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 섹션
세로마이신(Cycloserine Capsules, USP), 3-이속사졸리디논, 4-아미노 ‒, (R)‒은 Streptomyces 
orchidaceus 균주에 의해 생산되고 합성된 광범위한 항생제입니다. 싸이클로세린은 물에 녹고 알칼리성 용
액에 안정한 백색 내지 회백색 분말입니다. 중성 또는 산성 pH에서 빠르게 파괴됩니다.

싸이클로세린은 100mg/mL를 포함하는 용액에서 5.5와 6.5 사이의 pH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클로세린의 
분자량은 102.09이고 실험식은 C3H6N2O2이다.

비활성 성분 섹션
각 캡슐에는 사이클로세린 250mg(2.45mmol)이 들어 있습니다. D 및 C 황색 10호, FD 및 C 청색 1호, FD 
및 C 적색 3호, FD 및 C 황색 6호, 젤라틴, 산화철, 활석, 이산화티타늄 및 기타 불활성 성분.

임상약리과
경구 투여 후, 사이클로세린은 위장관에서 쉽게 흡수되며 4-8시간 내에 최고 혈중 농도가 나타납니다. 혈장 농
도와 투여량의 관계가 항상 일정하지는 않지만 25~30㎍/mL의 혈중 농도는 일반적으로 하루 2회 250mg의 
일반적인 투여량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뇌척수액, 흉막액, 태아 혈액 및 모유의 농도는 혈청에서 발견되는 
농도에 가깝습니다. 검출 가능한 양은 복수, 담즙, 가래, 양수, 폐 및 림프 조직에서 발견됩니다. 단일 용량의 사
이클로세린의 약 65%는 경구 투여 후 72시간 이내에 소변에서 회수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5%는 분명히 알
려지지 않은 물질로 대사됩니다. 최대 배설 속도는 투여 후 2~6시간 후에 발생하며,

미생물학 섹션
싸이클로세린은 감수성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과 결핵균에서 세포벽 합성을 억제합니다.

감수성 테스트
Cycloserine 임상 실험실 표준 분말은 마이코박테리아 균주의 감수성을 결정하는 직접 및 간접 방법1 모두
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수성 균주에 대한 사이클로세린 MIC는 25μg/mL 이하입니다.

표시 및 사용 섹션
세로마이신은 원인균이 이 약에 감수성이 있고 이 약으로 치료할 때 활동성 폐결핵 및 폐외결핵(신장질환 포
함)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TITLE - CYCLOSERINE / SEROMYCIN MEDICATION PATIENT INFORMATION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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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약물(스트렙토마이신, 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모든 항결
핵제와 마찬가지로 세로마이신은 단독 치료제가 아닌 다른 효과적인 화학요법과 함께 투여해야 합니다.

세로마이신은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의 감수성 균주에 의한 급성 요로 감염의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
다.엔테로박터종 그리고대장균. 이것은 일반적으로 마이코박테리아 이외의 박테리아에 의해 유발된 요로 감염
의 치료에 있어 다른 항균제보다 효과적이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덜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감염에 대한 세로마
이신의 사용은 보다 전통적인 치료법이 실패하고 유기체가 약물에 감수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고려
되어야 합니다.

금기 섹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게는 투여를 금합니다.

사이클로세린 간질에 과민증

우울증, 심한 불안 또는 정신병 심한 신부전

과도한 알코올 동시 사용

경고 섹션
환자가 경련, 정신병, 졸음, 우울증, 착란, 반사과다, 두통, 진전, 현기증, 마비 또는 구음과 같은 알레르기
성 피부염 또는 중추신경계 독성 증상이 나타나면 이 약 투여를 중단하거나 용량을 감량해야 합니다.

세로마이신의 독성은 고용량 또는 부적절한 신장 청소율에 의해 결정되는 과도한 혈액 수준(30μg/mL 이
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결핵에서 유효량에 대한 독성 투여량의 비율은 작습니다.

경련의 위험은 만성 알코올 중독자에서 증가합니다.
환자는 혈액학, 신장 배설, 혈액 수치 및 간 기능 연구에 의해 모니터링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섹션
Seromycin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배양을 하고 약물에 대한 유기체의 감수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결핵 감염
의 경우, 요법의 다른 항결핵제에 대한 유기체의 감수성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항경련제 또는 진정제는 경련, 불안 및 떨림과 같은 중추신경계 독성 증상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
니다. 매일 500mg 이상의 세로마이신을 투여받는 환자는 이러한 증상에 대해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세
로마이신의 CNS 독성 예방에 대한 피리독신의 가치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세로마이신 및 기타 항결핵제의 투여는 몇몇 경우에 비타민 B와 관련이 있습니다.12및/또는 엽산 결핍, 거
대적아구성 빈혈 및 철적아구성 빈혈. 치료 중 빈혈의 증거가 나타나면 적절한 연구와 치료를 시작해야 합
니다.

