 조기 출산(자발 

조기 진통 또는 조기 양막 파열 후 재태 기간 37주 미만에서의 분만으로 정의함)의 기록된 이력이 
있는 단태 임신 여성(16~43세)을 대상으로 자발 조기 출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Makena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연구하였습니다. 무작위 배정 시점(재태 기간 16주 0일 ~ 20주 6일)에, 초음파 
검사로 재태 연령을 확인하고 태아 기형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 임신 기간 동안 이전에 
프로게스테론 치료 또는 헤파린 요법을 받은 여성, 혈전색전성 질환 또는 모체/산과적 합병증(
예: 현재 또는 계획된 자궁경부결찰, 약물을 요하는 고혈압 또는 발작성 장애) 이력이 있는 여성은 
제외되었습니다.

  총 463명의 여성이 무작위 배정되어 재태 기간 16주 0일 ~ 20주 6일 사이에 시작하여 재태 기간 37
주 또는 분만까지 계속하는 주 1회 근육내 주사로 투여하는 250 mg의 용량으로 Makena(N=310) 
또는 부형제(N=153)를 투여받았습니다. Makena로 치료받은 여성의 인구학적 정보는 대조군과 
비슷하였으며 이에는 흑인 59.0%, 백인 25.5%, 히스패닉 13.9%, 동양인 0.6%가 포함되었습니다. 
평균 체질량 지수는 26.9 kg/m2였습니다.

  각 치료군에서 재태 기간 37주(1차 연구 평가변수) 미만, 35주 미만, 32주 미만에 분만한 여성의 
비율이 표 5에 나와 있습니다.

  대조군과 비교할 때, Makena 치료 시 37주 미만에 조기 분만한 여성의 비율이 감소되었습니다.  
35주 미만 및 32주 미만에 분만한 여성의 비율 또한 Makena로 치료받은 여성에서 더 낮았습니다. 
35주 미만 및 32주 미만에서 치료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의 상한은 0에 가까웠습니다. 신뢰 
구간에 0이 포함되는 것은 치료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평가한 다른 
재태 연령에 비교할 때, 32주 미만의 초기 출산 수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연구에서 시간에 대해 조절한 후, 대조군 시험대상자의 4.7%에 비해 Makena로 치료받은 시험대상자의 
7.5%가 25주 전에 분만하였습니다. 그림 1을 참조하십시오.
 

  각 치료군에서 태아 손실 및 신생아 사망 비율이 표 6에 나와 있습니다. Makena 투여군에서 유산 
및 사산 비율이 더 높았기 때문에 이 임상시험에서 전체 생존 차이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복합 신생아 이환/사망 지수로 생아 출산에서 유해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이는 사망하였거나 
호흡 곤란 증후군, 기관지폐 형성이상, 등급 3 또는 4의 뇌실내 출혈, 입증된 패혈증 또는 괴사 
소장결장염을 경험한 신생아 수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1건 이상의 사례를 경험한 신생아 
비율이 Makena 투여군에서 수적으로 더 낮기는 하였으나(11.9% 대 17.2%), 유해 결과의 수가 
제한적이었고 치료군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14.2 영아 추적 조사 안전성 시험
  이 연구에 등록한 여성이 출산하였고 생존하여 신생아실에서 퇴원한 영아가 추적 조사 안전성 

연구 참여에 적합하였습니다. 참여에 적합한 348명의 영아 중에서 79.9%가 등록되었으며 Makena
로 치료받은 여성의 아이가 194명, 대조군 시험대상자의 아이가 84명이었습니다. 1차 평가변수는 
유아 발달 설문조사(Ages & Stages Questionnaire, ASQ) 점수였으며, 이 설문조사에서는 의사 
소통, 대근육 운동, 문제 해결 및 개인적/사회적 매개변수를 평가합니다. 각 발달 영역에서 발달 
지연에 대한 선별 역치에 부합하는 점수를 보이는 어린이 비율은 각 치료군에서 비슷하였습니다. 

