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약 품  안 전 성  서 한
(Dear Healthcare Professional Letter)

 의사․약사 선생님께

○ 제제 : 동맥경화용제 “스타틴 계열 성분 함유 제제”(경구)

○ 대상품목 : 한국엠에스디(주), 조코정20mg 등 117개 업체 323개 품목

(붙임 참조)

○ 효능·효과 : 고지혈증, 관상동맥질환 위험 감소 등

○ 사유 : 수면장애, 기억상실, 성적 기능이상, 우울증, 간질성 폐질환 

 부작용 발생과 관련

국민보건증진을 위하여 일선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영국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어 심정지 및 뇌졸중 등 주요 관상동맥질환 사례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용되는 동맥경화용제인 ‘스타틴 계열’ 의약품과 관련한 유럽 

전역의 임상시험자료, 논문, 부작용 보고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수면장애, 기억상실, 성적 기능이상, 우울증, 간질성 폐질환”과 같은 

이상반응이 스타틴계 의약품 사용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심바스타틴, 로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 아토르바스타틴, 플루바스타틴, 

로수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 등 모든 ‘스타틴 계열’  성분 함유 의약품 

허가사항 및 환자복용안내서에 다음과 같이 관련 주의사항과 부작용 

내용을 반영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변경(추가)되는 허가사항>

■ 신중투여항(Special warnings and precautions for use)

 간질성 폐질환 : 일부 스타틴계열 약물과 관련하여 특히 장기 투여시 간

질성 폐질환과 같은 이례적인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발현되는 양상으로

는 호흡곤란, 비생산성 기침 및 일반적인 건강의 악화(피로, 체중감소 및 

발열)가 포함될 수 있다. 환자가 간질성 폐질환으로의 발전이 의심될 경

우에는 스타틴 약물 치료를 중단하여야 한다. 

■ 이상반응(Undesirable effects)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이 보고된 바 있다

 ․ 수면장애(불면 및 악몽 포함)

 ․ 기억상실

 ․ 성적 기능이상

 ․ 우울

 ․ 특히 장기투여시 간질성 폐질환과 같은 예외적인 사례

   이에 따라 우리청에서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을 위하여 

일선의 의사·약사 선생님들께서 동 제제에 대한 상기 정보를 

알려드리오니, 동 내용에 충분히 유의하여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스타틴 계열 성분 함유 경구제 중 

몇몇 성분 제제에는 위의 내용 일부가 이상반응 및 주의사항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우리청은 조속한 시일내에 모든 관련 성분 함유 제제의 허가 

사항에도 동 안전성 정보사항을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동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청(의약품관리과, 전화: 02-3156-8053, 팩스: 02-3156-8071)에 문의하시고, 

동 품목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유해사례 등을 인지하시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부작용감시팀, 전화: 02-380-1827, 팩스: 02-388-6393, 

이메일 : adr@korea.kr, 홈페이지 : http://ezdrug.kfda.go.kr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  11. 12.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의 약 품 안 전 국 장

장   병   원



도바스틴정(로바스타틴) 한국웨일즈제약(주)

동광로바스타틴정 동광제약(주)

동성로바스타틴정(수출명:Lowripa) 동성제약(주)

로바로드정(로바스타틴) (주)종근당

로바스정(로바스타틴) 영일제약(주)

로바스탄정(로바스타틴) 한국유니온제약(주)

로바스트정(로바스타틴) 한미약품(주)

로바스틴정(로바스타틴) 광동제약(주)

로바스팜정(로바스타틴) 보람제약(주)

로바신정(로바스타틴) 한국약품(주)

로바이틴정(로바스타틴) 위더스제약(주)

로바정(로바스타틴) (주)유나이티드인터팜

로바코정(로바스타틴) (주)유한메디카

로바콜정(로바스타틴) 명인제약(주)

로바크린정(로바스타틴) 구주제약(주)

로바타딘정(로바스타틴)(수출명:LovacTablet) 대한뉴팜(주)

로바타정(로바스타틴) 한림제약(주)

로바탄정(로바스타틴) 한국프라임제약(주)

