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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탁 3품목 현황

연
번

구분 품목명 업체명

1
수입/

전문의약품
잔탁주(라니티딘염산염) (주)GSK

2
수입/

전문의약품
잔탁정150㎎(라니티딘염산염) (주)GSK

3
수입/

일반의약품
잔탁정75㎎(라니티딘염산염)

(주)GSK
머헬스케어코리아

[2] 라니티딘 함유 의약품 허가신고 등 현황

○ 라니티딘 함유 완제의약품 허가·신고 현황

구분 (품목수) 단일제 복합제

제조 : 392 162품목(99개소) 230품목(139개소)

수입 : 3 3품목(2개소) -

○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제조소 현황 

구분 현황

제조 1개소

수입 10개소

계 1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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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A

Q1) ‘라니티딘’이 무엇인지?

◦ 라니티딘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등에 

사용하는 의약품입니다.

Q2) ‘라니티딘’제제의 NDMA 검출 관련 해외정보는 언제 인지했는지?

◦ ‘라니티딘’제제의 NDMA 검출 해외정보는 ‘19.9.14.(토)에 FDA 및 

EMA에서 관련 위해정보를 공개(현지시간 ‘19.9.13)함에 따라 처음 인지

하게 되었습니다.

Q3) ‘라니티딘’제제에서 NDMA 검출 원인은?

◦ 식약처를 포함한 미국, 유럽 각 국 규제기관들은 검출 원인이 발사

르탄의 경우와 다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Q4) 수거검사는 왜 잔탁만 했는지?

◦ 미국FDA 등 해외정보에서 잔탁에 대한 언급하고 있어, 오리지널

제품인 잔탁과 해당 주성분 원료에 대하여 우선 검사하였습니다.

- 나머지 다른 제조소의 ‘라니티딘’에 대하여도 수거·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Q5) 후속 다른 제조소 제품에 대한 검사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국내 허가·등록되어 있는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제조소는 11개소로,

금번에 수거한 1개 제조소 이외 10개 제조소에서 생산되어 유통 

중인 원료의약품에 대하여 우선 수거·검사할 계획입니다.

- 그 결과에 따라, 완제의약품에 대하여도 단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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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미국 FDA에서는 환자들로 하여금 사용 관련하여 의사상담 등 

받도록 하고 있는데, 식약처의 조치는?

◦ 현재 우리 처의 수거·검사 결과, NDMA가 검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회수 등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참고로, 미국FDA·유럽의약품청·캐나다의약품청에서는 환자들에게 

복용을 중지하지는 말라고 권고하고, 처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전문가와 상담하고, 일반의약품으로서 라니티딘을 복용 중인 

환자는 시중에 많이 있는 동일 효능의 다른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Q7) 잔탁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 2018년 수입 및 생산실적 기준으로 위장병(소화성궤양) 치료제는

약 1조 511억원이며, 이 중 라니티딘 함유 의약품은 2,664억원으로 

25.3%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라니티딘 이외 위장병 치료제의 비중은 74.7%입니다.

◦ 아울러, 라니티딘 함유 완제의약품 전체 수입·생산액은 2,664억원 중

잔탁 3품목의 수입실적은 6천180만원입니다(2018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