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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포티아민 함유 신경성 비타민 제제

[한미]에코타민프리미엄 정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벤포티아민 50mg, 이노시톨 50mg, 콜린타르타르산염 50mg,
제피아스코르브산 53mg, 토코페롤아세테이트 50% 20mg,
우르소데옥시콜산 10mg, 시아노코발라민0.1% 50mg,
피리독신염산염 50mg, 니코틴산아미드 50mg, 리보플라빈 50mg,
판토텐산칼슘 50mg, γ- 오리자놀 5mg, 비오틴 250㎍, 폴산 300㎍,
산화아연 18.7mg, 산화마그네슘 20mg, 셀레늄함유건조효모 30mg 등
육체피로, 체력저하, 신경통, 근육통
1일 1회, 1회 1정, 식후 복용
(60TX2)X30개

영양제 주사를 먹는 정제로

[한미]마이파워 정
성 분·함 량

피로회복 및 영양보급제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L -이소류신 15mg , L -페닐알라닌 10mg , L -아르기닌염산염 10mg,
L -발린 15mg, L-리신염산염 18.75mg, L-트레오닌 10mg,
L-류신 17mg, L-메티오닌 15mg, L-트립토판 5mg,
토코페롤숙시네이트칼슘 2.5mg, 리보플라빈 2mg,
니코틴산아미드 15mg, 피리독신염산염 7.5mg, 티아민질산염 5mg
자양강장, 허약체질, 육체피로, 병중병후, 위장장애, 영양장애, 임신 등
15세 이상 - 1일 1~2회, 1회 2정,
7 ~ 14세 - 1일 1~2회, 1회 1정
(120TX2)X23개

자하거(인태반), 자양강장, 허약체질, 육체피로

[구주]인프라센 액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자하거엑스 1.5ml, 리보플라빈포스페이트나트륨 6.85mg,
피리독신염산염 5mg, 니코틴산아미드 20mg, 카페인무수물 30mg,
티아민질산염 5mg
자양강장, 육체피로, 허약체질, 식욕부진, 병후 체력저하, 영양장애 등
1일 1회, 1회 1병
(30VX2)X4개

음주 후, 정신적·육체적 무력증, 만성피로

[동화]엔스테민 액

성
효
용
포

분·함
능·효
법·용
장 단

량
과
량
위

L-아스파르트산-L-아르기닌 5000mg (1바이알 중)
정신적, 신체적 무력증, 피로회복, 아미노산 결핍예방
12세 이상 - 1일 1회, 1회 1병을 아침이나 취침 전 복용
(25VX2)X10개

알부민, 로얄젤리, 비타민의 고단위 종합영양제

[한미]로얄비타 연질캡슐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로얄젤리 20mg, 아스코르브산 100mg, 티아민염산염 10mg,
리보플라빈 2mg, 니코틴산아미드 40mg, 피리독신염산염 5mg,
토코페롤아세테이트 50mg, 시아노코발라민 12㎍
육체피로, 임신, 수유기, 병중병후, 어깨, 목결림, 수족저림 등
8세 이상 - 1일 3회, 1회 1캡슐
(100CX2)X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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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Q 10, 비타민C, 비타민E, Se 함유

[동화]큐엔비타골드 연질캡슐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티아민질산염 5mg, 유비데카레논 10mg, γ-오리자놀 10mg,
β-카로틴현탁액 30% 10mg, 리보플라빈 12mg, 산화아연 17.43mg,
셀레늄함유건조효모 38.462mg, 토코페롤아세테이트 200mg,
아스코르브산 500mg
육체피로, 수족저림, 목결림, 눈의 건조감, 기미, 주근깨, 체력저하 등
12세 이상 - 1일 1회, 1회 1캡슐
(60CX2)X30개

고단위 항산화제 및 활성비타민 함유

[광동]파워큐텐프리미엄 정
성 분·함 량

피로회복 및 영양보급제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폴산 400㎍, 피리독신염산염 1mg, 푸마르산철 30mg, 유비데카레논 10mg,
리보플라빈 6mg, 판토텐산칼슘 30mg, 셀레늄함유건조효모
92.5mg, 토코페롤 아세테이트50% 100mg, 산화아연 5mg,
콜레칼시페롤 4mg, 시아노코발라민 10㎍, 제피아스코르브산 53mg,
니코틴산아미드 100mg, 황산망간수화물 2mg, 푸르설티아민 10mg,
산화마그네슘 10mg, β- 카로틴현탁액30% 10mg, D-비오틴 45㎍,
γ- 오리자놀 5mg
육체피로, 병중병후 체력저하, 임신, 수유기, 발육 및 노년기 영양보급
1일 1회, 1회 1정
(60TX2)X30개

비타민B, C, E + 고단위 아연 함유 종합영양제

[동화]비텐지플러스 연질캡슐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폴산 200㎍, 니코틴산아미드 50mg, 아스코르브산 300mg,
피리독신염산염 10mg, 판토텐산칼슘 15mg, 티아민질산염 15mg,
토코페롤아세테이트 15mg, 콜린타르타르산염 25mg, 리보플라빈 7.5mg,
이노시톨 25mg, 산화아연 25mg, 시아노코발라민 6㎍
육체피로,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기미, 주근깨, 잇몸출혈,
구각염, 구내염
1일 2회, 1회 1캡슐
(90CX2)X30개

고단위 비타민 및 미네랄 함유 종합영양제

[일양]에너맥스 에프 정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에르고칼시페롤 400I.U, 티아민질산염 3.7mg, 토코페롤아세테이트
50% 60mg, 시아노코발라민 9㎍, 비오틴 15㎍, 황산망간 15.38mg,
황산아연 65.97mg, 구연산칼륨 0.62mg, 피리독신염산염 3.65mg,
제피아스코르브산 135.5mg, 폴산 400㎍, 염화칼륨 13.79mg,
산화마그네슘 165.8mg, 팔미틴산레티놀과립 11mg, 푸마르산철
82.14mg, 리보플라빈 3.4mg, 니코틴산아미드 29.76mg,
판토텐산칼슘 10.87mg, 셀레늄함유건조효모 18.52mg
육체피로, 임신, 수유기, 병중병후 체력저하, 발육기, 노년기, 야맹증 등
12세 이상 - 1일 1회, 1회 1정
(100TX2)X30개

고단위 비타민 C와 E, 미네랄 함유 항산화제

[동화]진비셀 연질캡슐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β- 카로틴현탁액30% 10mg, 셀레늄가루0.1% 15mg,
아스코르브산 250mg, 산화아연 9.337mg, 산화제이동 1.252mg,
황산망간수화물 4.613mg, 토코페롤아세테이트 200mg
육체피로, 체력저하, 노년기, 어깨•목결림, 수족저림, 수족냉증, 아연보급
1일 2회, 1회 1캡슐
(90CX2)X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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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피로, 스트레스, 음주 전후(1회 소분용 포장)

