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uyu 80 Years

유유제약 194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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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이 생산하지 않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는 모토 아래 탄생한 유유제약의 대표 제품 8종”

쉼 없이 망망대해로 유유히 흐르는 물처럼 

계속 진취적으로 발전하고 번영하라

Continue to develop and prosper like 
water flowing smoothly into the vast open sea.

80
Years 

유유제약 80년사 
1941-2021

유유제약은 1941년 창립 후 항상 한걸음 앞서 나가자는 

One Step Ahead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다양한 의약품을 선보인 

80년 전통의 제약 명가입니다.

01

아시아태평양 혁신 제약사 선정

유유제약은 신약 개발 초기의 파트너십 활동(Early-stage Partnering)과 

신약 개발(Drug Development), 성숙도(Maturity)를 바탕으로 

2019년 아시아·태평양(APAC) 100대 중·소형 혁신 제약사에

선정됐습니다.

02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신약 개발 가속화

유유제약은 신약 R&D와 관련해서 제약산업의 메가 아젠다인 

오픈이노베이션에 동참해 유유제약의 신약개발 방향에 공감하는 벤처기업, 

학계 등 다양한 외부전문가들과 밀착된 협력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과 

기술 접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03

투트랙(Two-Track) 전략으로 지속 성장

유유제약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전문의약품 제품군

(신경과, 내분비, 이비인후과 등)은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고, 

신성장 동력(일반의 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위수탁 등)을 본 궤도에 올려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겠습니다.

04

대학생이 졸업 후 입사하고 싶은 기업

유유제약은 단순한 매출 목표가 아닌 “대학생이 졸업 후 입사하고 싶은 기업”

이 되는 것이 경영목표입니다. 워라밸 향상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제도와 구성원간 상호존중문화 정착을 통해

제약산업 종사자들이 언젠가 반드시 일해보고 싶은 기업,

취업준비생이 선호하는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05

의약품이 필요한 지역이면 전세계 어디든 진출

유유제약은 대한민국 제약산업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80년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해외수출 활성화를 진행합니다. 유유제약의 의약품이

필요한 지역이면 전세계 어느 대륙, 어느 나라든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Yuyu Vision

1941 유특한 창업주 유유제약 창립(유한무역주식회사)

1952 창업주 유특한 회장, 대한약품공업협회 제4대 회장 선출

1953 유한산업주식회사로 개명, 서울 중구 충무로에 

 본사 사옥 구입 및 의약품 제조업 시작

1955 결핵치료제 ‘유파스짓’ 생산

1956 정신신경약물 ‘푸란티발정’ 생산

1957 국내 최초 당의정 종합비타민제 ‘비타엠정’ 생산 

 유유산업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1959 안양공장 준공

1962 비타민C 제제 ‘유판씨’ 발매

1965 국내 최초 연질캅셀 종합영양제 ‘비나폴로’ 개발

1966 ‘유유메치오닌(디엘 메치오닌)’ 개발 및 

 ‘비나폴로에이 연질캅셀’ 발매

1967 ‘유판씨에이’ 발매

1968 미국 업죤과 기술제휴(항생제 신약 ‘린코신’ 도입)

1970 한미 합작 투자회사 Korea Upjohn Ltd. 설립

1973 재단법인 유유문화재단 설립

1975 기업공개와 주식 상장 및 노동조합 설립

 서독 Dr. Willmar Schwabe와 기술제휴

 (종창치료제 ‘베노플란트’ 발매)

 일본 Maiji seika와 기술제휴(항생제 ‘메이마이신’ 발매)

1976 스위스 Siegfried와 기술제휴(진통진경제 ‘스파슬라’ 도입)

1981 회장제 채택, 회장 유특한, 사장 고광수 취임

 일본 Dainippon과 기술제휴(빈혈치료제 ‘부루탈주’ 발매)

1982 일본 Taisho와 기술제휴(근육이완제 ‘린락사’ 발매)

 전창기 사장 취임

1984 한일 합작 주식회사 Yuyu Fumakilla Co., Ltd. 설립

1986 프랑스 Sanofi group과 기술제휴(혈액순환개선제 ‘크리드’ 발매)

 서독 Dr. Willmar Schwabe와 기술제휴(뇌 및 말초순환개선제 ‘타나민’ 발매)

1987 유승필 사장 취임

1988 영국 렌토킬과 합작 투자회사 Yuyu Calmic Co., Ltd. 설립

1989 중앙연구소 설립(과학기술처 제17회 인가)

