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스틴제약
제품리스트

“약사님,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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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스마트(BS) 그룹

●  코스닥 상장 기업 바이오스마트, 옴니시스템을 포함한 10여개의 기업으로 

구성된 젊은 중견 그룹입니다.

●  오스틴제약(주)는 2016년 6월 설립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안산시에 위치한 GMP공장

에서 전문의약품(순환기, 소화기, 진통제, 항히스타민, 진해거담제, 피부

질환용제 등)과 일반의약품(양방, 연고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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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Identity
우리는 즐겁게 일하며,
나와 회사와 인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

오스틴제약은

고객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만을 생산·공급하겠다는 사명으로 품질 및 제조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함으로써 명품 제품만을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품질·혁신 세가지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최고 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님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오스틴제약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

품질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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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Vision
Creating a healthier future!!!
오스틴제약은

제약, 화장품, 바이오 진단 기술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토탈헬스케어(Total Health Care) 회사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과 의약품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양질의 의약품을 공급하여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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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메틴정

세리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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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리바정

아세틸캡슐

알지렉스정

알파콜캡슐

암브록솔염산염정

이부프로펜정

이벤캡슐

엔터폴캡슐

클리신정

패튼정

경구제 통약

미시랜더캡슐

삼메틴정

아나리바정

알부테크연질캡슐

이부프로펜정

클리신정

행코민정

외용제 연고

다나핀크림

덱사톱크림

리도킨겔

메가케토겔

번세이프크림

쎈다실크림

아시클로버크림

칠드크림

카라밴크림

쿨그린겔

트리플에이연고

퓨시드산나트륨연고

한방 제품

나이스과립

맥기원과립

메가랩환

반하사심탕엑스과립

배농산급탕엑스정

소열탕과립

소적환

순기신명환

십미패독환

연령고본단

오치(五治)엑스과립

용비정

우차신기환

웅콜탕

윤장환

위풀산

장비환

정혈우미단

지해자모환

청간소풍단

천왕안심환

치골단

체증환

쾌담환

통비과립복합웅콜탕

팔미지황환

황룡탕과립

건강기능식품

루테인 아스타잔틴

rTG 오메가3

오스틴 히알루론산

오스틴 쏘팔메토 옥타코사놀

알부민프리미엄 플러스

OTC 상품

까스명수®액

까스명수® 골드액

까스명수® 에프액

판토에이® 내복액

쓸기담® 연질캡슐

쓸기담®액

헤파큐민 연질캡슐

스피롱액

삼성우황청심원®현탁액

삼성원방우황청심원®액

삼성우황청심원®액

큐센 연질캡슐

삼성킬라큐 에어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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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제
10T

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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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제 - 10T

경
구
제
|

10
T

제품명 제품 주성분 효능·효과
포장
단위

나로펜정

•  나프록센나트륨 275mg
  (청색 장방형 필름코팅정) 

•  성인1일 2회, 1회 1~2정 경구
(복용)투여

•  기침, 가래, 관절염, 골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급성통풍

•  편두통, 동통, 월경통, 활액낭염, 
염좌 외상 (인후과영역, 잇몸질환
에 두루 사용됨)

10T

노스핀캡슐

•  노스카핀10mg, dl-메틸에페드린
염산염 12.5mg, 카르비속사민말
레산염 2mg, 구아야콜설폰산칼륨
46.67mg 외 (흰색의 내용물이 든 
상·하 담황색의 경질캡슐) 

•  성인1회 2캡슐, 1일 3회 식후 복용

•  기침, 가래

10C

도브콜정

•  아세트아미노펜 500mg, 수도에
페드린염산염 30mg, 클로르페니
라민말레산염 2mg (엷은 청색의 
장방형 필름 코팅정제) 

•  성인: 4~6시간마다 1회 1~2정씩 
복용한다. 1일 최대 8정을 초과하
여 복용하지 않는다.

•  감기의 제증상(콧물, 코막힘, 재
채기, 인후통, 오한, 발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의 완화

10T

루비돌캡슐

•  리소짐염산염 30mg, 제피아스
코르브산 152.3mg, 토코페롤아
세테이트 2배산 10mg, 카르바
조크롬 2mg

•  치주(치아주위 조직) 치료 후 치은
염(잇몸염), 경-중등도 치주 (치아
주위 조직)염의 보조치료

10C

베루본에스정

•  아크리놀수화물 25mg, 비스무트
차질산염 75mg, 침강탄산칼슘 
100mg, 황련가루 50mg, 스코
폴리아엑스 5mg (황갈색의 원형 
정제)

•  성인 1회 2정 1일 3회 식후 복용

•  설사, 복통을 수반하는 설사, 식체, 
묽은변, 토사

10T

삼메틴정

•  트리메부틴말레산염 150mg,
   (흰색의 원형정제)

•  성인 1회1정, 1일 3회 식전에 경구
(복용) 투여 연령, 증상에 따라 적
절히 증감한다.

