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사용 세페핌 & 타조박탐 1.125g
셀림 TZ ® 주사용 세페핌 & 타조박탐 1.125g

구성:
각 바이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Cefepime HCL IP(멸균) Eq. 
무수 세페핌에
(세페핌 HCL과 아르기닌의 멸균 혼합물) 
Tazobactam Sodium IP (멸균)
식 타조박탐으로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가진 건강한 성인에서 다중 투여 후 축적.

셀림 TZ ®
1000mg 세페핌은 IM 투여 후 거의 완전히 흡수됩니다. 세페핌의 단일 500mg, 1g 

또는 2g IM 용량은 각각 13.9, 29.6 또는 57.5mcg/ml의 최고 혈장 농도
에 도달합니다. 혈장 농도는 1.4-1.6시간 내에 도달합니다. 8시간 후 평균 
혈장 농도는 각각 평균   1.9, 4.5 또는 8.7 mcg/ml였습니다. 약물 상호 작용:

고용량의 아미노글리코사이드를 이 약과 함께 투여하는 경우 신기능을 주
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셀림 TZ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제의 
신독성 및 이독성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푸로세미드와 같은 강
력한 이뇨제와 다른 세팔로스포린계 약물을 병용 투여한 후 신독성이 보
고되었습니다.

신부전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 <60ml/min)에 대한 세페핌의 권장 유지 
용량은 다음 표에 나와 있습니다.125mg

®

약제 형태:재구성용 분말(IV/IM 전용).

단일 500mg, 1g 또는 2g 용량의 세페핌 최대 혈장 농도가 각각 
31.6-39.1, 65.9-81.7 또는 126-139.9mcg/ml의 단일 용량 500mg, 1g 
또는 2g을 30분에 걸쳐 IV 주입한 후 투여 후 8시간의 혈장 농도는 평균 
1.4였습니다. , 2.4 및 3.9 mcg/ml.

ATC 코드:H02AB07

설명
셀림 TZ(Cefepime과 tazobactam for 주사)는 Cefepime 염산염과 β-
lactamase inhibitor tazobactam sodium으로 구성된 근육주사 또는 
정맥투여를 위한 주사용 항균 복합제이다.

® 부작용:
cefepime과 tazobactam의 부작용은 cefepime 단독으로 보고된 부작
용과 유사하며 일반적으로 일시적이고 경증에서 중등도의 중증도입니다.

세페핌과 함께 보고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상의 발생률: 정맥염(1.3%), 통증 및/또는 염증(0.6%)을 포함한 국
소 반응(3.0%); 발진(1.1%) 발생률 1% 미만 0.1% 초과: 대장염(위막성 
대장염 포함), 설사, 발열, 두통, 메스꺼움, 구강 모닐리아증, 가려움증, 두
드러기, 질염, 구토.

손상된 간 기능:
간 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경구 투여 후 세페핌은 수포액 기관지 점막, 가래, 담즙, 복막액, 충수 및 
담낭을 비롯한 조직 및 체액에 널리 분포됩니다. Cefepime은 비경구 투
여 후 CSF로 배포됩니다. 그것은 또한 인간의 모유로 배설됩니다. 세페핌
은 혈청 단백질에 약 20% 결합합니다. 세페핌의 혈장 반감기는 평균 
2-2.3시간입니다. 세페핌은 부분적으로 대사됩니다.생체 내N-메틸 피릴
딘(NMP)으로. 약물은 사구체 여과에 의해 주로 변화 없이 소변으로 제거
되며, 단일 용량 세페핌의 80-82%는 변화 없이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소아 환자(2개월 ~ 12세):
소아과 환자의 일반적인 권장 용량은 감염의 중증도에 따라 8~12시간 동
안 40~50mg/kg을 투여하는 것입니다.CEFEPIME(세페핌 염산염)은 비경구 투여용 반합성, 광범위한 스펙트럼

의 세팔로스포린 항생제입니다. 화학명은 1-[[(6R,7R)-7-[2-(2-아미노-4-
티아졸릴)-글리옥실아미도]-2-카르복시-8-옥소-5-티아-1-아자비시클로
[4.2. 0]옥트-2-엔-3-일]메틸]-1-메틸피롤리디늄 클로라이드, 72-(Z)-
(Omethyloxime), 일염산염, 일수화물. 페니실린 핵의 유도체인 타조박
탐 나트륨은 페니실란산 술폰입니다. 화학명은 나트륨(2S, 3S,5R)-3-메
틸-7-옥소-3-(1H-1,2,3-트리아졸-1-일메틸)-4-티아-1-아자비시클로
[3.2. 0]헵탄-2-카르복실레이트-4,4-디옥사이드. 화학식은 C

4나오5S이고 분자량은
322.3.

소아과 환자의 최대 용량은 성인 권장 용량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재구성 및 투여:
IV 주입: 바이알의 내용물은 제공된 IP 주사용 멸균수 10ml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적절한 용량의 약물을 적합한 IV 용액에 추가해야 합니
다. 생성된 용액은 20-25°C의 온도에서 보관할 때 24시간 동안 안정합니
다. 간헐적 IV 주입은 약 30분에 걸쳐 제공됩니다.

