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2월 1일 

 

 

한국산텐제약, 녹내장·고안압증치료제「에이베리스® 점안액 0.002%」 및  

알레르기성 결막염 치료제「알레지온® 점안액 0.05%」동시 발매 

 

 

한국산텐제약은 2021년 2월 1일, 선택적 EP2 작용제로서 개방각 녹내장·고압안증 치료

제인 「에이베리스®점안액0.002%」(일반명: Omidenepag Isopropyl, 오미데네팍이소프로필)

와 새로운 알레르기성 결막염 치료제 「알레지온® 점안액 0.05%」 (일반명: Epinastine 

hydrochloride, 에피나스틴염산염)을 동시에 발매하였습니다.  

 

 

녹내장·고안압증치료제 「에이베리스® 점안액 0.002%」 

 

「에이베리스®점안액0.002%」은 안압을 하강 시키는 비(非)

프로스타글란딘 골격의 오미데네팍이소프로필을 유효성분으로 하

는 약제입니다.  

본 제품의 유효성분인 오미데네팍 이소프로필은 프로스타노

이드 수용체의 일종인 EP2 수용체의 선택적 작용제입니다. 오미

데네팍 이소프로필의 유효성분인 오미데네팍은 EP2 수용체와 결

합하여 포도막공막 유출로 및 섬유주 유출로를 통한 이중 방수 

유출을 촉진하여 안압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허가 임상 중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 또는 고안압증 환

자 189명을 대상으로 활성대조약 라타노프로스트점안액 0.005%

를 사용하여 실시한 연구 결과, 「에이베리스®점안액0.002%」은 라타노프로스트점안액 

0.005%에 비열등성을 입증하였으며 장기안전성 연구에서도 「에이베리스®점안액0.002%」 

점안 후 2주부터 기저치 대비 유의한 안압감소가 관찰되었고, 그 감소는 52주차까지 유지되

었습니다. 

「에이베리스®점안액0.002%」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녹내장 환자에게 하루 한 번 점안

과 단일 요법으로 안압 하강의 개선을 제공합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치료제 「알레지온® 점안액 0.05%」 

 

「알레지온® 점안액 0.05%」는 에피나스틴 염산염을 유

효 성분으로 하며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의 가려움증을 예방 

및 완화 합니다. 

에피나스틴 염산염은 동물에서 국소적으로 눈에 적용했을 

때, 항히스타민 활성을 가지며, 염증 세포의 축적과 비만 세포

의 안정화 활성에 대한 영향을 조절한다는 증거를 보였으며 

사람에서의 알레르겐 자극 연구에서는 안구 항원에 의한 안구 

증상을 개선할 수 있으며 그 효과 지속은 최소한 8시간이었습

니다.  

「알레지온® 점안액 0.05%」는 항히스타민 활성과 비만세포

의 안정화를 통하여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의 가려움증 예방 및 완화에 기여합니다. 

 

한국산텐제약은 두 제품의 발매를 통해 눈과 관련된 질환에 있어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과 한국 안과 의료 발전에 공헌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

다. 

 

Santen(한국산텐제약 주식회사)에 대해 

Santen 그룹은 안과 영역에 특화된 회사로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연구, 개발, 판매·마

케팅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24억 달러 매출로1), Santen 제품을 사용한 환

자는 약 3,000만 명에 이르며 전세계 60개국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

니다. 1890년 창립 이래 130여년 동안 키워온 안과 분야의 전문성을 디딤돌로 삼아 전 세계

인들이 시각적인 경험을 통해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Happiness with Vision’을 실현하는 

것이 Santen의 목표입니다. 

한국산텐제약(대표이사 사장 이한웅)은 국내 안과 의료 발전 공헌을 목표로 200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녹내장 치료제 및 안구건조증 등의 각막 질환 치료제, 감염증 치료제 

등을 중심으로, 안과 전문의약품의 개발과 판매, 그리고 양질의 의료 정보 제공 활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및 의료 관계자 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 안과 시장 내 

점유율 1위2)를 기록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산텐제약은 앞으로도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술적 혁신을 통해 우수한 의약품

을 개발하고 공급하며, 눈 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 시각 장애와 손상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공헌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헬스조선 (https://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406997) 

데일리팜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3096) 

약업신문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2&nid=253976) 

 

------------------------------------------------------------------------ 

*Note 

1) Santen group corporate website, 2020년 3월 기준 매출 (2021.01.11 환율 환산) 

2) Source: IQVIA MIDAS MAT Sep. 2020. Copyright 2020, reprinted with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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