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ucocare Powder Sticks Strong Tea

제품의 특징

식후 혈당치가 걱정되는 분의

당 흡수를 억제하여 식후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하는　난소화성 덱스트린 배합

난소화성 덱스트린은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녹차 고유의 감칠맛

휴대하기 쉬운 스틱 타입

기능성표시식품

신고번호: 

D20

본 제품은 사업자의　책임하에 특정한 보건 목적이 기대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제품으로 소비자청 장관에 신고된 제품입니다.

단, 특정보건용식품과는 달리 소비자청 장관에 의한 개별심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상품명

GLUCOCARE 분말 스틱 진한 차

신고표시

본 제품에는 난소화성 덱스트린(식이섬유) 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난소화성덱스트린(식이섬유)에는 당 흡수를 억제하여 식후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식후 혈당치가 걱정되는 분에게 적합한 식품입니다.

1일섭취기준량

1일 3봉(1회 1봉을 1일 3회)

섭취방법

1일 3회, 식사와 함께 1회 1봉(5.6g)을 약 100ml의 온수 또는 냉수에 타서 드십시오.

섭취상의 주의

다량 섭취에 의해 건강이 보다 증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1일 섭취기준량을 준수하십시오.

과다 섭취 시 또는 체질･몸 상태에 따라 변이 묽어질 수 있습니다.

보존방법 주의

녹인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십시오.

●본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본 제품은 질병을 앓고 있는 자, 미성년자, 임산부(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자 포함), 수유부를 대상으로 개발된 식품이 아닙니다.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의사,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사,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몸에 이상을 느낀 경우에는 즉시 섭취를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명칭

분말청량음료

원재료명

난소화성 덱스트린(국내 제조)　녹차추출물　쌀　녹차/　덱스트린

내용량

168g(5.6g×30봉)

유통기한

뒷면 우측 하단 표기

보존방법

고온 다습, 직사광선을 피하고 보관하십시오.

제조자

다이쇼 제약 주식회사 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24-1

제조소 고유번호는 뒷면 우측 하단에 표기

영양성분표시

3봉(16.8g) 당　열량　21.5kcal　단백질　0.08∼0.41g　지질　0g　탄수화물　15.8g　（당질　0∼2.9g　식이섬유　14.3g）　식염상당량

　0.0005∼0.006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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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관여 성분

난소화성 덱스트린(식이섬유로서) 13.2g

본 제품 3봉 중 카페인 60mg 함유

원재료에 포함되는 알레르기 물질(27품목 중)

해당 없음

식생활은 주식, 주반찬, 부반찬을 기본으로 균형 있게.

문의처

다이쇼 제약(주) 고객119번실

전화 03-3985-1800

접수시간 8:30∼21: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http://www.taisho.co.jp/livita/

【OTC 의약품의 다언어 제품 정보에 관한 면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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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