•  식도역류 및 열공헤르니아, 위·십
이지장염, 소화기능이상(복통, 소
화불량, 구역, 구토) 

•  과민성대장증후군 및 경련성 결장 
•  소아질환: 습관성 구토, 비감염성 

장관통과 장애(변비,설사), 동요
자극, 수면장애

1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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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 주성분 효능·효과
포장
단위

세리콘정

•  아세트아미노펜 500mg

•  1회 0.3-1.0g 1일 3-4회 경구
투여한다. 1일 최고 4g까지 투여
할 수 있다. 

•  감기로 인한 발열 및 동통(통증), 
두통, 신경통, 근육통, 월경통, 염
좌통(삔 통증) 

•  다음 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다 
: 치통, 관절통, 류마티양 동통
(통증)

10T

세미론정

•  판크레아틴 175mg 디메티콘, 
헤미셀루라제, 우담즙엑스(장방
형의 장용피를 한 연녹색의 당의
정) 성인

• 1회 2정 1일 3회 식후복용

•  소화불량, 식욕감퇴(식욕부진), 
과식, 식체(위체), 소화촉진, 소화

•  불량으로 인한 위부 불쾌감 10T

스타록신캡슐

•  은교산건조엑스 490mg, 금은화 
710mg, 연교 710mg, 박하 426mg, 
길경 426mg, 감초 426mg, 담죽엽
284 mg,형개284mg, 두시 356mg, 
우방자 356mg, 영양22mg, (갈색의
분말이 든 상부 적색, 하부 담황색의 
경질캡슐제)

•  두통, 감기로 인한 인후통, 입이
마르고, 기침

10C

아나리바정

•  아세트아미노펜 450mg, dl-메티
오닌 45mg,(미황색의 장방형 필름
코팅정) 

•  성인 1회1~2정, 1일 3~4회 공복
시를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  두통, 치통, 관절통, 신경통, 근육통, 
염좌통(삔 통증), 월경통

10T

아세틸캡슐

•  아세틸시스테인 200mg •  다음 질환에서의 객담배출곤란 : 
급·만성기관지염, 기관지천식, 후
두염, 부비동염, 낭성섬유증 10C

알지렉스정

•  세티리진염산염 10mg,
   (흰색의 장방형 필름제피정)

•  복용후 졸리거나 진정작용 없는 알
러지치료제(비염에 용비정, 피부질
환에 십미패독환 병용하면 더욱 효
과적) 계절성 알레르기로 인한 비
염, 결막염, 다년성 비염, 가려움증,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10T

알파콜캡슐

•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10mg, 
구아이페네신 40mg, 덱스트로
메토르판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 
7.5mg, 아세트아미노펜 200mg,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1.25mg, 
카페인무수물 17mg

•  감기의 제증상 (콧물, 코막힘, 재채
기, 인후통, 기침, 가래, 오한, 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의 완화 10C

경구제 - 10T

경
구
제
|

10
T



Product List _ 9

경구제 - 10T

경
구
제
|

10
T

제품명 제품 주성분 효능·효과
포장
단위

암브록솔염산염정

•  암브록솔염산염 30mg
   (흰색의 원형정제) 성인 1회 30mg 
1일 3회 복용 계속 치료시 1회 
30mg

•  1일 2회 복용

•  점액분비장애로 인한 급·만성 
호흡기질환： 급·만성 기관지염, 
천식성 기관지염

10T

이부프로펜정

•  이부프로펜 400mg
   (황색의 장방형 필름 코팅정제) 

•  성인1회1정, 1일 3~4회

•  류마티양 관절염, 연소성 류마티양 
관절염,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질환), 
감기로 인한 발열 및 동통, 요통, 월
경곤란증, 수술 후 동통, 강직성 척
추염, 두통, 치통, 근육통, 신경통, 
급성동풍, 건선성 관절염, 연조직손
상(염좌, 좌상), 비관절류마티스질환
(건염, 건초염, 활액낭염)

10T

이벤캡슐

•  비오틴 20㎍, 리보플라빈부티레이
트, 우르소데옥시콜산, 니코틴산아
미드, 피리독신염산염 (황색분말이 
든 상부 황색, 하부 미황색의 경질 캡
슐제)

•  성인 1회 1캡슐씩 1일 1~2회 복용

•  구각염, 구순염, 구내염, 설염, 습
진·피부염, 옻, 진무름, 여드름 및 
피부튼데, 피로, 임신, 수유부 및 
병중·병후의 비타민 B2, B6 보급 10C

엔터폴캡슐

•  니푸록사지드 200mg
  (상하 황색의 경질캡슐제)

•  성인1회 1캡슐, 1일 4회 경구
(복용)투여

•  주성분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장내에서 작용 후 배설되는 정장 
지사제(급성, 세균성 등)

10C

클리신정

•  클로닉신리시네이트 125mg,
   (흰색의 원형제피정제) 

•  성인 1회 125~250mg,(1~2정), 
1일 3회 경구(복용) 투여한다.

