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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개업의 또는 병원 또는 검사실 전용
1. 구성
코팅되지 않은 각 정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Saroglitazar 4 mg

부형제 질문
정제의 불활성 성분은 미정질 셀룰로오스, 유당, 산화마그네슘, 포비돈, 활석, 
스테아르산마그네슘, 크로스카멜로스나트륨 및 콜로이드성 이산화규소입니
다.
2. 약물 설명
리파글린TM(Saroglitazar)는 지질 프로필과 혈당 지수를 모두 수정하는 이중 
조절자입니다. 사로글리타자르 4mg을 함유한 경구 정제로 제공됩니다. 사로
글리타자르의 화학명은 Benzenepropanoic acid, α-ethoxy-4-[2-[2-
methyl-5-[4-(methylthio)phenyl]-1H-pyrrol-1-yl]ethoxy]-, 마그네슘 
염(2 :1), (αS) - 다음 구조식:

영형

영형CH3
영형

영형
N 마그네슘2+

2
SCH3

Saroglitazar의 실험식은 [CH NO S] Mg이고 분자량은 900g/mole입니다.25 28 4 2

3. 표시 및 사용법
리파글린TM스타틴 요법으로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을 동반한 당뇨병성 
이상지질혈증 및 고중성지방혈증의 치료에 사용된다. 임상 연구에서는리파글
린TM트리글리세리드(TG), 저밀도 지단백(LDL) 콜레스테롤, 초저밀도 지단백
(VLDL) 콜레스테롤, 비-고밀도 지단백(비-HDL) 콜레스테롤 감소 및 HDL 콜
레스테롤 증가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의 공복 혈장 포도당과 당화 
헤모글로빈을 감소시켜 유리한 혈당 지수를 보여주었습니다.



4. 용법 및 투여
권장 복용량리파글린TM1일 1회 4mg 1정입니다.
5. 투여 형태 및 강도
리파글린TM경구 투여를 위한 코팅되지 않은 정제로 제공됩니다. 각 
무광정리파글린TM사로글리타자르 4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 금기 사항
사로글리타자르 또는 제제에 사용된 부형제에 과민증.
7. 경고 및 주의사항
에 대한 임상 연구에도 불구하고리파글린TM간 및/또는 신장 기능의 근병증 또
는 교란의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리파글린TM간 또는 신장 기능이 비정
상적이거나 근병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는 주의해서 치료를 시작해야 합
니다.
리파글린TM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 III 또는 IV 심부전
이 있는 환자에서 연구되지 않았습니다.리파글린TM간헐성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심장 질환이 있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이 약을 주의해서 시작해야 
하며 이러한 환자는 울혈성 심부전의 징후 및 증상에 대해 모니터링해야 합니
다.
임상 연구 동안에 유의한 체중 증가 및 부종이 보고되지 않았지만리파글린TM,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환자는 체액 축적 및 과도한 부종 및 울혈성 심부전과 
같은 체적 관련 사건에 대해 평가해야 합니다.

8. 불리한 사건
12주에서 24주의 치료 기간에 대한 2건의 통제된 III상 임상 연구에서리파글
린TM, 보고된 가장 흔한 이상 반응(AE ≥ 2%)은 위염, 무력증 및 발열이었습
니다. 대부분의 AE는 성질상 경증에서 중등도였으며 연구를 중단하지 않았습
니다.
임상 연구는 매우 다양한 조건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한 약물의 임상 연구에서 
관찰된 AE 발생률은 다른 약물의 임상 연구에서의 발생률과 직접 비교할 수 
없으며 실제로 관찰된 비율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약물 상호작용
재조합 인간 시토크롬 P-450(CYP) 동종효소를 사용한 시험관 내 연구에 따르
면 사로글리타자는 10μM 농도에서 CYP1A2, 2C9, 2C19, 2D6 및 3A4를 유
의하게 억제하지 않습니다. 유사하게 Saroglitazar는 보여주지 않았다.



