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GLIBOSE 분산 정제
볼리코스
구성
코팅되지 않은 각 분산 정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Voglibose 0.2 mg
부형제 질문

TM- 0.2 하루에 몇 번, 연속 7일 동안 혈장이나 소변에서 Voglibose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유사하게, 이 약을 건강한 성인 남성(10
명)에게 2mg 단회 투여했을 때 혈장이나 소변에서 Voglibose
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분포:
Voglibose(및 기타 글루코시다제 억제제)를 섭취한 후, 활성 불
변 약물의 대부분은 약리학적 활성을 발휘하기 위해 위장관의 내
강에 남아 있습니다.

볼리코스
구성
코팅되지 않은 각 분산 정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Voglibose 0.3 mg
부형제 질문

TM- 0.3

대사:
보글리보스는 장내 효소와 미생물 군집에 의해 대사됩니다.제약 형태

태블릿

약리학적 특성 약력학적 특성 제거:
보글리보스는 소변과 대변으로 배설됩니다.

약물 치료 그룹: 알파-글루코시다
아제 억제제 ATC 코드: 
A10BF03

C14-Voglibose 1mg/kg을 쥐에게 단회 투여한 연구에서 
Voglibose가 태아와 모유로 전이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소변
과 대변으로 배설되는 비율은 약 5%, 각각 98%.

행동의 메커니즘
보글리보스는 알파 글루코시다아제 억제제로 전분, 덱스트린 및 
이당류의 장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전임상 안전성 데이터

VOLICOSE를 사용한 안전성 약리학, 반복투여 독성, 유전독성, 
발암 가능성, 생식 및 발달 독성에 대한 동물 연구는 수행되지 않
았습니다.TM0.2/0.3 mg.

α의 작용을 억제 - 장내 브러시의 글루코시다아제
국경. 이 효소의 억제는 이당류가 단당류로 분해되는 것을 촉진
하고 탄수화물의 소화 및 흡수를 느리게 합니다. 혈장 포도당의 
식후 상승은 정상 및 당뇨병 환자 모두에서 둔화되어 식후 고혈
당 및 고혈당으로 인한 다양한 장애의 개선을 초래합니다. α

글루코시다제 억제제는 자극하지 않습니다.
인슐린이 분비되어 저혈당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제는 노인 
환자 또는 식후 고혈당이 우세한 환자에서 단독 요법으로 간주될 수 있
습니다.α

글루코시다제 억제제는 일반적으로 다음에서 사용됩니다.
다른 경구 항당뇨병제 및/또는 인슐린과의 병용. 보글리보스는 
흡수가 잘 되지 않으므로 식사 시작 시 투여해야 합니다.

임상 세부 사항
치료 적응증
당뇨병의 식후 고혈당 개선을 위해, 식이 및/또는 운동과 함께 식
이 및/또는 운동 또는 경구 혈당강하제 또는 인슐린 제제만으로
는 적절한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용량 및 투여 방법 정상 성인 용량

일반적으로 Voglibose 정제는 0.2mg을 1일 3회 식전에 1회 경
구 투여합니다.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1회 용량을 0.3mg
까지 증량할 수 있습니다.임상 효능:

1780명의 내당능 장애가 있는 일본인으로 구성된 무작위 이중 
맹검 시험에서 평균 48.1주(표준 편차, SD = 36.3) 동안 치료를 
받았으며, Ryuzo Kawamori 등은 Voglibose가 위약보다 낫
다고 보고했습니다(p=0.0026). . 생활 습관 수정과 함께 
Voglibose는 내당능 장애가 있는 고위험 일본 개인의 제2형 당
뇨병 발병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신부전의 복용량
Voglibose는 경구 투여 후 잘 흡수되지 않고 신장 배설은 무시
할 만하므로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부전 환
자에 대한 약동학 연구는 없습니다.

소아과
소아에 대한 Voglibose의 안전성과 효과는 확립되지 않았습니
다.Kazuhisa Takami 등은 36명의 일본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

상으로 Voglibose 또는 glyburide를 사용한 식이 수정/제한 단
독 및 식이 수정/제한이 복부 비만 및 대사 이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비교적 마른 체형이지만 과도한 내장 지방 조직 
면적(VAT)이 있는 새로 진단된 환자에서 식이 수정/제한
(Voglibose 또는 glyburide 유무에 관계없이)은 VAT를 효과적
으로 감소시켰습니다. VAT의 감소는식이 요법을 통한 혈당 조절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Voglibose 또는 저용량 
glyburide의 추가 사용은 복부 비만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
았으며 인슐린 감수성과 급성 인슐린 반응에 유익한 영향을 미쳤
습니다.