[동구바이오]헬씨민큐 연질캡슐

피로회복 및 영양보급제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티아민염산염 2mg, 리보플라빈 3mg, 피리독신염산염 3mg,
토코페롤아세테이트 10mg, 니코틴산아미드 20mg, 아스코르브산
60mg, 레티놀팔미테이트 5000I.U
육체피로, 임신, 수유기, 체력저하, 노년기 등
1일 1회, 1회 1캡슐
(1CX600)X6개

기미, 주근깨, 피부질환 영양제

[동화]엘기톤 연질캡슐

성
효
용
포

분·함
능·효
법·용
장 단

량
과
량
위

L-시스틴 500mg
여드름, 습진, 두드러기, 피부발진, 손톱, 발톱, 머리카락 갈라지는 증상
1일 1000mg~2000mg을 1개월 중 10~20일간 복용
(90CX2)X40개

생체철 ferritin이 함유된 빈혈예방, 치료제

[동화]페리닥터 캡슐

성
효
용
포

분·함
능·효
법·용
장 단

량
과
량
위

철단백추출물 155mg, 시아노코발라민 500㎍, 폴산 800㎍
철 결핍성 빈혈의 예방과 치료, 출혈성 질환에 수반되는 빈혈
12세 이상 - 1일 1회, 1회 1캡슐을 식 후 복용
(30CX2)X40개, (60CX2)X40개

빈혈예방, 치료 및 영양조혈제

[한미]헤모든 경질캡슐

조혈제

성
효
용
포

분·함
능·효
법·용
장 단

량
과
량
위

폴리사카리드철착염 326.1mg, 0.1%시아노코발라민 25mg, 폴산 1mg
철 결핍성 빈혈의 예방과 치료
1일 1회, 1회 1캡슐 복용
(60CX2)X40개

높은 흡수율, 빠른 효과의 빈혈예방 치료제

[보령]헤모론에프 시럽

성
효
용
포

분·함
능·효
법·용
장 단

량
과
량
위

폴리사카리드철착염 217mg
철 결핍성 빈혈
1일에 철로서 100~200mg을 복용
(30포X2)X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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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오리자놀이 함유된 신개념 근육경련제

[동화]마그윈 연질캡슐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γ-오리자놀 10mg, 피리독신염산염 50mg, 티아민질산염 50mg,
산화마그네슘 250mg, 토코페롤아세테이트 500mg
육체피로, 체력저하시, 어깨·목결림, 수족저림,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눈의 피로, 마그네슘결핍으로 인한 근육경련
만 12세 이상 - 1일 2회, 1회 1캡슐
(60CX2)X30개

기억력 강화, 혈액순환장애 개선

[일양]기넥플로 정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은행엽엑스 120mg
이명, 두통, 기억력감퇴, 집중력장애, 우울감, 어지러움 등의
치매성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
1일 2회, 1회 1정
(120TX2)X30개

혈액순환제제

기억력 강화, 혈액순환장애 개선

[SK케미칼]기넥신에프 연질캡슐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은행엽엑스 120mg
이명, 두통, 기억력감퇴, 집중력장애, 우울감, 어지러움 등의
치매성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
1일 2회, 1회 1캡슐
(180CX2)X18개

기억력 강화, 혈액순환장애 개선

[동화]행심120mg 연질캡슐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은행엽엑스 120mg
이명, 두통, 기억력감퇴, 집중력장애, 우울감, 어지러움 등의
치매성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
1일 2회, 1캡슐
(90CX2)X32개

이명, 말초혈액순환장애 개선

[동화]은정액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은행엽엑스 40mg
말초혈액순환장애, 이명, 두통, 기억력감퇴, 집중력장애, 우울감, 어지러움
등의 치매성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
1일 3회 - 1회 40mg, 1일 2회 - 1회 80mg경구투여, 연령,
증상에 따라 조절
(30VX2)X10개

| PRODUCT LIST / 5

알코올중독증, 간기능부전
호르몬불균형으로 인한 남녀 불임증

[U.S.A]헵-포르테 연질캡슐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간장농축물 64.8mg, 간장분획물2 64.8mg, 건조간장가루 194.4mg,
티아민질산염 1mg, 리보플라빈 1mg, 니코틴아미이드 10mg, 판토텐산칼슘
2.17mg, 피리독신염산염 0.5mg, 폴산 60㎍, 시아노코발라민 1㎍,
비타민A 1200I.U, 아스코르브산 10mg, D-α-토코페롤 10I.U, 비오틴
3.3㎍, 이노시톨 10mg, DL-메티오닌 10mg, 주석산수소콜린 21mg,
건조효모 64.8mg, 황산아연 8.88mg
다음 질환의 보조 치료 : 알코올 중독증, 독성 간질환에 의한 간기능부전 및
간중독에 기인한 간기능부전, 간기능부전에 기인된 호르몬불균형으로 인한
남녀불임증
1일 3회, 1회 1-2캡슐
200C*2

간기능 개선 및 간장보호제

실리마린 350mg 함유 간질환 치료제

[동화]레가탄포르테 연질캡슐

성
효
용
포

분·함
능·효
법·용
장 단

량
과
량
위

밀크시슬엑스 350mg
독성간질환, 만성간염, 간경변 보조 치료
1일 1회, 1회 1캡슐
(60CX2)X30개

만성간질환, 독성간질환

[동화]실마딘 연질캡슐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밀크시슬엑스 100mg, 니코틴산아미드 12mg, 티아민염산염
4mg, 판토텐산칼슘 8mg, 리보플라빈 4mg, 피리독신염산염 4mg,
시아노코발라민0.1% 1.2mg 등
간질환 치료, 간기능 활성화
1일 3회 1회 1캡슐, 치료 후 1일 1~2캡슐로 줄임
(100CX2)X20개

마시는 간장보호 및 피로회복제

[동구바이오]리버원스액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L-아르기닌 7.31g, 시트르산수화물 2.94g, 베타인염산염 5g,
베타인 5g
간질환의 보조치료
1일 10~30ml를 식간에 분할복용, 10ml를 반컵의 물에 희석복용
(20mlX60V)X6개

눈영양제

사유+비타민A+동클로로필 함유

[보령]아이그린 연질캡슐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사유 296.7mg, 레티놀팔미테이트유 2mg, 동클로로필 0.3mg,
에르고칼시페롤 200I.U
눈의 건조감, 야맹증, 치골의 발육불량, 구루병예방,
비타민 A, D의 보급
15세 이상 - 1일 1회, 1회 2캡슐, 7세~15세 미만 - 1회 1캡슐 복용
(90CX2)X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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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콘드로이틴 300mg + 푸르설티아민 50mg

