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POLYMYXIN B 주사제, 분말, 동결건
조, 용액용

패키지 사진 보기

NDC 코드: 39822-0166-5, 39822-0166-7 포
장업자:X-GEN 제약, Inc.

범주:인간 처방 의약품 라벨 DEA 일정:없음

마케팅 상태:약식 신약 신청

약물 라벨 정보 2014년 8월 21일 업데이트됨

당신이 소비자 또는 환자라면 방문하십시오이 버전.

모든 섹션 보기

SPL 분류되지 않은 섹션
약물 내성 박테리아의 발생을 줄이고 Polymyxin 및 기타 항균제의 효과를 유지하려면 Polymyxin B for 
Injection은 치료 또는 예방에만 사용해야합니다 ...

박스형 경고(이게 뭔가요?)

경고
주의: 이 약을 근육내, 정맥내 및/또는 척수강내 투여할 때 의사가 지속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입원 환자에게만 투
여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신장 손상 및 질소 보유가 있는 환자는 투여량을 줄여야 합니다. 폴리믹신 B 
황산염으로 인한 신독성이 있는 환자는 일반적으로 알부민뇨, 세포 변성 및 질소 혈증을 나타냅니다. 소변량이 감
소하고 빵이 올라오면 이 약의 치료를 중단하라는 표시입니다.

신경 독성 반응은 과민성, 약점, 졸음, 운동 실조, 주변 감각 이상, 사지의 마비 및 시력 흐림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
다. 이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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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신장 기능 손상 및/또는 신독성이 있는 환자에서 발견되는 고혈청 수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폴리믹신 B 설페이트, 특히 바시트라신, 스트렙토마이신, 네오마이신, 카나마이신, 겐타마이신, 토브라마이신, 겐타
마이신, 토브라마이신, 세파미카신,

폴리믹신 B 설페이트의 신경독성은 특히 마취 및/또는 근육 이완제 직후에 약물을 투여할 때 신경근 차단으로 
인한 호흡 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사용: 인간 임신에서 이 약의 안전성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닫다

설명
Polymyxin B Sulfate는 B polymyxa(B aerosporous)에서 파생된 기본 폴리펩타이드 항생제 그룹 중 하나입
니다. Polymyxin B 황산염은 생산되는 Polymyxins B1 및 B2의 황산염입니다 ...

임상약리학
Polymyxin B 황산염은 Proteus 그룹을 제외한 거의 모든 그람 음성 간균에 대해 살균 작용을 합니다. Polymyxins
는 박테리아 세포벽 막의 투과성을 증가시킵니다. 모두 ...

표시 및 사용법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의 감수성 균주에 의한 급성 감염. 폴리믹신 B 설페이트는 요로, 뇌수막 및 혈류 
감염 치료에 선택되는 약물입니다.

금기 사항
이 약은 폴리믹신에 대한 과민 반응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에게 금기입니다.

경고
Clostridium difficile 관련 설사(CDAD)는 주사용 Polymyxin B를 포함한 거의 모든 항균제의 사용에서 보고되
었으며 경증 설사에서 ...

지침
일반적인. 입증되거나 강력하게 의심되는 세균 감염 또는 예방적 징후가 없는 경우 주사용 Polymyxin B를 처방하는 
것은 환자에게 이점을 제공할 가능성이 없으며 ...

이상 반응
"경고" 상자를 참조하십시오. 신독성 반응: 알부민뇨, 원통뇨, 질소혈증, 투여량 증가 없이 혈중 농도 상승. 신경독
성 반응: 안면홍조, 현기증 ...

용법 및 투여
비경구: 정맥 주사. 500,000 폴리믹신 B 단위를 300~500mL 용액에 녹여 비경구 포도당 주사를 위해 5% 연속 점적
합니다. 성인과 어린이. 15,000 ~ 25,000 ...

공급 방법
주사용 POLYMYXIN B USP, 바이알당 500,000 폴리믹신 B 단위는 단일 바이알 상자 NDC# 39822-0166-5로 제공
됩니다. 보관 권장 사항: 재구성 전: 20° ~ 25°C에서 보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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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및 실험실 표준 연구소(CLSI). 호기적으로 증식하는 박테리아에 대한 희석 항균제 감수성 시험 방법; 
Standard-8th Edition을 승인했습니다. CLSI 문서 M07-A8 ...

패키지 라벨.주 디스플레이 패널
NDC 39822-0166-5 - 주사용 Polymyxin B, USP - 500,000 단위 - 비경구 및 안과 투여용 - Rx 전용 - 1개 바
이알 - X-GEN Pharmaceuticals, Inc. NDC 39822-0166-5 - Polymyxin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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