일시적으로 형질감염된 HepG2 세포에서 루시퍼라제 기반 리포터 분석에서 
최대 100μM 농도로 테스트할 때 CYP3A4 효소 유도에 대한 모든 가능성. 임
상 약물-약물 상호 작용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지만리파글린TM지금까지 시험
된 농도(10μM 및 100μM)가 사로글리타자르의 평균 C보다 몇 배 더 높기 때
문에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습니다.리파글린TM위에서 평가한 CYP와 관련
하여 임상적으로 유의한 약물-약물 상호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최대

10. 특정 집단에서의 사용
10.1 임신
임신: 카테고리 C
의 안전성리파글린TM임산부에 대한 적절하고 잘 통제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임산부에 대한 연구는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기간 동안 임신한 여성리파글린
TM치료는 담당 의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리파글린TM잠재적 이점이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만 임신 중에 사용해야 합니다.

동물 연구에서 5, 25 및 125mg/kg/day의 반복 경구 투여를 받은 임신한 쥐
에서 배태자 발달에 대한 사로글리타자르의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5 mg/kg
에서는 모체 또는 태아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는 최대 인체 권장 용량
(MRHD)보다 체표면적 기준으로 약 12배 더 높습니다.리파글린TM4mg. 사로
글리타자르(Saroglitazar)는 랫트에서 최대 125mg/kg일까지 기형을 유발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 50 및 200 mg/kg/day의 Saroglitazar를 반복 경구 투여한 임신한 토끼에서 10 
mg/kg까지 모체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고 50 mg/kg까지 태아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
습니다. Saroglitazar는 토끼에서 최고 200mg/kg/day까지 기형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2 수유부
수유부는 사용해서는 안됩니다리파글린TMSaroglitazar가 모유로 분비되는
지 여부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0.3 소아용
의 안전성과 효능리파글린TM소아 환자에서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10.4 노인용
고령환자의 동반질환 및 병용투여 약물을 고려하여, 리파글린TM노인 환자에
게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11. 과다 복용
임상 연구 동안 이 약을 과량투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리파글린TM보고되었
습니다. 과량투여한 경우리파글린TM, 활력 징후 모니터링 및 임상 상태 관찰을 
포함하여 환자의 일반적인 지지 치료가 표시됩니다.

12. 임상약리학
12.1 작용 메커니즘
사로글리타자르(Saroglitazar)는 중간 정도의 PPAR-감마 작용 활성을 갖는 
강력하고 주로 Peroxisome Proliferator Activated Receptor(PPAR)-알
파 작용제입니다. PPAR은 지질 및 지단백질 대사, 포도당 항상성 및 염증 과
정의 제어와 관련된 다양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핵 지질 활성화 전사 인
자입니다. 사로글리타자르의 약리학적 효과는 다양한 전임상 모델에서 광범
위하게 평가되었습니다. 사로글리타자는 주로 각각 PPARα 및 PPARγ의 활
성화를 통해 매개되는 항이상지질혈증 및 항당뇨병 효과를 나타냈다.

Saroglitazar에 의한 PPARα 활성화는 지방산(FA)의 간 산화를 증가시키고 TG의 합성 및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이것은 

차례로 말초 조직(예: 골격근 및 지방 조직)에서 간으로의 FA 전환을 증가시켜 FA 합성 및 말초 조직으로의 TG 전달을 모

두 감소시킵니다. 사로글리타자는 또한 지질단백질 리파아제(LPL)를 활성화하고 아포지단백질 C-III(LPL 활성 억제제)의 

생성을 감소시켜 혈장에서 지방분해를 증가시키고 TG가 풍부한 입자를 제거합니다. 위의 메커니즘과 일치하게 사로글리

타자르도 혈장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aroglitazar에 의한 PPARα 활성화는 또한 아포지

단백질 AI, A-II 및 HDL-콜레스테롤 합성의 증가를 유도합니다. 사로글리타자는 주로 PPARα 작용제이지만, 그것은 또한 

PPARγ의 활성화를 일으키고 포도당 생산, 수송 및 이용의 조절에 관여하는 인슐린 반응성 유전자의 전사를 조절합니다. 