노인병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생리학적 기능저하를 나타내므로 저용량
(예, 1회 0.1mg)으로 투여를 시작하는 등의 주의가 바람직하다. 
또한, 이 약은 질병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고 혈당 수치 및 위장 
증상의 발병에 주의하여 신중하게 투여해야 합니다.

금기 사항
• Voglibose 또는 첨가제에 과민증.
• 당뇨병성 케톤산증, 당뇨병성 혼수전증
• 수술 전후 또는 심각한 외상이 있는 심각한 감염.

• 위장 장애 또는 소인.

또 다른 시험에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글리보스 치료는 
식후 혈당 수치의 개선, 중성지방 수치의 현저한 감소, 고밀도 지
단백(HDL) 콜레스테롤 및 아포지단백 A-1의 상승을 보여주었습
니다. 카보스에 비해 보글리보스는 더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
습니다. 사용에 대한 특별 경고 및 주의 사항

보글리보스 정제는 입에서 녹기 때문에 삼킬 필요가 없습니다.
miglitol과 Voglibose를 비교한 메타 분석에서 두 그룹 간에 식
후 포도당의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 약의 투여는 당뇨병과 유사한 증상(신장내당뇨증, 노인성 비

정상 내당능,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을 나타내는 비정상 내당능 및 
요당 양성과 같은 기타 특정 질병 상태가 있으므로 당뇨병이 확
립된 환자에게 제한되어야 합니다. ).약동학적 특성 흡수:

Voglibose는 경구 투여 후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경구 투여 후 혈장 농
도는 일반적으로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80mg 용량(권장 용량보다 실
질적으로 높음)을 투여한 후 약 20ng/mL의 최고 혈장 수준이 1-1.5시
간 내에 관찰되었습니다. 생활습관 교정(식이요법 및/또는 운동)으로 관리되는 환자의 경

우 식후 2시간 혈당 수치가 다음과 같을 때만 이 약을 투여해야 
합니다.

이 약을 건강한 성인 남성(6명)에게 0.2mg 1회 반복 투여했을 
때, 3

α 200mg/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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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의료 개업의 또는 병원 또는 실험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VOGLIBOSE 분산 정제
볼리코스 TM- 0.2/0.3 uÉÉåsÉÏM ÉåxÉ-0.2/0.3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하여 질병의 
진행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투여 후에도 식후 혈당 수치에 대한 효
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심각한 간경변증이 있는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면 고암모니아
혈증이 악화되어 변비가 발병하고 의식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
다. GOT(글루타메이트 옥살로아세테이트), GPT(글루타메이
트)의 상승

이 약의 2~3개월(식후 혈당α 200
mg/dL), 보다 적절한 치료로의 변경을 고려하십시오. 이 약 투
여 후 혈당이 충분히 조절되면(식후 혈당α

160mg/dL) 및
생활 습관 요법 또는 경구 혈당강하제 또는 인슐린 제제의 추가 
사용으로 만족스럽게 유지될 수 있는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단
하고 이후의 질병 진행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피루브산 트랜스아미나제), LDH(젖산 탈수소효소), α GPT
(α glutamate pyruvate) 또는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가 드물게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이 약을 다른 당뇨병 치료제와 함께 사용하면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0.1%~<5%).

과민증:드물게 발진과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Voglibose 정제를 중단해야 합니다.

Voglibose 정제는 다음 환자에게 주의하여 투여해야 합니다: 개복술 
또는 장폐색의 병력이 있는 환자; 소화 및 흡수 장애를 동반하는 만성 장 
질환 환자; 장내 가스 발생 증가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는 환자(예: 
Roemheld 증후군, 중증 탈장, 대장의 협착 및 궤양); 및 심각한 간 또
는 신장 장애가 있는 환자.

정신신경학적:드물게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액학:빈혈증; 드물게 혈소판감소증, 백혈구감소증이 나타날 
수 있다.

기타:마비, 안면부종, 시야흐림, 안면홍조, 권태감, 쇠약, 고칼륨
혈증, 혈청 아밀라아제 증가, HDL 콜레스테롤 감소, 발한 또는 
탈모증, 발한.

