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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소비자 또는 환자라면 방문하십시오이 버전.

모든 섹션 보기

처방 정보의 하이라이트
이러한 주요 내용에는 RIZATRIPTAN 벤조에이트 경구 붕해정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RIZATRIPTAN BENZOATE에 대한 전체 처방 정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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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시 및 사용법
Rizatriptan benzoate 경구 붕해정은 성인 및 6-17세 소아 환자에서 조짐이 있거나 없는 편두통의 급성 치료에 사용
됩니다. 의 한계 ...

2 용법 및 투여
2.1 성인에 대한 투여 정보 - 리자트립탄 벤조에이트 경구 붕해정의 권장 시작 용량은 성인 편두통의 급성 치료
를 위한 5mg 또는 10mg입니다. ...

3 제형 및 강도
Rizatriptan 벤조에이트 경구 붕해 정제 - 5mg 정제는 흰색에서 회백색의 원형 코팅되지 않은 정제로, 한 면에
는 "5"가, 다른 면은 평범합니다. 10mg 정제 ...

4 금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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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zatriptan benzoate 경구 붕해 정제는 다음 환자에게 금기 사항입니다.

5 경고 및 주의사항
5.1 심근 허혈, 심근경색증 및 프린즈메탈 협심증 - 리자트립탄 벤조에이트는 허혈성 또는 혈관경직성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

6 이상 반응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은 라벨링의 다른 섹션에서 더 자세히 논의됩니다: 심근허혈, 심근경색, 프린즈메탈 협심증[경고 
및 주의사항 참조 ...

7 약물 상호 작용
7.1 프로프라놀롤 - 프로프라놀롤은 리자트립탄의 혈장 AUC를 70%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프로프
라놀롤 치료 환자에서 리자트립탄 벤조에이트의 용량을 조정해야 합니다[용량 ...

8 특정 집단에서의 사용
8.1 임신 - 위험 요약 - 임산부의 리자트립탄 벤조에이트 경구 붕해 정제 사용에 대한 인간 데이터는 ...

10 과다 복용
성인에 대한 임상 시험 동안 리자트립탄 벤조에이트의 과량 투여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리자트립탄 벤조에이트 
40mg을 단일 용량 또는 2회 용량으로 투여받은 일부 성인 환자는 ...

11 설명
Rizatriptan benzoate 경구 붕해정은 선택적 5-hydroxytryptamine1B/1D (5-HT1B/1D) 수용체 작용제인 rizatriptan 
benzoate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Rizatriptan benzoate는 화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12 임상약리학
12.1 작용 기전 - 리자트립탄은 인간 복제 5-HT1B/1D 수용체에 높은 친화력으로 결합합니다. Rizatriptan 
benzoate는 아마도 편두통 치료에 치료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

13 비임상 독성학
13.1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 생식 능력 손상 -   발암성: 리자트립탄의 경구 발암성 연구는 최대 용량의 마우스(100주) 
및 래트(106주)에서 수행되었습니다.

14 임상 연구
14.1 성인 - 리자트립탄 벤조에이트 정제의 효능은 4개의 다기관, 무작위, 위약 대조 시험에서 확립되었습니다. 이 연
구에 등록된 환자는 주로 여성 ...

16 공급/보관 및 취급 방법
Rizatriptan Benzoate 구강 붕해 정제는 7.265 mg 또는 14.53 mg의 rizatriptan benzoate, USP 5 mg 또는 10 
mg에 해당하는 USP를 포함하는 5 mg 및 10 mg의 농도로 제공됩니다.

17 환자 상담 정보
환자에게 FDA 승인 환자 라벨링(환자 정보)을 읽으라고 조언합니다. 심근허혈 및/또는 경색, 프린즈메탈 협심증, 
기타 혈관경련 관련 사건 및 ...

SPL 분류되지 않은 섹션
제조: Natco Pharma Limited, Kothur-509228, India. 배포자: Breckenridge Pharmaceutical, 
Inc., Berlin, CT 06037 - 개정: 2020년 2월 - 346190

환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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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ZATRIPTAN BENZOATE (호밀" za trip' tan ben' zoe ate) 구강 붕해 정제 - 5 mg 및 10 mg - 리자트립탄 벤조
에이트 복용을 시작하기 전과 복용할 때마다 이 환자 정보를 읽으십시오.

기본 디스플레이 패널 - 5 MG 태블릿 블리스터 팩 카톤
NDC 51991-362-78 - Rizatriptan Benzoate 경구 - 붕해 정제 - 5 mg* 약사: 동봉된 환자 정보 전단지를 각 환자에
게 나누어 주십시오. 여기에 약국 라벨 적용 - breckenridge ...

주요 디스플레이 패널 - 10 MG 정제 블리스터 팩 카톤
NDC 51991-363-78 - Rizatriptan Benzoate 경구 - 붕해 정제 - 10 mg* 약사: 함께 제공되는 환자 정보 전단지를 각 
환자에게 배부합니다. 여기에 약국 라벨 적용 - breckenrid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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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