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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특징

이런 분들께 추천

효능･효과 수량(정)

용법･용량 성분・분량

추천 복용법

주의사항

제조판매원

百毒下し
Distributed and marketed by

스이쇼도 제약 주식회사

[제2류 의약품]　변비약 Pias Group Mie, Japan

・공복 시에 복용하십시오. (식후에 복용하면 효과가 감소합니다)

・복용 후 7～10시간 정도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처음 복용하시는 분은 12환부터 시작해서(15세 이상), 배변의 상태를 보면서 복용량을 증감하십시오.

・대부분 첫 회 복용으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효과가 느껴지지 않는 분은 2일간(아침・밤 총 4회) 계속해서 복용하면서 상태를 살
펴보십시오.

・배변활동이 개선되면 계속해서 복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1.수유 중인 사람은 본 의약품을 복용하지 말거나, 만약 복용할 경우는 수유를 피하십시오.

2.다음 사람은 복용 전에 의사,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와 상의하십시오.

  1)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2)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3)약 등으로 인해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킨 적이 있는 사람
  4)다음 증상이 있는 사람:　심한 복통, 구역질, 구토
3.복용 시에는 복용 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4.직사광선이 들지 않고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5.어린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6.다른 용기에 옮겨 담지 마십시오. (오용의 원인이 되거나, 품질이 변합니다)

7.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SciAya Pharma Corporation

（SciAya Pharma는 스이쇼도 제약과 같은 Pias Group의 회사입니다）

100년 넘게 사랑받아 온 일본의 특효약
6가지 생약 성분이 어우러져 복용한 것을 잊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배
변을 유도합니다.

매일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조절하여 변비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증상
의 완화, 또는 고령화에 의해 저하된 배변능력을 도와주는 최적의 변비
약입니다.

복용량을 조절하기 쉬운 작은 알갱이로 된 코팅 환제입니다.

1892년에 개발되어 시중에 나온 이후, 일본의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분께 사랑받아 온 일본의 전통약 “百毒下し(햐쿠도쿠쿠다시)”를 꼭 한
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성물질계 변비약은 효과가 너무 강해 설사나 복통을 일으키시는
분
・자신의 힘을 이용해 자연스러운 배변을 원하시는 분
・내성이 생기지 않는 변비약을 찾으시는 분
・고령화에 의한 변비로 고민하시는 분

변비, 변비에 따른 다음 증상의 완화： 두중(머리가 무겁고 흐릿해지는
증상), 혈액순환장애, 피부트러블, 뾰루지, 식욕부진(식욕감퇴), 복부팽
만, 장내 이상 발효 등, 치질

병 타입：
256환, 1152환, 2560환, 5120환(2560환×2병）
포장 타입：
480환（16환×30포）

15세 이상 1회 12〜16환
11세 이상 15세 미만 1회 8〜12환
7세 이상 11세 미만 1회 6〜8환
3세 이상 7세 미만 1회 4〜6환
１일 ２회 아침저녁 공복 시(또는 식전 또는 식간)에 복용하십시오. 단,

처음에는 최소량을 복용하고, 배변의 양이나 상태를 보면서 조금씩 증
량 또는 감량하십시오.

1일 복용량(32환)에 다음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성분 분량

대황 분말 0.88ｇ

알로에 분말 0.10ｇ

견우자 분말 0.17ｇ

감초 분말 0.15ｇ

영실 추출물 0.043ｇ（영실 0.344ｇ에서 추출）

산귀래 추출물 0.04ｇ（산귀래 0.5ｇ에서 추출）

첨가물로서 침강탄산칼슘, 찹쌀떡 분말, 밀랍, 활석, 약용탄을 함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