[한미]조인트빅 연질캡슐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콘드로이틴설페이트나트륨 300mg, 리보플라빈부티레이트 6mg,
푸르설티아민 50mg, γ- 오리자놀 5mg, 토코페롤아세테이트 50mg,
판토텐산칼슘 10mg, 피리독신염산염 10mg, 니코틴산아미드 10mg,
시아노코발라민 30㎍
관절통, 근육통, 신경통, 육체피로, 수족저림, 눈의 피로 등
1일 2회, 1회 1캡슐
(60CX2)X30개

관절염치료 및 칼슘보급제

고단위 천연칼슘(오소판830mg)보급제

[슈넬]헬본 정

성
효
용
포

분·함
능·효
법·용
장 단

량
과
량
위

오소판 물질 830mg
골다공증 예방 치료, 골절 및 가골형성 지연, 임신-성장기 칼슘보급
1일 2회, 1회 1660~3320mg을 식전에 물과 함께 복용
(120TX2)X32개

효과적인 칼슘보급과 성장발육에 도움

[한미]칼본파워 연질캡슐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글루콘산칼슘수화물 163mg, 인산수소칼슘수화물 590mg,
콜레칼시페롤농축물(유상형) 0.33mg
칼슘보급, 노년기, 발육기, 임신, 수유기, 뼈와 이의 발육불량
12세 이상 - 1일 1회, 1회 1캡슐
(60CX2)X26개

국내최초 의약품 비타민D 1000I.U제제

[PMG]애드민포르테 정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콜레칼시페롤과립 10mg
골다공증 치료 보조, 흡수장애가 없는 건강한 사람에서 비타민 D
결핍질환위험으로부터의 예방, 구루병의 예방
골다공증 치료 보조 : 1회 1정(1000I.U)씩 1일 1회,
흡수장애가 없는 건강한 사람에서 비타민 D 결핍질환 위험으로부터의
예방 : 1회 1/2정(500.IU)씩 1일 1회,
구루병 예방 : 1회 1/2정씩(500I.U) 1일 1회
(90TX2)X30개

다이어트제제

비만증치료제(복부지방, 부종, 변비)

[SK케미칼]스벨트 정

성
효
용
포

분·함
능·효
법·용
장 단

량
과
량
위

방풍통성산건조엑스 237.5mg
비만증, 부종, 변비
1일 3회, 1회 4정을 식전 또는 식간에 물과 함께 복용
(360TX2)X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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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잇몸을 위한 잇몸질환 치료제

[동화]덴스톨 연질캡슐

잇몸질환치료제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카르바조크롬 2mg, 염화리소짐 30mg, 아스코르브산 150mg,
토코페롤아세테이트50% 10mg
치은염, 치조농루에 의한 여러 증상(잇몸의 발적, 부기, 출혈, 통증)완화
1일 3회, 1회 1캡슐 식후 복용
(120CX2)X40개

강력하고 효과 빠른 잇몸질환 치료제

[한미]이덴트플러스 캡슐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카르바조크롬 2mg, 아스코르브산 150mg, 토코페롤아세테이트50%
10mg, 염화리소짐 30mg
치은염, 치조농루에 의한 여러 증상(잇몸의 발적, 부기, 출혈, 통증)완화
1일 3회, 1회 1캡슐 식후 복용
(10CX100)X4개

갱년기장애치료제

천연식물성 여성갱년기 치료제제

[동화]아름 정

성
효
용
포

분·함
능·효
법·용
장 단

량
과
량
위

서양승마추출액 0.0364ml, 세인트존스워트80% 메탄올엑스 84mg
안면홍조, 발한, 수면장애, 월경장애, 우울증, 신경과민
1일 2회, 1회 1정, 필요시 2정씩 아침, 저녁으로 물과 함께 복용
(120TX2)X52개

활성비타민이 함유된 감기몸살약

[일양]하이펜 정

감기치료제

성
효
용
포

분·함
능·효
법·용
장 단

량
과
량
위

아세트아미노펜 500mg, 푸르설티아민 20mg
감기몸살, 발열, 두통, 월경통, 근육통, 관절통
1일 3회, 1회 1~2정
(10TX100)X8개

액상형 투명연질캡슐 종합감기약

[알피코프]제로콜 연질캡슐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아세트아미노펜 325mg, 구아이페네신 80mg,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2mg, 수도에페드린염산염 30mg,
덱스트로메토르판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 14mg
감기의 제증상(콧물, 코막힘, 기침, 가래, 발열, 두통 등)의 완화
15세 이상 - 1일 3회, 1회 1캡슐 식후 30 분 복용
(10CX30)X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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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투명연질캡슐 종합감기약

[알피코프]제로콜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아세트아미노펜 325mg, 구아이페네신 80mg,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2mg, 수도에페드린염산염 30mg,
덱스트로메토르판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 14mg
감기의 제증상(콧물, 코막힘, 기침, 가래, 발열, 두통 등)의 완화
15세 이상 - 1일 3회, 1회 1캡슐 식후 30 분 복용
(10CX30)X8개

끊이지 않는 기침 가래 치료제

[알피코프]제로코프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덱스트로메토르판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 20mg, 구아이페네신 95mg,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 25mg,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4mg
기침, 가래
15세 이상 - 1일 3회 1회 1캡슐
10C

감기치료제

콧물과 기침을 한번에

[알피코프]제로코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아세트아미노펜 325mg, 수도에페드린 30mg,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2.5mg,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 12.5mg
콧물, 코막힘, 재채기, 기침, 가래, 인후통, 두통
관절통, 근육통, 발열, 오한
15세 이상 - 1일 3회, 1회 1캡슐
10C

높은 흡수율과 속효성의 콧물, 코막힘, 비염치료제

[알피코프]코페민 연질캡슐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아세트아미노펜 325mg,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2.5mg,
수도에페드린염산염 30mg
콧물, 코막힘, 알레르기성 비염
1일 3회, 1회 1캡슐을 식후 30분 복용
(10CX30)X8개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코감기약

[삼진]에코리자 정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아세트아미노펜 500mg, 수도에페드린염산염 30mg,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2mg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인후통, 오한, 발열
1일 3~4회, 1회 2정
(10TX50)X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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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 가래

[삼진]에코프 캡슐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노스카핀 10mg,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 12.5mg,
카르비녹사민말레산염 2mg, 구아야콜설폰산칼륨 46.67mg,
덱스트로메토르판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 7.5mg
기침, 가래
1일 3회, 1회 2캡슐
(10CX50)X6개

소염성분이 함유된 기침가래약

[슈넬]기치코프 캡슐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노스카핀 10mg, 구아이페네신 50mg, 염화리소짐 10mg,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 12.5mg,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2mg,
덱스트로메토르판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 10mg
기침, 천식, 가래
1일 3회, 1회 2캡슐
(10CX50)X10개

