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RETAVASE- 리테플라제 키트

패키지 사진 보기

NDC 코드: 10122-141-02, 10122-142-01, 10122-143-01 포장
업자:Chiesi USA, Inc.

범주:인간 처방 의약품 라벨 DEA 일정:없음

마케팅 상태:생물학적 허가 신청

약물 라벨 정보 2022년 1월 13일에 업데이트됨

당신이 소비자 또는 환자라면 방문하십시오이 버전.

모든 섹션 보기

처방 정보의 하이라이트
이러한 하이라이트에는 RETAVASE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RETAVASE에 대한 전체 처방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RETAVASE(reteplase) 주사용, ...

목차
목차

1 표시 및 사용법
RETAVASE는 사망 및 심부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급성 ST 상승 심근경색증(STEMI)에 사용하도록 지정되었습
니다. 사용 제한: 뇌졸중의 위험이 이점보다 클 수 있습니다 ...

2 용법 및 투여
2.1 투여 정보 및 투여 - STEMI 발병 후 가능한 한 빨리 2분에 걸쳐 10단위를 정맥내 투여한다. 30분 후 10단위 2차 
투여…

3 제형 및 강도
주사용: 10mL 미리 채워진 주사기에 멸균 주사용수, USP와 함께 포장된 재구성용 일회용 바이알의 동결건조 분
말 10개.

4 금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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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전 용해 요법은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RETAVASE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금기입니다. 활동성 내부 출
혈 - 최근 뇌졸중 - 두개 내 또는 척수 내 수술 ...

5 경고 및 주의사항
5.1 출혈 - RETAVASE는 심각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RETAVASE를 투여받은 환자
에게 근육 주사 및 기타 외상을 피하십시오. 정맥 천자를 최소화합니다. 피하다 ...

6 이상 반응
다음과 같은 이상 반응은 라벨의 다른 섹션에서 더 자세히 논의됩니다. 출혈 [금기 사항(4) 및 경고 및 주의 사항(5.1) 참
조] 과민증 ...

8 특정 집단에서의 사용
8.1 임신 - 위험 요약 - 임신한 여성에서 RETAVASE를 사용하는 제한된 공개 데이터는 부정적인 발달 결과의 
약물 관련 위험을 알리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물에서 ...

11 설명
레테플라제는 인간 tPA의 kringle 2 및 프로테아제 도메인을 포함하는 조직 플라스미노겐 활성제(tPA)의 글리코
실화되지 않은 결실 뮤테인입니다. Reteplase는 527개 아미노산 중 355개...

12 임상약리학
12.1 작용 메커니즘 - RETAVASE는 플라스민을 생성하기 위해 내인성 플라스미노겐의 절단을 촉매하는 재조합 플
라스미노겐 활성화제입니다. 플라스민은 차례로 섬유소 기질을 분해합니다 ...

13 비임상 독성학
13.1 발암 및 돌연변이 유발 - RETAVASE의 발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동물에 대한 장기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습니
다. 돌연변이, 염색체 ...

14 임상 연구
RETAVASE는 다른 혈전용해제와 RETAVASE를 비교한 3건의 대조 임상 연구에서 평가되었습니다. 세 연구 모두에
서 환자는 아스피린으로 치료되었습니다(초기 용량은 160mg에서 ...

16 공급/보관 및 취급 방법
주사용 RETAVASE(리테플라제)는 다음과 같은 포장 구성으로 진공 없이 10개 단위 바이알에 멸균, 방부제, 동결건조 
분말로 제공됩니다. RETAVASE 키트(NDC ...

레타바제 전체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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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타바제 하프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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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및 외관
제품 정보

모든 섹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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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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