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本製品は日本国法に基づき製造販売されたものです。 

製品および文書は日本国外の法規に準じ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本文書は、日本語の製品情報を翻訳した文書です。使用前に必ずお読みください。 

また、必要な時に読めるように大切に保管してください。 

본 제품은 일본국법에 근거하여 제조・판매되었습니다. 

제품 및 문서는 일본 국외의 법규에 준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는 일본어의 제품 정보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사용 전에 반드시 읽어 보십시오.  

또,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읽을 수 있도록 소중히 보관하십시오. 

 

 

기능성표시식품 

피부 수분 손실을 적게 한다 

 
• 기능성표시식품 세라마이드 배합 드링크. 

• 피부 수분을 지키고 싶으신 분, 건조한 피부가 고민인 

분에게 적합합니다. 

쌀에서 유래한 글루코실 세라마이드 1800 µg 외, 

콜라겐, 히알루론산 배합. 

• 저칼로리(8.2 kcal), 지질 제로. 

• 맛있는 서양배 맛. 

 

포장 
희망 소매가격  

(세금 포함) 

50 mL 322엔 

50 mL × 3 966엔 

50 mL × 10 3,218엔 

관련 사이트    

 Chocola.com (in Japanese) 

   

   

 

섭취방법 

하루 한 병을 기준으로 복용하십시오. 

[섭취방법에 관한 주의] 

• 본 제품은 다량 섭취로 인해 질병이 치유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분 

 

성분 함량 

에너지 8.2 kcal 

단백질 1 g 

지질 0 g 

탄수화물 2.1 g 

식염 상당량 0.02 g 

나이아신 12 mg 

비타민 B6 1.1 mg 

기능성 관여 성분：쌀에서 유래한 글루코실 세라마이드 1800 µg 

콜라겐 펩타이드 1000 mg, 히알루론산나트륨 제조시 5 mg 배합 

• 신고 표시:본 제품에는 쌀에서 유래한 글루코실 세라마이드가 포함됩니다.  

쌀에서 유래한 글루코실 세라마이드는 피부의 수분 손실을 적게 하는 기능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예방부터 치료까지 발견되는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는 분께 적합한 식품입니다. 

• 신고 번호: B60 

• 식생활은 주식, 주채(主菜), 부채를 기본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 본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분에 관한 주의] 

• 본 제품은 특정 보건용 식품과는 달리, 소비자청 장관에 의한 개별 심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원재료명 

콜라겐 펩타이드(젤라틴 포함), 에리스리톨, 과당, 꿀, 쌀배아 추출물, 히알루론산/산미료, 향료, 

보존료(안식향산나트륨), 나이아신, 감미료(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비타민 B6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  

� 직사광선 및 고온의 장소를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 개봉 후에는 즉시 복용하십시오. 

� 병은 깨지기 쉽습니다. 

용기에 대한 충격, 가온 및 냉동은 삼가십시오. 

� 용기 캡부분의 절단면이나 돌기물로 인해 상처입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성분에 따라 침전되는 경우가 있으나, 품질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잘 흔들어서 복용하십시오.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문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양식’에 기입해 주십시오. 문의 내용에 따라 대응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가급적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양식(영어판만 존재): https://inquiry.eisai.co.jp/webapp/form/17672_sdab_2/index.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