감기치료제

안전하고 효과 빠른 항염증약

[한솔]마이에신 정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은교산연조엑스 980mg
감기로 인한 목구멍 통증, 목마름, 기침, 두통
15세 이상 - 1회 2정
7 ~ 14세 - 1회 1정을 1일 3회 식전 또는 식간복용
(10TX100)X6개

효과가 빠른 한방 항염증약(은교산)

[SK케미칼]청감통 정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두시 356mg, 감초 426mg, 영양각 22mg, 길경 426mg,
금은화 710mg 담죽엽 284mg, 형개 284mg, 우방자 356mg,
박하 426mg, 연교 710mg
감기로 인한 목구멍 통증, 목마름, 기침, 두통
1일 3회, 1회 2정, 식전 또는 식간 복용
(10TX100)X4개

한방 감기몸살 내복액

[정우]쌍패원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계지 1g, 대추 1.33g, 작약 1g, 갈근 2.67g, 마황 1.33g, 감초 0.67g,
건강 0.33g,
감기, 코감기, 두통, 어깨결림, 근육통, 손과 어깨통증
1일 3회, 1회 1포, 식전 또는 식간 복용
(75mlX10포)X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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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보감 처방 몸살 감기약

[경방]쌍화탕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생강 0.5g, 대추 0.67g, 감초 0.94g, 육계 0.94g, 당귀 1.25g,
천궁 1.25g, 황기 1.25g, 숙지황 1.25g, 작약 3.13g
허약체질, 피로회복, 과로, 자한, 병중병후
1일 3회, 1회 1포, 식전 또는 식간 복용
(75mlX10포)X10개

감기로 인한 기침, 두통, 발열 내복액

[정우]삼소음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반하 1.25g, 지각 0.94g, 건강 0.5g, 대추 0.67g, 인삼 1.25g,
갈근 1.25g, 감초 0.94g, 자소엽 1.25g, 전호 1.25g, 복령 1.25g,
길경 0.94g, 진피 0.94g
감기에 의한 두통, 발열, 기침
1일 3회, 1회 1포, 식전 또는 식간 복용
(75mlX10포)X10개

감기치료제

한방 코감기 내복액

[경방]소폐탕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감초 1g, 건강 1g, 마황 1g, 세신 1g, 오미자 1g, 작약 1g, 계지 1g,
반하 2g
기관지염, 기관지천식, 콧물, 묽은 가래를 수반하는 기침, 비염
1일 3회, 1회 1포를 식전 또는 식간에 복용
(1포X10개)X10개

한방과립 감기약

[기화]갈근탕 엑스과립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건강 0.33g, 감초 0.67g, 작약 1g, 계지 1g, 대추 1.33g,
마황 1.33g, 갈근 2.67g
감기, 코감기, 두통, 어깨결림, 근육통, 손과 어깨통증
1일 3회, 1회 1포, 식전 또는 식간 복용
(60포X2)X24개

코막힘 및 비염 한방과립제

[기화]갈근탕가천궁신이 엑스과립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건강 0.33g, 감초 0.67g, 작약 1g, 천궁 1g, 계지 1g, 신이 1g,
대추 1.33g, 마황 1.33g, 갈근 2.67g
코막힘, 부비동염, 만성비염
1일 3회, 1회 1포, 식전 또는 식간 복용
(60포X2)X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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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치료제

가래 및 기관지 한방과립제

[기화]맥문동탕 엑스과립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감초 0.67g, 인삼 0.67g, 대추 1g, 반하 1.67g, 맥문동 3.33g,
갱미 3.33g
가래가 끊어지지 않는 기침, 기관지염, 기관지천식
1일 3회, 1회 1포, 식전 또는 식간 복용
(60포X2)X24개

항염증성 효소제

[슈넬]키모랄에스 정

소염제

성
효
용
포

분·함
능·효
법·용
장 단

량
과
량
위

브로멜라인 40mg, 결정트립신 1mg
염증성 부종의 완화
첫날 4회, 1회 2정 이후 유지량으로 1일 4회, 1회 1정
(10TX50)X12개

식물성 화농증, 다래끼 치료제

[정우]파노신 정

성
효
용
포

분·함
능·효
법·용
장 단

량
과
량
위

배농산급탕건조엑스 320mg
발적(충혈되어 붉어짐), 부기, 단단해지고 통증을 수반하는 화농성질환
1일 3회, 1일 2정, 식전 또는 식간 복용
(10TX100)X5개

복합진통, 근육이완제

[슈넬]엠피스 정

근육이완제

성
효
용
포

분·함
능·효
법·용
장 단

량
과
량
위

클로르족사존 250mg, 아세트아미노펜 300mg
근육경직, 근육경련, 신경통, 관절통, 요통
1일 4회, 1회 2정을 공복을 피하여 복용
(10TX50)X10개

안전한 복합 진통 및 근육 이완제

[SK케미칼]모미펜 정

성
효
용
포

분·함
능·효
법·용
장 단

량
과
량
위

클로르족사존 250mg, 아세트아미노펜 300mg
근육경직, 근육경련, 신경통, 관절통, 요통
1일 4회, 1회 2정을 공복을 피하여 복용
(10TX100)X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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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빠른 소염, 진통제(1회 소분용 포장)

[미래]이부프로펜정 400mg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이부프로펜 400mg(1정 중)
류마티스양관절염, 골관절염, 발열, 요통, 수술 후 동통, 두통, 신경통 등
감기 1회 200~400mg, 류마티스, 골관절염 1회 200~600mg,
1일 3~4회 복용
(2TX500포)X10개

효과와 흡수가 빠른 액상형 나프록센

[대웅]다나센 연질캡슐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나프록센 250mg
류마티스양 관절염,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질환), 강직성 척추염, 건염,
급성통풍, 월경곤란증, 염좌, 타박상, 외상, 허리통증, 편두통, 발치
1일 2회(12시간마다), 1회 1~2캡슐
(10CX50)X9개

해열진통소염제

빠른효과와 안전한 정제 나프록센

[일양]페인쿨 정

성
효
용
포

분·함
능·효
법·용
장 단

량
과
량
위

나프록센나트륨 275mg
류마티스양관절염, 골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건염, 치통, 두통 등
1일 2회(12시간마다), 1회 1~2정
(10TX100)X4개

강력하고 효과 빠른 소염, 진통제

[일양]에코닉신 정

성
효
용
포

분·함
능·효
법·용
장 단

량
과
량
위

클로닉신리신 125mg
류마티스양관절염, 근육통, 두통, 치통, 생리통, 관절염, 신경통
1일 3회, 1회 1~2정
(10TX100)X4개

효과빠른 편두통치료제

[광동]페르펜 정

성
효
용
포

분·함
능·효
법·용
장 단

량
과
량
위

아세트아미노펜 500mg, 말레인산돔페리돈 12.72mg
편두통 증후의 치료
1회 2정씩, 1일 최대 8정까지 복용하며 복용간격은 4시간 이상
(10TX100)X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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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효성 진경제/진통제

