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사헬스 （ササヘルス） 

 

개정  : 2012년 12월(개정요령 변경에 따른 개정) 

    사용하시기 전에 이 설명서를 잘 읽으십시오. 

    또한, 이 설명서는 사용이 끝날 때까지 소중히 보관하십시오. 

 

                  クマザサ抽出液 

           ＜ササヘルス＞ 

           第３類医薬品 

 

               ( 얼룩 조릿대 잎의 추출액 ) 

                (     < 사사헬스 >        ) 

                (     제 3류 의약품       ) 

 

 

               사용 상의 주의 

 

  문의 상담하십시오 

 

1.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은 복용하시기 전에 의사, 약사, 

                 또는 등록 판매자에게 상담하십시오. 

            ・  약을 복용하신 후 발진,발적,가려움 등의 증상이 있으신 분. 

 

2. 일정 기간 복용해도 증세가 좋아지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시고 

이 설명서를 가지고 의사,약사,또는 등록 판매자에게 상담하십시오. 

 

 

       < 효능 ・ 효과 > 

    피로 회복, 식욕 부진, 입냄새・체취 제거, 구내염 

 

 

              < 용법 ・ 용량 > 

보통 하루에 세번, 1 회 약 2-3ml(소아 1-1.5ml)을 기준으로 냉수, 차, 우유 

등으로 희석하여 복용하십시오. 또한,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늘려 주십시오. 

 첨부되어 있는 계량 컵의 눈금표시는 {ml단위}입니다. 

 



                <   성 분   > 

          얼룩 조릿대 잎의 추출액 

 

           <  보관 및 취급 상의 주의 > 

(1)  뚜껑의 단면 및 돌기부에서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2) 직사광선을 피해 되도록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개봉 후에는 뚜껑을 꽉 닫아, 냉장고 등의 냉암소에 보관하여 

            되도록 빨리 복용하십시오. 

(2)  본제품은 얼룩 조릿대의 생 잎을 이용한 제품이므로 보관 중 다소 

침전이 나오거나 원료 채취 시기 등에 따라 색과 맛, 냄새가 다른  

경우가 있으나 효과는 같습니다. 

(3)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4)  오용하지 않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용기에 넣지 마십시오. 

 

 

    

      【문의처】                 

・  구입하신 약국 

・   株式会社 大和生物研究所    お客様相談室 

(주식회사 다이와생물연구소     고객 상담실) 

      소재지 : 〒213-0012 川崎市高津区坂戸 3-2-1 

                かながわサイエンスパーク Ｄ棟８Ｆ  

(〒213-0012 가와사키시 다카쓰구 사카도 3-2-1 

                                   가나가와 사이언스 파크  D동 8 층 ) 

                      전화 번호 :  044-819-2296 

                      접수 시간 :  9:00-12:00, 13:00-17:00 

                                 (단,  토 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함) 

 

                       - 제조 판매원 – 

                 株式会社 大和生物研究所 

           (주식회사 다이와생물연구소) 

                   長野県茅野市玉川字原山 11400-1018 

                  (나가노현 치노시 다마가와 아자 하라야마 11400-1018) 

                      URL http://www.daiwaseibutu.com 

 

   

http://www.daiwaseibutu.com/


 

         내리쐬는 햇볕을 가득 받고  

얼룩 조릿대는 산들을 초록으로 물들입니다. 

그 풍부한 산림 속에서는 다양한 생명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음식을 싸거나  

달여마실 때 얼룩 조릿대 잎을 이용해 왔습니다. 

 

                    또한, 얼룩 조릿대는 중국의 고전  

〝本草綱目(본초강목)″에도 기재되어 있는 생약입니다. 

       특히 고산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에 의해 생육한 얼룩 조릿대는 질 좋고, 

       염록소등 유효 성분이 풍부하여 

       약의 원료에 적합힙니다. 

 

<사사헬스>는 이런 천연 얼룩 조릿대 잎에서, 

    근대 제약 기술로 유효 성분을 추출하여 

          의약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연의 초록의 혜택을 부디 드셔 보십시오. 

 

 

 

 

 

 

 

 

 

 

 

 

 

 

 

 

 

 



      <사사헬스>는 피로 회복, 식욕 부진, 입냄새・체취 제거, 

구내염에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입니다.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 

               피로가 쌓여 몸 상태가 나쁘다. 

               이럴 때, 얼룩 조릿대의 유효 성분이 피로를 회복시킵니다.   

    

               위장이 약해 식욕이 없다. 

               먹으면 잘 체한다. 

               위장의 건강은 몸의 기본입니다. 얼룩 조릿대의 유효 성분이 

 위장에 작용하여 식욕 부진을 경감시킵니다. 

 

               입냄새의 원인은 구강 내의 염증이나 위장 장애 등 다양하지만, 

               얼룩 조릿대에 포함되어 있는 엽록소가 입이나 몸 속에서 뛰어난 소취 

효과를 발휘합니다. 

 

체취는 자기자신은 좀처럼 알 수 없는 것. 

원인은 여러가지 있으나, 근봉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룩 조릿대의 유효 성분을 복용함으로써 효과가 나타납니다. 

 

               구내염은 작지만 매우 아픕니다. 얼룩 조릿대의 유효성분이 체내에서 

               효과를 발휘하여 염증을 없애고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은 약국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