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크론（ＳＵＮＣＨＬＯＮ） 

신선한 얼룩조릿 로 제조한 액체 의약품.                  제3 종 의약품 

선크론은 일본의 신슈 고산 지 에서 자생하는 볏과의 얼룩조릿 (학명:Sasa veitchii) 잎에서 

수지를 제거하고, 세포벽을 부숴, 세포 원형질을 가용성으로 한 진한 녹색 액상제입니다. 

상온에서 특유의 향이 있으며, 약간 독특한 쓴맛과 살짝 짠맛이 납니다.  

 

[사용상의 주의] 상담할 것 

1. 다음과 같은 분은 복용 전에 의사, 치과 의사, 약사 또는 판매자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의사, 치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2. 복용 후 다음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본 설명서를 가지고 의사, 치과 의사, 약사 또는 판매자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피부) 발진, 붉은 반점, 가려움증     (소화기) 메스꺼움, 구토, 변비, 설사 

3. 복용을 계속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본 설명서를 가지고 의사, 치과 의사, 약사 

또는 판매자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효능 및 효과] 다음과 같은 분께 추천합니다. 

・식욕이 없는 분(식욕 부진)  ・쉽게 피로해지는 분(피로회복)  ・구내염으로 고생하시는 분 

・치조 농루로 고생하시는 분(잇몸 질환) ・구취 및 체취가 신경 쓰이는 분 

[용법 및 용량] 

1 회 2~3mL 를 냉수 또는 온수, 차, 우유 등에 희석하여 하루에 두서너 번, 식후 2~3 시간 

후에 복용합니다. 소아는 절반 분량입니다. 증상에 따라 배로 증량할 수 있습니다. 

<용법 및 용량에 관한 주의> 

 1. 정해진 용법, 용량을 지켜 주십시오. 

2. 소아에게 복용시킬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 감독하에 복용시켜 주십시오. 

[성분 및 분량] 

 선크론은 동클로로필린나트륨을 0.23~0.27% 함유하고 있습니다. 

<성분 및 분량에 관한 주의> 

 1. 본 제품은 얼룩조릿  잎을 원료로 한 의약품이므로, 제품에 따라 다소 맛과 냄새가 다를 

수 있으나 품질 및 효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2. 복용 후, 변이 녹색을 띠는 경우도 있으나 동클로로필린나트륨(녹색)이 배설된 것이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규격> 비중1.020~1.024   pH 7.3~7.4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 

1. 미개봉 제품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고,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2. 한번 개봉한 제품은 품질 유지를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고 개봉 후 2 개월 이내에 

복용하십시오. 

3. 냉동 보관하지 마십시오. -5℃ 이하에서는 얼어서 용기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4.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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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7. 사용 후에는 뚜껑을 꼭 닫아주십시오. 

[포장] 120mL/1 개입  120mL/3 개입  120mL/6 개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