[SK케미칼]에스코판 정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디싸이크로민염산염 5mg, 파파베린염산염 15mg, 우루소데옥시콜산 5mg,
l-멘톨 5mg
위통, 복통, 산통, 속쓰림, 위산과다
1일 2~3회, 1회 2정, 11~15세 - 1회 1과1/3정 식전 또는 식후 복용
(10TX50)X12개

강력한 종합소화효소제

[일양]다이제스토 정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디메치콘 25mg, 우담즙엑스 25mg, 판크레아틴 175mg,
헤미셀룰라제 50mg
소화불량, 식욕감퇴, 과식, 식체, 위부팽만감, 소화촉진
1일 3회, 1회 1~2정 식후에 복용
10TX100개

소화기제제

한방 제산 및 위염치료제

[정우]위푸린산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육두구 20mg, 탄산수소나트륨 625mg, 침강탄산칼슘 133mg,
합성규산알루미늄 273.4mg, 비오디아스타제2000Ⅱ40mg, 정향 12mg,
고목가루 15mg, 진피 22mg, 육계 92mg, 회향 24mg,
겐티아나 15mg, 탄산마그네슘 26mg
과음, 속쓰림, 위트림, 위통, 위부불쾌감, 소화불량, 위산과다,
구역질, 구토
1회 1포, 8세~14세 - 1회 1/2포를 1일 3회, 식후 또는 식간에 복용
120포X16개

식체, 소화불량 한방과립제

[경방]소체환

성
효
용
포

분·함
능·효
법·용
장 단

량
과
량
위

향부자 200mg, 오령지 200mg, 견우자 400mg
식체(위체), 소화불량, 위부팽만감, 위통
1일 3회, 1회 1포, 식전 또는 식간 복용
90포X36개

위통, 속쓰림, 소화불량 (1회 소분용 포장)

[한풍]안토시드 정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라니티딘염산염 31.5mg, 산화마그네슘 50mg,
규산알루민산마그네슘 125mg, 수산화알루민산마그네슘 100mg
위통, 속쓰림, 소화불량, 구역
1회 2정, 5시간 후 증상개선이 없을 시 2정 복용
(2TX500포)X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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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티딘 복합 처방

[종근당]하이티딘 정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산화마그네슘 50mg, 수산화알루민산마그네슘 100mg,
규산알루민산마그네슘 125mg, 라니티딘염산염 31.5mg
위통, 속쓰림, 소화불량, 구역
1회 2정씩 복용하되 복용 후 5시간 이상 지나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다시 2정을 복용
(120TX2)X34개

소화기제제

속쓰림, 위산과다 치료제

[광동]라니드 정

성
효
용
포

분·함
능·효
법·용
장 단

량
과
량
위

라니티딘염산염 75mg
위통, 속쓰림, 소화불량, 구역
16세 이상 - 1회 1정, 1일 2정까지 복용할 수 있다.
(60TX2)X40개

위장카타르, 위염, 숙취 한방과립제

[기화]반하사심탕 엑스과립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황련 0.33g, 건강 0.83g, 감초 1g, 대추 1g, 황금 1g, 인삼 1g,
반하 1.67g
급·만성 위장카타르, 발효설사, 소화불량, 위하수, 신경성 위염,
위장허약, 숙취, 트림, 속쓰림, 구내염, 신경과민
1일 3회, 1회 1포, 식전 또는 식간 복용
(60포X2)X24개

변비치료제

신속하고 편안한 변비 치료제

[SK케미칼]생장환 에스 정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센나엽가루 55mg, 센나열매가루 55mg, 비사코딜 5mg,
도큐세이트나트륨 12mg
변비, 변비에 따른 다음 증상-식욕부진, 복부팽만, 장내이상발효, 치질
1일 1회, 1회 1~3정 취침 전 복용, 경과를 보면서 증량 또는 감량
(10TX100)X8개

구내염, 설염 치료제

[정우]이바내 정

구내염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L-시스테인 15mg, 비오틴1% 2.5mg, 리보플라빈부티레이트 10mg,
니코틴산아미드 15mg, 아스코르브산97%과립 25.77mg,
피리독신염산염 97% 과립 51.55mg, 의이인건조엑스 50mg
구각염, 구순염, 구내염, 설염, 습진, 피부염 등
15세 이상 - 1일 1회, 1회 2정
(20TX20)X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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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 피부질환 치료제

[SK케미칼]아셈지 연고

성
효
용
포

분·함
능·효
법·용
장 단

량
과
량
위

베타메타손발레레이트 0.61mg, 겐타마이신황산염 1mg
알레르기, 지루성 피부염, 아토피피부염, 습진, 가려움, 건선 등
1일 1~3회 환부에 적당량을 바른다.
(30gX20)X8개

연약한 피부의 피부질환 및 화상·동상 치료제

[SK케미칼]이보드람 연고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히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트 5mg, 디펜히드라민염산염 5mg,
산화아연 20mg
습진, 접촉성피부염, 땀띠, 가려움증,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두드러기 등
1일 2~3회 환부에 적당량을 바른다.
(20gX50)X8개

안전하고 효과 빠른 광범위 피부질환치료제

[일양]아토미 겔

연고제제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리도카인염산염 30mg,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10mg, 크로타미톤 50mg,
프레드니솔론아세테이트 1.25mg, 벤제토늄염화물 1mg,
살리실산글리콜 20mg, l-멘톨 30mg
벌레물린데, 땀띠, 가려움증, 두드러기, 습진, 피부염, 동창, 진무름
1일 1회 이상 환부에 바른다.
(20gX50)X6개

벌레물린데, 땀띠, 가려움증, 피부질환치료제

[SK케미칼]미키 크림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디펜히드라민 10mg, dl-캄파 20mg, 에녹솔론 10mg, l-멘톨 30mg,
디부카인염산염 5mg
벌레물린데, 땀띠, 가려움증, 두드러기, 습진, 피부염
1일 수회 환부에 적당량을 바른다.
(15gX50)X8개

상처치유촉진 및 감염방지제

[SK케미칼]데카미솔 연고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센텔라아시아티카정량추출물10mg, 히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트10mg,
네오마이신 황산염 3.5mg
피부염, 감염된 상처
1일 1~2회 적당량을 환부에 바른다.
(10gX50)X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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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위험이 있는 모든 상처

[SK케미칼]바른솔 크림

성
효
용
포

분·함
능·효
법·용
장 단

량
과
량
위

덱스판테놀 50mg, 클로르헥시딘염산염 5mg
찰과상, 화상, 피부손상, 찢긴 상처, 베인 상처 등
1일 1회 이상 상처부위에 얇게 바른다.
(20gX50)X8개

