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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 제공 고시

영양정보
/VUSJUJPOGBDUT

원재료명 및 함량 :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인도산), 니코틴산아미드, 건조효모(크롬 
함유)(에스토니아), 판토텐산칼슘, 엽산혼합제제(제이인산칼슘, 엽산), 비오틴혼합제제(결정

셀룰로스, 비오틴),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B2, 비타민B12혼합제제(제이

인산칼슘, 비타민B12), 결정셀룰로스, 해조칼슘(해조분말, 옥수수전분)(영국산), 녹차추출분

말(국내산), 계피추출분말, 코코아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D-리보오스, 와일

드망고종자추출분말, 풋사과추출분말, 히비스커스추출분말, 사과식초분말, 후추추출물분말, 

알팔파추출분말, 고추열매분말

[캡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9�4MJN
지엑스 & 슬림 

식품의 유형 건강기능식품

생산자 및 소재지
제조원 : 코스맥스엔비티(주)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 663길, 127-6 

유통전문판매원 :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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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하시려면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유) 고객센터(전화: 080-822-025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54g (450 mg x 120 캡슐)

기능정보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이아신]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크롬]

[판토텐산]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엽산]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②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오틴]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6]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B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 B2]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 B12]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섭취량, 섭취방법 /
 보관시 주의사항 / 
섭취 시 주의사항

1일 2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 1. 직사광선 및 고온 다습한 곳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2.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2. 간, 신장, 

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4. 특정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재료명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유전자변형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해당 없음

표시광고사전심의필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해당 없음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080-822-0255

Foods category Health Functional Food

Manufacturer & 

Address

Manufacturer : COSMAXNBT / Kyuggido, Icheon-si, Majang-myeon, Deokpyung-ro, 663, 127-16 

Seller : Isagenix Asiapacifi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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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 of package 54g (450 mg x 120 capsules)

Health Function

[Garcinia Cambogia extract] Carbs can be inhibited from being composed into fat, which can help 

reduce body fat.

[Niacin, vitamin B2] necessary for energy production

[Chrome]

[pantothenic acid, biotin] necessary for energy metabolisum of fat, carbohydrate, and protein

[folic acid] necessary to produce cell and blood. necessary to maintain normal level of homocystein 

[vitamin B6] necessary to utilize protein and amino acids, necessary to maintain normal level of 

homocystein

[vitamin B1] necessary for carbohydrates and energy metabolism

[vitamin B12] necessary for metabolism of folic acid

Serving size / 

direction / caution

Take 2 capsules twice a day with water. / 1. Avoid direct sunlight and hot, humid places and keep 

them cool. 2. Keep out of the reach of children. / 1. Avoid eating children,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s. 2. Talk to an expert if you have liver disease, kidney disease, heart disease, 

allergies and asthma, or take medicine. 3. In case of an abnormal case, stop eating and consult an 

expert. 4. If you are allergic to certain ingredients, check the raw material and eat it.

MFDS claim This product is not a medication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isease.

GMO related claim N/A

Censorship (in case 

of Weight control 

foods or Baby/infant 

foods)

Imported foods N/A

Customer service 

center
080-822-0255

원재료명 및 함량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OHSFEJFOU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