•  다음 질환에 사용할 수 있다. 류마
티양 관절염, 근육통, 신경통, 외상 
후 수술 후 동통, 두통, 치통, 이통, 
월경통 10T

패튼정

•  아세트아미노펜 300mg, 클로르
족사존 250mg, (흰색의 장방형 
정제) 

•  성인 1회 2정, 1일 4회까지 공복 
피하여 복용

•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요통, 염
좌통(삔 통증), 견통(어깨결림, 어
깨통증), 근경련(근육경련), 근경직
(근육경직) 등 근육의 이상 긴장을 
수반하는 제질환(여러질환)

1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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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 주성분 효능·효과
포장
단위

미시랜더캡슐

•  다엽가루 250mg, 오르소시폰
가루 150mg

•  성인 1회 1~2캡슐, 1일 3회 식사 
중에 큰 컵으로 물 한 컵과 함께 
복용

•  비만 또는 과체중시 체중감량
(줄임) 보조제

180C

삼메틴정

•  트리메부틴말레산염 150mg,
  (흰색의 원형정제)

•  성인 1회1정, 1일 3회 식전에 경구
(복용) 투여 연령

•  식도역류 및 열공헤르니아, 위·
십이지장염, 소화기능이상(복통, 
소화불량, 구역, 구토) 

•  과민성대장증후군 및 경련성 결장
•  소아질환: 습관성 구토, 비감염성 

장관통과 장애(변비,설사), 동요
자극, 수면장애

180T

아나리바정

•  아세트아미노펜 450mg, dl-메티
오닌 45mg,(미황색의 장방형 필름
코팅정) 

•  성인 1회 1~2정, 1일 3~4회 공복
시를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  두통, 치통, 관절통, 신경통, 근육
통, 염좌통(삔 통증), 월경통

300P

알부테크연질캡슐

•  로얄젤리, 토코페롤아세테이트, 
아스코르브산, 티아민염산염, 리
보플라빈, 니코틴산아미드, 피리
독신염산염, 시아노코발라민, 건
조난백분말

•  다음 경우의 비타민 B1, B2, B6, C, 
E의 보급 - 육체피로, 임신·수유기, 
병중·병후의 체력저하시, 노년기 
비타민 등의 효능효과 - 말초혈행장
애및 갱년기시 다음 증상의 완화 : 어
깨· 목결림, 수족저림, 수족냉증

180C

이부프로펜정

•  이부프로펜 400㎎ (황색의 장방형 
필름 코팅정)

•  류마티양 관절염, 연소성 류마티
양 관절염, 골관절염(퇴행성 관절
질환), 감기로 인한 발열및 동통(통
증), 요통, 월경곤란증, 수술 후 동통
(통증), 강칙성 척추염, 동통, 치통, 
근육통, 신경통, 급성통풍, 건선성 
관절염, 건초염등

300P

클리신정

•  클로닉신리시네이트 125㎎ (흰색
의 원형제피정제)

•  류마티양 관절염, 근육통, 신경통, 
외상후 수술후 동통, 두통, 치통, 
이통, 월경통

300P

행코민정

•  은행엽엑스 120mg, (녹색의 원형 
필름코팅정) 

•  성인 1회 2정, 1일 4회까지 공복 
피하여 복용

•  말초동맥 순환장애(간헐성 파행증)
의 치료, 어지러움, 혈관성 및 퇴행
성 이명, 이명 두통, 기억력감퇴, 
집중력장애, 우울감, 어지러움 등
의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

240T

경구제 - 통약

경
구
제
|

통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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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List _ 13

제품명 제품 주성분 효능·효과
포장
단위

다나핀크림

•  부테나핀염산염 10mg
  (특이한 냄새가 있는 흰색의 크림)

•  다음의 피부진균증 1) 백선：족부
백선, 고부백선(완선), 체부백선 2) 
어루러기

20g

덱사톱크림

•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 1.0mg 
(흰색내지 유백색의 크림제)

