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판

쯔무라 한방 갈근탕 내복액
캄폰콜 감기내복액 갈근탕
[제 2 류 의약품]
효능・효과
체력이 중간 이상인 사람의 다음과 같은 증상:
감기 초기(땀을 흘리지 않는 경우), 코감기, 비염, 두통,
어깨결림, 근육통, 손과 어깨의 통증

사용상 주의사항
□ 상담이 필요한 경우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복용 전에 의사,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와 상담합니다.
(1)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2)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3) 몸이 허약한 사람(체력이 쇠약해진 사람, 몸이 약한 사람).
(4) 위장이 약한 사람.
(5) 땀이 잘 나는 경향이 현저한 사람.
(6) 고령자.
(7) 지금까지 약 등으로 인해 발진, 발적, 가려움 등이 발생한 적이 있는 사람.
(8)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
부종, 배뇨곤란
(9) 다음과 같은 진단을 받은 사람.
고혈압, 심장병, 신장병, 갑상선기능장애
2. 복용 후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복용을 중지하고 이 제품(상자)
를 소지하여 의사,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와 상담합니다.
관련 부위

증상

피부

발진, 발적, 가려움

소화기

구역질, 식욕부진, 위부불쾌감

드물게 아래와 같은 심각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증상의 명칭

증상

위알도스테론증, 근병증

손발의 나른함, 저림, 당김, 경직과 함께 무력감, 근육통이 나타나며
점점 강해진다.

간기능장애

발열, 가려움, 발진, 황달(피부나 눈의 흰자가 노랗게 됨), 갈색 소변,
전신의 나른함, 식욕부진 등이 나타난다.

3. 1 개월 정도(감기 초기, 코감기, 두통에 복용하는 경우에는 5~6 회)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용을 중지하고 이 제품(상자)을 소지하여 의사,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와 상담합니다.
4.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는 의사,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와 상담합니다.

용법・용량
다음 양을 식간에 복용
연령

1 회량

1 일 복용 횟수

만 15 세 이상

1병

3회

만 15 세 미만

복용하지 말 것

복용 전에 잘 흔들어 복용할 것
<용법ㆍ용량에 관한 주의 사항>
이 약은 1 회 복용 시 1 병을 다 복용해야 하며 남기지 않도록 할 것.

성분・분량
본 제품 1 일 용량 90mL(30mL×3 병)에는 아래와 같은 생약에서 추출한 갈근탕 엑스 8.3g 을 함유합니다.
갈근(일본약전)

8.0 g

마황(일본약전)

4.0 g

대추(일본약전)

4.0 g

계피(일본약전)

3.0 g

작약(일본약전)

3.0 g

감초(일본약전)

2.0 g

생강(일본약전)

1.0 g

첨가물로 전화형액당(흰설탕, 과당, 포도당), 꿀(일본약전), 안식향산나트륨(일본약전),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일본
약전), 에탄올, 폴리옥시에틸렌경화피마자유, 구연산수화물(일본약전), 탄산수소나트륨(일본약전), 향료, 에틸바닐린,
글리세린, 바닐린, 프로필렌글리콜을 함유합니다.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
1.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
2. 어린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3. 오용을 피하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용기로 옮겨서 보관하지 말 것.
4. 사용기한을 넘긴 제품은 복용하지 말 것.
이 글은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글이며, 법적 규제가 있는 첨부문서와는 다릅니다.
이 제품은 일본의 법률에 따라 생산ㆍ판매되는 것을 전제로 승인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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