2g q8h의 고용량에서 아마도 관련된 이상 반응의 발생률이 더 높았습니
다. 발진(4%), 설사(3%), 메스꺼움(2%), 구토(1%), 가려움증(1%), 발열
(1%) 및 두통(1%)으로 구성되었습니다.세페핌은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으로 제거된다. 타조박탐 0.5g을 1회 30분

에 걸쳐 주입했을 때 최고 혈청 농도는 평균 27.1mcg/ml, 반감기는 0.67
시간, 신장 청소율은 분당 268ml이다.10시간11N 세페핌 요법과의 관계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불리한 실험실 변화가 보

고되었습니다. 발생률은 1% 이상입니다. Coombs 검사 양성(용혈 없음)
(16.2%); 감소된 인(2.8%); ALT/SGPT(2.8%), AST/SGOT(2.4%), 호
산구(1.7%) 증가; 비정상 PTT(1.6%), PT(1.4%).

발생률 1% 미만 0.1% 초과: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 BUN, 칼슘, 크레아
티닌, 인, 칼륨, 총 빌리루빈 증가; 칼슘, 헤마토크릿, 호중구, 혈소판, 백혈
구 감소.

triazolylmethyl penicillanic acid sulphone인 Tazobactam은 많은 
b-lactamase, 특히 3세대 cephalosporin을 포함한 cephalosporin과 
penicillin에 내성을 일으키는 플라스미드 매개 효소의 강력한 억제제입
니다.

Tazobactam은 미생물학적으로 비활성인 것으로 밝혀진 단일 대사 산물
로 대사됩니다. Tazobactam과 그 대사 산물은 주로 신장 배설에 의해 제
거되며 투여 용량의 80%는 변경되지 않은 약물로 나타나고 나머지는 단
일 대사 산물로 나타납니다.

IM 주사: 세페핌 및 타조박탐 주사는 IP 주사용 멸균수 2.4ml를 첨가하여 
준비합니다. 용액은 20-25°C의 실온에서 보관할 때 1시간 동안 안정합니
다.

호환성 및 안정성:
정맥 주사: 세페핌은 0.9% 염화나트륨 주사, 5% 및 10% 포도당 주사와 
같은 IV 주입액과 1~40 mg/ml 사이의 농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포도당 및 0.9% 염화나트륨 주사 및 5% 포도당 주사. 이 용액은 
20~25°C의 온도에서 최대 24시간 또는 2~8°C의 냉장고에서 7일 동안 보
관할 수 있습니다.

tazobactam은 단독으로 사용하면 최소한의 항균 활성을 나타내지만 
cefepime과 tazobactam을 함께 사용하면 베타-Iactamase를 생성하
는 여러 균주에 대한 cefepime의 활성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시너지 효과
가 나타납니다.

표시:
Cefepime과 tazobactam은 cefepime 단독으로는 효과가 없을 때 감
수성 베타-악타마제 생성 박테리아에 의해 유발되거나 유발될 것으로 의
심되는 중등도에서 중증 감염의 치료에 비경구적으로 사용됩니다.

Cefepime과 tazobactam 조합은 다음 적응증에 사용됩니다.

마케팅 후 경험:
위에 보고된 세페핌의 이상반응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시판 후 경험 동안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이 보고되었습니다.

항균 스펙트럼:
Cefepime은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에 대한 활성 스펙트럼이 확장되
었으며 3세대 제제보다 그람 음성균과 그람 양성균 모두에 대해 더 큰 활
성을 보입니다. Cefepime은 세균의 세포벽 합성을 억제하여 작용하는 살
균제입니다. 세페핌은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시험관 내광
범위한 그람 양성 및 그람 음성 박테리아를 포함하는 활동. Cefepime은 
염색체로 인코딩된 베타 락타마제에 대한 친화도가 낮습니다. Cefepime
은 대부분의 베타락타마제에 의한 가수분해에 대한 저항성이 높으며 그람 
음성 박테리아 세포에 빠르게 침투합니다. 박테리아 세포 내에서 세페핌
의 분자 표적은 페니실린 결합 단백질(PBP)입니다.

솔루션셀림 TZ
항생제는 40 mg/ml 이상의 농도에서 암피실린 용액에 첨가해서는 안 되
며, 메트로니다졸, 반코마이신, 겐타마이신, 토브라마이신, 네틸마이신 설
페이트 또는 아미노필린에는 잠재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약과 동시 치료의 경우셀림 TZ®각각의 항생제를 별도
로 투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셀림 TZ®호환성이 확립되지 않았
기 때문에 주사기 및/또는 주입 병에 다른 약물과 함께 사용해서는 안됩니
다.셀림 TZ®혈액 또는 혈액 제제 및/또는 알부민 가수분해물에 첨가해서
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베타-Iactam과 마찬가지로
• 단순하고 복잡한 요로 감염의 치료

• 단순하지 않은 피부 및 피부 구조 감염 및
• 복잡한 복강 내 감염.

