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페넴+실라스타틴 RBX®
이미페넴/실라스타틴나트륨
주입용 용액용 500 mg/500 mg 분말

이 전단지에 있는 내용
이 전단지는 IMIPENEM+CILASTATIN RBX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
다. 여기에는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사나 약사와 이야기
하는 것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모든 의약품에는 위험과 이점이 있습니다. 의사는 
IMIPENEM+CILASTATIN RBX를 사용할 때의 위험성과 귀하에게 기대하는 이점을 비교했습
니다. 이 약을 투여받는 것에 대해 우려 사항이 있으면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전단지를 보관하십시오. 다시 읽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IMIPENEM+CILASTATIN RBX의 용도
IMIPENEM+CILASTATIN RBX는 세균(세균)으로 인한 심각한 감염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항생제입니다. 이러한 감염은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IMIPENEM+CILASTATIN RBX는 때때로 다른 항생제와 함께 투여됩니다. 
IMIPENEM+CILASTATIN RBX는 감염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작용을 합니다.

IMIPENEM+CILASTATIN RBX를 투여받기 전에

주어서는 안 될 때
활성 성분 이미페넴/실라스타틴 나트륨 또는 이 전단지의 끝에 나열된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IMIPENEM+CILASTATIN RBX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주기 전에
의사는 IMIPENEM+CILASTATIN RBX를 투여받기 전에 다음 모든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다른 항생제, 특히 페니실린 및 세팔로스포린에 대한 알레르기
• 식품, 방부제 또는 염료와 같은 다른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이러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IMIPENEM+CILASTATIN RBX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작 또는 발작, 또는 뇌 질환의 병력
• 신장 질환 또는 비뇨기 문제
• 장 문제를 포함한 기타 의학적 상태

발프로산이 함유된 약을 복용 중인 경우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경우 의사는 임신과 모유 수유 중에 IMIPENEM+CILASTATIN RBX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
는 위험과 이점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IMIPENEM+CILASTATIN RBX는 모유로 전달됩니
다. 일부 의약품은 다른 의약품의 작용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부 의약품은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위의 사항에 대해 의사에게 알리지 않은 경
우 IMIPENEM+CILASTATIN RBX를 제공받기 전에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TITLE - CILASTATIN + IMIPENEM / PRIMAXIN ZIENAM MEDICATION 
PATIENT INFORMATION IN KOREAN

Source : New Zealand Medicines Authority

www.911globalmeds.com/buy-cilastatin-imipenem-primaxin-zienam-online
https://www.medsafe.govt.nz/Consumers/cmi/i/imipenemcilastatin.pdf


다른 약 복용
약국, 슈퍼마켓 또는 건강 식품 가게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한 약을 포함하여 다른 약을 복용 중
인 경우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일부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간시클로비르를 복
용하는 경우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또한 발프로산(간질, 양극성 장애, 편두통 또는 정신분열증 
치료에 사용)이 포함된 약을 복용 중인지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의사는 
IMIPENEM+CILASTATIN RBX를 이러한 약물과 함께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
다.

IMIPENEM+CILASTATIN RBX가 제공되는 방법
IMIPENEM+CILASTATIN RBX는 정맥에 천천히 주사합니다. IMIPENEM+CILASTATIN 
RBX는 의사나 간호사만 제공해야 합니다. 의사는 감염 및 체중과 같은 기타 요인에 따라 
IMIPENEM+CILASTATIN RBX의 복용량을 결정할 것입니다. IMIPENEM+CILASTATIN 
RBX는 일반적으로 하루 종일 분할 투여됩니다.

