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olescare Chitosan Green Juice

제품의 특징

나쁜 콜레스테롤(LDL)이 다소 높은 분의

나쁜 콜레스테롤(LDL)을 낮추는

CHOLESCARE 키토산 녹즙

키토산은 게 껍질에 함유된 키틴에서 추출된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산뜻한 향과 단 맛

농약 불사용 재배

규슈산 유기 새싹보리 사용

휴대하기 쉬운 알루미늄 포장

기능성표시식품

신고번호: D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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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LESCARE 키토산 녹즙

신고표시

본 제품에는 키토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키토산에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나쁜 콜레스테롤(LDL)을 낮추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LDL콜레스테롤이 다소 높은 분에게 적합한 식품입니다.

1일섭취기준량

1일 3봉(1회 1봉을 1일 3회)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섭취방법

1일 3회, 1회 1봉(3g)을 약 100ml의 냉수 또는 온수에 타서 잘 저어서 드십시오.

섭취상의 주의

다량 섭취에 의해 건강이 보다 증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1일 섭취기준량을 준수하십시오.

과다 섭취 시 또는 체질･몸 상태에 따라 일시적으로 팽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와파린(항응고제에 함유된 성분) 또는 발프로산나트륨(항간질제 등에 함유된 성분)을 복용 중인 분은  의사,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본 제품은 식물 유래 원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확시기 등에 따라 색 · 풍미에 차이가 있으며 키토산이 흰색 부유물이나 침전으로 남는

 경우가 있으나 품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존방법 주의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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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싹보리 가공식품

원재료명

유기 새싹보리(규슈산)　환원맥아당(국내 제조)　말차/　키토산(게 유래)　트레할로스　증점다당류

내용량

90g(3g×30봉)

유통기한

뒷면 우측 하단 표기

보존방법

고온 다습, 직사광선을 피하고 보관하십시오.

제조자

다이쇼 제약 주식회사 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24-1

제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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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도요신야쿠 도스공장

사가현 도스시 야요이가오카 7-28

영양성분표시

3봉(9g) 당　열량　30kcal　단백질　1.5g　지질　0.24g　탄수화물　6.7g　（당질　4g　식이섬유　2.7g）　식염상당량　0∼0.02g

기능성 관여 성분

키토산　0.88g

*키토산의 원재료는 ‘게’ 유래입니다.

*우유나 주스, 기타 음료 등에 타거나 음식에 넣은 경우 떫은 맛이 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에 사용하는 새싹보리는 재배기간 중에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유리컵 사진은 음용 예입니다.

원재료에 포함되는 알레르기 물질(27품목 중)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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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