기타 주의사항:
• 모든 환자는 낮 동안 탄수화물 섭취를 규칙적으로 분배하면서 

식이 제한을 계속해야 합니다. 과체중 환자는 에너지 제한 식
단을 계속해야 합니다.

• 당뇨병 모니터링을 위한 일반적인 실험실 검사는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 환자에게 저혈당 증상과 그 관리를 인식하도록 지시하고 설명
해야 합니다.

• 당뇨병 환자가 발열, 외상, 감염, 수술 등의 비정상적인 스트레
스에 노출되면 일시적인 혈당 조절 상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인슐린 요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다 복용
Voglibose는 α를 경쟁적으로 가역적으로 억제합니다. -
glucosidase enzymes (glucoamylase, sucrase, maltase, and 
isomaltase) in the brush border of the small intestine, which 
delays the hydrolysis of complex carbohydrates. It is unlikely 
to produce hypoglycemia in overdose, but abdominal 
discomfort and diarrhoea may occur.

PHARMACEUTICAL PARTICULARS

List of Excipients
Microcrystalline cellulose (Grade 101) 
Sodium starch glycolate
Povidone K-30
Starch
Purified talc
Microcrystalline cellulose (Grade 102) 
Magnesium stearate
Yellow Oxide of Iron (VOLICOSE 
Quinoline YellowWS (VOLICOSE 
Isopropyl alcohol

Drug Interactions
When Voglibose is used in combination with derivative(s) of 
sulfonylamide, sulfonylurea or biguanide, or with insulin, 
hypoglycemic symptoms may occur. Therefore, when used in 
combination with any of these drugs, care should be taken, 
such as starting the administration at a low dose.

TM 0.2 mg)
TM 0.3 mg)이 약을 항당뇨병제의 혈당강하 작용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약

물과 병용 투여하는 경우 탄수화물 흡수에 대한 이 약의 작용이 
추가적으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향상시키는 
약물의 예 비호환성

보고된 바 없음.

당뇨병 치료제의 혈당강하 작용: α 차단제,
살리실산 제제,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 및 피브레이트 유도
체. 항당뇨병 약물의 혈당강하 작용을 감소시키는 약물의 예: 에
피네프린, 부신피질 호르몬 및 갑상선 호르몬.

보글리보스는 와파린의 약동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
서 와파린과 함께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습니다.

유통 기한:24개월.

보관 및 주의사항 서늘하고 건조하며 
어두운 곳에 보관하십시오.

폐기 및 기타 취급에 대한 특별 예방 조치 특별한 요구 사항이 없
습니다.

임신과 수유
현재까지 관련 역학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물 연구는 임신, 배아 또는 태
아 발달, 분만 또는 출생 후 발달과 관련하여 유해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
으므로 임신부 또는 임신이 의심되는 여성에게 잠재적인 이점이 가능한 
위험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약물을 투여해야 합니다.

입에서 녹습니다. 삼킬 필요가 없습니다.

용기의 성질과 내용물 3×10 정제 팩.

제조 업체:
바이오콘 리미티드
at 40/1, Mohabewala Industrial Area, 
SBI Road, Dehradun ‒ 248110.동물 연구(쥐)에서 신생아의 체중 증가에 대한 보글리보스의 억

제 작용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아마도 탄수화물 흡수 억제로 인
한 어미 동물의 젖 생산 억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유 중에는 여성에게 Voglibose 정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
람직합니다. 투여가 불가피한 경우 수유는 피해야 한다.

마케팅:
바이오콘 리미티드
20th KM Hosur Road, Electronics City 
방갈로르 ‒ 560100.
TM - Biocon Limited의 상표..

자세한 내용은 의료 고문에게 문의
하십시오.
바이오콘 제한,
20th KM, Hosur 
Road, 전자 도시,
방갈로르 560 100.

운전 및 기계 사용 능력에 미치는 영향 보고된 바 
없음.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
이 약의 사용으로 설사, 묽은 변, 복통, 변비,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또는 속쓰림과 같은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보글리
보스 사용시 복부팽만, 위창자, 장폐색과 같은 장내 가스의 증가로 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작용 및/또는 제품 불만 사항을 보고하려면 당사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biocon.com또는 수신자 부담 전화: 1800 102 9465또는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Drugsafety@bioc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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