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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APEUTIC GROUP
[원료약품 및 그 분량] 1캡슐 중
• 유효성분: 다엽가루(KHP) 250mg • 오르소시폰가루(KHP) 150mg
• 첨가제(타르색소): 황색203호, 청색1호
• 기타 첨가제: 스테아르산마그네슘, 실리콘디옥사이드,
상부암녹색하부연녹색의캡슐
[성상] 녹색의 분말이 충진된 상: 암녹색, 하: 연녹색의 캡슐제
[효능∙효과] 비만 또는 과체중시 체중감량(줄임) 보조제
[용법∙용량] 성인 : 1회 1 ∼ 2캡슐, 1일 3회 식사 중에 큰 컵으로 물 한
컵과 함께 복용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지 말 것.
임부 및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다엽 단일제에 따르면,
동물실험에서 기형발생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임상에서도 기형발생 또는
태자독성이 보고된 바 없으나 임신 중 투여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신 중에는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타 복용(사용)시 주의할 사항
1)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킬 것.
2) 이 약은 녹차에서 추출된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어 운동선수의 경우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3.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직사일광을 피하고 될 수 있으면 30 ℃이하의 건조한 곳에 보관할 것.
3)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의
오용(잘못사용)에 의한 사고발생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
[저장방법] 기밀용기, 실온(1~30℃)보관

일반의약품

조제용

아르볼® 캡슐
 mg mg
(다엽가루∙오르소시폰가루)

250

[취급상의 주의사항]
1. 본 의약품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필한 제품입니다.
만약 구입시 변질, 변패 또는 오손된 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구입처를 통하여 교환하여 드립니다.
2. 의약품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의약도서관
(http://drug.mfds.go.kr)을 참조하세요.

150

제조원 알보젠코리아주식회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 36
소비자상담번호: 02-2047-7700
* 부작용 피해구제신청: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1644-6223)

mg

mg

A®

A-08 Alimentary tract and
metabolism
FORM ICON
NA

작성년월일: 2018년 01월 21일
작성일(2018년 01월 21일)이후 변경된 내용은
이지드럭(http://ezdrug.mfds.go.kr)→[정보마당]-[의약품 정보]
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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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production as ind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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