16  공급 형태 / 보관 및 취급
 Makena 자동 주사 장치(피하 주사용)
  Makena 자동 주사 장치(NDC 64011-301-03)는 프리필드 주사기를 함유하는 자동 주사 장치에 

든 투명한 노란색 멸균 상태의 보존제 비함유 용액 1.1 mL로 공급됩니다. 각 자동 주사 장치 
1.1 mL에는 피마자유 USP(30.6% v/v) 및 벤질 벤조에이트 USP (46% v/v)에 들어 있는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 USP, 250 mg/mL(25% w/v)가 들어 있습니다.

  단일 장치 상자: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 275 mg을 함유하는 단일 환자용 Makena 
자동 주사 장치 1.1 mL 1개가 들어 있습니다.

 20° - 25°C(68° - 77°F)에서 보관하십시오.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지 마십시오.
 주의: 자동 주사 장치는 차광 보관하십시오. 자동 주사 장치를 원래 상자에 보관하십시오.
 Makena 1회 용량 및 다회 용량 바이알(근육내 주사용)
  Makena(NDC 64011-247-02)는 1회 용량 유리 바이알에 든 멸균 상태 보존제 비함유 투명한 

노란색 용액 1 mL로 공급됩니다.
  각 바이알 1 mL에는 피마자유 USP(30.6% v/v) 및 벤질 벤조에이트 USP(46% v/v)에 들어 있는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 USP, 250 mg/mL(25% w/v)가 들어 있습니다.
  단일 장치 상자: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 250 mg이 함유되어 있는 Makena 1 mL 1회 

용량 바이알 1개가 들어 있습니다.
  Makena(NDC 64011-243-01)는 다회 용량 유리 바이알에 든 멸균 상태 투명한 노란색 용액 5 mL

로 공급됩니다.
  각 다회 용량 바이알 5 mL에는 보존제 벤질 알코올 NF(2% v/v)를 함유하는 피마자유 USP(28.6% 

v/v) 및 벤질 벤조에이트 USP (46% v/v)에 들어 있는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 USP, 
250 mg/mL(25% w/v)가 들어 있습니다.

  단일 장치 상자: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 1250 mg이 함유되어 있는 Makena(250 mg/
mL) 5 mL 다회 용량 바이알 1개가 들어 있습니다.

 20° - 25°C(68° - 77°F)에서 보관하십시오.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지 마십시오.
 다회 용량 바이알은 처음 사용한 후 5주 이내에 사용하십시오.
 주의: 바이알은 차광 보관하십시오. 바이알을 원래 상자에 보관하십시오. 똑바로 세워서  
 보관하십시오.
17 환자 상담 정보
  환자에게 FDA 승인 환자용 라벨 표기 사항(환자용 정보)를 읽을 것을 권고하십시오. 
  Makena 주사는 통증, 아픔, 부어오름, 가려움 또는 멍듦을 초래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조언하십시오. 시간 경과에 따른 불편감 증가, 혈액 또는 수액 배어 나옴, 또는 주사 부위에서의 
염증성 반응이 생기는 경우 의사에게 연락하도록 환자에게 알리십시오[유해 반응(6.1) 참조].

 판매업체: AMAG Pharmaceuticals, Inc. 
  Waltham, MA 02451

 2018년 02월
 버전 1.2

as current or planned cerclage, hypertension requiring medication, or a seizure 
disorder). 

A total of 463 pregnant women were randomized to receive either Makena 
(N=310) or vehicle (N=153) at a dose of 250 mg administered weekly by 
intramuscular injection starting between 16 weeks, 0 days and 20 weeks, 6 days 
of gestation, and continuing until 37 weeks of gestation or delivery. 
Demographics of the Makena-treated women were similar to those in the 
control group, and included: 59.0% Black, 25.5% Caucasian, 13.9% Hispanic 
and 0.6% Asian. The mean body mass index was 26.9 kg/m2. 

The proportions of women in each treatment arm who delivered at < 37 (the 
primary study endpoint), < 35, and < 32 weeks of gestation are displayed in 
Table 5. 