사로글리타자는 아디포넥틴, 지방세포 지방산 결합 단백질(aP2), LPL, 지방산 수송 단백질(FATP) 및 지방산 트랜스로카

제(CD36)를 포함하여 탄수화물 및 지질 대사에 관여하는 수많은 PPARγ 반응성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킵니다. 이 유전

자의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사로글리타자는 식후 혈장 유리 지방산의 상승을 감소시키고, 흡수 후 인슐린 매개 간 포도당 

생성 억제를 개선하고, 간 및 근육에 대한 대사 부담을 감소시키고, 포도당을 촉진합니다. 사로글리타자는 아디포넥틴, 지

방세포 지방산 결합 단백질(aP2), LPL, 지방산 수송 단백질(FATP) 및 지방산 트랜스로카제(CD36)를 포함하여 탄수화물 

및 지질 대사에 관여하는 수많은 PPARγ 반응성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킵니다. 이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사로

글리타자는 식후 혈장 유리 지방산의 상승을 감소시키고, 흡수 후 인슐린 매개 간 포도당 생성 억제를 개선하고, 간 및 근육

에 대한 대사 부담을 감소시키고, 포도당을 촉진합니다. 사로글리타자는 아디포넥틴, 지방세포 지방산 결합 단백질(aP2), 

LPL, 지방산 수송 단백질(FATP) 및 지방산 트랜스로카제(CD36)를 포함하여 탄수화물 및 지질 대사에 관여하는 수많은 

PPARγ 반응성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킵니다. 이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사로글리타자는 식후 혈장 유리 지방

산의 상승을 감소시키고, 흡수 후 인슐린 매개 간 포도당 생성 억제를 개선하고, 간 및 근육에 대한 대사 부담을 감소시키

고, 포도당을 촉진합니다.



이용. Saroglitazar의 강력한 항당뇨병 및 인슐린 감작 효과는 고혈당증 및/
또는 손상된 내당능이 표적 조직의 인슐린 저항성의 결과인 전임상 모델에서 
관찰되었습니다.
12.2 약력학
12.2.1 제2형 당뇨병을 동반한 이상지질혈증(T2DM):
의 효과리파글린TM트리글리세리드가 200mg/dL 이상인 당뇨병 환자를 포함
한 2개의 III상 무작위, 이중 맹검, 병렬 그룹 연구에서 1일 4mg의 용량을 평
가했습니다. 한 연구에서 환자들은리파글린TM24주 동안 4mg 또는 
Pioglitazone(45mg). 결과는 하기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LIPAGLYN 후 지질 및 혈당 매개변수의 백분율 변화TM4mg 치료

시점 12주차 24주차

TG - 46.1 ±5.6*# - 45.7 ±5.1*#

총 콜레스테롤 - 7.3 ±3.6* - 6.9 ±3.8*#

LDL 콜레스테롤 - 0.4 ±6.5 - 4.8 ±6.2*

VLDL 콜레스테롤 - 46.1 ±5.6*# - 46.1 ±5.2*#

HDL 콜레스테롤 10.0 ±3.7* 4.6 ±3.9

아포 A1 0.7 ±4.8 2.2 ±8.2

아포 비 - 11.9 ±5.4* - 9.8 ±5.4*

FPS^ - 15.2 ±3.5* - 11.5 ±5.8*

당화혈색소 - 0.3 ±0.1* - 0.3 ±0.1*

모든 값은 프로토콜당(PP) 모집단의 최소 제곱 평균(LSM) ± 표준 오
차(SE)로 표시됩니다.
* 기준선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
# 피오글리타존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 ^ FPG 
값은 PP 모집단의 평균 ± SE로 표시



피오글리타존과 비교했을 때,리파글린TM4mg은 표 2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많은 피
험자에서 ATP III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표 2: LIPAGLYN 이후 ATP III 목표를 달성한 환자의 비율TM피오
글리타존과 비교하여 4mg 치료

리파글린TM

4mg(%)
피오글리타존

45mg(%)ATP 목표*

한 가지 기준도 충족하지 못함 29.4 50.0

하나의 기준을 달성했습니다 26.5 22.7

두 가지 기준 달성 35.3 27.3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 8.8 0.0

