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트리라이트만의 기준으로 더 까다롭게 완성한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바람직하지 못한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으로 장 건강이 우려되는

학생·현대인

피로와 스트레스로 

장 기능이 약화된 

성인·중년

잦은 다이어트와 신체의 변화로 

장 기능이 저하된 

여성·임산부

배변습관이 좋지 않거나 

음식을 편식하는 

어린이

우리 몸 속 장 건강을 챙기는 것은 
바쁜 생활 중에도 균형 잡힌 장 건강을 바라는 

현대인이 가져야 할 상식입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생활, 과도한 스트레스, 인스턴트 식품 등이 

장 내 유익균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현대인은 건강한 장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뉴트리라이트는 검증된 원료와 진보한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다섯 균주의 독점 포뮬라를 완성하였습니다. 

주요 균주 HN019®와 NCFM®을 함유하여 뛰어난 생존력으로 코팅 없이 장까지 도달하는 것은 물론 

장에 착 붙어 증식해 유산균의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63억 CFU 프로바이오틱스의 성장과 증식을 돕는 식물원료 치커리 뿌리 추출물, 이눌린 *부원료 을 

프리바이오틱스로 함유하여 신바이오틱스 배합을 제공합니다. 

이상적인 배합

검증된 다섯 가지 균주의

뉴트리라이트 독점 블렌딩 포뮬라

뉴트리라이트 독점 포뮬라

HN019®와 NCFM® 균주 함유로 

코팅 없이 장까지 도달,

장 점막에 착 붙어 증식

영양정보

섭취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직접 또는 

찬 물・찬 음료와 함께 섭취하십시오.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영양성분기준치 :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

기능정보

제품정보

A 39,000원

[2571]  120571K
PV 22,330  BV 35,500

밸런스 위드인 (30포)

A 105,000원

[2572]  120572K
PV 60,060  BV 95,500

밸런스 위드인 (90포)

1회 분량 당

열량

탄수화물

식이섬유

프로바이오틱스 수

% 영양성분 기준치

0%

3%

함량

0kcal

1g(0%)

0.8g

63억 CFU(개)

뉴트리라이트만의 기준으로  더 까다롭게 완성한

밸런스 위드인 프로바이오틱스를 만나 보세요 !

밸런스 위드인 
프로바이오틱스

4중 보호 안심 포장

안심 소재와 4중 레이어 포장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효과적으로 보호

63억 CFU 프로바이오틱스는 물론 

유익균의 성장을 돕는 

프리바이오틱스 *부원료 함유

뛰어난 생존력

온 가족을 위한 밸런스 위드인 프로바이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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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019®

NCFM®

장 점막에 부착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HN019®, NCFM®, BL-14®은 듀폰의 등록 상표 또는 라이센스 상표이며, La-14™, Lpc-37™은 브랜드 상표입니다. 

B. lactis 
HN019®

L. acidophilus 
NCFM®

Balance WithinNUTRILITE

뉴트리라이트 독점 포뮬라 뛰어난 생존력

수 많은 SCI 급 논문으로 검증된 다섯가지 균주

균형 잡힌 장 건강을 위한 Bifidobacterium과 Lactobacillus의 이상적인 배합

뉴트리라이트만의 독점 포뮬라로 제공

point.1

point.2

point.3

시험을 통해 코팅 없이 위산과 담즙산에 잘 살아남는 뛰어난 생존력 확인

HN019Ⓡ와 NCFMⓇ이 주요 균주로 함유되어 장에 착 붙어 증식하는 

우수한 장 부착력

point.1

point.2

★ 주요균주 ★ 주요균주

HN019 Ⓡ, NCFM Ⓡ

L. acidophilus
La-14™

B. lactis 
BL-04®

L. paracasei 
Lpc-37™



Balance WithinNUTRILITE

이상적인 배합 4중 보호 안심 포장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부드럽고 담백한 맛

유산균 본래의 맛으로 그대로·물과 함께·음식과 함께 섭취 가능

SURLYNⓇ 이오노머수지

공기 중 산소와 습기를 막아주는 

듀폰(DuPont)사의 특별한 포장 소재

내포장재질 : 이오노머수지 

(제품과 맞닿는 면의 소재인 SURLYNⓇ)