로바톤정(로바스타틴) 한국넬슨제약(주)

로바피드정(로바스타틴) (주)스카이뉴팜

로보스정(로바스타틴) (주)하원제약

로스타틴정(로바스타틴) (수출명 : 일동로스타틴정) 일동제약(주)

로스티딘정(로바스타틴) (주)한국파비스바이오텍

록틴정(로바스타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리노바정(로바스타틴) (주)넥스팜코리아

마로바정(로바스타틴) 한국마이팜(주)

메버스틴정(로바스타틴) (주)중외제약

메비나코정(로바스타틴) 동화약품(주)

바스로틴정(로바스타틴) 환인제약(주)

바스테롤정(로바스타틴)(수출명:BASATEROLTablet) 신풍제약(주)

바스틴정(로바스타틴)(수출명:알리신정(로바스타틴),하이바스판정) 대원제약(주)

바이로틴정(로바스타틴) 삼성제약공업(주)

신일오바스타정(로바스타틴) 신일제약(주)

아주로바스타틴정20밀리그람[수출명:로타코정(로바스타틴)] 아주약품공업(주)

<붙 임>

□ 관련 성분 함유제제 품목허가현황

○ 로바스타틴 단일제(경구)



안국로바스타틴정 안국약품(주)

알파로바스타틴정(로바스타틴) 알파제약(주)

엘스타틴정(로바스타틴) (주)한국파마

우리로바스타틴정(로바스타틴) (주)한국아벡스제약

콜바틴정(로바스타틴) 근화제약(주)

태극로바스타틴정 태극제약(주)

하이테롤정(로바스타틴) (주)티디에스팜

한국콜마로바스타틴정 한국콜마(주)

한바스타정(로바스타틴) 한불제약(주)

한올로바스타틴정 한올제약(주)

동구로수바스타틴칼슘정10밀리그램 (주)동구제약

보령로수바스타틴칼슘정10밀리그램 보령제약(주)

종근당로수바스타틴정10밀리그램 (주)종근당

크레스토정10밀리그람(로수바스타틴칼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크레스토정20밀리그람(로수바스타틴칼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크레스토정5밀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뉴바스틴정(심바스타틴) (주)씨티씨바이오

대웅심바스타틴정40밀리그람(수출명:Starzoko40mg) (주)대웅제약

동성심바스타틴정 동성제약(주)

로엘디정(심바스타틴)(수출용) 경동제약(주)

로코정20밀리그람(심바스타틴) 고려제약(주)

로코정40밀리그람(심바스타틴) 고려제약(주)

리페코정(심바스타틴)(수출명:엘리패트정) 국제약품공업(주)

리포스타정20밀리그람(심바스타틴) (주)일화

리피다틴정20밀리그람(심바스타틴) (주)태평양제약

리피듀정(심바스타틴) 에스케이케미칼(주)

리피스탄정(심바스타틴) (주)이텍스제약

리피탄정(심바스타틴) 우리제약(주)

메디카심바스타틴정10밀리그람(심바스타틴)(수출용) (주)메디카코리아

메디카심바스타틴정5밀리그람(심바스타틴)(수출용) (주)메디카코리아

명문심바스타틴정 명문제약(주)

바스트정20밀리그람(심바스타틴) (주)하원제약

바스트정40밀리그람(심바스타틴) (주)하원제약

삼아심바스타틴정 삼아제약(주)

○ 로수바스타틴칼슘 단일제 (경구)

○ 심바스타틴 단일제(경구-서방성 제제 제외)



새바스타정(심바스타틴) (주)그린제약

서울심바스타틴정40mg (주)서울제약

세종심바스타틴정 세종제약(주)

슈넬심바스타틴정20밀리그람 한국슈넬제약(주)

시바스정(심바스타틴) (주)휴온스

시스타정20밀리그람(심바스타틴) 보령제약(주)

시스타정40밀리그램(심바스타틴) 보령제약(주)

심록스정(심바스타틴) (주)한국파비스바이오텍

심바란정(심바스타틴) 우리들생명과학(주)

