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FE white program
제품의 특징
ALFE WHITE PROGRAM은 빛나는 아름다움을 원하시는 분을 위하여 비타민C, 율무, 구기자, L-시스틴, 비타민B2, 나이아신, 고가 미
용성분인 태반성분, 콜라겐을 한병에 담았습니다.
투명감 있고 촉촉한 내일을 위한 집중 미용 식품입니다.

명칭
청량음료수

원재료명
에리스리톨(미국 제조) 콜라겐 펩티드(젤라틴 포함) 돈태반추출물 건조물 율무추출물 분말 구기자추출물/ 비타민C 산미료 향료 L
-시스틴 나이아신 감미료(아세셀팜칼륨, 수크랄로스) 비타민B2

내용량
50ml×10병

유통기한
좌측 측면에 표기

보존방법
고온･직사광선을 피하고 보관하십시오.

제조자
다이쇼 제약 주식회사 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24-1

제조처
다이도 약품공업 주식회사 나라현 가쓰라기시 시무라 214-1

영양성분표시
1병(50ml) 당 열량 7kcal 단백질 0.7g 지질 0g 탄수화물 3.9g 식염상당량 0.1g 나이아신 13mg 비타민B2 1.0mg 비타민
C 300∼900mg
L-시스틴
3∼20mg
돈태반추출물 건조물
100mg*
콜라겐 펩티드
500mg*
율무추출물 분말*
구기자추출물*
*제조공정 중에 배합

원재료에 포함되는 알레르기 물질(27품목 중)
젤라틴
돼지고기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해당 성분이 포함된 경우 드시지 마십시오.
■체질･몸 상태에 따라 드물게 몸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용을 중지하십시오.
■내용 성분의 부유･침전, 경시적 액색 변화 등이 생길 수 있으나 품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가볍게 흔든 후 드십시오.
■병은 깨질 수 있습니다. 가열하거나 냉동하지 마십시오.
식생활은 주식, 주반찬, 부반찬을 기본으로 균형 있게.
영양기능식품(비타민C)
비타민C는 피부나 점막의 건강 유지를 도우며 항산화작용을 가지는 영양소입니다.
■1일 1병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본 제품은 다량 섭취에 의해 질병이 치유되거나 건강이 보다 증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1일 섭취기준량을 준수하십시오.
■1일영양소 등 표시기준치(2015)(18세이상, 기준열량2,200kcal) 에 대한 비율
비타민C 300∼900%
■본 제품은 특정보건용식품과는 달리 소비자청 장관에 의한 개별심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문의처
다이쇼 제약(주) 고객119번실
21-Apr-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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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3985-1800
접수시간 8:30∼21: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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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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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