* ATP ‒ 미국 국립 콜레스테롤 교육 프로그램의 성인 치료 패널 III, 
2002-2003,
남성 : 중성지방 < 150 mg/dL, LDL < 100 mg/dL, HDL > 40 mg/dl, 여
성 : 중성지방 < 150 mg/dL, LDL < 100 mg/dL, HDL > 50 mg/dl



또 다른 연구에서는리파글린TM이 약은 아토르바스타틴 10mg 요법으로 조절
되지 않는 고중성지방혈증이 있는 당뇨병 환자에서 1일 4mg으로 평가되었습
니다. 환자들은리파글린TM아토르바스타틴 10mg과 함께 12주 동안 4mg 또
는 위약. 결과는 하기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LIPAGLYN 후 지질 및 혈당 매개변수의 백분율 변화TM4mg 치료

시점 6주차 12주차

TG - 46.4 ±3.1*# - 47.2 ±3.2*#

총 콜레스테롤 - 23.6 ±1.9* - 25.8 ±1.8*#

LDL 콜레스테롤 - 28.1 ±2.5* - 30.7 ±2.4*#

VLDL 콜레스테롤 - 45.1 ±3.3*# - 46.5 ±3.2*#

HDL 콜레스테롤 8.3 ±2.8 8.1 ±2.5#

아포A1 8.1 ±3.2 9.2 ±4.5

아포 비 - 29.1 ±2.4* - 32.1 ±2.3*#

FPS - 14.9 ±3.7*# - 10.5 ±4.2*#

모든 값은 PP 모집단의 LSM ± SE로 표시되며,
* 기준선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
# 위약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



아토르바스타틴과 병용하면리파글린TM아토르바스타틴 단독보다 더 많은 피
험자에서 ATP-III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더 나은 심혈관 위험 감소를 
보여줍니다. (표 4)

표 4: LIPAGLYN 이후 ATP 목표를 달성한 환자의 비율TM위약과 아토르
바스타틴 병용요법과 비교하여 4mg 치료

리파글린TM4mg + 아토
르바스타틴 10mg(%)

위약 +
아토르바스타틴 10mg(%)

ATP 목표 *

도 달성하지 못한
하나의 기준 10.3# 30.1

하나 달성
기준 30.8 38.6

2개 달성
기준 43.6 24.1

3가지 모두 달성
기준 15.4 6.0

* 남성 : 중성지방 < 150 mg/dL, LDL < 100 mg/dL, HDL > 40 mg/dl 여
성 : 중성지방 < 150 mg/dL, LDL < 100 mg/dL, HDL > 50 mg/dl
# 위약 + 아토르바스타틴 10 mg과 크게 다름

리파글린TM또한 비당뇨병 환자에서 TG, LDL, VLDL, 비-HDL 콜레스테롤 및 
TC가 감소하고 HDL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병 환자와 비당뇨병 환자 모두에서 I-III상 시험 동안 보고된 저혈당 발생
률은 없었습니다.
12.3 인간 약동학
의 단일 용량 약동학리파글린TM0.125~128mg의 용량 범위에 걸쳐 평가되었
습니다.



12.3.1 흡수
건강한 지원자에게 경구 투여 후, 사로글리타자르의 최고 혈장 농도는 두 성별 
모두 투여 후 약 1시간에 발생했습니다. 이 약의 최대 혈장 농도(C ) 및 곡선 아래 
면적(AUC )은 1일 0.125mg - 128mg의 단일 용량을 투여함에 따라 비례적으
로 증가했습니다. 1회 경구 투여 후리파글린TM건강한 지원자에서 4mg, 337.1 
± 91.0ng/ml(평균 ± SD, n=6)의 C가 관찰되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건강한 지원자에 대한 통합 분석은 사로글리타자르의 약동학에 대한 성별 
효과나 음식 효과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최대 0-

