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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원

❍ 프랑스 국립의약품청(ANSM)은 고등보건

당국(HAS)의 견해에 따라 “올메사르탄”

함유제제를 3개월 후 의약품 명단에서 삭제

할 예정이라고 발표(‘16.4.3.)

□ 주요내용

❍ 프랑스의 “올메사르탄” 함유제제에 대한

조치는 다음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3개월

후 의약품 명단에서 삭제 예정임을 밝힘

- “올메사르탄” 성분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같은 계열인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제’의 다른 의약품보다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 뇌졸중 등)이나 사망률을 감소

시키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음

- 프랑스 내 약물감시조사 및 문헌연구 결과,

다른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제’ 성분에서

발견되지 않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중증

장 질환 위험이 있고 이러한 장질환은 상당한

체중감소나 입원을 유발할 수 있는 급성

신부전을 동반한 만성 중증 설사로 발현될

수 있다고 밝힘

❍ ‘중증 장질환’ 정보 등이 국내 허가사항에

반영되어 있고 동 제제가 현재 미국, 일본,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나,

- 식약처는 프랑스의 조치를 고려하여, 국내·외

현황 및 전문가 자문 등의 검토 절차를 진행

하고 필요시 안전조치할 예정임

❍ 의·약전문가는 동 정보사항에 유의하여 처방․

투약 및 복약지도 할 것을 당부드림

□ 대상품목 현황 

❍ 올메사르탄 단일제

- 76개사 140품목

❍ 올메사르탄 복합제

- 72개사 181품목

□ 의약전문가를 위한 권고사항

❍ 동 정보를 충분히 유의하여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 동 제제 사용 시 나타나는 부작용은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보고할 것

□ 환자를 위한 권고사항

❍ 현재 해당 제품을 복용하는 환자는 의약품

성분 등에 대하여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

❍ 동 제제 사용 시 나타나는 부작용은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보고할 것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의약품 안전성 서한

참고자료 국내 품목허가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조/수입 ’15년 생산실적

1 (주)대웅제약 올메텍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8,357,571

2 (주)대웅제약 올메텍정1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4,477,805

3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올멕정1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638,145

4 (주)대웅제약 올메텍정4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375,583

5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올멕정4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914,029

6 대화제약(주) 올위너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417,627

7 진양제약(주) 오메탄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409,368

8 동아에스티(주) 올사르탄정20밀리그램(올메사르탄메독소밀) 제조 331,872

9 제일약품(주) 올메세틸엠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279,882

10 동국제약(주) 올메론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261,718

11 일동제약(주) 올메팜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251,584

12 (주)메디카코리아 올메딜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219,514

13 (주)서울제약 올메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200,511

14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올레텐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88,747

15 삼천당제약(주) 올살탄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81,227

16 한국콜마(주) 한국콜마올메사탄정20밀리그램
(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79,884

17 (주)휴온스 올메사르정20밀리그램(올메사르탄메독소밀) 제조 178,854

18 (주)경보제약 오르메탄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64,300

19 코오롱제약(주) 올코탄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60,974

20 진양제약(주) 오메탄정1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57,373

21 위더스제약(주) 위메탄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20,080

22 동아에스티(주) 올사르탄정10밀리그램(올메사르탄메독소밀) 제조 116,545

23 (주)휴니즈 휴니즈올메사탄메독소밀정 제조 112,557

24 제일약품(주) 올메세틸엠정1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08,793

25 한국프라임제약(주) 올레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01,673

26 진양제약(주) 올메탄정22.08밀리그램(올메사탄실렉세틸) 제조 100,683

27 (주)엘지생명과학 올메브이정20밀리그램(올메사르탄메독소밀) 제조 92,954

28 삼익제약(주) 에스올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82,442

29 명문제약(주) 올메산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81,569

30 삼진제약(주) 에이알비-에스정10밀리그램
(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81,338