실험실 테스트 섹션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 1일 용량이 500mg 이상인 환자, 독성을 시사하는 징후 및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경우 최소한 매주 혈중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혈중 농도가 30μg/mL 이하로 유지되도록 용량을 조절해
야 합니다.



약물 상호 작용 섹션
에티온아미드의 동시 투여는 신경독성 부작용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알코올과 세로마이신은 양립할 수 없으며, 특히 후자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 요법 중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알코올은 간질 에피소드의 가능성과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소니아지드의 동시 투여는 현기증이나 졸음과 같은 중추신경계 영향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용
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며 환자는 CNS 독성 징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발암성, 변이원성 및 생식능력 손상
발암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Ames 검사와 예정에 없던 DNA 복구 검사는 음
성이었습니다. 2세대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첫 번째 교미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생식력 손상이 없었지만 
두 번째 교배에서는 생식력이 다소 낮았습니다.

임신 섹션
임신 카테고리 C
최대 100mg/kg/day의 용량을 투여한 2세대 쥐에 대한 연구에서 새끼에게 기형 유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사이클로세린이 임산부에게 투여될 때 태아에 해를 줄 수 있는지 또는 생식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경우에만 임산부에게 세로마이신을 투여해야 합니다.

수유부 섹션
이 약은 수유 중인 영아에서 심각한 이상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유부에게 이 약의 중요성을 고
려하여 수유를 중단할지 또는 약물을 중단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소아과 사용 섹션
소아 환자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유해 반응 섹션
Seromycin 치료 중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상 반응은 신경계와 관련되거나 약물 과민증의 징후입니다. 세
로마이신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관찰되었습니다.

신경계 증상(이는 약물의 고용량, 즉 1일 
500mg 이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
니다)

경련
졸음 및 졸음 두통

떨림
구음 장애
선회



기억 상실로 인한 혼란 및 방향 감각 상실

자살 경향이 있는 정신병

캐릭터 변경
과민성
침략
부전 마비
반사과다
감각이상
주요 및 경미한(국소화된) 간대 발작

혼수
심장 혈관

매일 1~1.5g의 세로마이신을 투여받는 환
자에서 울혈성 심부전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알레르기(분명히 복용량과 관련이 
없음)
피부 발진
기타

특히 기존의 간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혈청 
트랜스아미나제 증가

과다 복용 섹션
성인이 1g 이상 섭취하면 사이클로세린의 급성 독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로세린의 만성 독성은 용량
과 관련이 있으며 매일 500mg 이상을 투여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장애가 있는 환자는 사이클로세린이 축
적되고 투여 요법이 수정되지 않으면 독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증의 신장애 환자는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중추신경계는 독성과 관련된 가장 흔한 기관계입니다. 독성 효과에는 두통, 현기증, 혼란, 졸음, 과민성, 
감각 이상, 구음 장애 및 정신병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섭취하면 마비, 경련 및 혼수 상태가 자주 발생합
니다. 에틸 알코올은 사이클로세린을 투여받는 환자의 발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마우스의 경구 치사량 중앙값은 5290 mg/kg입니다. 
치료
과다 복용 치료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인증된 지역 독극물 통제 센터를 참조하십시오. 인증된 독극물 
통제 센터의 전화번호는 PDR(Physicians' Desk Reference)에 나와 있습니다. 과다 복용을 관리할 때 다
중 약물 과다 복용의 가능성, 약물 간의 상호 작용 및 환자의 비정상적인 약물 동역학을 고려하십시오.

사이클로세린 과다 복용이 드물게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러한 과다 복용이 발생하는 경우 지침으로 제
공됩니다.
환자의 기도를 보호하고 환기 및 관류를 지원합니다. 환자의 활력징후, 혈액 가스, 혈청 전해질 등을 허용 가
능한 한도 내에서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유지합니다. 위장관에서 약물의 흡수는 활성탄을 제공함으로써 
감소될 수 있으며, 많은 경우에 구토 또는 세척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 위 배출 대신에 또는 이에 더하여 목
탄을 고려하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숯을 반복적으로 복용하면 흡수된 일부 약물의 제거를 촉진할 수 있
습니다. 위 배출 또는 목탄을 사용할 때 환자의 기도를 보호하십시오.

성인에서 사이클로세린의 많은 신경독성 효과는 다음과 같이 치료 및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일 200~300mg의 피리독신을 투여합니다.
혈액투석의 사용은 혈류에서 사이클로세린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절차는 덜 침습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생명을 위협하는 독성이 있는 환자를 위해 예약해야 합니다.

