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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사진 보기

NDC 코드: 0121-0676-16 포장업자:제약 어
소시에이츠, Inc.

범주:인간 처방 의약품 라벨 DEA 일정:없음

마케팅 상태:승인되지 않은 약물 기타

부인 성명:이 약은 FDA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 라벨은 FDA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약물에 대한 추가 정보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약물 라벨 정보 2022년 1월 11일 업데이트됨

당신이 소비자 또는 환자라면 방문하십시오이 버전.

모든 섹션 보기

SPL 분류되지 않은 섹션
수신 전용

설명
구연산칼륨 및 구연산 경구용액 USP는 무설탕 무알코올에 구연산칼륨과 구연산을 함유한 안정하고 쾌적한 맛의 경구
용 전신 알칼리제입니다.

행위
구연산칼륨은 흡수되어 중탄산칼륨으로 대사되어 전신 알칼리화제로 작용합니다. 효과는 본질적으로 흡수 전
의 염화물과 ...

표시 및 사용법
구연산 칼륨 및 구연산 경구 용액 USP는 환자와 같이 알칼리성 소변을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한 효
과적인 알칼리화제입니다.

금기 사항
핍뇨증 또는 질소혈증을 동반한 중증 신장애, 치료하지 않은 애디슨병, 유전성 유전성 무좀, 급성 탈수, 열경련, 
무뇨증, 중증 심근 손상, 고칼륨혈증 ...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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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CITRIC ACID + POTASSIUM CITRATE / POLYCITRA-K MEDICATION 
PATIENT INFORMATION IN KOREAN

Source :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http://www.fda.gov/Drugs/GuidanceComplianceRegulatoryInformation/EnforcementActivitiesbyFDA/SelectedEnforcementActionsonUnapprovedDrugs/default.htm
https://dailymed.nlm.nih.gov/dailymed/drugInfo.cfm?setid=ce42122f-8087-471f-b0a3-5524bdbd4526&audience=consumer
www.911globalmeds.com/buy-citric-acid-potassium-citrate-polycitra-k-online
https://dailymed.nlm.nih.gov/dailymed/drugInfo.cfm?setid=ce42122f-8087-471f-b0a3-5524bdbd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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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량은 특히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고칼륨혈증 및 알칼리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칼륨 함유 약물, 칼륨 보존 이뇨제 
동시 투여 ...

지침
의사의 감독 없이 소변량이 적은 환자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고농도의 칼륨을 함유한 모든 액체와 마찬
가지로 환자는 ...

이상 반응
구연산 칼륨 및 구연산 경구 용액 USP는 일반적으로 신장 기능이 정상인 환자에게 권장 용량으로 제공될 때 불쾌한 부작
용 없이 내약성이 우수합니다.

과다 복용
칼륨 배설 기전이 정상인 사람에게 경구 칼륨염을 투여하면 심각한 고칼륨혈증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설 기전이 손상되면 고칼륨 혈증 ...

고칼륨혈증 치료
고칼륨혈증이 발생하면 치료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칼륨을 함유한 식품 또는 약물의 제거. (2) 
300~500mL/hr의 정맥내 투여...

용법 및 투여
구연산 칼륨 및 구연산 경구 용액 USP는 지시에 따라 물에 희석하여 섭취하고 원하는 경우 물을 추가로 섭취
해야 합니다. 미리 식히면 기호성이 높아진다...

공급 방법
구연산 칼륨 및 구연산 경구 용액 USP(투명한 분홍색에서 붉은색, 베리-감귤 맛)는 다음 경구 투여 형태로 공급됩
니다: NDC 0121-0676-16: 16 fl oz(473 mL ...

제조 업체
제약 - Associates, Inc. Greenville, SC 29605 - www.paipharma.com - R03/17

기본 디스플레이 패널 - 473 ML 병 라벨
NDC 0121-0676-16 - 구연산 칼륨 - 및 구연산 - 경구 용액 USP - 5mL당 1100mg/334mg ...

성분 및 외관
제품 정보

모든 섹션 보기

추가 리소스 찾기(또한 사용 가능왼쪽 메뉴 )

안전
부작용 보고 ,FDA 안전 리콜 ,모유의 존재

관련 자료

메드라인 플러스 ,임상 시험 ,펍메드 ,생화학적 데이터 요약

이 약에 대한 추가 정보

라벨링 아카이브 보기 ,RxNorm ,레이블 RSS 피드 받기 ,NDC 코드 보기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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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medwatch/
https://www.fda.gov/safety/recalls-market-withdrawals-safety-alerts
https://ncbi.nlm.nih.gov/books/NBK501922/?term=ANHYDROUS+CITRIC+ACID
https://vsearch.nlm.nih.gov/vivisimo/cgi-bin/query-meta?v:project=medlineplus&query=ANHYDROUS+CITRIC+ACID
https://www.clinicaltrials.gov/ct/search?submit=Search&term=ANHYDROUS+CITRIC+ACID
https://www.drugbank.ca/search?utf8=%E2%9C%93&query=CITRIC+ACID+MONOHYDRATE+AND+POTASSIUM+CITRATE&search_type=drugs&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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