31 대한약품공업(주) 대한올메사탄정20밀리그램
(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79,023

32 동아에스티(주) 올사르탄정40밀리그램(올메사르탄메독소밀) 제조 78,029

33 일양약품(주) 올고탄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75,464

34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올레텐정1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74,023

○ 올메사르탄 단일제
(단위 : 천원)



35 일동제약(주) 올메팜정1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71,453

36 하나제약(주) 올프레정1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65,787

37 한국휴텍스제약(주) 휴메텍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63,300

38 삼진제약(주) 에이알비-에스정20밀리그램
(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60,253

39 한국콜마(주) 한국콜마올메사탄정10밀리그램
(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58,496

40 신풍제약(주) 오메르텍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52,860

41 삼익제약(주) 에스올정4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50,751

42 신풍제약(주) 오메르텍정1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45,956

43 제일약품(주) 올메세틸엠정4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45,840

44 건일제약(주) 썬메텍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42,879

45 삼익제약(주) 에스올정1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42,706

46 명인제약(주) 프리살탄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40,172

47 명인제약(주) 프리살탄정1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39,659

48 (주)셀트리온제약 셀메텍정4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33,193

49 (주)셀트리온제약 셀메텍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32,516

50 (주)휴온스 올메사르정10밀리그램(올메사르탄메독소밀) 제조 25,611

51 (주)종근당 벨메텍정10밀리그램(올메사르탄메독소밀) 제조 24,924

52 (주)셀트리온제약 셀메텍정1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23,596

53 한림제약(주) 올타맥스정1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21,926

54 (주)엘지생명과학 올메브이정40밀리그램(올메사르탄메독소밀) 제조 20,651

55 한국콜마(주) 한국콜마올메사탄정40밀리그램
(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7,596

56 코오롱제약(주) 올코탄정1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5,215

57 유니메드제약(주) 올탄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4,423

58 (주)대웅 대웅올메사탄정10밀리그램
(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59 (주)대웅 대웅올메사탄정20밀리그램
(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60 (주)대웅 대웅올메사탄정40밀리그램
(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61 (주)동구바이오제약 오메조탄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62 (주)바이넥스 바이올정1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63 (주)바이넥스 바이올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64 (주)비씨월드제약 올메탑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65 (주)아이월드제약 올메타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66 (주)엘지생명과학 올메브이정10밀리그램(올메사르탄메독소밀) 제조

67 (주)유영제약 올레사탄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68 (주)일화 올메잘탄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69 (주)종근당 벨메텍정20밀리그램(올메사르탄메독소밀) 제조

70 (주)종근당 벨메텍정40밀리그램(올메사르탄메독소밀) 제조

71 (주)테라젠이텍스 이텍스올메사탄정20밀리그램
(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72 (주)파마킹 올텐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73 (주)하원제약 메사르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74 (주)한국글로벌제약 유메텍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75 (주)한국파비스제약 올틴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76 (주)한독 올데사르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77 (주)화이트제약 올메린정4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78 (주)화이트제약 올메린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79 (주)화이트제약 올메린정1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80 경남제약(주) 올메란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81 광동제약(주) 올살텍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82 구주제약(주) 올메진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83 국제약품공업(주) 올사텐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84 대원제약(주) 올메르탄정1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85 대원제약(주) 올메르탄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86 대한뉴팜(주) 뉴메살탄정10mg(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87 대한뉴팜(주) 뉴메살탄정20mg(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88 대한뉴팜(주) 뉴메살탄정40mg(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89 동광제약(주) 올산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90 동국제약(주) 올메론정1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91 동성제약(주) 올메딘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92 동화약품(주) 제메텍정1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93 동화약품(주) 제메텍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94 동화약품(주) 제메텍정4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95 메딕스제약(주) 이메탄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96 삼남제약(주) 올사탄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97 삼성제약(주) 올메랙스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98 성원애드콕제약(주) 올메텔정20mg(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99 신풍제약(주) 오메르텍정4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00 안국약품(주) 올모스에프정22.08밀리그램
(올메사탄실렉세틸) 제조

