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바이오틱스 제품
표시 라벨 파악하기
권장 사용법: 이 제품을 복용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알려줍니다. “
소화기능 보조”와 같이 건강인 신체의
구조 혹은 기능과 연관되는 제품의
효능으로 반드시 FDA(미국 식약처)
에서 평가받지 않았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팔리는
식이보충제 제품 표시 라벨의
예입니다.

CFU (집락형성단위): 제품 안에 포함된
살아있는 세균수 (가끔 “살아있는 배양체”로
표기되기도 함). 제품 제조시 측정된 CFU
CFU로
로
표기된 제품은 피하세요 - 이런 라벨 표기는
보관기관 동안 CFU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CFU
CFU는
는 개별 균주의 수가 각각
표기되는 것이 더 좋지만 대개 총 균수로
표기됩니다. 제품 라벨에 표기된 CFU
CFU는
는
인체적용시험에서 효과가 확인된 용량과
같아야 합니다.

용량/용법/1
용량/용법/1
회 복용량:
기대되는
효과를 얻기
위해 복용해야
하는 양.

Supplement Facts

Digestive System Support*

보관 정보:
제품의 품질
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
는 보관 방법
표기

Serving Size1 Capsule
Servings Per Container 30

This supplement provides 4 different
strains of living probiotics (friendly bacteria).
Proper amounts of friendly bacteria may
result in improved immune function and
overall intestinal health.*

Amount per serving

SUGGESTED USE
Take one capsule daily with a meal
KEEP DRY TO MAINTAIN POTENCY
Use by 12 / 12 / 2018

PROBIOTIC NAME
Supports digestive
and immune health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Dietary Supplement

30 capsules
사용기한/유통기한: 이 정보는 제품이
주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생균의 적정
용량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알려줍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균은 살아있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보관 기간 동안 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품은 라벨에 표기된 CFU가 “
사용기한”동안 계속 유지되도록 제조됩니다.

회사 이름 및
연락처 정보:
소비자가
의문사항이
있거나 정보를 더
알고 싶은 경우,
혹은 부작용을
보고하기 위해
회사에 연락할 수
있어야 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visit ISAPPscience.org/probiotics
or follow us on Twitter @ISAPPscience

%DV**

Proprietary Blend
12 billion CFU **
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subsp.
plantarum AB2
Lacticaseibacillus rhamnosus CD3
Ligilactobacillus salivarius EF6
Biﬁdobacterium longum GH8
** Daily value not established
Other ingredients; Capsules (cellulose, water),
cellulose, vegetable stearin and silica.
Manufactured by Probiotic Company

www.probioticname.com
(800)555-1234
City, ST 12345
PRODUCT OF USA

프로바이오틱 균의 속명, 종명, 및 균주명:
당신이 복용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Lactobacillus
acidophilus MN5 라는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 Lactobacillus는 속명, acidophilus는
종명, MN5는 균주명입니다. 균주명으로
제품 내의 특정 균주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종이더라도 균주가 다른
경우 건강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균주
특이성이 중요합니다. 제품에 포함된
세균의 균주명이 정확히 표기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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