1991 일본 Kokando와 독점 공급 계약에 의한 생약 건위제 ‘생비원’ 발매

1992 신당동 서울사옥 준공

1993 일본 Taisho와 위궤양치료제 ‘쏘롱캅셀’ 발매

 ‘타나민정’ 독일 Dr. Willmar Schwabe와

 ‘EGb 761®’ 공급계약, 국내 발매

1996 은행엽엑스 제법 특허 취득

1997 은행엽엑스 주사제 국내 최초 제조 허가 취득

1998 아르헨티나 Gardo와 기술제휴 골다공증치료제 ‘마빌정’ 발매

베노플러스겔 Venoplus Gel

진통소염제

대한민국 대표 멍약 베노플러스겔은 무색의 투명하고 균질한 겔 

제품으로 주로 멍든 데 바르는 소염진통제다. 단순히 증상 완화 

작용을 하는 파스나 연고 제품과 달리, 헤파린 성분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 멍을 빠르게 제거한다. 주성분 헤파린나트륨(Sodium He 

parin)은 혈액 응고를 방지해 멍을 풀어주고, 에스신(Asesin)은 미세 

혈관을 강화해 세포액이 분출되는 것을 막아 부종억제 효과가 

있다. 유소아부터 사용이 가능한 안전한 제품이라는 특장점을 갖

고 있으며, 가정 상비약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성분  헤파린 나트륨 IU, 무정형 에스신 10mg,

살리실산 글리콜레이트 20mg

효능  다음 증상의 진통·소염(항염) : 정맥류상 부종(부기), 야간

비복근 경련증(쥐가 날 때), 표재성(표면에 있는) 정맥염, 

사고시 외상(상처), 운동시 부상(타박상), 건초염(힘줄윤활

막염), 벌레물린데

비나폴로 Venapollo 

고함량 활성형 비타민
 

스트레스와 피로가 심한 현대인들의 빠른 피로회복을 위한 제품 

으로, 15종의 필수 성분을 고단위로 함유하여 하루 1~2정으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 특히 생체이용율이 높은 활설형 

비타민 B1인 벤포티아민을 함유하여, 빠르고 강력하게 육체 피로

를 해소해 준다. 비타민 명가 유유제약의 자사 생산 제품으로 품질

이 우수하며, 36개월의 사용기한을 가진 안전성이 보장된 제품

이다. 비나폴로 프리미엄정과 함께 비타민 B1·B2·B3·B5·B6·B12

100mg을 포함하여 16종의 성분을 함유한 비나폴로100정 제품도

판매 중이다. 

성분  벤포티아민 50mg, 리보플라빈 50mg, 염산피리독신 50mg,

시아노코발라민 1000배산 50mg 포함 총 15종 함유

효능  15종의 고함량 활성형 비타민 B군 성분 함유로 빠르고

강력한 육체피로 회복 효과

2001 유승필 회장 한국제약협회 이사장 선임

 비강세척액 ‘피지오머’ 발매

2003 유승필 회장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2004 골다공증 치료 개량신약 ‘맥스마빌’ 발매

2006 제천공장 신축 이전

 유유헬스케어 설립

 유유테이진메디케어 합작회사 설립

2007 간장약 ‘슈바톤’ 발매

 스위스 Zeller와 생리전후 증후군 치료제 ‘ZE440’ 도입계약

2008 유유제약으로 사명 변경

 항혈소판제 개량신약 ‘유크리드’ 발매, ISS 설립

 유승필 회장 납세자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2009 춘천연구소 개소

 만성호흡기 감염증 치료제 ‘움카민시럽’ 발매

 ‘유크리드’ 신약개발연구조합 신약 개발 대상 기술상 수상

2010 항우울제 일반의약품 ‘노이로민’ 발매

 비타민C ‘유판씨팝’ 발매

2011 창립 70주년 행사, 유유제약 70년사 발간

2012 중국 황화그룹과 수출 MOU 체결 

 말레이시아 Bio-pharma와 LOI 체결

 골다공증 치료제 ‘맥스마빌’ 태국 수출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베노플러스겔’ 빅데이터 활용 마케팅 

2013 제7회 충북 기업인의 날 고용우수기업 선정(도지사 표창)

2014 산업통상자원부 명문장수기업 표창

2015 ‘뉴마코연질캡슐’(퍼스트제네릭) 발매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2017 중앙연구소 확장 개소 

2018 서울사옥 리모델링 완료

 대한골다공증학회, 한국 여성건강 및 

 골다공증재단과 MOU 체결

 충북 청년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2019 유원상 부사장 대표이사 선임

 창업주 유특한 회장 탄신 100주년

 아시아 태평양 중소형 혁신제약사선정

2020 퍼스트제네릭 ‘뉴마코연질캡슐’ 누적판매 

 4천만 캡슐 돌파 

 제천공장 신재생에너지 시설 구축

 CNN에 코로나19 관련 사회공헌기업으로 소개

 유원상 대표이사 사장 선임

 유유메디컬스 설립

“ I will devote myself to developing
medicine to treatment those who are
suffering from diseases.”

1940 -1950s 1980 -1990s 2010-2020s 

2000 -2010s 

1960 -1970s 

타나민정 Tanamin Tablet
뇌·말초순환개선제

생약 분야의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독일 슈바베 (Dr. Willmar 

Schwabe)에서 개발한 은행엽 특수 추출물 ‘오리지널 EGb 761®’을

27단계 특수 공정을 거쳐 생산했다. 치매성 증상과 기억력 감퇴,

말초동맥 순환장애, 어지러움, 집중력장애 등에 뛰어난 효과가

있으며, 이미 1,000편이 넘는 국내외 임상 논문으로 효능과 안전성

이 입증되었다. 그만큼 국내외 인기도 상당하다. 유럽에서 전

의약품분야 판매율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판매량이 연 1억 2천만 정인데, 이는 20세 이상의

성인남녀가 4정씩 복용한 양과 맞먹는다.