101 안국약품(주) 올모스정1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02 안국약품(주) 올모스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03 안국약품(주) 올모스정4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04 알리코제약(주) 올메자탄정20mg(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05 알보젠코리아(주) 로우텍정4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06 알보젠코리아(주) 로우텍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07 에스에스팜(주) 메살탄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08 에스케이케미칼(주) 올메신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09 에스케이케미칼(주) 올메신에스정(올메사탄실렉세틸) 제조

110 에스케이케미칼(주) 올메신정1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11 에스케이케미칼(주) 올메신정4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12 영일제약(주) 올베카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13 영진약품공업(주) 올메칸정1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14 영진약품공업(주) 올메칸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시밀) 제조

115 영진약품공업(주) 올메칸정4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16 영풍제약(주) 올메살탄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17 오스틴제약(주) 오사탄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18 우리들제약(주) 올스텍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19 일동제약(주) 올메팜정4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20 일성신약(주) 올드렌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21 일양약품(주) 올고탄정4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22 일양약품(주) 올고탄정1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23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올멕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24 제일약품(주) 올메세틸정22.08밀리그램
(올메사탄실렉세틸) 제조

125 제일약품(주) 올메세틸정11.04밀리그램
(올메사탄실렉세틸) 제조

126 진양제약(주) 오메탄정4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27 진양제약(주) 올메탄정11.04밀리그램(올메사탄실렉세틸) 제조

128 태극제약(주) 올메스타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29 풍림무약(주) 유메탄정1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30 풍림무약(주) 유메탄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31 풍림무약(주) 유메탄정4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32 하나제약(주) 올프레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33 한국다이이찌산쿄주식회사 올메액트정10밀리그램(올메사르탄메독소밀) 수입

134 한국다이이찌산쿄주식회사 올메액트정20밀리그램(올메사르탄메독소밀) 수입

135 한국다이이찌산쿄주식회사 올메액트정40밀리그램(올메사르탄메독소밀) 수입

136 한림제약(주) 올타맥스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37 한림제약(주) 올타맥스정4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38 현대약품(주) 현대올메사탄정10밀리그램
(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39 현대약품(주) 현대올메사탄정20밀리그램
(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140 현대약품(주) 현대올메사탄정40밀리그램
(올메사탄메독소밀) 제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조/수입 ’15년 생산실적

1 (주)대웅제약 올메텍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제조 22,854,876

2 (주)대웅제약 올로스타정20/10밀리그램 제조 8,006,528

3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올멕포스정5/20밀리그램 제조 4,839,804

4 한림제약(주) 로디비카정2.5/20밀리그램 제조 3,788,190

5 제일약품(주) 세비듀오정5/20밀리그램 제조 2,196,526

6 (주)대웅제약 올로스타정20/5밀리그램 제조 2,033,416

7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올레스크정5/20밀리그램 제조 1,740,266

8 (주)대웅제약 올로스타정20/20밀리그램 제조 1,613,080

9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올멕포스정10/40밀리그램 제조 1,610,264

10 한림제약(주) 로디비카정2.5/40밀리그램 제조 1,557,052

11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올멕포스정5/40밀리그램 제조 1,480,728

12 한림제약(주) 로디비카정5/40밀리그램 제조 1,353,390

13 한림제약(주) 로디비카정5/20밀리그램 제조 1,332,266

14 한국휴텍스제약(주) 아몰비카정5/20mg 제조 1,224,944

15 일성신약(주) 로우비카정5/20밀리그램 제조 1,224,702

16 경동제약(주) 올로디핀정5/20밀리그램 제조 1,221,438

17 하나제약(주) 세비원정5/20밀리그램 제조 1,185,682

18 신풍제약(주) 아모디탄정5/20밀리그램 제조 1,162,376

19 (주)한독 올메디퀄정5/20밀리그램 제조 1,127,204

20 대화제약(주) 올위너플러스정 제조 1,114,546

21 국제약품공업(주) 세비텍정5/20밀리그램 제조 1,002,322

22 제일약품(주) 세비듀오정5/40밀리그램 제조 964,304

23 알보젠코리아(주) 로우텍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제조 826,004

24 (주)테라젠이텍스 이텍스올메사탄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제조 801,948

