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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제약 ‘에소원정’

삼진제약 에이알비티에스정

사이언스엠디뉴스│2017년 6월 20일  

창
간

 13주
년

위식도 역류질환 GERD 최상의 치료제 '에소원정'
유유제약, 강력한 위산 분비 억제로 빠르고 효과적인 증상 개선

복합 고혈압치료제 '에이알비티에스정' 최상의 효과
삼진제약, 하루 한번 투약으로 지속적인 혈압 안정

유유제약(대표 최인석)

은 역류성 식도염 및 위, 

십이지장궤양 치료에 효

과적인 전문의약품 '에소

원정'을 최근 출시했다.

에소원정은 위산 방출

을 조절하는 프로톤 펌프

를 억제하는 작용기전을 

바탕으로 빠르고 강력하

게 위산분비를 억제해 가

슴쓰림 등의 증상을 완

화해준다. 또한 약물상호

작용이 적어 개인별 효과 

편차가 적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6년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위염 

및 십이지장염으로 병원

을 찾은 외래환자는 534

만 7,662명으로 다빈도 

질병순위 8위를 기록하

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계층에서는 위염 및 십이

지장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109만 9,447명, 

위·식도 역류병으로 병

원을 찾은 환자가 94만 

4,507명으로 각각 다빈

도 질병순위 6위, 8위를 

올랐다.

유유제약 관계자는 "오

리지널 제품인 넥시움을 

포함해 국내 PPI(Proton 

Pump Inhibitor : 프로톤

펌프 억제제) 시장은 원

외처방기준 3,500억원대

로 추정된다"며 "후발 주

자이지만 이비인후과, 내

과 등 의원 위주 처방을 

이끌어내는 틈새시장 공

략으로 성공적인 시장 안

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GMP 시

설에서 국내 최고의 퀄리

티를 자신하는 제품, 효

과면에서도 최고 회상을 

자신한다"고 밝혔다. 한

편 '에소원정'은 20mg(에

스 오 메 프 라 졸 마 그 네

슘이수화물 21.69mg)

과 40mg(에스오메프

라졸마그네슘이수화물 

43.38mg) 두 가지 용량

으로 출시됐다.

삼진제약(대표이사 이

성우)은 최근 텔미사르탄

과 암로디핀 복합 혈압강

하제 '에이알비티에스 정

(ARB-TS Tab.)' 40/5㎎, 

40/10㎎, 80/5㎎ 세 가

지 함량을 출시했다.

에이알비티에스 정은 

텔미사르탄(ARB, 안지오

텐신II 수용체 차단제)과 

암로디핀(CCB, 칼슘 채

널 차단제) 복합제다. 

텔미사르탄과 암로디핀

은 각 계열 성분 중 작용

시간이 가장 길어 하루 1

회 투약을 통해 강력하

고 지속적으로 혈압을 안

정시킨다. 텔미사르탄은  

ARB 제제 중 유일하게 

심혈관계 보호 적응증이 

있어 뇌졸중, 심장질환 

등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고혈압 환자

에 효과적이다. 

또한 혈당 조절에 관여

하는 수용체(PPAR-γ,

퍼옥시좀 증식체 활성화  

감마)를 활성화해 인슐린 

저항성 및 지질개선 효과

가 뛰어나며, 다른 ARB 

제제에 비해 고칼륨혈증 

위험도가 낮아 안전성이 

우수하다.

이로써 삼진제약은 에

이알비티에스 정을 비롯

해, 발사르탄과 암로디핀 

성분의 에이알비엑스지 

정 등의 복합제와 로자탄

을 주성분으로 하는 에이

알비정, 올메사탄 성분의 

에이알비에스 정 등의 단

일제를 갖춰 환자의 상태

와 적응증을 고려한 맞

춤식 대응이 가능하도록 

고혈압 치료제 라인업을 

구축했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복

합제인 에이알비티에스

정은 오랜 기간 여러 약

물을 복용해야 하는 고

혈압 환자들의 복약순응

도를 높이고 혈압을 안정

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

을 준다"며 "삼진제약의 

기존 ARB계열 강압제 

제품 라인에 텔미사르탄

과 암로디핀 복합제인 에

이알비티에스 정이 새로 

출시돼 다양한 치료 욕

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

대한다"고 전했다. 

<김홍진 기자 / scmdhj@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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