IMIPENEM+CILASTATIN RBX를 사용하는 동안

해야 할 일
• IMIPENEM+CILASTATIN RBX를 받는 동안 아프면 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에게 알리십시

오. 의사는 주사 속도를 늦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 IMIPENEM+CILASTATIN RBX를 중단한 지 몇 주 후에 설사가 발생하더라도 심각한 설사
가 발생하면 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에게 알리십시오. 설사는 장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상태가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긴급 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먼저 확인하
지 않고 설사약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 발작 병력이 있고 항경련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의사가 달리 지시하
지 않는 한 이러한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합니다. 일부 환자는 IMIPENEM+CILASTATIN 
RBX를 투여받는 동안 떨림이나 발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운전 조심하세요
IMIPENEM+CILASTATIN RBX는 당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IMIPENEM+CILASTATIN RBX
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기계를 작동하는 능력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
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현기증이나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기계를 
조작하기 전에 IMIPENEM+CILASTATIN RBX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또는 당신이 할 때까지 기계를 작동 방법을 알고

부작용
IMIPENEM+CILASTATIN RBX를 투여받는 동안 몸이 좋지 않으면 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에
게 가능한 한 빨리 알리십시오. IMIPENEM+CILASTATIN RBX는 감염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
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원치 않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심각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부작용이 나타
나면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IMIPENEM+CILASTATIN RBX는 일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
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다음 중 하나라도 발견하고 걱정하는 경우 의사나 간호사에게 알리십시오.

• 주사를 맞은 부위의 통증, 부기 또는 붉은 피부
• 메스꺼움, 구토
• 설사

다음은 IMIPENEM+CILASTATIN RBX의 보다 일반적인 부작용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발견하면 즉시 의사나 간호사에게 알리십시오.
• 고열 또는 발열
• 발작 또는 발작
• 떨림, 혼란
• 뇌병증
• 기분 변화 및/또는 판단력 장애
• 환각
• 손과 발의 따끔 거림 또는 무감각
• 심계항진이라고도 하는 빠르거나 불규칙한 심장 박동
• 소변을 거의 또는 전혀 통과하지 않음

• 평소보다 쉽게   멍이 든다
• 발열, 심한 오한, 인후염 또는 구강 궤양과 같은 빈번하거나 걱정스러운 감염의 징후

• 피로, 숨가쁨, 창백함과 같은 빈혈 징후
• 황달이라고도 불리는 피부와 눈의 황변
• 간염이라고도 하는 간 질환의 징후
• 발진이나 가려움증과 같은 피부 문제
• 피부에 붉거나 자줏빛이 도는 붉은 반점
• 청력 상실
• 맛 왜곡
• 심한 복부 또는 위 경련
• 피가 섞일 수도 있는 묽고 심한 설사
• 혀 변색
• 약으로 인한 발열

이것은 IMIPENEM+CILASTATIN RBX의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긴급한 의료 조치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은 드뭅니다.

몇몇 사람들은 일부 약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발견하면 즉시 의
사나 간호사에게 알리십시오.
• 현기증, 현기증, 실신
• 삼키거나 호흡하는 데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는 얼굴, 입술, 입 또는 목의 붓기

• 호흡 곤란
• 가려운 피부 발진
• 두드러기 또는 쐐기풀 발진이라고도 하는 피부의 분홍빛이 도는 가려움증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 IMIPENEM+CILASTATIN RBX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의료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 치아 및/또는 혀의 착색
• 소변 색깔의 변화

이는 IMIPENEM+CILASTATIN RBX에서 보고된 다른 부작용입니다.

위에 나열되지 않은 다른 부작용도 일부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다른 것을 발견하면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이 가능한 부작용 목록에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들 중 하나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MIPENEM+CILASTATIN RBX가 중지된 후

해야 할 일
특히 IMIPENEM+CILASTATIN RBX 치료를 중단한 후 몇 주 후에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 심한 복부 경련 또는 위 경련
• 묽고 심한 설사,
• 대변에 피
• 열

이것들은 모두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장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긴
급한 의료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먼저 확인하지 않고 설사약을 복용하지 마십시
오.

저장
IMIPENEM+CILASTATIN RBX는 약국이나 병동에 보관됩니다. 주사용 분말은 온도가 25°C 
이하로 유지되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팩에 인쇄된 유효 기간이 지난 경우 
IMIPENEM+CILASTATIN RBX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 설명

재료

활성 성분:
IMIPENEM+CILASTATIN RBX 500 - 바이알당 이미페넴 500mg 및 실라스타틴 

500mg(나트륨 염으로)
비활성 성분:탄산 수소 나트륨

공급업체
Douglas Pharmaceuticals Ltd 
사서함 45-027
테 아타투 반도
오클랜드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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