깨끗하고 빠른 상처치료용 밴드

[대화]스카메디엘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
1. 표재성이나 건조성 또는 약간의 분비물이 있는 피부상처에 사용한다.
2. 위험상에 처한 피부나 마찰 또는 빗장력으로부터 손상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는 피부의 보호 및 드레싱 효과로 사용한다.
3. 피부를 보호하고 소량의 습기나 액체를 흡수하여 상처를 치유한다.
본 품 1매를 지질박리지를 제거하고 상처 중앙에 문질러 부착한다.
(2매X20)X30개

연고제제

진균성 무좀 치료제

[SK케미칼]나니실 연고

성
효
용
포

분·함
능·효
법·용
장 단

량
과
량
위

테르비나핀염산염 10mg
피부진균감염증, 어루러기, 피부칸디다증
1일 1~2회 환부에 바른다.
(20gX50)X8개

효과 빠른 스프레이식 무좀 치료제

[슈넬]미카실 외용액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테르비나핀염산염 10mg
피부진균감염증, 어루러기, 피부칸디다증
족부백선, 고부백선, 체부백선-1일 1회 1주, 어루러기-1일 2회 1주
환부를 깨끗이 씻고, 완전 건조 후 충분한 양을 바른다.
(40mlX10)X20개

항 바이러스 전문 치료제

[SK케미칼]바크락스 크림

성
효
용
포

분·함
능·효
법·용
장 단

량
과
량
위

아시클로버 50mg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1일 2~5회 4시간 간격으로 일주일간 환부에 바른다.
(10gX50)X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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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고 시원한 붙이는 관절염치료제

[대화]푸로펜카타플라스마

성
효
용
포

분·함
능·효
법·용
장 단

량
과
량
위

플루르비프로펜 33mg
퇴행성관절염, 어깨관절주위염, 테니스엘보우, 근육통 등
1일 2회 약면의 박리지를 떼어낸 후 부착
(5매X50)X2개

강력한 소염, 진통효과

[대화]메타플러스 첩부제

성
효
용
포

분·함
능·효
법·용
장 단

량
과
량
위

인도메타신 35mg
관절염, 근육통, 어깨관절주위염, 테니스엘보우 등
1일 2회 환부를 깨끗이 하고 건조시킨 후 부착
(10매X50)X4개

소염진통파스류

강력 소염, 진통 한방파스

[수입]한방파스(만응안통고)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위령선 187.5mg 목별자 60mg, 피마자 300mg, 몰약 93.75mg,
유황 93.75mg, 멘톨 225mg, 산화아연 150mg, 살리실산메칠 25mg,
황납 187.5mg
타박상, 어깨결림, 류마티스통증
환부를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후 1일 1회 1매씩 붙인다.
(6매X50)X8개

생약과 양약 복합처방의 소염 진통 플라스타

[SK케미칼]한방플라스타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위령선(생규) 37.5mg, 목별자(생규) 12mg, 피마자(생규) 60mg,
몰약(약전) 18.75mg, 유향(생규) 18.75mg, 멘톨 45mg, 산화아연
30mg, 살리실산메칠 5mg, 황납 37.5mg
다음 증상에 대한 진통·소염-타박상, 어깨결림, 류마티스통증
환부를 깨끗이 한 후 1일 1회 1매를 붙인다
(6매X100개)

20배 강력한 진통성분함유 플라스타

[화일약품]록스타

성
효
용
포

분·함
능·효
법·용
장 단

량
과
량
위

록소프로펜나트륨 56.7mg
퇴행성관절염, 근육통, 외상후의 종창, 동통
약면의 박리지 제거 후 1일 1회 1회 1매 부착
(6매X50)X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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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의 피로, 충혈개선제

[화일약품]아이클리어 점안액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아미노카프로산 10mg, 나파졸린염산염 0.02mg,
네오스티그민메틸황산염 0.02mg,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0.1mg
눈의 염증, 눈의 가려움, 눈의 피로, 결막충혈, 눈의 침침함 등
1일 5~6회, 1회 2~3방울
(15mlX20)X24개

유행성 결막염 치료제

[화일약품]프레시뷰 알파 점안액

성 분·함 량

안약제제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설파메톡사졸나트륨 40mg, 타우린 2mg, 글리시리진산디칼륨 2mg,
아미노카프로산 10mg
결막염, 다래끼, 눈의 가려움, 눈꺼풀의 진무름
1일 3~6회, 1회 1~3방울
(15mlX20)X24개

피로, 충혈, 알러지, 건조한 눈

[바이넥스]씨데카론에스 점안액

성
효
용
포

분·함
능·효
법·용
장 단

량
과
량
위

글리세린 2.52mg, 나파졸린염산염 0.03mg
피로한 눈, 충혈된 눈, 가렵고 건조한 눈
1일 1~4회, 1회 1~2방울
(14mlX30)X16개

일회용 인공눈물

[아이큐어]아이피스 점안액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5mg
안구건조증이나 바람· 태양에 노출되어 생기는 화끈거리는 증상,
자극감, 불쾌감을 일시적으로 완화
용기의 끝 부분을 앞뒤로 완전히 구부린 다음 당겨서 개봉한다.
필요시 증상이 있는 눈에 1~2방울씩 점안하고 점안 후 남은 액과
용기는 버린다.
(15관X10)X20

알러지치료제

지속형 알레르기 전문 치료제

[코오롱]세르진 정

성
효
용
포

분·함
능·효
법·용
장 단

량
과
량
위

세티리진염산염 10mg
계절성 및 다년성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두드러기, 피부소양증 등
12세 이상 - 1일 1회, 1회 1정
(10TX100)X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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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이 간편한 1회 요법 구충제

[일양]벤다졸 정

구충제

성
효
용
포

분·함
능·효
법·용
장 단

량
과
량
위

알벤다졸 400mg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편충, 아메리카 구충, 분선충
1일 1회, 1회 1정
(2TX100)X8개

U·S·A

오리
지널
DRUG INFORMATION

·건조간장가루, 간장농축물, 간장분획물
: 간장보호, 간세포재생,
영양 공급

새로운 차원의 간장약
알콜중독성·간기능부전

헵 - 포르테

·주석산콜린, 이노시톨
: 항지방간 인자로 간장내의
지방침착 억제 및 혈류개선

·메티오닌
: 알코올 및 각종 독성성분에
대하여 해독작용

연질
캡슐

·건조효모
: 각종 영양소 공급, 알코올
분해 촉진

·비타민B군,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E
: 간세포의 재생 및 간기능 회복

[원료약품 및 분량] 1캡슐 중
건조간장가루 194.4mg, 간장농축물 64.8mg, 간장분획물₂
64.8mg, 주석산수소콜린 21mg, DL-메티오닌 10mg, 이노시톨
10mg, 비타민A(팔미틴산염) 1200I.U, 비타민E(D-a-토코페롤)
10I.U, 아스코르브산 10mg, 티아민질산염 1mg, 리보플라빈 1mg,
니코틴아미이드 10mg, 피리독신염산염 0.5mg, 시아노코발라민
1ug, 비오틴 3.3ug, 판토텐산칼슘 2.17mg, 폴산 60ug, 아연 2mg,
건조효모 64.8mg
[효능효과] 다음 질환의 보조 치료 : 알코올 중독증, 독성 간질환에
의한 간기능부전, 및 간중독에 기인한 간기능부전, 간기능부전에
기인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남녀불임증
[용법용량] 1일 3회, 1회 1-2캡슐
[저장방법] 밀폐용기, 차광ㆍ건냉소보관
[포장단위] 200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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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면역력 증진, 간기능 회복, 자양강장, 체력증진

