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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원재료명 및 함량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Nutrition Facts Ingredients

식품의 유형 캔디류 Foods category Candy
생산자 및 소재지 제조원 : ㈜뉴트리바이오텍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 663길, 127-6 
유통전문판매원 : 
아이사제닉스아이사퍼시픽코리아(유)

Manufacturer & Address Manufacturer : Nutribiotech / 
Kyuggido, Icheon-si, Majang-
myeon, Deokpyung-ro, 663, 127-16 
/ Seller : Isagenix Asiapacific Korea

제조연월,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이 제품은 수시로 제조 및 입고되는 
제품이므로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정보제공이 어렵습니다. 
다만, 판매되는 제품에 유통기한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며, 본 제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입니다. 
정확한 유통기한을 확인하시려면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유) 
고객센터(전화: 080-822-025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Manufactured date or Expiry date It is hard to notify the MFG 
or EXP date for this products 
as the product is frequently 
manufactured and instocked. The 
EXP is printed driectly on product, 
and the shelf life is 2 years from 
MFG date. For more information 
or exact EXP date, please call to CS 
of Isagenix Asiapacific korea(Tel. 
080-822-0255)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210g (3.5g x 60개) Unit of package 210g (3.5g x 60ea)
유전자변형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해당 없음 GMO related claim N/A
영유아식 또는 체중조절식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광고사전심의필 유무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해당 없음 Censorship (in case of Weight 
control foods or Baby/infant 
foods)

N/A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해당 없음 Imported foods N/A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080-822-0255 Customer service center 080-822-0255

영양정보�
총 내용량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나트륨 185 mg 9 %

탄수화물 110 g 34 %

 당류 65 g 65 %

지방 12.5 g 23 %

 트랜스지방 0 g  
 포화지방 11 g 73 %

콜레스테롤 85 mg 28 % 

단백질 68 g 124 %

비타민 B1 33 mg 2750 % 

비타민 B2 37.5 mg 2679 %

비타민 B6 41.4 mg 2760 %

비타민 B12 132 µg 5500 %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 은 2,000kcal 기준이므
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총 내용량 210 g
(3.5 g x 60 개)

825 kcal

원재료명 및 함량: 결정과당, 탈지분유, 농축유청단백(농축유청단백, 레시틴), 
초콜릿향[말토덱스트린, 아라비아검, 코코아오일, 프로필렌글리콜], 카제인칼슘, 
해바라기레시틴, 코코아분말, 바닐라향 [말토덱스트린, 아라비아검,  바닐라향, 
프로필렌글리콜], 스테아린산, 이산화규소, 맥아유향[아라비아검, 말토덱스트린, 
맥아향, 프로필렌글리콜],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비타민B6염산염, L-메티오닌, 
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B2, 비타민B12혼합분말(제이인산칼슘, 비타민B12)

우유 함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