부드러운 맛과 향

레이어 VI

레이어 III

레이어 II

레이어 I

한 포에 63억 CFU 프로바이오틱스 제공

유익균 먹이가 되어 성장과 증식을 돕는 프리바이오틱스*부원료를 함유한 

신바이오틱스 배합

point.1

point.2

공기 중 산소와 습기로부터 프로바이오틱스를 18개월 동안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안심소재와 4중 레이어 포장

휴대와 보관이 간편한 위생적인 스틱형 포장

point.1

1

2

3

4

point.2

프로바이오틱스

63억 

CFU 검증된 다섯 가지 균주

식물원료 치커리 뿌리 추출 

이눌린 *부원료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란?
적정량 섭취하였을 때, 신체에 건강 상 유익한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 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프로바이오틱스 균속과 균종은 물론, 

수 많은 SCI 급의 유익한 연구를 통해 그 특성이

확인된 균주인지 확인하세요.

장까지 안전하게 살아가는 뛰어난 생존력과 유해균과의

경쟁에서 이겨 장 벽에 착 붙는 우수한 장 부착력을

가진 균주인지 꼭 확인하세요.

장내 유익균의 성장과 증식을 돕는 프리바이오틱스*부원료가 

함께 함유된 신바이오틱스 배합을 확인하세요.

균주(Strain)란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가 완전히 밝혀졌으며, 수 많은 연구를 통해 보다 정확한 특성이 밝혀진 

프로바이오틱스를 말합니다. 속명(Genus), 종명(Species), 다음에 기재되는 균주명(Strain)까지 모두 표기된

프로바이오틱스 명명법에 따라 구별 가능하며, 균주 고유의 기능에 대해 질적·양적으로 풍부한 연구가 이루어진 

균주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균주 

뛰어난 생존력과 부착력

신바이오틱스 배합

Genus 속·屬 Species 종·種 Strain 균주·菌株

Bifidobacterium lactis HN019Ⓡ

프로바이오틱스의 분류

1point

point

point

2

3

우수한
장 부착력

ok!

ProbioticsProbiotics

NUTRILITE

프로바이오틱스 란?

Balance Within

좋은 프로바이오틱스의 기준!



✽본 정보는 일반 건강 정보이므로 특정 제품과 관련이 없습니다. 

알아 두면 정말 좋은 건강사전

우리 장에는 좋은 역할을 하는 유익균과 독소를 내뿜는 유해균이 있습니다. 

건강한 장을 유지하려면 장내에서의 유익한 균과 유해한 균의 비율, 바람직한 장내세균총이

자리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인해 정상세균총의 균형이 깨지면,

장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장이 건강한 것은 전체적인 건강의 시작이자 기본입니다.

장의 표면적 넓이는? 

장은 약 120평이나 되는 넓은 표면적을 가졌으며 

외부로부터 유입된 물질들이 접촉되는 주요 기관입니다.

미생물의 종류 수는? 미생물의 개수는? 

우리 장에는 우리 몸과 공생관계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100종류 

이상의 균이 100조 개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물질들이 접촉되는 주요 장소로, 소장에서 소화나 

흡수가 되지 않은 일부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수분이 흡수되는 곳입니다.

장내 면역 세포량은? 

장에는 면역 세포의 70%가 존재하고 있어 장 건강이

전체적인 건강의 기본입니다. 

장의 표면을 이루고 있는 점막에서는 음식물, 병원균 등 외부로부터 

유입된 물질과 장내 미생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 집니다. 

다양한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장 건강은 전체적인 건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식품의약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기능별 정보 ‘장 건강ʼ 편
✽기능성평가 가이드라인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ʼ 편
✽American journal of physiology 1999 Nov;277(5): g922-8

우리가 몰랐던 장 이야기

장의 특성은? 

장의 중요성은? 

장내
면역 세포량

약 120평

70%

미네랄 흡수

100조 개 이상

비타민 흡수 수분 흡수

100종 이상

400m2

100종 & 100조

70%

건강정보 건강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