[유한M]황제공보단 액

성 분·함 량

자양강장 체
•력증진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녹용추출액(고형분0.2%, 뉴질랜드) 20%, 꿀 10%, 당귀(국산),
인삼(국산,인삼근100%), 산수유(국산), 숙지황, 두충, 침향추출액
(고형분0.1%, 싱가포르) 7%, 진피, 육계, 맥문동, 오미자,
L-아르기닌, 정제수
성기능향상, 면역력 증진, 간기능회복, 피로회복, 혈액순환, 체력증진 등
1일 1~2회 1병씩 흔들어 간편하게 섭취
(30VX2)X4개

자양강장, 성기능개선, 체력증진, 피로회복

[경방]공진옥 프리미엄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홍삼, 오가피, 사상자, 산수유, 구기자, 오미자, 숙지황, 동충하초,
영지버섯, 토사자, 침향, L-아르기닌, 산화아연
성기능개선, 면역력증진, 간기능회복, 피로회복, 혈액순환, 체력증진
1회 1병을 1일 1회 식전 또는 식간에 복용
50환X12개

스테미나 및 지구력 증진

[유한M]파워볼란테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옥타코사놀 405mg, 산화아연 13mg, 결정셀룰로오스 419.98mg,
유당 75mg, 감마오리자놀 10mg, 타우린 15mg,
젤라틴마카 20mg, 오자추출물 20mg, 스테아린산마그네슘 8mg,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0.02mg, 자라추출물분말 1mg,
산수유추출물분말 1mg, 흑마늘추출물분말 1mg, HPMC 4mg,
이산화규소 7mg
정상적인 면역기능, 세포분열에 필요, 지구력 증진
1일 1회, 1회 1정
(45TX2)X32개

눈의 영양공급 및 보호(루테인 20mg함유)

[유한M]아이맥스루테인

성 분·함 량

눈건강제제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HK루테인10FL(루테인 15%), 비타민 A, 결명자추출분말,
아스타잔틴추출물분말, 대두유, D-α토코페롤, 대두레시틴, β- 카로틴,
유기농[귤껍질, 자두, 브로콜리, 사과, 파인애플, 딸기, 라즈베리, 케일,
블루베리(바키늄 미르틸루스)]분말 등
눈의 영양공급 및 보호
1일 1회, 1회 1캡슐
(30CX3)X34개

눈의 영양공급(루테인 20mg+지아잔틴 함유)

[수입]아이젠에프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루테인 20mg, 비타민A 700mg, 비타민C 50mg, 비타민E 50ug,
셀렌 35ug, 베타카로틴 5mg, 지아잔틴 2mg
눈건강,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 세포보호에 도움
1일 1회, 1회 1캡슐
(90CX2)X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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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D 1000IU+EPA 720mg
+DHA 380mg+비타민E 2mg

[수입]씨유디골드

성
효
용
포

분·함
능·효
법·용
장 단

량
과
량
위

고함량 1250mg제제(EPA 380mg+DHA 870mg)

[수입]에코오메가3

성
효
용
포

오
메
가
3
제
제

정제어유(연어, 멸치), 비타민D3, D-α-토코페롤
혈중중성지질 개선, 혈행개선에 도움, 골다공증 발생위험 감소 등
1일 1회, 1회 1캡슐
(180CX2)X20개

분·함
능·효
법·용
장 단

량
과
량
위

정제어유(연어, 멸치), D-α-토코페롤
혈행개선에 도움, 혈중중성지질 개선에 도움
1일 1회, 1회 1캡슐
골드(90CX2)X24개, 실버(180CX2)X24개

하프실제제(EPA 730mg+DHA 370mg+DPA 10%)

[수입]메디웰 하프

성
효
용
포

분·함
능·효
법·용
장 단

량
과
량
위

정제어유(연어, 멸치), 하프물범유, D-알파토코페롤
혈행개선, 혈중중성지질 개선에 도움
1일 1회, 1회 1캡슐
(90CX2)X20개, (180CX2)X20개

오메가3 680mg+오메가6 180mg+오메가9 150mg
(천연아마씨유 100%)

[수입]식물성 오메가 플랙시드

성
효
용
포

분·함
능·효
법·용
장 단

량
과
량
위

Vegetable Flaxeed Oil 1000mg
필수지방산(리놀렌산)의 보충
1일 1회, 1회 1캡슐
(180CX2)X15개

고단위 EPA/DHA 550mg

[유한M]오메가3 연질캡슐

성
효
용
포

분·함
능·효
법·용
장 단

량
과
량
위

정제어유(EPA ,DHA) 55%
혈액순환개선, 콜레스테롤개선, 두뇌-망막의 구성성분, 두뇌영양공급
1일 1회, 1회 1캡슐
(60CX2)X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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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은 편하고 흡수율이 높은 중성비타민C

[수입]에코중성비타민C1000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비타민C 1000mg
비타민C흡수,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 철의 흡수에 필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보호
1일 1회, 1회 1정
(90TX2)X18개

아미노산 12종+미네랄 5종+비타민 11종+건조효모

[유한M]하이벨셀렌효모플러스 정
성 분·함 량

비타민제제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셀레늄강화효모(0.1%) 6.48mg, 몰리브덴강화효모(0.2%) 8.4mg,
맥주효모 504mg, D-소르비톨 18mg, 결정셀룰로오스 18mg,
프락토올리고당 12mg, 알지칼슘 12mg, 이산화규소 10.2mg,
스테아린산마그네슘 6mg, 아미노산믹스 1.2mg, 키토산 0.6mg,
열풍건조자라분말 0.6mg, 옥타코사놀 0.6mg, 난단백 분말
0.6mg, 비타민미네랄믹스 0.6mg, L-아르기닌 0.18mg, L-글루타민
0.18mg, L-시스틴 0.18mg, 크롬효모(0.2%) 0.18mg
육체피로, 임신, 수유기, 병중병후 체력저하, 비타민, 아미노산 공급
1일 2회, 1회 2정
(240TX2)X20개

