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NTAPRES® 정제
구성
각 태블릿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실니디핀 5/10 mg

실니디핀
일반적인 이름: 실니디핀
화학명:
1,4-디히드로피리딘-3,5-디카르복실레
이트 분자량: 492.52g/mol 구조식:

삼-(이자형)-3-페닐-2-프로페닐 5-2-메톡시에틸 2,6-디메틸-4-(중-니트로페닐)-

실험식:씨27시간28N2영형7

임상약리학
행동의 메커니즘

실니디핀
Cilnidipine은 새로운 dihydropyridine 칼슘 길항제이며 칼슘 길항 활성이 
Nifedipine 및 Nicardipine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Cilnidipine은 고혈압 및 고혈압 
관련 혈관 장애의 치료에 사용되었습니다. 성인 용량은 1일 1회 약 40~80mg입니다. 
Cilnidipine은 용해도가 매우 낮고(BCS Class-II 약물 낮은 용해도 높은 투과성) 약물 
순응도는 항상 매우 나쁩니다.

약동학
51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PK 분석 연구가 계획되었습니다. 10mg의 단일 경구 투여 후 
cilnidipine의 평균 혈장 농도-시간 프로파일은 단독 투여와 발사르탄 160mg을 병용 투여했을 때 유
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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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lnidipine에 대한 총 노출은 비슷했습니다. 즉, C의 GMR(90% 신뢰 구간[CI])최대및 AUC마지막발사르
탄이 있거나 없는 cilnidipine의 경우 각각 0.91(0.83‒1.00) 및 1.04(0.98‒1.10)이었으나, 
cilnidipine은 단독 투여보다 발사르탄과 병용 투여할 때 흡수가 약간 더 느렸습니다(중앙값 t최대: 
cilnidipine 단독 및 병용시 각각 2.0시간 대 2.5시간)

약력학
약력학 평가 연구에 따르면 cilnidipine 또는 valsartan 단독 및 조합의 단일 투여 후 SBP 및 DBP 모
두의 모든 치료군이 감소했습니다. SBP와 DBP 모두에서 가장 큰 감소는 연구 약물 투여 후 약 6시간
에 나타났으며, cilnidipine과 valsartan을 공동 투여했을 때 SBP에서 2.9배 유의하게 더 큰 감소
(SBP의 경우 14.7 대 5.0 mmHg) 및 2.1배 유의하게 더 큰 감소를 초래했습니다. cilnidipine 단독보
다 DBP 감소(DBP의 경우 16.3 대 7.9 mmHg)(피<0.001, RM-ANOVA 테스트).

표시
말단 장기 보호를 위한 고혈압 관리

용법 및 투여
Cilnidipine의 권장 성인 경구 투여량은 1일 1회 5-10mg입니다. 필요한 경우 최대 20mg까지 증량
할 수 있습니다.

금기 사항
실니디핀 또는 이 제품의 다른 성분에 대해 알려진 과민성(예: 아나필락시스 또는 혈관부종)이 있는 환
자에게는 실니디핀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경고 및 주의사항

저혈압, 빈약한 심장 예비력, 심부전. 갑작스러운 금단은 협심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투여 후 허혈
성 통증을 경험하는 환자에서 투여를 중단하십시오. 임신, 수유.

약물 상호 작용
Cilnidipine은 aldesleukin, quinidine, phenytoin, rifampicin, erythromycin, 기타 항고혈압
제 및 항정신병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
• 현기증
• 홍조



• 두통
• 저혈압
• 말초 부종
• 빈맥
• 두근거림
• 위장 장애
• 배뇨 횟수 증가
• 혼수

유통 기한 -

포장 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