표 5  재태 기간 < 37주, < 35주, < 32주에서 분만한 시험대상자 
비율(ITT 집단)

 

분만 결과
Makena1  

(N = 310) 
% 

대조군 
(N  = 153) 

% 

치료 차이 및
 95% 신뢰 구간

 
 2

 
<37 주  37.1 54.9 -17.8 %  [-28.0 %, -7.4 %] 
<35 주  21.3 30.7 -9.4 % [-19.0 %, -0.4 %] 
<32 주  11.9 19.6 -7.7 % [-16.1 %, -0.3 %] 

1 Makena로 치료받은 시험대상자 4명에 대해 추적 조사 실패함. 이들은 
마지막 연락 시점(184, 220, 343, 364주)의 재태 기간에서 분만한 
것으로 계수함. 

2 중간 분석에 대해 조절함.  
 
Compared to controls, treatment with Makena reduced the proportion of 
women who delivered preterm at < 37 weeks. The proportions of women 
delivering at < 35 and < 32 weeks also were lower among women treated with 
Makena. The upper bounds of the confidence intervals for the treatment 
difference at < 35 and < 32 weeks were close to zero. Inclusion of zero in a 
confidence interval would indicate the treatment difference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to the other gestational ages evaluated, the number of 
preterm births at < 32 weeks was limited. 
 
After adjusting for time in the study, 7.5% of Makena-treated subjects delivered 
prior to 25 weeks compared to 4.7% of control subjects; see Figure 1. 

 

Figure 1  Proportion of Women Remaining Pregnant as a Function of 
Gestational Age  
 

 
 

The rates of fetal losses and neonatal deaths in each treatment arm are 
displayed in Table 6. Due to the higher rate of miscarriages and stillbirths in the 
Makena arm, there was no overall survival difference demonstrated in this 
clinical trial.  

표 6  태아 손실 및 신생아 사망
 

 
합병증

 
  
  

<20주 재태 기간의 유산C   5  (2.4) 0 
 )3.1(  2 )0.2(  6 사산

   5  (1.6) 1  (0.6) 
   1  (0.3) 1  (0.6) 

 )9.5(  9 )6.2(  8  신생아 사망
 )2.7(  11 )2.6(  91  총 사망

A Makena로 치료받은 시험대상자 300명 중 4명에 대해 추적 조사 
실패로 사산이나 신생아 상태를 판단할 수 없었음  

B 비율은 등록한 시험대상자 수를 근거로 한 것이며 약 투여 기간에 
대해 조절하지 않았음

C 비율은 <20주 재태 기간에서 등록한 위험 있는 시험대상자 수
 (Makena 투여군의 경우 n=209, 대조군의 경우 n=107)에 대해 조절하였음.

Makena 대조군
N= 306A

n (%)B
N= 153
n (%)B

 

 

The structural formula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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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na is a clear, yellow, sterile, non-pyrogenic solution for intramuscular (vials) or 
subcutaneous (auto-injector) injection.  Each 1.1 mL Makena auto-injector for subcutaneous use 
and each 1 mL single-dose vial for intramuscular use contains hydroxyprogesterone caproate 
USP, 250 mg/mL (25% w/v), in a preservative-free solution containing castor oil USP (30.6% 
v/v) and benzyl benzoate USP (46% v/v). Each 5 mL multi-dose vial contains 
hydroxyprogesterone caproate USP, 250 mg/mL (25% w/v), in castor oil USP (28.6%) and 
benzyl benzoate USP (46% v/v) with the preservative benzyl alcohol NF (2% v/v).   

12 CLINICAL PHARMACOLOGY 

12.1 Mechanism of Action 
Hydroxyprogesterone caproate is a synthetic progestin.  The mechanism by which 
hydroxyprogesterone caproate reduces the risk of recurrent preterm birth is not known. 

12.2 Pharmacodynamics 
No specific pharmacodynamic studies were conducted with Makena. 

12.3 Pharmacokinetics 
Absorption: Female patients with a singleton pregnancy received intramuscular doses of 250 mg 
hydroxyprogesterone caproate for the reduction of preterm birth starting between 16 weeks 0 
days and 20 weeks 6 days. All patients had blood drawn daily for 7 days to evaluate 
pharmacokinetics. 