필수영양소인 비타민D의 보충

[유한M]비타민D3 1200I.U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콜레칼시페롤 1200I.U
칼슘과 인의 흡수와 이용에 필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골다공증 발생위험 감소
1일 1회, 1회 1정
(90TX2)X30개

오렌지맛, 딸기맛, 포도맛, 사과맛, 레몬맛
- 비타민C의 보충

[종근당]비타C패밀리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분말 결정 포도당, 유당[유당(우유), 덱스트린], 비타민C, 구연산,
DL-사과산,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해조분말0.3%(칼슘32%),
타우린0.1%, 콜라겐 0.05%, 파프리카추출색소, 수크랄로스(합성감미료),
합성착향료 - 맛에 따라서 (오렌지향, 오렌지향분말, 딸기향, 딸기향분말,
포도향, 포도향분말, 사과향, 사과향 분말, 레몬향, 레몬향분말)
맛에 따라서 - 오렌지농축액, 딸기 농축액, 포도농축액, 사과농축액,
레몬농축액
비타민C 보충
1일 2정
100TX40개, (20TX5)X8개

관절염치료제

식이유황 MSM+상어연골+녹색홍합+글루코사민

[수입]조인트큐MSM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MSM 750mg, 콜레칼시페롤 350I.U, 글루코사민 100mg,
콜라겐 50mg, 상어연골분말 750mg, 초록입홍합추출분말 100mg,
히알루론산 30mg
관절 및 연골건강, 칼슘과 인의 흡수에 도움, 뼈의 형성과 유지,
골다공증 발생위험 감소
1일 2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복용
(180TX2)X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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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장을 위한 어린이 혼합유산균

[종근당]베베락토에프 포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락토바실러스 람노수스,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 비피도박테리움 브레브
(100,000,000,000/g), 자일리톨, 비타민C, D3, B2, 분말비타민A,
비타민(B1, B6)염산염 등
유익한 유산균의 증식, 장내 유해미생물의 억제
1일 2회, 1회 1포를 물, 우유 등에 타거나 직접 섭취
(60포X2)X20개

유산균제제

생균 10종 + 100억마리 이상의 유산균
- 식물성캡슐, 저온장용캡슐

[수입]프리미엄 PB 람노스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비피도박데리움 비피둠, 비피도박데리움 락티스, 말토덱스트린,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
유익한 유산균 증식,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 원할에 도움
1일 1회, 1회 1캡슐
(60CX2)X10개

생균13종 PTP캡슐 유산균(프로바이오틱)

[종근당]프로비틱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비피도박테리움 애니말리스 락티스,
락토코구스 락티스, 락토바실러스 아시도 필루스, 스테렙토코쿠스 써머필루스,
비피도박테리움 브레브, 락토바실러스 람노수스,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비피도박테리움 롱굼,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 락토바실러스 퍼먼텀,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엔트로코쿠스 페시움, 치커리뿌리추출분말,
혼합유당, 제이인산칼슘, 비타민C,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프락토올리고당,
이산화규소, 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B2, 판토텐산칼슘, 니코틴산아미드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 월활에 도움
1일 1회, 1회 1캡슐
(30CX2)X30개

잇몸질환종합치료제

[수입]프로자임엘 골드 캡슐

잇몸질환치료제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옥수수불검화추출물 105mg, 리소짐 60mg, 아스코르브산 80mg,
프로폴리스추출물 400mg, D-칼슘, 비타민E, 비타민D3,
말토덱스트린 50mg
치주질환[치아지지조직질환, 치은염, 치주증]
1일 1~2회, 1회 1캡슐
(60CX2)X36개

Zeamays 150mg함유 잇몸질환종합치료제

[유한M]지메이톤프로폴리스 캡슐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옥수수불검화추출물 121mg, 프로폴리스추출분말 209mg,
염화리소짐 60mg, 비타민C 80mg 등
치주질환[치아지지조직질환, 치은염, 치주증]
1일 1회, 1회 1캡슐
(60CX2)X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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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필요한 칼슘과 마그네슘 공급

[유한M]칼슘마그네슘 골드

칼슘마그네슘 및 기타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탄산칼슘, 산화마그네슘, 패각칼슘, 해조칼슘, 결정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분말비타민D3
뼈와 치아의 형성도움, 신경과 근육기능유지에 필요
1일 2회, 1회 1캡슐
(60CX2)X48개

소염, 항균, 항산화작용

[유한M]프로이신 프로폴리스캡슐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프로폴리스추출분말(총플라보노이드 6%이상), 산화아연, 탄산칼슘,
식물혼합추출분말(도라지, 인동초, 민들레, 대추, 탱자, 감초 등),
인동꽃추출분말, 황금 추출분말, 비타민 C,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리소짐 등
항산화작용, 정상적 면역기능에 필요
1일 2회, 1회 2캡슐
(2CX200포)X6개

다이어트제제

녹색커피콩+아프리카망고+치아씨드+비오틴

[수입]미란다 비오틴

성 분·함 량
효 능·효 과
용 법·용 량
포장 단위

비오틴, 아프리카망고열매추출물, 치아씨분말, 녹색커피콩추출물,
결정셀룰로오스, 제이인산칼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지방흡수를억제, 지방축적과 체중증가를 효과적으로 억제, 콜레스테롤 감소
1일 1회, 1회 1정
(60TX2)

감마오리자놀
보강

히트
상품

행복한 우리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히트상품

히트
상품

히트
상품

ECO 중성비타민C 1000

씨유디 골드 오메가3

•체액과 유사한 중성으로 복용 시 위장장애가 거의
없어 속이 편합니다.
•흡수속도가 일반 비타민C 보다 2배 빠릅니다.
•약효가 일반 비타민C 보다 2배 더 오래 지속됩니다.
•조직 흡수율이 일반 비타민C 보다 4배 높게
나타납니다.

•고순도(90%이상)의 정제 어유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성분의 섭취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1일1회1정으로 고함량의 EPA+DHA(1,100mg)를
복용합니다.
•항산화제인 토코페롤을 사용하여 정제 어유의 산패를
방지하였습니다.
•먹이사슬의 하위집단인 멸치의 정제어유를
사용하였습니다.

히트
상품

조인트큐MSM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7개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MSM, 상어연골분말, 초록입홍합분말, 글루코사민,
콜라겐, 히알루론산, Vit.D₃)
•1일 MSM 1,500mg, 상어연골분말 1,500mg, 히알루론산
60mg, 콜라겐 100mg 고함량 복용이 가능합니다.

히트
상품

파워볼란테
•옥타코사놀과 아연을 고함량 함유하여 피로회복 및
왕성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스태미너 증진(남성건강)에 도움을 주는 5가지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옥타코사놀, 아연, 흑마늘농축분말, 마카, 산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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