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6KR19PR03111-01/Oct2019                                                                 3 / 4 

[옵디보® 주 20mg, 옵디보® 주 100mg 개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사이트(https://nedrug.mfd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품명  옵디보® 주 20mg, 옵디보® 주 100mg  

성분명 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 

적응증 및 허가일 

비소세포폐암: 2016년 4월 1일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 

악성 흑색종 

-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 치료의 단독요법 (2017년 9월 15일) 
-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 치료의 이필리무맙과 병용요법 

(2017년 8월 29일)  

- 완전 절제술을 받은 림프절을 침범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 환자에서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으로 단독요법 (2019년 6월 10일) 

신세포암 

- 이전 치료에 실패한 진행성 신세포암의 치료로 단독요법 (2017년 8월 

29일) 

-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중간 혹은 고위험 진행성 신세포암의 이필리무맙과 
병용요법 (2018년 10월 5일) 

호지킨 림프종 

- 자가조혈모세포이식(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HSCT) 전 또는 

후에 브렌툭시맙 베도틴의 투여에도 재발하거나 진행된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 (2018년 3월 23일) 

두경부암: 2017년 8월 29일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후에 진행된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의 치료 

방광암: 2017년 8월 29일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 환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백금기반 화학요법 투여 중 또는 후에 질병 진행 

- 백금기반의 수술 전 보조요법(neoadjuvant) 또는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 치료 12개월 이내에 질병 진행  

위암: 2018년 3월 23일 

이전 두 가지 이상의 항암화학요법 후에도 재발하거나 진행된 위 선암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의 치료 

용법∙용량  

성인 권장용량:  
단독요법으로서 옵디보 3mg/kg(체중)을 2주 간격으로 30분에 걸쳐 정맥 점적주입 

흑색종 병용요법으로서 옵디보 1mg/kg(체중)을 30분에 걸쳐 정맥 점적주입한 후 

뒤이어 이필리무맙을 같은 날에 3주 간격으로 4회 투약. 이 후 단독요법으로 옵디보 

3mg/kg을 2주 간격으로 30분에 걸쳐 정맥 점적주입 

신세포암 병용요법으로서 옵디보 3mg/kg(체중)을 30분에 걸쳐 정맥 점적주입한 후 

뒤이어 이필리무맙을 같은 날에 3주 간격으로 4회 투약. 이 후 단독요법으로 옵디보 

3mg/kg을 2주 간격으로 30분에 걸쳐 정맥 점적주입 (병용요법 마지막 투여일의 3주 
후 단독요법 시작) 

사용상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의 성분에 대해 과민증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 

https://nedrug.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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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자가면역질환이 있거나 만성적 혹은 재발성 자가면역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 

이상사례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편평/비편평 세포성 비소세포폐암 

임상시험 CHECKMATE-017, CHECKMATE-057에서는 이전에 백금화학요법에 실패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편평, 비편평세포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2주마다 

60분에 걸쳐 정맥으로 이 약 3mg/kg을 투여하거나(418명), 3주마다 도세탁셀 75 

mg/m2을 투여한(397명) 무작위배정, 공개, 다기관 임상시험이다. 임상시험 

CHECKMATE-017에서 36%의 환자가 이 약을 6개월 이상 투여받았고 18%는 1년 

이상 투여받았다. 임상시험 CHECKMATE-057에서, 30%의 환자가 이 약을 6개월 
이상 투여받았고 20%는 1년 이상 투여받았다. 11%의 환자가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였고, 28%의 환자가 이상사례로 약물투여가 지연되었다. 이 약 투여환자의 

46%에서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하였다.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의 2% 이상에서 

가장 흔한 중대한 이상사례는 폐렴, 폐색전증, 호흡 곤란, 발열, 흉막삼출, 간질성 

폐렴, 호흡 부전이었다. 임상시험 CHECKMATE-057의 이 약 투여군에서 7명이 

감염으로 사망하였는데, 이 중 1명은 폐포자충 폐렴(Pneumocystis jirovecii 

pneumonia), 4명은 폐색전증, 1명은 변연계 뇌염으로 사망하였다. 가장 흔한 
이상사례(20% 이상)는 피로, 근골격계 통증, 기침, 호흡곤란 및 식욕 감소였다. 
 
*이 외의 흑색종,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 두경부 편평세포암, 요로상피세포암, 

신세포암, 위암의 보다 자세한 이상사례 정보는 제품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제조사 오노약품공업 

수입업체/판매업체 한국오노약품공업 

공동 판매업체  한국BMS제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