심바로드정10밀리그램(심바스타틴)(수출용) (주)종근당

심바로드정20밀리그람(심바스타틴) (주)종근당

심바로드정40밀리그램(심바스타틴) (주)종근당

심바로정(심바스타틴) 영일제약(주)

심바로틴정20밀리그람(심바스타틴) 알리코제약(주)

심바롤정(심바스타틴) 일동제약(주)

심바맥스정(심바스타틴) 우리제약(주)

심바스정(심바스타틴) 영풍제약(주)

심바스정10밀리그람(심바스타틴) 영풍제약(주)

심바스타정10밀리그람(심바스타틴) 씨제이제일제당(주)

심바스타정20㎎(심바스타틴) 씨제이제일제당(주)

심바스타정40밀리그람(심바스타틴) 씨제이제일제당(주)

심바스테롤정20밀리그람(심바스타틴) 대우제약(주)

심바스트정(심바스타틴) 한미약품(주)

심바스트정40mg(심바스타틴) 한미약품(주)

심바스틴정20밀리그람(심바스타틴) 신풍제약(주)

심바스틴정40밀리그람(심바스타틴)(수출명:SIMTEROL Tablet 40mg, 

CHOLVASIM Tablet 40mg)
신풍제약(주)

심바스포정20밀리그람(심바스타틴) 케이엠에스제약(주)

심바젠정(심바스타틴) (주)뉴젠팜

심바코정(심바스타틴) (주)동구제약

심바크린정(심바스타틴) 구주제약(주)

심바타정(심바스타틴) (주)셀트리온제약

심바타틴정20밀리그람(심바스타틴) 한국콜마(주)

심바탄정20mg(심바스타틴) 미래제약(주)

심바테롤정(심바스타틴)(수출명:디심바세스정, 이바스트정) (주)메디카코리아

심바테롤정40밀리그램(심바스타틴)(수출명:이바스트정40밀리그램) (주)메디카코리아

심바텍정(심바스타틴) 한국웨일즈제약(주)

심바톤정(심바스타틴) 한국넬슨제약(주)

심바트정20밀리그람(심바스타틴) 아주약품공업(주)

심바트정40밀리그람(심바스타틴) 아주약품공업(주)

심바티딘정(심바스타틴) 대한뉴팜(주)



심바티딘정40밀리그램(심바스타딘) 대한뉴팜(주)

심바틴정10밀리그람(심바스타틴) 동화약품(주)

심바틴정20밀리그람(수출명:Austin)(심바스타틴) 동화약품(주)

심바틴정40밀리그람(심바스타틴) 동화약품(주)

심박정(심바스타틴)(수출명 : SIMVAC Tab.) 삼익제약(주)

심비단정(심바스타틴)(수출명:SIVASTANTTAB.,SIVANSTANTTAB.) 한국프라임제약(주)

심비단정10밀리그람(심바스타틴)(수출용) 한국프라임제약(주)

심스타틴정(심바스타틴) (주)경보제약

심스틴정10밀리그램(심바스타틴)(수출용) (주)제일제약

심스틴정20밀리그램(심바스타틴)(수출용) (주)제일제약

심스틴정5밀리그램(심바스타틴)(수출용) (주)제일제약

심콜정(심바스타틴) 하나제약(주)

심펙스정(심바스타틴)(수출명:Simtano)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심펙스정40mg(심바스타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심펙틴정 (주)유나이티드인터팜

심폴정(심바스타틴) (주)에스앤피제약

씨트리심바스타틴정20밀리그람 (주)씨트리

안국심바스타틴정20밀리그람 안국약품(주)

에스앤피심바스타틴정 (주)에스앤피제약

에스타틴정40밀리그람(심바스타틴) (주)한국파마

에프심바정40밀리그람(심바스타틴) (주)다림바이오텍

엘바스타정(심바스타틴) (주)유영제약

우리심바스타틴정(심바스타틴) (주)한국아벡스제약

유니심바정(심바스타틴)(수출명:조쿠나정) 유니메드제약(주)