용법 및 투여 섹션
세로마이신은 경구로 효과적이며 현재는 이 경로로만 투여됩니다. 일반적인 투여량은 1일 500mg~1g을 혈
액 수치로 모니터링하는 분할 투여량입니다.2가장 빈번하게 제공되는 초기 성인 용량은 처음 2주 동안 12시
간 간격으로 1일 2회 250mg입니다. 일일 복용량은 1g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섹션 제공 방법
세로마이신은 불투명한 빨간색 캡과 불투명한 회색 몸체가 캡과 몸체 모두에 식용 검정 잉크로 "CHAO" 
및 "F04"가 각인되어 있는 250mg 캡슐로 제공됩니다.

NDC 13845-1200-3 40병
통제된 실내 온도, 20° ~ 25°C(68° ~ 77°F)에서 보관하십시오[USP 참조].

참조 섹션
1. Kubica GP, Dye WE: 임상 및 공중 보건을 위한 실험실 방법 - 진균학, 미국 보건, 교육 및 복지부, 공
중 보건 서비스, 1967, pp47-55, 66-70.
2. Jones LR: 새로운 항생제인 사이클로세린의 비색 측정. Anal Chem 1956; 28:39. Chao Center for 
Industrial Pharmacy and Contact Manufacturing West Lafayette, IN, 47906, USA 문헌 개정 2009
년 1월 14일
LM000251.00 미국에서 인쇄됨

패키지 라벨 기본 디스플레이 패널
SEROMYCIN 사이클로세린 캡슐, USP 250mg THE CHAO CENTER NDC 13845-1200-3 40 캡슐 Rx 전용

일반적인 초기 성인 복용량: 1캡슐(250mg)을 12시간 간격으로 하루 두 번. 첨부된 문헌을 참조하십시
오. 단단한 용기에 분배하십시오.

경고: 강력한 약물. 일부 개인에게는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긴밀한 의료 감독하에 환자에게 사용
하십시오. 사용하기 전에 동봉된 문헌을 읽으십시오.

13845-1200-3

LM000250.00

단단히 닫아 두십시오. 통제된 실내 온도인 20~25°C(68~77°F)에서 보관하십시오. [USP 참조]

제조 The Chao center for Industrial Pharmacy and Contract Manufacturing, West Lafayette, IN 
47906, USA

만료 날짜 배치 번호



세로마이신
사이클로세린 캡슐

제품 정보
상품 유형

투여경로

인간 처방약 품목 코드 e(출처) NDC:138 45-120 0

경구

활성 성분/활성 모이어티
성분명 힘의 기초 힘

싸이클로 세린(UNII: 9 5IK5KI8 4Z) (CYCLOSERINE - UNII:9 5IK5KI8 4Z) 싸이클로세린 250mg 중 250mg

비활성 성분
성분명 힘

이산화티타늄(UNII: 15FIX9 V2JP)
철 산화물(UNII: XM0M8 7F357)
FD&C 블루 아니요 . 1(UNII: H3R47K3TBD)
FD&C 레드 아니오 . 삼(UNII: PN2ZH5LOQY)
FD&C 노란색 아니요 . 6(UNII: H77VEI9 3A8 )
D&C 노란색 아니요 . 10(UNII: 35SW5USQ3G)
라우릴황산나트륨(UNII: 36 8 GB5141J)
젤라틴(UNII: 2G8 6 QN327L)
벤질 알코올(UNII: LKG8 49 4WBH)
프로피온산나트륨(UNII: DK6 Y9 P42IN)
프로필파라벤(UNII: Z8 IX2SC1OH)
뷰틸파라벤(UNII: 3QPI1U3FV8 )
메틸파라벤(UNII: A2I8 C7HI9 T)

제품 특성
색깔
모양
맛

빨강(불투명 빨강 353) , 회색(불투명 회색 28 4)

캡슐 (차오포4)
S 코어
크기 전자

인쇄물 코드 전자

스코 재 없음

10mm
차오포4



포함

포장
# 아이템 코드 패키지 설명 마케팅 시작일 마케팅 종료일
1
1

NDC:138 45-120 0 -3 40 in 1 병
NDC:138 45-120 0 -1 1캡슐에 250mg; Type 0 : No ta Co mbina tio n Product

0 3/0 1/20 0 9

마케팅 정보
마케팅 케이트 고리 신청서 번호 또는 모노그래프 인용 마케팅 시작일 마케팅 종료일

안다 안다0 6 0 59 3 0 3/0 1/20 0 9

라벨러 -Pars olex Gmp Center, Inc.(159802532)

등록자 -Pars olex Gmp Center, Inc.(159802532)

설립
이름 주소 ID/FEI 사업 운영

Parso lex Gmp Center r, Inc. 159 8 0 2532 제조 (138 45-120 0 )

개정: 2019년 6월 Parsolex Gmp Center r, In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