•  습진·피부염군(진행성 지장각피
증, 만성단순태선, 일광피부염을 
포함), 양진군(구 진두드러기를 포
함), 벌레물린데, 건선, 손·발바닥 
농포증, 편평태선, 홍피증, 만성원
판상홍반, 약진·중독증, 원형탈
모증

20g

리도킨겔
9.6%

•  리도카인 96mg
  (속효성 무색 투명한 겔타입)

•  남성성기 촉각의 예민성 감소 사
용 후 10여분이 경과하는 사이 
흡수되어 효과가 빠르며 40여분 
정도 효력이 지속됨 ★슈퍼맨의 
지름길★

15g

(3g❌5EA)

메가케토겔

•  피록시캄 5mg
   (에탄올 냄새가 나는 황색 투명한 
겔제)

•  골관절염, 관절주위염, 운동 전·
후 근육통, 외상 후 염증 및 통증에 
상완골상과염, 건주위염, 건초염 
외상후의 종창, 동통에 55g

번세이프크림

•  구아아줄렌 0.33mg
  (엷은 청색의 크림)

•  습진, 열산(화상), 그 외의 질환에 
따른 미란 및 궤양

20g

쎈다실크림
1%

•  테르비나핀염산염 10.0mg
   (흰색의 크림제)

•  피부진균 감염증, 족부백선, 고부
백선(완선), 체부 완선, 피부칸디다
증, 어루러기(전풍)등 살진균 작용
이 우수하며 진균의 활동을 멈추게 
하는 임시 치료가 아니라 재발율이 
낮음

25g

외용제 - 연고

외
용
제
|

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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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 주성분 효능·효과
포장
단위

아시클로버
크림

•  아시클로버 50mg
  (전질 균등한 흰색 크림제)

•  촉발성 및 재발성 생식기포진과 
구순포진을 포함한 피부에서의 단
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에 치료 
입술, 생식기의 급성 수포성질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10g

칠드크림

•  디펜히드라민 10mg, 엘멘톨 30mg, 
디부카인염산염 5mg, 디엘-캄파 
20mg, 에녹솔로 10mg

•  벌레물린데, 피부가려움, 습진, 
두드러기, 피부염, 땀띠, 동창

20g

카라밴크림

•  베타메타손발레레이트0.61mg, 
겐타미이신황산염 1.0mg

  (흰색의 크림제)

•  알레를기성 염증성 피부질환(급·
만성 습진, 아토피성 접촉성 피부
염, 건선 가려움증), 원형탈모증, 
벌레물린데, 1도화상, 2차 세균 
감염 피부질환

20g

쿨그린겔

•  케토프로펜 30mg
  (무색 투명한 겔제)

•  골관절염(퇴행성관절질환), 견관절
주위염, 건염, 건초염, 건주 위염, 
상완골상과염(테니스엘보등) 근육
통, 외상 후 염증 및 동통 신속히 흡
수되어 효과가 빠르고 팻취형보다 
피부호흡이 원활하다.

50g

트리플에이
연고

•  센텔라정량추출물 10mg, 히드
로코르티손아세테이트 10mg, 
네오마이신황산엽 3.5mg,

  (미황색의 연고)

•  네오마이신 감수성 세균에 의해 
2차 감염된 코르티코이드 반응성 
피부질환의 초기 치료：피부염, 
감염된 상처 10g

퓨시드산나트
륨연고

•  퓨시드산나트륨 20mg
  (미황색의 연고제)

•  피부침투력 우수한 항생물질 
연고로서 내성이 생긴 상처나 
깊은 상처, 딱지 위에 도포함. 
농피증(농가진, 감염성 피부염, 
모낭염, 화농성 한선염)화상, 
외상, 여드름, 봉합창, 식피창

20g

외용제 - 연고

외
용
제
|

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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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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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List _ 17

한방 제품

한
방 

제
품

제품명 제품 주성분 효능·효과
포장
단위

나이스과립

•  차전자피 2168mg, 센나열매 
496mg

•  팽창성 완하제로 변비치료 및 
장청소 효과(근본치료를 위해 
윤장환 병용이 바람직함)

120포

맥기원과립
(맥문동탕
엑스과립)

•  맥문동, 갱미, 各3.33g, 기타 인삼, 
반하, 대추, 감초

•  담이 잘 떨어지지 않는 기침, 기관
지염, 천식(기침에 자모페어정 병
용하면 더 속효함)

