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립
센스비타씨 과립은 생활의 활력과 즐거움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모든 순간은 나를 사랑하는 첫걸음 입니다.

비타민C, 나이아신, 비타민B

2

건강기능식품 / 40 g(2 g x 20포)

■ 원료명 : 비타민C, 니코틴산아미드, 비타민B2, 포도당, 백설탕, D-소비톨, 자일리톨,
합성향료{레몬향분말[아스파탐(감미료)]}, 비타민B6염산염 ■ 섭취량 및 섭취방법 : 1일
1회, 1회 1포씩 섭취하십시오. ■ 보관방법 : 본 제품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
하시고, 어린이 손에 닿지 않도록 보관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1) 특정질환, 특이
체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2)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
하시기 바랍니다. 3) 어린이가 섭취할 때는 보호자의 관리 감독하에 주의하여 섭취시켜
주십시오. 4)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내포장재질 : 폴리에틸렌(PE) ■ 유통기한 : 제품 측면 표시일까지
■ 반품 및 교환장소 : 판매원 및 구입처 ■ 고객만족실 : 080-708-8088 (수신자
부담전화)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원 : 이앤에스(주) 경기도 안성시 공단1로 77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원 : 보령제약(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107
■ 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은 페닐알라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조개류(홍합), 밀, 돼지고기, 우유, 새우, 게, 대두, 토마토, 복숭아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영양·기능정보
•비타민 C :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철의 흡수에 필요. 유해산소로
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1일 섭취량 : 1포(2,000 mg), 1일 섭취량 당 함량 :
열량 10 kcal, 탄수화물 2 g(1 %), 단백질 0 g(0 %), 지방 0 g(0 %), 나트륨
0 mg(0 %), 비타민C 500 mg(500 %), 나이아신 6.5 mg NE(43 %), 비타민B2
1.2 mg (86 %) ※ ( )안의 수치는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임.
※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이상사례 신고는
1577-2488 ※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 이력추적등록번호(4404518) + 유통기한 8자리×2개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