유한심바스타틴20밀리그람 (주)유한양행

유한심바스타틴정80밀리그램 (주)유한양행

일바스틴정20밀리그람(심바스타틴) 일성신약(주)

조바코정(심바스타틴) 한국유니온제약(주)

조바코정40밀리그람(심바스타틴)(수출용) 한국유니온제약(주)

조바틴정20밀리그람(심바스타틴) 진양제약(주)

조코10밀리그람정(심바스타틴) 한국엠에스디(주)

조코나정40밀리그람(심바스타틴) (주)넥스팜코리아

조코정20밀리그램(심바스타틴) 한국엠에스디(주)

조코정40밀리그램(심바스타틴) 한국엠에스디(주)

조코정80밀리그램(심바스타틴) 한국엠에스디(주)

조타정(심바스타틴) (주)유유제약

청계심바스타틴정20밀리그람(수출명 : CHIVASUN 20mg, SEVASIN 20mg) 청계제약(주)

청계심바스타틴정40밀리그람(수출명 : CHIVASUN 40mg, SEVASIN 40mg) 청계제약(주)

콜레스논정20밀리그램(심바스타틴) 동아제약(주)

콜레스논정40밀리그램(심바스타틴) 동아제약(주)



콜레스틴정(심바스타틴) 대화제약(주)

콜레틴정(심바스타틴) (주)티디에스팜

콜스테롤정(심바스타틴) (주)티디에스팜

태극심바스타틴정 태극제약(주)

한림심바스타틴정 한림제약(주)

한불심바스타틴정20밀리그람 한불제약(주)

한올심바스타틴정10밀리그람(심바스타틴) 한올제약(주)

SYO-0606정(심바스타틴) (주)삼양사

심바스트씨알정(심바스타틴) 한미약품(주)

바이토린정10/10 한국엠에스디(주)

바이토린정10/20 한국엠에스디(주)

바이토린정10/40 한국엠에스디(주)

바이토린정10/80 한국엠에스디(주)

광동아토르바스타틴정10mg(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광동제약(주)

노지트정(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삼남제약(주)

대웅아토르바스타틴칼슘정4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주)대웅제약

대웅아토르바스타틴칼슘정8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주)대웅제약

동광아토르바스타틴정1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동광제약(주)

동광아토르바스타틴정2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동광제약(주)

동아아토르바스타틴칼슘정80밀리그램 동아제약(주)

라도바정1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주)씨트리

리바타딘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풍림무약(주)

리아바토정40mg(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삼일제약(주)

리토르정1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일양약품(주)

리토바스정1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명문제약(주)

리파로민정4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현대약품(주)

리포메트정1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고려제약(주)

○ 심바스타틴 단일제(경구-서방성 제제)

○ 심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경구)

○ 아토르바스타틴 단일제(경구)



리포메트정2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고려제약(주)

리포액틴정1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 안국약품(주)

리포액틴정4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안국약품(주)

리피논정1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동아제약(주)

리피논정2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동아제약(주)

리피논정4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동아제약(주)

리피로우정10mg(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주)종근당

리피로우정2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주)종근당

리피로우정4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주)종근당

리피로우정80mg(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주)종근당

리피스타틴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영풍제약(주)

리피스톱정2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일동제약(주)

리피스톱정4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일동제약(주)

리피원정1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대원제약(주)

리피원정20mg(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대원제약(주)

리피칸정1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신일제약(주)

리피칸정2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신일제약(주)

리피칸정4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신일제약(주)

리피탈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보람제약(주)

리피테롤정(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대우제약(주)

리피토정10밀리그람(아토르바스타틴칼슘) 한국화이자제약(주)

리피토정20밀리그람(아토르바스타틴칼슘) 한국화이자제약(주)

리피토정40밀리그람(아토르바스타틴칼슘) 한국화이자제약(주)

리피토정8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 한국화이자제약(주)

리피트롤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주)하원제약

리피틴정(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주)파마킹

리피틴정2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주)파마킹

메디카아토르바스타틴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주)메디카코리아

바로스타틴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삼익제약(주)