180포

메가랩환

•  원지, 복령, 감초, 숙지황, 용안육, 
죽여, 백지, 고본, 인삼, 승마, 길경, 
황금등

•  신경쇠약, 기억력부족, 두통, 노이
로제, 심계항진등에 사용, 신경성
위염에 타라나플렉스 병용

90포

반하사심탕
엑스과립

•  반하 1.6g, 인삼, 황금, 대추, 감초, 
各1g, 건강 0.83g, 황련 0.33g

•  신경성 위염, 숙취 위장카탈, 발
효성설사, 구역, 구토, 트림, 설사
(타라나플렉스와 병용도 가능함)

180포

배농산
급탕엑스정

•  길경670mg, 지실, 작약, 대추, 
감초 各5000mg, 건강165mg의 
건조엑스

•  축농증, 편도선염, 치은염, 중이염, 
인건염 기타 염증에(편도선염 , 
중이염, 치은염등에 유로비드정, 
안건염에 쎄라젠등 병용가능하
고 축농증에 알지렉스정 용비정 
병용가능)

90포

소열탕과립
(갈근탕)

•  갈근 2.67g, 마황, 대추 各1.33g, 
계지, 작약 各1g, 감초 0.67g, 건강 
0.33g

•  감기, 몸살, 두통(오한이 있고 
땀은 없으며 뒷덜미가 뻣뻣할 
때) (쾌담환, 해열제 병용 可)

180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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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제품

제품명 제품 주성분 효능·효과
포장
단위

소적환
(연라환)

•  황련, 개자, 내복자, 치자, 삼릉, 
이출, 향부자, 천궁, 도인, 산사, 
신곡등

•  체력이 좋은 사람이나 신경을 써서 
생긴 급체, 곽란, 위경련 등에 잘 
듣고 양약 병용도 가함.

90포

순기신명환

•  마황, 진피, 오약, 천궁, 백지, 백강
잠, 지가, 건강, 길경, 감초 대추, 
생강

•  울체된 기를 잘돌게하여 풍을 막고 
신경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류마
티스등도 치료함(몸살감기에 응용)

90포

십미패독환

•  길경, 천궁, 복령, 형개, 시호, 생강, 
감초, 독활, 엥피, 방풍

•  화농성 피부질환(여드름등), 두드
러기, 습진등에 사용되며, 항생제
등 양약과 병용도 무방함

90포

연령고본단

•  토사자, 육종용, 천문동, 맥문동, 
차전자, 지골피, 산초, 석창포, 생
지황, 숙지황, 산약, 우슬, 원지, 택
사, 두충, 파극천, 구기자. 산수유, 
복령, 오미자, 인삼, 목향, 백자인, 
복분자

•  동의보감에 장복하면 신체가 강건
하고 눈이 밝아져서 심리밖을 바라
보며 중년의 임포텐스를 치료하고 
정력이 크게 증가되어 방사가 웅장
하다고 하였음

90포

오치(五治)
엑스과립
(패독산)

•  창출, 천궁, 독활, 길경, 지각, 시호, 
전호, 자소엽, 갈근, 복령, 형개, 방
풍, 진피등

•  해열 발한제로 각종감기, 편두통에 
사용(타 한방제나 클리신, 이부프
로펜, 나로펜정 등 병용 可)

180포

용비정

•  지실, 길경, 작약, 석고, 황금, 신이, 
창출, 치자, 시호, 승마, 비파엽 등
(엑스정)

•  배농산급탕처방에 비염약을 복합
하여 축농증, 비염, 코감기에 사용 
(항히스타민제병용 可)

90포

한
방 

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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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제품

한
방 

제
품

제품명 제품 주성분 효능·효과
포장
단위

우차신기환

•  정제부자, 복령, 택사, 육계, 우슬, 
차전자, 산약, 산수유, 목단피, 
숙지황

•  신기능 저하로 사지가 냉하고 시력
부족, 소변빈삭, 신허요통, 하지통, 
배뇨곤란, 저림에 두루사용하는 
진기보강제 120포

웅콜탕

•  갈근 2.67g, 마황 1.33g, 대추 
1.33g, 작약 1.00g, 계지 1.00g, 
감초 0.67g, 건강 0.33g (특이한 
생약취가 있고 약간 혼탁한 갈색
의 액제)

•  감기, 몸살, 발열, 두통

10포

윤장환

•  인삼, 당귀, 천궁, 백출, 복령, 계지, 
작약, 속미를 특수법제로 제조함

•  설사, 장염등 장이 냉하여 생기는 
제증상에 단독으로 장복하거나 
유산균제제등과 병용함

90포

위풀산

•  육계, 회향, 육두구, 정향, 진피, 
겐티아나, 고목가루, 탄산수소나트
륨, 침강탄산칼슘, 탄산마그네슘, 
합성규산알루미늄, 디아스타제·
프로테아제·셀룰라제2000Ⅱ