25 한국휴텍스제약(주) 아몰비카정10/40mg 제조 798,434

26 대화제약(주) 비바스정5/20밀리그램 제조 780,994

27 안국약품(주) 레보모스정2.5/20밀리그램 제조 768,898

28 한국휴텍스제약(주) 아몰비카정5/40mg 제조 746,462

29 하나제약(주) 세비원정5/40밀리그램 제조 743,200

30 (주)휴온스 올메듀오정5/20밀리그램 제조 732,626

31 동아에스티(주) 세비살탄정 5/20밀리그램 제조 629,766

○ 올메사르탄 복합제
(단위 : 천원)



32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올레텐플러스정 제조 621,488

33 국제약품공업(주) 세비텍정10/40밀리그램 제조 604,632

34 일동제약(주) 올메팜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제조 579,846

35 국제약품공업(주) 세비텍정5/40밀리그램 제조 547,610

36 동아에스티(주) 올사르탄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제조 540,356

37 (주)대웅제약 올로스타정40/20밀리그램 제조 522,861

38 (주)화이트제약 하비카정10/40밀리그램 제조 492,598

39 유니메드제약(주) 올탄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제조 492,248

40 (주)한독 올메디퀄정5/40밀리그램 제조 485,806

41 부광약품(주) 세비스타정5/20밀리그램 제조 484,626

42 이니스트바이오제약(주) 제이비카정10/40mg 제조 472,872

43 경동제약(주) 올로디핀정5/40밀리그램 제조 464,030

44 (주)화이트제약 하비카정5/40밀리그램 제조 463,086

45 제일약품(주) 세비듀오정10/40밀리그램 제조 462,970

46 이니스트바이오제약(주) 제이비카정5/40mg 제조 450,762

47 삼천당제약(주) 올듀오정5/20밀리그램 제조 445,394

48 (주)휴온스 올메자이드정20/12.5mg 제조 444,450

49 신풍제약(주) 아모디탄정5/40밀리그램 제조 443,012

50 (주)셀트리온제약 셀레비카정5/20밀리그램 제조 439,070

51 대화제약(주) 비바스정10/40밀리그램 제조 437,458

52 (주)휴온스 올메듀오정10/40밀리그램 제조 432,120

53 대화제약(주) 비바스정5/40밀리그램 제조 427,512

54 (주)일화 올메잘탄플러스정 제조 418,332

55 진양제약(주) 오메탄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제조 409,224

56 (주)화이트제약 하비카정5/20밀리그램 제조 408,746

57 (주)서울제약 올메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제조 404,210

58 한국프라임제약(주) 리비카정5/20밀리그램 제조 403,860

59 고려제약(주) 오로텐션정5/20밀리그램 제조 403,442

60 하나제약(주) 올프레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제조 398,708

61 제일약품(주) 올메세틸엠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제조 398,120

62 이니스트바이오제약(주) 제이비카정5/20mg 제조 394,256

63 (주)휴온스 올메듀오정5/40밀리그램 제조 390,882

64 명인제약(주) 올메디핀정5/20mg 제조 389,160

65 삼진제약(주) 에이알비-에스디정 제조 365,538

66 한국콜마(주) 로메탄정5/20밀리그램 제조 344,068

67 신풍제약(주) 오메르텍플러스정 제조 333,208

68 동국제약(주) 올메론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제조 331,208

69 (주)유영제약 세로카정5/20밀리그램 제조 328,976

70 (주)화이트제약 올메린플러스정 제조 325,526

71 (주)경보제약 오르메탄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제조 320,338

72 우리들제약(주) 올스텍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제조 306,810

73 안국약품(주) 레보모스정 2.5/40밀리그램 제조 277,608

74 (주)셀트리온제약 셀레비카정10/40밀리그램 제조 266,626