 

투여군 (N) Cmax (ng/ml) Tmax (일) a AUC(0-t)
b (ng·h/ml)  

투여군 1 (N = 6) 5.0 (1.5) 5.5 (2.0-7.0)  571.4 (195.2) 
투여군 2 (N = 8) 12.5 (3.9) 1.0 (0.9-1.9) 1269.6 (285.0) 
투여군  (N = 11)  12.3 (4.9) 2.0 (1.0-3.0) 1268.0 (511.6) 

(1) 제16-20주 사이 첫 번째 투여 후 24시간 시점부터 시작하여(투여군 1), (2) 제24-28주 사이에 투여 후
(투여군 2), (3) 제32-36주 사이에 투여 후(투여군 3), 7일간 매일 채혈함
a 중간값(범위)로 보고 
b t = 7 일  

For all three groups, peak concentration (Cmax) and area under the curve (AUC(1-7 days)) of the 
mono-hydroxylated metabolites were approximately 3-8-fold lower than the respective 

표 4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에 대한 약동학 매개변수 평균(표준 편차) 
요약

그림 1 재태 기간의 함수로 나타낸 임신 상태를 유지한 여성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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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용 정보
MAKENA (마케나)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 주사) 
피하 주사용 자동 주사 장치
MAKENA (마케나)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 주사) 
근육 주사용 바이알

MAKENA를 투여받기 전에 이 환자용 정보 안내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귀하의 의학적 상태 또는 치료
에 관한 의료서비스 제공자와의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MAKENA는 무엇인가요?
MAKENA는 과거에 조기 출산(조산)을 하였고 현재 임신한 여성에게 사
용하는 처방 호르몬 제제(프로게스틴)입니다. MAKENA는 이러한 여성
이 다시 조기 출산을 할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합니다.
MAKENA가 중대한 의학적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출생 후 바로 사망
하는 아기의 수를 감소시키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MAKENA는 다
음에 해당하는 여성을 위한 것입니다.
•	한 명의 아기를 임신한 경우.
•	과거에 한 명의 아기를 조기 분만한 경우.
MAKENA는 진행 중인 조기 진통을 중단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
니다.
조기 출산에 대한 다른 위험 인자가 있는 여성에서 MAKENA가 안전하고
효과적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Makena는 16세 미만의 여성에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MAKENA를 받으면 안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다음 상태가 있는 경우 MAKENA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현재 또는 과거에 혈전이나 다른 응혈 문제
•	현재 또는 과거에 유방암 또는 다른 호르몬 감수성 암
•	현재 임신과 관련되지 않은 이례적인 질 출혈
•	임신 기간 동안 간 문제로 인해 피부 노래짐
•	간 문제(간 종양 포함)
•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MAKENA를 투여받기 전에 의료 제공자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MAKENA를 투여받기 전에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여 귀하의 모든 의학적
상태를 의료 제공자에게 알리십시오.
•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 피마자유 또는 MAKENA에 들어

있는 기타 성분 중 어느 하나에라도 알레르기 반응 이력. MAKENA 성분
의 전체 목록은 이 환자용 정보 안내서의 끝부분을 참조하십시오.

•	당뇨병 또는 당뇨병 전기.
•	간질(발작).
•	편두통.
•	천식.
•	심장 문제.
•	신장 문제.
•	우울증.
•	고혈압.

처방약과 일반약, 비타민, 허브 보충제 등을 포함하여 귀하가 복용하는 모
든 약물에 대해 의료 제공자에게 알리십시오.
MAKENA가 다른 약물의 작용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다른 약물이 
MAKENA의 작용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약물 목록을 기록하여 
새 약을 받을 때 의료 제공자와 약사에게 보여 주십시오.
MAKENA를 어떻게 투여받습니까?
•		MAKENA 주사를 자가 투여하지 마십시오. 의료 제공자가 다음 방식 중

하나로 주 1회(7일마다) MAKENA 주사를 투여합니다.
o  위팔의 뒷부분에 놓는 피하 주사, 또는
o  엉덩이 윗부분 바깥쪽에 근육내 주사.