이 부류의 다른 약물과 마찬가지로 뇌병증(혼란, 환각, 혼미 및 혼수를 포
함하는 의식 장애), 간대성 근경련 및 발작이 보고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례는 권장 용량을 초과한 용량의 세페핌을 투여받은 신장애 환자에서 
발생했지만, 일부 뇌병증 사례는 신기능을 위해 투여량 조절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발생했습니다.

금기 사항:
세페핌과 타조박탐의 병용은 약물이나 다른 세팔로스포린에 과민증이 있
는 환자에게는 금기이며 페니실린에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주
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페니실린에 대해 즉각적인 유형(아나필락시성) 
과민 반응을 보인 환자에게는 세팔로스포린의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세
페핌 및 타조박탐 요법 중 과민 반응이 발생하면 약물을 중단하고 환자에
게 지시된 대로 에피네프린,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적절한 기도 및 산소 유
지와 같은 적절한 요법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다른 세팔로스포린계와 마찬가지로 아나필락시성 쇼크, 일과성 백혈구감
소증, 호중구감소증, 무과립구증, 혈소판감소증을 포함한 아나필락시스
가 보고되었다. 유통 기한: 판지/라벨을 참조하십시오.

cefepime의 양쪽성 이온은 세포막을 가로질러 이동을 향상시켜 주변 세
포질 공간에서 고농도의 농도를 생성하고 약물 가수분해에 대한 상대적으
로 순 저항을 나타내며 cefepime은 약간의 불활성화만을 나타냅니다.

세팔로스포린계 이상반응:
세페핌으로 치료받은 환자에서 관찰된 위에 나열된 이상반응 외에도 세팔
로스포린 계열 항생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 및 변경된 실험실 검
사가 보고되었습니다. 독성 신증, 재생 불량성 빈혈, 용혈성 빈혈, 출혈, 담
즙정체를 포함한 간 기능 장애 및 범혈구감소증.

보관: 30°C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하십시오. 빛으로부터 보호하
십시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세페핌에 대한 약제 내성의 출현은 최근까지 문제가 덜한 것으로 여겨졌
다. 확장 스펙트럼 베타-락타마제(ESBL)는 페니실린, 광범위 및 확장 스
펙트럼 세팔로스포린을 가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ESBL은 다양한 장내세
균과 종 Klebsiella pneumoniae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케이.옥시토카 
및 대장균. ESBL을 보유하는 다른 유기체는 Enterobacter spp, 
Salmonella spp, Morganella morganii, Proteus mirabilis, 
Serratia marcescens 및 P. aeruginosa입니다. Cefepime은 대부분
의 ESBL 생성 유기체에 대해 활성이지만 접종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수성
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시험관감수성 테스트 및생체 내실험 모델. 
cefepime의 단독 사용은 ESBL 생성 유기체의 선택 및 감염 발생과 관련
이 있습니다.

경고:
감염에 대한 세페핌 및 타조박탐 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환자가 이전에 세
페핌, 세팔로스포린, 페니실린 또는 기타 약물에 즉각적인 과민 반응을 일
으킨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의 깊게 조사해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셀림 TZ®1.125g의 바이알로 제공됩니다.

마케팅:
Biocon Biologics India Limited 
Biocon House, Semicon Park, 
Electronics City, Phase - II, 
Bengaluru - 560 100, India.

지침:
신장 및/또는 간부전 환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60ml/min 미만인 신부전 환자에서는 용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복용량:Cefepime과 tazobactam 조합은 바람직하게는 IV Infusion으
로 투여되지만 필요할 때 깊은 IM 주사로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타조박탐
과 함께 세페핌은 30분에 걸쳐 정맥내 투여해야 한다. 세페핌과 타조박탐
의 성인 및 소아 권장 용량은 다음 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 - 등록 상표

임신:
임부 또는 분만 및 분만 중에 세페핌과 타조박탐을 사용한 적절하거나 통
제된 연구는 없으며 이 약물은 임신 중에 명확하게 지시된 경우에만 사용
해야 합니다.

2019년 9월 개정된 전단지

부작용 및/또는 제품 불만 사항을 보고하려면 당사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biocon.com또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1800 102 9465 또는 다음 주소로 이메
일을 보내주십시오.drugsafety@biocon.com

Tazobactam은 일반적으로 비가역적 억제제로 작용하며 플라스미드와 
염색체 매개 베타-악타마제를 모두 비활성화합니다. cefepime과 
tazobactam의 조합은 ESBL 생성 유기체로 인한 감염 치료에 유용한 조
합입니다. Tazobactam은 cefepime을 증가시키고 보호합니다. 젖 분비:

세페핌은 비경구 투여 후 매우 낮은 농도로 사람의 모유로 분비되므로 수
유부에서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노동 및 배달:
Cefepime은 분만 및 분만 중 사용에 대해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명확하
게 표시된 경우에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약동학:
Cefepime은 250mg에서 2g의 용량 범위에 걸쳐 선형 용량 의존적 약동
학을 나타내며 약물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세페핌의 최대 성인 복용량은 하루 6g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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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911globalmeds.com/buy-cefepime-tazobactam-augeoz-online
https://www.biocon.com/docs/domestic-market-pi/ccd/CELRIM%20TZ.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