•  과음, 속쓰림, 위트림, 과식, 위통, 
위부불쾌감, 소화불량, 소화촉진, 
식욕부진, 위약, 위산과다, 위·
복부 팽만감, 구역질(위의 메스꺼
림, 숙취,술을 마신 후의 구역질, 
오심), 구토, 가슴앓이 트림, 위의 
무거움

90포

장비환
(주증황련환)

•  황련을 가지고 주증황련환 제법에 
따라 철저한 법제를 거쳐 제조함

•  음주후 설사, 새벽설사, 장출혈, 
치출혈, 과음, 더위에 의한 황달, 
번갈등에 이용

90포

정혈우미단

•  향부자, 오수유, 현호색, 시라자, 
목단피, 육계, 당귀, 천궁, 아교, 
사인, 백출, 복령, 작약등

•   월경부조, 대하, 수족궐냉, 요통등 
어혈과 냉증에 기인하는제증세
(불임, 기미, 피부미용등)

120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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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 주성분 효능·효과
포장
단위

지해자모환
(청상보하환)

•  육미지황환처방+황금, 황련, 맥
문동, 천문동, 지실, 길경, 행인, 
오미자등

•  하초는 보하고 상초열을 내리며 
폐기를 높혀주는 해소천식약

90포

청간소풍단
(거풍지보단)

•  활석, 석고, 망초, 황금, 황련, 대황, 
인삼, 방풍, 독활, 강활, 전갈, 천마, 
당귀, 백출등

•  중풍, 풍열예방과 간열에 의한 
두통, 충혈, 수족저림, 혈압상승
등(천왕보심단 병용도 고려) 1회 
1환 복용(대환) 

   ★안면마비, 구안와사 등에도 
효과★

90포

천왕안심환
(천왕보심단)

•  생지황, 인삼, 단삼, 현삼, 원지, 
길경, 복령, 산조인 등 천왕보심단 
처방

•  심장신경증, 고혈압, 불면증, 건
망증, 초조감등에(아침에 청간소
풍단, 저녁에 천왕안심환 사용도 
유익함) 

  ★고혈압·심신불안★
90포

치골단
(사위탕)

•  당귀, 천궁, 작약, 생지황, 황련, 
치자, 목단피, 형개, 박하, 방풍, 
감초

•  잇몸질환 치료에 루비돌플러스
캡슐과 병용하면 더욱 효과적임

90포

체증환

•  백출, 향부자, 육계, 사인, 진피, 
대황, 반하, 복령, 건강, 후박, 신
사 등

•  비위를 따뜻하게 하는 약제가 많아 
노인, 아녀자, 위무력 환자등에 
두루 잘듣는 한방소화제

90포

쾌담환

•  오가피, 용안육, 천마, 향부자, 
목단피, 방풍, 목과, 결명자, 
우담즙, 육계등

•  부자, 전갈등을 넣지 않은 순한
약으로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신경통약이며 몸살, 감기에도 
응용 120포

한방 제품

한
방 

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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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제품

한
방 

제
품

제품명 제품 주성분 효능·효과
포장
단위

통비과립
복합웅콜탕

•  갈근 2.67g, 마황 1.33g, 대추 
1.33g, 계지 1.0g, 작약 1.0g, 감
초 0.67g, 신이 1.0g, 천궁 1.0g, 
건강 0.33g

•  코막힘, 만성비염, 축농증

180포

팔미지황환

•  법제한 숙지황, 산수유, 산약, 
택사, 목단피, 복령, 육계, 정제
부자

•  나이가 많거나 하초가 냉하여 
생기는 정력부족, 신경통, 소변
빈삭, 신허요통, 진기보강등

90포

황룡탕과립
(소청룡탕)

•  반하 2g, 마황, 작약, 건강, 감초, 
계지, 세신, 오미자 各1g

•  흉(胸)에 담과 한(寒)이 있을 때, 기
관지 천식, 콧물, 비염, 묽은 담이
있는 기침(코감기에 항히스타민제, 
기침에 자모페어정 병용 可) 180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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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제품명 제품 주성분 효능·효과
포장
단위

루테인
아스타잔틴

•  마리골드꽃 추출물,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비타민A, 비타민D, 비타
민B1, 비타민B2, 엽산, 비오틴, 
아연

•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
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90C

(30C❌3EA)

rTG 오메가3

•  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A, 
비타민D, 비타민E

•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행 개선하여 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유해산소로부
터 세포 보호에 필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180C

(60C❌3EA)

오스틴
히알루론산

•  히알루론산, 비타민C, 비타민D, 
비타민B, 피쉬콜라겐

•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골다공증 발생 위험감소에 도움
을 줌, 결합조직형성과 기능유지
에 필요 90포