성분  120mg 1정 중 은행엽건조엑스(EGb 761®) 120mg, 

80mg 1정 중 은행엽건조엑스(EGb 761®) 80mg, 

40mg 1정 중 은행엽건조엑스(EGb 761®) 40mg

효능  말초동맥 순환장애, 뇌 기능 장애 치료제 등의

혈액순환 개선제

01 유크리드정 Yuclid Tablet
항혈소판제

티클로피딘(Ticlopidine) 250mg과 은행엽엑스(Ginkgo biloda

extract) 80mg을 복합한 유유제약의 두 번째 개량신약이다. 강력한 

항혈소판제이지만 호중구 전구 세포의 파괴를 유발하는 티클로

피딘에 혈소판 응집 불활성화(Platelet Aggregation Factor an 

tagonism)의 대립 역할을 하는 은행엽엑스를 복합해 호중구 감소 

증의 발생률을 낮추고, 항혈전 작용을 개선했다. 2008년 국내 

에서 시판 허가를 받은 후, 미국, 중국, 유럽에서 잇따라 특허를 

취득하며 2009년에는 대한민국신약개발상에서 기술상을 받은 

약이다.

성분  티클로피딘염산염 250mg + 은행엽건조엑스 80mg

효능  만성 동맥폐색증에 수반되는 허혈성 제증상, 

허혈성 뇌혈관 장애, 관상동맥질환, 관상동맥 내

스텐트 삽입 시술 후 아급성 혈전 예방

02 유판씨팝 Yupan C Pop
츄어블 비타민C

유유제약의 대표 제품이자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츄어블

비타민C 제품이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 면역 강화 기능 등 인체의

생리 조절 기능을 하는 비타민C를 주축으로 비타민B2가 추가되어

기미나 주근깨 완화,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다. 딸기, 레몬, 블루

베리, 오렌지의 총 4가지 맛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큼하게 씹어

먹는 츄어블 타입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성분  비타민C 250mg, 리보플라빈(Vit B2) 2mg, 

판토텐산칼슘(Vit B5) 10mg 

효능  육체피로, 병중, 이민 및 수유기의 체력저하 시 비타민B2, 

비타민C 보급, 기미·주근깨의 완화 

03 유힐릭스연질캡슐 Yuhylyx Soft Capsule
배뇨장애 치료제

남성호르몬인 안드로겐을 억제하는 약물, 두타스테리드(Duta- 

steride)가 주성분으로 들어 있어 양성 전립선 비대증과 남성형 탈

모치료에 사용된다. 국내 최소 사이즈인 2 Oval 규모의 제형이며, 

성상은 미황색의 투명한 타원형 연질캡슐인 내수용과 불투명 

한 흐린 노란색의 장방형 연질캡슐인 수출용으로 나누어져 있다.

성분  두타스테리드 0.5mg

효능  양성 전립선 비대증 증상의 개선, 급성 요저류 

위험성 감소, 양성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된 수술 필요성

감소, 성인 남성(만18~50세)의 남성형 탈모(androgenetic 

alopecia) 치료

04

0706맥스마빌장용정 Maxmarvil EC Tablet

골다공증치료제

2004년에 탄생한 국내 신약 10호이자, 개량신약 1호인 약이다. 

개발 당시 유승필 회장은 현금 확보와 수익성 위주의 경영 전략에 

따라 품질이 뛰어난 전문의약품에 집중했고, 그중 돌파구로 원료를 

섞어 생산하는 개량신약을 택했다. 그 결과 알렌드로네이트(Alen- 

dronate)와 칼시트리올(Calcitriol) 성분을 정교하게 배합한 맥스마

빌장용정이 탄생했다. 이 약은 골다공증 제제로 비스포스포네이트

(Bisphosphonate) 성분을 사용하는데, 식도와 위장 기관의 부작용 

발생을 막고자 위가 아닌 장에서 녹는 기술을 적용해 미국 특허를 

획득했다. 
 

성분  알렌드로네이트 5mg + 칼시트리올 0.5mcg

효능  골다공증

05 뉴마코연질캡슐 Newmacor Soft Capsule

고중성지방혈증 치료제

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 성분으로 국내에서 처음 허가를 받은 

퍼스트 제네릭 의약품이다. 고농축·고순도 오메가3에 독일 KD파

마의 특허 기술인 초임계 추출법 SFE과 초임계 크로마토그래피법 

SFC을 적용해 과도한 열에 의한 오메가3 산패를 방지하고, 주요

성분을 세밀히 분리해 순도 99% 이상의 정제를 가능하게 했다.

이와 같은 뛰어난 특효로 출시 5년 만에 누적 판매 5,000만 캡슐

을 돌파했다.

성분  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 1000mg

효능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를 감소하는 식이요법 보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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