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법용량
(주사제)
1. 성인 : 중증 감염 시 토브라마이신으로서 1일 체중 Kg당 3mg(역가)을 3회 분할하여 정맥주사 또는 근
육주사 한다.
생명이 위험한 감염일 경우에는 1일 체중 Kg당 5mg(역가)까지 3∼4회 분할하여 투여할 수 있으며 증상이
개선되면 1일 체중 Kg당 3mg(역가)으로 감량해야 한다.
혈청 농도 측정없이 1일 체중 Kg당 5mg(역가)을 초과하여 투여하지 않는다.
2. 소아 : 1일 체중 Kg당 5mg(역가)을 3∼4회 분할하여 정맥 또는 근육주사한다.
신생아(생후 1주일 미만) : 1일 체중 Kg당 4mg(역가)을 12시간마다 분할하여 투여한다.
치료기간은 보통 7∼10일이며, 감염정도에 따라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장, 전정, 청각기능
에 대해 관찰한다(신경독성 발생은 치료기간이 10일 이상일 경우 더 많이 나타난다.).
3. 신부전 환자
가능하면 이 약의 혈청 농도를 측정한다.
초회량으로 체중 Kg당 1mg(역가)을 투여한 후 2회 때부터는 감량하거나 투여간격을 연장하여 투여한다.
이 약의 혈청 농도를 직접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크레아티닌청소율 또는 혈청크레아티닌 농도를 기초로 계산
하며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투여량을 조절한다. 단, 투석 중에는 이들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표 1>

1) 투여용량 감량(투여간격 8시간) : 크레아티닌청소율이 70mL/min 이하이거나, 혈청크레아티닌 농도를 알
고 있는 경우, 투여량은 신기능 정상 환자의 투여량에 <표 1>의 해당 % 수치를 곱해서 산출한다.
환자의 항정상태의 혈청크레아티닌 농도를 아는 경우, 신기능 정상 환자의 용량을 혈청크레아티닌 농도로 나
누면 대략적인 투여량을 계산할 수 있다.
2) 투여간격 연장(투여량은 정상 환자와 동일) : 환자의 크레아티닌청소율을 측정할 수 없고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어 있을 경우, 투여간격은 혈청크레아티닌 농도에 6을 곱하여 얻은 시간 간격으로 투여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이 약의 조제법>
근육주사 시는 생리식염주사액, 주사용수 1.5mL에 녹여 사용한다.
정맥주사는 성인의 경우 투여량을 생리식염주사액 또는 5% 포도당 주사액 50∼100mL에 희석하여
20∼60분 동안 점적 정맥주사한다.
소아의 경우 희석액량을 비례적으로 감량한다. 20분 이내에 점적 정맥주사하면 혈청토브라마이신 농도가
12mg/mL를 넘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으며 다른 약물과 혼합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점안액)
경증에서 중등도의 감염의 경우, 4시간마다 감염부위에 1∼2방울씩 점안한다. 중증 감염의 경우, 증상이 개
선될 때까지 매 시간 2방울씩 점적하고, 점차 감량 중단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안연고)
경증에서 중등도의 감염의 경우, 1일 2∼3회 약 1cm를 감염부위에 짜 넣는다. 중증 감염의 경우, 증상이 개
선될 때까지 3∼4시간마다 1cm를 감염부위에 적용하고, 점차 감량 중단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