바스톤정2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아주약품공업(주)

바이피토정(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주)바이넥스

바이피토정40밀리그램 (주)바이넥스

바토르정10mg(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신풍제약(주)

보령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정20밀리그램 보령제약(주)

부광아토르바스타틴칼슘10밀리그램정(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부광약품(주)



비씨아토르바스타틴정(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주)비씨월드제약

비씨아토르바스타틴정2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주)비씨월드제약

산도스아토르바스타틴정1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한국산도스(주)

산도스아토르바스타틴정2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한국산도스(주)

산도스아토르바스타틴정4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한국산도스(주)

삼천당아토르바스타틴칼슘10밀리그램정(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삼천당제약(주)

스피틴정1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주)대웅제약

스피틴정2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주)대웅제약

씨제이아토르바스타틴칼슘정1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씨제이제일제당(주)

씨제이아토르바스타틴칼슘정2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씨제이제일제당(주)

씨티씨아토르바스타틴정1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주)씨티씨바이오

씨티씨아토르바스타틴정2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주)씨티씨바이오

아도르정1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일성신약(주)

아로반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영일제약(주)

아르바정(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알리코제약(주)

아리피드정1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주)태평양제약

아리피드정2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주)태평양제약

아리피드정4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주)태평양제약

아바스탄정1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영진약품공업(주)

아스타틴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주)뉴젠팜

아주아토르바스타틴칼슘정1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아주약품공업(주)

아토렌정1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위더스제약(주)

아토로우정10mg(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삼천당제약(주)

아토르바정1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주)유한양행

아토르바정2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주)유한양행

아토르바정40mg(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주)유한양행

아토르반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한국유니온제약(주)

아토르빈정1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한국노바티스(주)

아토르빈정2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한국노바티스(주)

아토르빈정4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한국노바티스(주)

아토르정1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주)서울제약

아토바스트정1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케이엠에스제약(주)

아토바정1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대화제약(주)

아토반정2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동국제약(주)

아토산정(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한화제약(주)



아토스타정10mg(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동화약품(주)

아토스타정2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동화약품(주)

아토스탄정1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주)동구제약

아토스틴정(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주)유영제약

아토스틴정2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주)유영제약

아토크린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구주제약(주)

아트로반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 경동제약(주)

아페코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국제약품공업(주)

알파톤정1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명인제약(주)

에이스타정1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에이스틴정(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주)경보제약

에이피토정(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건일제약(주)

엘스타정(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주)유나이티드인터팜

유니피토정(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유니메드제약(주)

청계아토르바스타틴칼슘10밀리그램정(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청계제약(주)

토바스트정10밀리그람(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한미약품(주)

토바스트정20밀리그람(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한미약품(주)

토바스트정80밀리그람(아토르바스타틴칼슘) 한미약품(주)

토바스틴정(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주)셀트리온제약

한국메디텍제약아토르바스타틴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주)드림파마

화일아토르바스타틴칼슘10밀리그램정(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화일약품(주)

휴텍스아토르바스타틴정(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한국휴텍스제약(주)

듀오맥스정 (주)비씨월드제약

맥스바틴정5/10mg(암로디핀베실산염,아토르바스타틴칼슘) 근화제약(주)

맥스바틴정5/20mg(암로디핀베실산염,아토르바스타틴칼슘) 근화제약(주)

아듀오정5mg/10mg 이연제약(주)

아듀오정5mg/20mg 이연제약(주)

카듀엣정5mg/10mg 한국화이자제약(주)

카듀엣정5mg/20mg 한국화이자제약(주)

카듀엣정5mg/40mg 한국화이자제약(주)

○ 아토르바스타틴․암로디핀베실산염 복합제(경구)



뉴젠프라바스타틴정20밀리그램(프라바스타틴나트륨) (주)뉴젠팜

대원프라바스타틴나트륨정(수출용) 대원제약(주)