(30포❌3EA)

오스틴
쏘팔메토

옥타코사놀 

•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베타카로틴, 비타민B1, 
비타민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B6, 엽산, 아연, 셀레늄

•  전립선 건강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90C

(30C❌3EA)

알부민
프리미엄
플러스

•  실크알부민[정제수, 난백알부민(덴마크
산), 실크펩타이드(국내산), 고형분0.5%], 
침향나무수지가침착된수간목추출액(인도
네시아산), 공작야자농축수액(미얀마산), 
비타민C, 식물혼합추출물, 석류농축액, 
아미노산혼합분말(L-트레오닌, L-라이신
염산염, L-로이신, L-이소로이신, L-발
린), 타우린, L-아르기닌, 대두추출분말, 
비타미B1질산염, 비타민B2, 비타민B6염
산염, 효소처리스테비아, 자몽종자추출물

•  18종의 아미노산이 함유된 고단백 
에너지 증강

600mL

(20mL❌30EA)

  

건
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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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C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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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 주성분 효능·효과
포장
단위

까스명수®액

•  까스명수50%에탄올연조엑스 26mg 
(육계 60mg, 아선약 22.5mg, 소두 
구 45mg, 고추 2.25mg) 

•  성인 1회 1병(75mL) 1일 3회 식
후 복용

•  소화불량, 과음, 과식, 식체(위체), 
위통, 구역, 구토, 식욕감퇴(식욕
부진), 위부팽만감

75mL

까스명수®

골드액

•  육계·아선약·소두구 ·고추연조엑스
(5→1) 62.4mg(육계 100mg, 아선약 
67g, 소두구 140mg, 고추 5mg), L-멘톨 
10mg

•  15세 이상 성인: 1회 1병(75mL),  11세 
~ 15세: 1회 2/3병, 8세 ~ 11세: 1회 1/2
병, 5세 ~ 8세: 1회 1/3병, 3세 ~ 5세: 1회 
1/4병, 1세 ~ 3세: 1회 1/5병, 3개월 ~ 1
세: 1회 1/10병, 1일 3회 식후 복용

•  식욕감퇴(식욕부진), 위부팽만감, 
소화불량, 과식, 식체(위체), 구역, 
구토

75mL

까스명수®

에프액

•  아선약 100mg, 고추틴크 0.06mL, 육
계 30mg, 건강 12mg, 창출 3mg, 후박 
50mg, L-멘톨 16mg, 현호색 180mg, 
정향 12mg, 육두구6mg, 진피 250mg

•  성인: 1회 1병(75mL),  11세 ~ 14세: 
1회 2/3병(50mL), 8세 ~ 10세: 1회 
1/2병(40mL), 5세 ~ 7세: 1회 1/3병
(25mL), 3세 ~ 4세: 1회 1/4병(20mL), 
1세 ~ 3세: 1회 1/5병(15mL), 1일 3회 
식후 복용

•  식욕감퇴(식욕부진), 위부팽만감, 
소화불량, 과식, 식체(위체), 구역, 
구토

75mL

판토에이®

내복액

•  아세트아미노펜 300mg, 클로르
페니라민말레산염 2.5mg, dl-메
틸에페드린염산염 17.5mg, 구아
이페네신 83.3mg, 카페인무수물 
30mg

•  만 15세 이상 및 성인 1회 30mL 
1일 3회 식후 30분 복용

•  감기의 제증상(콧물, 코막힘, 재채
기, 기침, 인후통, 가래, 오한, 발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의 완화

30mL

쓸기담®

연질캡슐

•  우르소데옥시콜산 50mg, 티아민
질산염 10mg, 리보플라빈 5mg

•  성인 1회 1캡슐,  1일 3회 복용

•  만성 간질환의 간기능 개선, 간기
능 장애에 의한 다음 증상의 개선 : 
육체피로, 전신권태

60C /
120C

OTC 상품

O
T
C
 상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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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 주성분 효능·효과
포장
단위

쓸기담®액

•  우르소데옥시콜산 50mg, 티아민
질산염 10mg, 리보플라빈 5mg

•  성인 1회 1병(100mL) 1일 3회 
복용

•  만성 간질환의 간기능 개선, 간기
능 장애에 의한 다음 증상의 개선 
: 육체피로, 전신권태

100mL

헤파큐민
연질캡슐

•  밀크시슬열매건조엑스 350mg

• 1일 1회, 1회 1캡슐

•  독성간질환, 만성간염, 간경변

120C

(60C❌2EA)

