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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삼성동, 아셈타워) 고객센터 : 1588 - 0080

뉴트리키즈
이뮤니티 플러스

Nutrikids Immunity Plus 

우리아이를 지키는 3중 방어



성장기 어린이들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외부환경으로부터 취약합니다.
뉴트리라이트는 성장기 어린이를 위해 3중 기능성 포뮬러를 완성하였습니다. 

장 건강, 정상적인 면역기능,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보호까지
세가지 기능성을 1포(1g)에 담았습니다.  
 
하루 한 포, 맛있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이뮤니티 플러스로
성장기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3중 방어

뉴트리키즈 이뮤니티 플러스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C

아연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ㆍ배변활동원활 
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② 철의 흡수에 필요
③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②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정상적인 면역기능이
필요한 어린이

뉴트리키즈 이뮤니티 플러스
우리 아이를 위한 히어로, 뉴트리키즈 이뮤니티 플러스를 소개합니다

성장기 맞춤 설계
V 성장기 어린이를 위해
원료부터 안전하게 선별하고 
뉴트리라이트만의
기술력으로  완성

Fast melting 타입
입 안에서 사르르 녹는 
달콤한 파우더 타입으로
물 없이도 간편하게 섭취가능

3중 기능성 포뮬러
프로바이오틱스 &
비타민C & 아연 함유

PROBIOTICS

Zinc

VITAMIN C

Nutrikids
Immunity Plus

기능정보

섭취 방법 영양정보

제품정보

뉴트리키즈 이뮤니티 플러스 (1 g X 30포) 

[2412] 123046K 
PV 24,290     BV 39,100 43,000원A

누가 섭취하면 좋을까요?

1회 분량당 함량

열량 0 kcal

프로바이오틱스 수 10 억 CFU(개)

% 영양성분 기준치

탄수화물 1 g 0%

비타민C 30 mg 30%

아연 2.6 mg 31%

비타민D 1 μg 10%

※ %영양성분 기준치 :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

· 제조업소명 : 비포단 A/S, 덴마크  
· 수입판매업소명 : 한국암웨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단체생활을 하는 성장기 어린이

채소를 잘 섭취하지 않아
고른 영양 섭취가 필요한 어린이

평소 건강한 생활을
원하는 어린이  

1일 1회, 1회 1포를 직접 또는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뉴트리키즈 이뮤니티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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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1, 성장기 맞춤 설계 포뮬러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ㆍ배변활동원활 
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장 점막에 부착
HN019®

프로바이오틱스
PROBIOTICS

아연
Zinc

비타민 C
VITAMIN C

ZnVITAMIN

C

뉴트리라이트가 성장기 어린이를 위해 엄선한 세가지 기능성

뉴트리라이트 독자적인 배합 기술

Point 01.

Point 02.

코팅없이 위산과 담즙산에 잘 살아남는 생존력 1)

장에 착 붙어 증식하는 우수한 부착력 2)

프로바이오틱스 배양 단계부터 유당 불포함 3)

Point 01.

Point 02.

Point 03.

뛰어난 생존력과 부착력을 가진 프로바이오틱스, HN019

뉴트리키즈 이뮤니티 플러스



합성향료나 설탕을 넣지 않은 자일리톨(부원료)의 달콤함으로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지도하에 분말을
혀에 직접 올려 섭취하세요

01. 02.

분말을 직접 섭취하기 어려운
어린아이의 경우, 차가운 물이나
음료에 타서 섭취하세요

Q.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성장기 세포보호 및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C
성장기 아이들의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 철의 흡수, 항산화 작용,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비타민 C

Point 01.

Point 02.

사르르 녹는 달콤한 파우더 타입으로 간편하게
아이들의 입에 닿는 순간 사르르 녹는 파우더 타입 

물 없이도 간편하게 섭취 가능

Point 01.

Point 02.

비타민C 항산화 작용
VITAMIN

C 유해산소로부터 세포 보호

정상적인 세포분열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아연 2.6mg 함유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위한 히어로, 아연
정상적인 면역기능과 세포분열에 필요한 아연 2.6mg 함유Point 01.

Zinc

뉴트리키즈 이뮤니티 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