라바스타정(프라바스타틴나트륨) (주)제이알피

라프라스정20밀리그램(프라바스타틴나트륨) (주)하원제약

라프라스정40밀리그램(프라바스타틴나트륨)(수출용) (주)하원제약

리포스탄정(프라바스타틴)(수출용) (주)동구제약

리피스타정10밀리그람(프라바스타틴나트륨) (주)일화

리피스타정20밀리그람(프라바스타틴나트륨) (주)일화

메바틴정(프라바스타틴나트륨)(수출용) (주)이텍스제약

바소프란정(프라바스타틴나트륨) 경동제약(주)

보령프라바스타틴나트륨정20밀리그람(프라바스타틴나트륨) 보령제약(주)

보령프라바스타틴나트륨정5밀리그램 보령제약(주)

삼아프라반정20밀리그람(프라바스타틴나트륨) 삼아제약(주)

삼아프라반정40밀리그람(프라바스타틴나트륨) 삼아제약(주)

스타프라정10밀리그램(프라바스타틴나트륨)(수출용) (주)대웅제약

씨제이메바로친정10밀리그람(프라바스타딘나트륨) 씨제이제일제당(주)

씨제이메바로친정20,40밀리그람(프라바스타틴나트륨) 씨제이제일제당(주)

씨제이메바로친정5밀리그람(프라바스타틴나트륨) 씨제이제일제당(주)

우리프라바스타틴나트륨정(프라바스타틴나트륨) (주)한국아벡스제약

코러스프라바스타틴정(프라바스타틴나트륨)(수출용) (주)한국코러스제약

파바틴정10밀리그람(프라바스타틴나트륨) 삼천당제약(주)

파바틴정20밀리그람(프라바스타틴나트륨) 삼천당제약(주)

프라바스타정(프라바스타틴나트륨)(수출용) 명문제약(주)

프라바스타정20mg(프라바스타틴나트륨) 명문제약(주)

프라바스타정40mg(프라바스타틴나트륨) 명문제약(주)

프라바타딘정10mg(프라바스타틴나트륨) 대한뉴팜(주)

프라바타딘정20mg(프라바스타틴나트륨) 대한뉴팜(주)

프라스타정20mg(프라바스타틴나트륨) 성원애드콕제약(주)

프라스탄정10밀리그람(프라바스타틴나트륨) 영진약품공업(주)

프라스탄정20밀리그람(프라바스타틴나트륨) 영진약품공업(주)

프라스탄정40밀리그람(프라바스타틴나트륨) 영진약품공업(주)

프라스탄정5밀리그람(프라바스타틴나트륨) 영진약품공업(주)

프라탄정20밀리그람(프라바스타틴나트륨) 한국프라임제약(주)

○ 프라바스타틴나트륨 단일제(경구)



프라탄정40밀리그람(프라바스타틴나트륨) 한국프라임제약(주)

프라틴정10밀리그람(프라바스타틴나트륨) 영일제약(주)

프라틴정20밀리그람(프라바스타틴나트륨) 영일제약(주)

프로바정(프라바스타틴나트륨) 한국코아제약(주)

프로바정20밀리그람(프라바스타틴나트륨) (주)그린제약

프로바정40밀리그람(프라바스타틴나트륨) (주)그린제약

해리스타정20mg(프라바스타틴) 삼익제약(주)

레스콜캅셀20밀리그람(플루바스타틴나트륨) 한국노바티스(주)

레스콜캅셀40밀리그람(플루바스타틴나트륨) 한국노바티스(주)

자이렙캡슐20밀리그람(플루바스타틴나트륨) 한국산도스(주)

자이렙캡슐40밀리그람(플루바스타틴나트륨) 한국산도스(주)

레스콜엑스엘서방정(플루바스타틴나트륨) 한국노바티스(주)

자이렙엑스엘서방정(플루바스타틴나트륨) 한국산도스(주)

리바로정1밀리그람(피타바스타틴칼슘) (주)중외제약

리바로정2밀리그람(피타바스타틴칼슘) (주)중외제약

○ 플루바스타틴나트륨 단일제(경구-서방성 제제 제외)

○ 플루바스타틴나트륨 단일제(경구-서방성 제제)

○피타바스타틴칼슘 단일제(경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