75 (주)한독 올메디퀄정10/40밀리그램 제조 257,114

76 안국약품(주) 레보모스정5/40밀리그램 제조 253,894

77 (주)메디카코리아 세비로텐정5/20밀리그램 제조 245,426

78 (주)셀트리온제약 셀레비카정5/40밀리그램 제조 243,924

79 삼천당제약(주) 올듀오정5/40밀리그램 제조 237,228

80 대원제약(주) 올로비카정5/20mg 제조 224,780

81 일성신약(주) 로우비카정5/40밀리그램 제조 224,590



82 한림제약(주) 올타맥스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제조 203,334

83 (주)유영제약 세로카정10/40밀리그램 제조 195,106

84 한국콜마(주) 로메탄정5/40밀리그램 제조 193,020

85 (주)한국파마 파미카정5/20밀리그램 제조 188,680

86 (주)유영제약 세로카정5/40밀리그램 제조 184,312

87 일성신약(주) 로우비카정10/40밀리그램 제조 174,162

88 삼익제약(주) 에스올플러스정 제조 172,318

89 한국프라임제약(주) 리비카정10/40밀리그램 제조 162,158

90 명인제약(주) 올메디핀정10/40mg 제조 155,194

91 고려제약(주) 오로텐션정10/40밀리그램 제조 154,870

92 한국콜마(주) 로메탄정10/40밀리그램 제조 153,734

93 한국프라임제약(주) 리비카정5/40밀리그램 제조 153,700

94 국제약품공업(주) 올사텐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제조 152,370

95 부광약품(주) 세비스타정10/40밀리그램 제조 147,808

96 (주)종근당 벨메텍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제조 146,888

97 일양약품(주) 올고탄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제조 142,016

98 고려제약(주) 오로텐션정5/40밀리그램 제조 141,988

99 (주)하원제약 메사르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제조 140,358

100 부광약품(주) 세비스타정5/40밀리그램 제조 139,178

101 (주)한국파마 파미카정10/40밀리그램 제조 114,808

102 (주)한국파마 파미카정5/40밀리그램 제조 103,434

103 삼아제약(주) 두비카정5/20mg 제조 100,830

104 (주)대웅제약 올로스타정10/10밀리그램 제조 94,011

105 (주)셀트리온제약 셀메텍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제조 70,548

106 (주)메디카코리아 세비로텐정5/40밀리그램 제조 66,856

107 (주)대웅제약 올로스타정10/5밀리그램 제조 62,050

108 삼아제약(주) 두비카정5/40mg 제조 57,334

109 삼아제약(주) 두비카정10/40mg 제조 56,602

110 명인제약(주) 프리살탄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제조 55,968

111 (주)다산메디켐 세비텐션정10/40밀리그램 제조

112 (주)다산메디켐 세비텐션정5/20밀리그램 제조

113 (주)다산메디켐 세비텐션정5/40밀리그램 제조

114 (주)대웅 대웅올메사탄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제조

115 (주)동구바이오제약 오메조탄플러스정 제조

116 (주)마더스제약 올비카정10/40밀리그램 제조

117 (주)마더스제약 올비카정5/20밀리그램 제조

118 (주)마더스제약 올비카정5/40밀리그램 제조

119 (주)메디카코리아 올메딜플러스정 제조

120 (주)바이넥스 바이올플러스정 제조

121 (주)비씨월드제약 올메탑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제조

122 (주)사이넥스 세비액트정 10/40밀리그램 수입

123 (주)사이넥스 세비액트정 5/20밀리그램 수입

124 (주)사이넥스 세비액트정 5/40밀리그램 수입

125 (주)아이월드제약 올메타플러스정 제조

126 (주)엘지생명과학 노바스크오정10/40밀리그램 제조

127 (주)엘지생명과학 노바스크오정5/20밀리그램 제조

128 (주)엘지생명과학 노바스크오정5/40밀리그램 제조

129 (주)엘지생명과학 올메플러스브이정20/12.5밀리그램 제조

130 (주)유영제약 올레사탄플러스정 제조

131 (주)일화 올딥정10/40밀리그램 제조