•		임신 16주 0일부터 20주 6일까지 기간 중 어느 시점에서든지 MAKENA 
투여를 시작합니다.

•		임신 37주(36주 6일까지) 또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중 먼저 이르는 시
점까지 주1회 MAKENA 주사를 계속 투여받습니다.

MAKEN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MAKENA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응혈. 응혈 증상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o 다리 부기
o 다리 붉어짐
o 다리에 만질 때 온감이 드는 부분
o 발을 구부릴 때 악화되는 다리 통증

MAKENA로 치료받는 동안 위의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생기면 의료 제공
자에게 즉시 연락하십시오.
•	알레르기 반응. 알레르기 반응의 증상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o 두드러기
o 가려움
o 얼굴 부기

MAKENA로 치료받는 동안 위의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생기면 의료 제공
자에게 즉시 연락하십시오.
•		포도당(혈당) 내성 감소. MAKENA를 투여받는 동안 귀하에게 당뇨병 또

는 당뇨병 전기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의료 제공가가 귀하의 혈당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체내에 너무 많은 체액이 너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체액 저류).
•	우울증.
•	피부 또는 눈의 흰자위가 노래짐(황달).
•	고혈압.
MAKENA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사 부위의 통증, 부어오름, 가려움 또는 단단한 융기부
•	두드러기
•	가려움
•	메스꺼움
•	설사

주사 부위에서 다음을 경험하는 경우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	시간 경과에 따른 통증 증가
•	혈액 또는 수액 배어 나옴
•	부어오름

MAKENA를 투여받는 여성에서 보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산(임신 20주 전 임신 소실)
•		사산(임신 20주 또는 20주째 후에 발생하는 태아 사망)
•	조기 진통에 기인한 입원
•	자간전증(고혈압 및 소변 내 단백질 과다)
•	임신성 고혈압(임신에 의한 고혈압)
•	임신성 당뇨병
•	양수과소증(양수의 양이 적음)
귀하에게 지장을 주거나 없어지지 않는 부작용이 있는 경우 의료 제공자에
게 알리십시오.
이 부작용이 MAKENA 사용 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의 전부는 아닙니다. 더
상세한 정보는 의료 제공자나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부작용에 대한 의료 조언을 원하시면 담당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부작용
을 FDA (1-800-FDA-1088)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MAKENA를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	피하 주사용 MAKENA 자동 주사 장치:

o  자동 주사 장치는 20°C ~ 25°C(68°F ~ 77°F)의 실온에서 보관하
십시오.

o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지 마십시오.
o 자동 주사 장치는 차광 보관하십시오.
o 자동 주사 장치를 원래 상자에 보관하십시오.

•	근육 주사용 MAKENA 바이알:
o  바이알은 20°C ~ 25°C(68°F ~ 77°F)의 실온에서 보관하십시오.
o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지 마십시오.
o 바이알은 차광 보관하십시오.
o 바이알을 원래 상자에 든 상태로 똑바로 세워 보관하십시오.

MAKENA 및 모든 약물을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MAKENA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에 관한 일반 정보 
때로 환자용 정보 안내서에 언급되지 않은 목적으로 약물이 처방되기도 합
니다. 처방 목적이 아닌 질환에 대해 MAKENA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귀하
와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MAKENA를 주지 마십시
오. 다른 사람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MAKENA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정보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십시오. 의료 제공자
나 약사에게 문의하면 의료 전문인을 위해 작성된 MAKENA에 대한 정보
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MAKENA의 성분은 무엇인가요?
활성 성분: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

비활성 성분: 피마자유 및 벤질 벤조에이트. 다회 용량 바이알 5 mL에는 또
한 벤질 알코올(보존제)가 들어 있습니다.
판매업체: AMAG Pharmaceuticals, Inc. 
Makena는 AMAG Pharmaceuticals,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MAKENA.com을 방문하거나 수신자 부담 전화인 
1-877-411-2510으로AMAG Pharmaceuticals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이 환자용 정보 안내서는 미국 식품의약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개정: 2018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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