최대

12.3.2 배포
이 약의 단회 투여 후 이 약의 평균 겉보기 경구 분포 용적(Vd/F)리파글린TM

4mg은 20.14 ± 6.92L였습니다.시험관 내 사로글리타자는 인간 혈장에서 광
범위하게 단백질 결합(~ 96%)합니다. 이 약의 단회 투여 후 이 약의 평균 혈장 
반감기는 리파글린TM4mg은 2.9 ± 0.9시간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다회 투
여 연구에서 사로글리타자르가 10일 동안 하루에 한 번 반복 투여 시 축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3.3 대사
건강한 자원봉사자들에게는리파글린TM4 mg은 4.8 ± 0.93 L/hr로 계산된 명백한 구강 청소율
(CL/F)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관 내풀링된 인간 간 마이크로솜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사로글리타자가 대사적으로 안정적임
을 보여주었습니다.
수행원리파글린TM4 mg 투여 시 사로글리타자는 3개의 작은 산화 대사 산물로 
대사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풍부한 산화 대사 산물의 노출은 
Saroglitazar 노출의 10% 미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3.4 배설
건강한 지원자에서 Saroglitazar는 소변으로 배설되지 않았으며 이는 비신장 
제거 경로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전임상 연구에 따르면 사로글리타자는 주로 간담도 경로에 의해 변화 없이 제거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 비임상 독성
13.1 급성 및 만성 독성 연구
다양한 급성 및 만성 독성 연구가 생쥐, 쥐 및 개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수
행되었습니다. 급성 용량 연구에서 스위스 흰둥이 쥐의 최대 허용 용량(MTD)은 
500mg/kg이었고 Wistar 쥐의 경우 1200mg/kg이었습니다.



킬로그램. 안전성 약리학 연구는 CNS, CVS, 호흡기 및 위장 매개변수에 어떠한 
불리한 변화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반복 투여 독성 연구에서 사로글리타자는 
승인된 인간 투여량보다 몇 배 높은 투여량에서 허용 가능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량에서 관찰된 독성 효과는 주로 PPAR 메커니
즘에 의해 매개되는 과장된 약리학적 효과였습니다.

13.2 생식력 손상
사로글리타자는 최대 125mg/kg(체표면적 기준으로 승인된 인간 용량의 250배 
이상)까지 수컷 랫드에서 교미 또는 수태능에 대한 어떠한 부작용도 나타내지 않
았습니다. 암컷 랫드에서 최대 3mg/kg(체표면적 기준으로 승인된 인간 용량의 
7배)까지 생식력에 대한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Saroglitazar는 인간 
권장 용량의 35배인 15mg/kg에서 발정 주기와 깔짚 지수를 변경했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출생 전 및 후 발달 연구에서 사로글리타자는 인간의 치료 용량
보다 많은 1mg/kg까지 생식 능력과 수유 지수에 어떠한 부작용도 나타내지 않
았습니다.
13.3 발암성
Saroglitazar의 2년 발암성 연구는 Wistar 쥐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인간에 대
한 잠재적인 발암성 우려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는 분자 바이오마커를 사용하
는 비인간 영장류에 대한 기계론적 연구에 의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13.4 변이원성
Saroglitazar는 Ames 세균 돌연변이 시험, 말초 인간 혈액 림프구를 사용한 염
색체 이상 분석 및 마우스 소핵 분석을 포함한 일련의 유전 독성 연구에서 돌연변
이 및 유전독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4. 공급 방법
리파글린TM양면이 볼록한 코팅되지 않은 원형 정제로 제공되며 한 면에는 "4"가, 다른 
면에는 일반 정보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4 mg 강도로 제공됩니다.
리파글린TM정제는 알루알루 블리스터에 10정으로 제공됩니다. 각 물집은 단일 
상자에 포장됩니다.
15. 보관 및 취급 지침
25°C 이하의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빛으로부터 보호하십시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에 보관.



16. 제조 업체
카딜라 헬스케어 리미티드, Sarkhej-Bavla 국도 8A, Moraiya, Tal.: Sanand, 
Dist.: Ahmedabad - 382 210, Gujarat.

17. 마케팅 업체

의 부문캐딜라 헬스케어 주식회사
'Zydus Tower', 위성 교차로, Ahmedabad 380 015. 인도.

전화 : 079-2686 8100 (20회선) 팩스 : 079-2686 2365 www.zyduscadila.com

TM상표가 출원되었습니다.
리파글린TM는 인도 아마다바드 소재 Cadila Healthcare Limited의 상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lipaglyn.com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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