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er. 20200323

제품특징

이런 분들께 추천

효능･효과 수량(정)

용법･용량 성분・분량

추천 복용법

주의사항

제조판매원

・취침 전의 공복 시에 복용하십시오. (식후에 복용하면 효과가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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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복용하시는 분은 2정부터 시작하여(15세 이상), 배변의 상태를 보면서 복용량을 증감하십시오.

・대부분 첫 회 복용으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효과가 느껴지지 않는 분은 3일간(1일 1회 엄수)까지 개수를 조정해서 계속 복용하
면서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배변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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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 변비 탈출을 위한

파워풀 처방식물성계나 생약성분계 변비약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심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을 위해, 확실한 효과에 중점을 두고 만든 “허브 변비약”

입니다. 배변효과가 좋은 약초 허브 3종류를 선별하여 각각의 성분을
일본 OTC 의약품 배합기준 최대량까지 배합하였습니다. 또한 몸에 무
리가 가지 않도록 감초 성분을 배합함으로써 급격한 약효 현상을 억제
하여 밸런스 조절을 도와줍니다.

1일 1회 복용하는 타입으로 먹기 쉬운 알약입니다.

・상습적인 변비와 변비의 정도가 심하신 분
・기존의 식물성계나 생약성분계 변비약으로는 배변효과를 충분히 보
지 못하신 분
・몸에 미치는 부담을 생각해서 합성물질계 변비약은 복용하고 싶지 않
으신 분

변비, 변비에 따른 다음 증상의 완화： 복부팽만, 피부트러블, 뾰루지,

장내 이상 발효 등, 식욕부진(식욕감퇴), 두중(머리가 무겁고 흐릿해지
는 증상), 혈액순환장애, 치질

병 타입：
40정, 180정

15세 이상 1회 2〜6정
11세 이상 15세 미만 1회 1〜4정
7세 이상 11세 미만　 1회 1〜3정
１일 1회 취침 전(또는 공복 시)에 복용하십시오.

단, 처음에는 최소량을 복용하고, 배변의 양이나 상태를 보면서 조금씩
증량 또는 감량하십시오.

1일 복용량(6정)에 다음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성분 　분량

센노사이드 67mg (센노사이드 A・B를 24mg 함유)

견우자 분말 77mg

감초 분말 150mg

영실 추출물 43mg (영실 344mg에서 추출）

첨가물로서 결정셀룰로스, 하이드록시프로필셀룰로스, 카복시

메틸셀룰로스Ca, 크로스카멜로스Na, 경질무수규산, 스테아린

산Mg을 함유합니다.

リリーシェ ハーブ便秘薬
Distributed and marketed by

스이쇼도 제약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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