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RRISH 제2류 의약품

한방 제제

◆CORRISH는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의 등 및 어깨 결림과 통증의 내복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어깨부터 등까지 

딱딱하게 굳은 통증을 개선합니다. 
◆에도시대에 한방의가인 나카야마 셋슈가 일본인을 위해 창방한 '치견배구급방(治肩背拘急方)'을 토대로 한 한방

제제입니다.

 효능 또는 효과

신경질적인 것으로, 등・어깨 결림과 관련한 아래 제증상에 사용한다.어깨 결림증, 등・어깨의 동통

 용법 및 용량

다음의 양을 식전 또는 식간에 찬물 또는 미지근한 물과 함께 복용하십시오.

성인(15세 이상), 1회 1포, 1일 3회

15세 미만, 복용하지 말 것

정해진 용법・용량을 엄수해 주십시오.

성분 및 분량

In 1 packet (1.2 g)

Powdered Chikenpaikokyuho Extract　533.33mg　（equivalent to  1333.33mgof Immature citrus unshiu peel ，
1000.00mg 

of Lindera root ,
1000.00mgof Zedoary,
1333.33mg of Poria sclerotium
333.33mg of Glycyrrhiza,
1000.00mg of Cyperus 

rhizome,

첨가물

Talc,Magnesium stearate,Lactose

 사용상의 주의

상담할 내용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용 전에 의사,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와 상담할 것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임산부 또는 임신중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고령자.

지금까지 약 등으로 인해 발진･발적, 가려움증 등을 일으킨 적이 있는 사람.

다음의 증상이 있는 사람.

부종

다음의 진단을 받은 사람.

고혈압

심장병

신장병

복용 후, 다음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이 문서를 지참한 후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

십시오.

피부:

발진･발적

가려움

드물게 다음과 같은 심각한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가성 부신 질환, 근육병: 손발의 나른함, 저림, 당김과 경직에 더해 탈력감, 근육통이 나타나며 점차 심해진다.

●1개월 정도 복용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복용을 중단한 후, 이 문서를 가지고 의사,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와 상담할 것

●장기 연용하는 경우에는 의사,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와 상담할 것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습기가 적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다른 용기에 옮겨 담지 마십시오.(오용의 원인이 되거나 품질이 변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을 경과한 제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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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C 의약품의 다언어 제품 정보에 관한 면책사항】

・본 제품은 일본 국내에서의 판매 및 사용을 목적으로 일본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승인된 의약품입니다.

・다언어 제품 정보는 해당 제품의 일본어 첨부문서를 번역한 것으로, 어디까지나 참고 정보로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 기재 내용 

및 해당 제품 자체가 일본국 외의 법규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다언어 제품 정보는 제공자(또는 당사)에 의한 가번역이며, 향후 예고 없이 수정 및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언어 제품 정보의 기재 내용에 기인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제공자(또는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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