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설명:

각 필름 코팅 정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Calcium-3-methyl-2-oxo-valerate (α-
Ketoanalogueto isoleucine, Calcium salt)

67mg
일반적인

정보Calcium-4-methyl-2-oxo-valerate (α-
Ketoanalogueto leucine, Calcium salt)

101mg

Calcium-2-oxo-3-phenylpropionate (α-
Ketoanalogueto phenylalanine, Calcium salt)

68mg 다이어트
단백질

ㅏ
역할
그만큼

Calcium-3-methyl-2-oxo-butyrate (α-
Ketoanalogueto valine, Calcium salt)

86mg 연극
중대한
안에
진행

만성의
신장

질병
(CKD),
ㅏ
단백질
(LPD)

Calcium-DL-2-hydroxy-4(methylthio) butyrate (α-
hydroxyanalogueto methionine, Calcium salt)

59mg

L-라이신 아세테이트 USP
(L-라이신 75mg에 해당)

105mg

L-쓰레오닌 USP 53mg
L-트립토판 USP 23mg
L-히스티딘 USP 38mg 그리고

낮은
다이어트

~이다

L-티로신 USP 30mg
정제당 총 질소 함량 36mg
정제당 칼슘 함량 1.25mmol=0.05g
부형제 질문 대개
요독 증상을 줄이고 신장 기능 장애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 CKD 환자에게 권장됩니다.

또한 투석 전 연장된 단백질 제한은 단백질 영양실조를 유발하여 투석 중 불량한 예후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초기에서 중등도의 CKD에서 단백질 에너지 소모의 유병률은 20-25%이며 CKD가 진행됨에 따라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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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아미노산의 알파-케토유사체(KA)는 아미노전이를 통해 체내에서 필수아미노산으로 전환되고 CKD 환자의 단백
질 제한 식단으로 인한 영양 결핍을 개선합니다.

표시 및 사용

1일 40g 이하(성인)의 제한된 식이 단백질 섭취와 관련하여 만성 신장 질환에서 단백질 대사의 결함 또는 결핍으로 인
한 손상의 예방 및 치료. 일반적으로 이것은 사구체여과율(GFR)이 25mL/min 미만인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복용량 및 투여

포스폰딜의 표준 용량은 저단백 식이 LPD(0.6/kg 단백질/일)와 함께 1정/5kg/일입니다.

초저단백 식이요법의 경우 vLPD(0.3/kg 단백질/일) 용량은 1정/10kg/일입니다.

사구체여과율(GFR)이 25mL/min 미만인 경우에는 우신정을 투여하고, 동시에 식이 단백질은 40g/일(성인) 이하로 
제한합니다.

행동의 메커니즘

후추정제는 만성 신장 질환의 영양 요법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포스폰딜은 아미노 질소 섭취를 최소화하고 필수 아미
노산 섭취를 허용합니다. 흡수 후 케토 및 히드록시 유사체는 상응하는

필수아미노산은 비필수아미노산에서 질소를 취하여 아미노기를 재사용하여 요소 생성을 줄입니다. 따라서 요독 독소
의 축적이 감소합니다. 케토 및 하이드록시산은 잔류 네프론의 과여과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케토산을 함유한 보충제는 신장 과인산혈증 및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신
장 골이영양증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포스폰딜은 매우 낮은 단백질 식이와 함께 투여될 때 질소 섭취를 감소시키고 부적절한 식이 단백질 섭취와 영양실조
의 해로운 결과를 예방합니다.

약동학

건강한 사람에서 케톤산의 혈장 수치는 경구 투여 후 10분 이내에 증가합니다. 기준선 수준의 최대 5배 증가가 달성됩
니다. 20~60분 이내에 최고 수준이 발생하고 90분 후에 수준이 기본 수준 범위에서 안정화됩니다. 따라서 위장 흡수
가 매우 빠릅니다. 케토산과 상응하는 아미노산의 수준이 동시에 증가하는 것은 케토산이 매우 빠르게 아미노기 전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체에서 케톤산의 생리학적 이용 경로로 인해 외인성으로 공급된 케톤산은 대사 주기에 매
우 빠르게 통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케토산은 고전적인 아미노산과 동일한 이화작용 경로를 따릅니다.

특정 인구에서 사용

임신: 임산부에 대한 알파 케토아날로그 사용에 대한 적절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임산부에게 처방할 때는 주의해야 합
니다.

간호 어머니:지금까지 수유 중 사용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소아용: 아직까지 소아환자에 대한 투여 경험이 없다.

금기: 포스폰딜은 아래 언급된 환자들에게 금기입니다.

-
-
-

환자가 Pospondyl Hypercalcaemic 환자의 활성 물질 또는 첨가제에 과민증이 있는 경우

환자가 아미노산 대사를 방해한 경우

경고 및 예방 조치:

-
-
-

포스폰딜을 복용하는 동안 혈청 칼슘 수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충분한 
칼로리 섭취를 보장합니다.
유전성 페닐케톤뇨증이 있는 경우 포스폰딜이 페닐알라닌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
다.
이 약을 병용 투여하는 경우 혈청 인산염 수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수산화알루미늄

약물 상호 작용:

- 칼슘 함유 약물은 포스폰딜과 동시에 처방될 경우 혈청 칼슘 수치 상승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
다.
칼슘과 난용성 화합물을 형성하는 약물(예: 테트라사이클린, 시프로플록사신 및 노르플록사신과 같은 퀴
놀린 및 철, 불소 또는 에스트라무스틴 함유 약물)은 활성 물질의 방해 흡수를 피하기 위해 알파 케토 유사
체와 동시에 복용해서는 안됩니다. 알파 케토 유사체와 이러한 약물의 섭취 사이에는 최소 2시간의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

이상 반응:

고칼슘혈증이 발생하면 비타민 D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고칼슘혈증이 지속되는 경우 Pospondylas의 용량과 다른 
칼슘 공급원의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