132 (주)일화 올딥정5/40밀리그램 제조

133 (주)일화 올딥정5/20밀리그램 제조

134 (주)파마킹 올텐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제조

135 (주)한국파마 올로탄플러스정 제조

136 (주)한국파비스제약 올텍플러스정 제조

137 (주)한독 올데사르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제조

138 경동제약(주) 올로디핀정10/40밀리그램 제조

139 광동제약(주) 올살텍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제조

140 구주제약(주) 올메진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제조

141 대원제약(주) 올로비카정10/40mg 제조

142 대원제약(주) 올로비카정5/40mg 제조

143 대원제약(주) 올메르탄플러스정 제조

144 대한뉴팜(주) 뉴비카정10/40mg 제조

145 대한뉴팜(주) 뉴비카정5/20mg 제조

146 대한뉴팜(주) 뉴비카정5/40mg 제조

147 대한뉴팜(주) 뉴메살탄플러스정20/12.5mg 제조

148 동광제약(주) 올산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제조

149 동국제약(주) 올메비카정2.5/20밀리그램 제조

150 동국제약(주) 올메비카정2.5/40밀리그램 제조

151 동국제약(주) 올메비카정5/40밀리그램 제조

152 동아에스티(주) 세비살탄정 10/40밀리그램 제조

153 동아에스티(주) 세비살탄정 5/40밀리그램 제조

154 동화약품(주) 제메텍플러스정 제조

155 메딕스제약(주) 이메탄플러스정 제조

156 미래제약(주) 아메비카정5/20밀리그램 제조

157 삼성제약(주) 올메랙스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제조

158 삼천당제약(주) 올살탄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제조

159 슈넬생명과학(주) 올메가플러스정 제조

160 안국약품(주) 올모스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제조

161 영진약품공업(주) 올메칸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제조

162 오스틴제약(주) 오사탄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제조

163 우리들제약(주) 올스디핀정5/20밀리그램 제조

164 이니스트바이오제약(주) 제이메텍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제조

165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올멕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제조

166 조아제약(주) 오르텍플러스정 제조

167 코오롱제약(주) 올코탄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제조

168 풍림무약(주) 유메탄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제조

169 하나제약(주) 세비원정10/40밀리그램 제조

170 한국다이이찌산쿄주식회사 세비카정 10/20밀리그람 수입

171 한국다이이찌산쿄주식회사 세비카정 10/40밀리그램 수입

172 한국다이이찌산쿄주식회사 세비카정 5/20밀리그램 수입

173 한국다이이찌산쿄주식회사 세비카정 5/40밀리그램 수입

174 한국다이이찌산쿄주식회사 올메액트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수입

175 한국다이이찌산쿄주식회사 세비카에이치씨티정5/40/12.5밀리그램 수입

176 한국다이이찌산쿄주식회사 세비카에이치씨티정 5/40/25밀리그램 수입

177 한국다이이찌산쿄주식회사 세비카에이치씨티정10/40/12.5밀리그램 수입

178 한국다이이찌산쿄주식회사 세비카에이치씨티정10/40/25밀리그램 수입

179 한국다이이찌산쿄주식회사 세비카에이치씨티정5/20/12.5밀리그램 수입

180 한국프라임제약(주) 올레플러스정 제조

181 현대약품(주) 현대올메사탄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제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