스피롱액

•  디멘히드리네이트 50mg, 카페인무수
물 20mg, 피리독신염산염 5mg

•  만 15세 이상 : 1회 1병(30mL)복용  
   만 11세 이상 ~ 만 15세미만 2/3병
(20mL)복용

   만 7세 이상 ~ 만 11세미만 1/2병
(15mL)복용

   만 3세 이상 ~ 만 7세미만 1/3병
(10mL)복용

•  멀미에 의한 어지러움·구토·
두통 등의 예방 및 완화

30mL

삼성
우황청심원®

현탁액

•  사향 25mg, 우황 70mg, 건강 150mg, 백
렴 150mg, 영양각 175mg, 용뇌 205mg, 
길경 250mg, 복령 250mg, 시호 250mg, 
천궁 250mg, 행인 250mg, 당귀 300mg, 
맥문동 300mg, 방풍 300mg, 백출 
300mg, 작약 300mg, 황금 300mg, 육계 
350mg, 대두황권 350mg, 아교 350mg, 
인삼 485mg, 신곡 500mg, 포황 500mg, 
감초 1010mg, 산약 1410mg

•  뇌졸증(전신불수, 수족불수, 언어
장애, 혼수, 정신혼미, 안면신경마
비), 고혈압, 두근거림, 정신불안, 
급·만성경풍, 자율신경실조증, 
인사불성 20mL

삼성원방
우황청심원®액

•  감초 188mg, 육계 66mg, 대두황권 
66mg, 아교 66mg, 작약 56mg, 황금 
56mg, 방풍 56mg, 백출 56mg, 맥문
동 56mg, 당귀 56mg, 길경 47mg, 복
령 47mg, 시호 47mg, 행인 47mg, 천
궁 47mg, 우황 45mg, 산약 263mg, 
인삼 94mg, 포황 94mg, 신곡 94mg, 
백렴 28mg, 건강 28mg, 용뇌 38mg, 
영양각 38mg, L-무스콘 570ug

•  뇌졸증(전신불수, 수족불수, 언어
장애, 혼수, 정신혼미, 안면신경마
비), 고혈압, 두근거림, 정신불안, 
급·만성경풍, 자율신경실조증, 
인사불성 50mL

OTC 상품

O
T
C
 상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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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 주성분 효능·효과
포장
단위

삼성
우황청심원®액

•  감초 202mg, 육계 70mg, 대두황권 
70mg, 아교 70mg, 작약 60mg, 황금 
60mg, 방풍 60mg, 백출 60mg, 맥문
동 60mg, 당귀 60mg, 길경 50mg, 복
령 50mg, 시호 50mg, 행인 50mg, 천
궁 50mg, 우황 14mg, 산약 282mg, 
인삼 97mg, 포황 100mg, 신곡 
100mg, 백렴 30mg, 건강 30mg, 용뇌 
41mg, 영양각 35mg, L-무스콘 75ug

•  뇌졸증(전신불수, 수족불수, 언어장애, 
혼수, 정신혼미, 안면신경마비), 고혈압, 
두근거림, 정신불안, 급·만성경풍, 
자율신경실조증, 인사불성

50mL

큐센 연질캡슐

•  나프록센 250mg •  주 효능 효과 - 류마티양 관절염, 골
관절염(퇴행성 관절질환), 강직성 
척추염, 건(힘줄)염, 급성통풍, 월경
곤란증

•  다음 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활액낭염, 골격근장애(염좌(삠), 
좌상, 외상, 요천통), 수술 후 동통
(통증), 편두통, 발치 후 동통(통증)

10C

삼성킬라큐
에어로솔

•  이미프로트린50% 0.2g, 싸이퍼메트
린 0.1g, 분사제: 액화석유가스 40g

•  해충에 직접 분사하거나 또는 해충이 
잠복하고 있는 장소 또는 출현빈도가 
많은 장소에 약 30cm의 거리에서 표
면이 충분히 적셔질 정도로 분무, 도
포한다.

•  바퀴벌래, 개미, 좀벌레, 귀뚜라미, 
거미 등의 구제

500mL

OTC 상품

O
T
C
 상
품



28 _Austin Pharm

하늘을 밝히는

별빛처럼

바다를 밝히는

등대 불빛처럼

항상 제자리에서 

고객의 건강과

행복을 밝히는

오스틴제약이

되겠습니다.

“약사님, 감사합니다”



| 영업본부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172(성수동 1가 13-5) 린하우스 4층

  Tel. 02-866-7773(代)    Fax. 031-494-4401

| 공 장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로 146번길 20

  Tel. 031-494-9681

| 소비자상담실┃080-010-5510

Creating a healthier fu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