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 한 캡슐로 장 건강과 정상적인 면역기능까지

듀얼 케어 캡슐 프로바이오틱스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

우리 안에 내재된 정상적인 면역기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킵니다. 하지만 다양한 원인으로 정상적인 면역기능은 저하

될 수 있으며, 이 때 우리의 몸은 외부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하루 한 캡슐로 균형 잡힌 장 건강과 정상적인 면역 기능까지 동시에     

케어해 주는 듀얼 케어 캡슐 프로바이오틱스,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 

하루 한 캡슐로 나와 소중한 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케어하세요!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

특허공법으로 배양부터 건강한 
8종의 복합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①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③ 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아연 ①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②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 필요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 30캡슐

[2407] 303426K 

PV 25,960         BV 41,800        A 46,000원

 1회                           분량당 함량             % 영양성분 기준치

 열량                          0 ㎉

 프로바이오틱스 수    5.0 ×109 CFU(50억개)

 아연                          8.5 ㎎                       100%

기능정보

제품정보

영양정보

균형잡힌 

장 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보장균수 50억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한

아연
하루 권장량 100%

한 캡슐에 보장균수 50억 마리의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한 아연을 하루 권장량 100%만큼 공급해 줍니다.

유산균 배양 시 물리적, 화학적 스트레스로부터 유익균을 보호하는 특허 공법으로 

배양했으며 모유 유래 유산균 L루테리 등 3종의 특허 균주를 포함한 8가지 복합균을 

이상적으로 배합하였습니다.

식품의 유형: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명(위탁의뢰자) : ㈜락토메이슨

제조업소명(위탁제조자) : ㈜노바렉스

유통전문판매업소명: 한국암웨이㈜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

장 건강과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한 번에
‘듀얼케어’ 캡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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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 배양
특허공법

3종의 특허 균주를 포함한
8가지 복합균

섭취방법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드세요.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 섭취대상자

Balance WithinTM

Immunity

일상에서 간편하게 장 건강과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동시에 

챙기고 싶으신 분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스트레스로 장 건강이 

우려되는 분

과도한 학업, 업무 등으로 저하된 

체력을 다지기 위해 정상적인 

면역기능이 필요하신 분

캡슐 제형을 선호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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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HEM 20-01

락토바실러스
퍼멘텀
HEM 1036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LM1001

비도박테리움
롱검
LM1024

락토코커 
락티스
LM1009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LM1071

비피도박테리움 
애니말리스 락티스
LM1017

스트렙토코커스 
써모필러스
LM1012

특허균주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

생균 보호를 위한 2중 방어 
전용 캡슐 & 알루미늄 용기  
열과 습도로부터 생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프로바이오틱스 전용 캡슐 기제와 알루미늄 

용기를 사용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배양되는 동안 다양한 물리적 / 화학적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러

한 스트레스는 균주의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균의 배양 과정에서부터 스트

레스 강도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는 이러한 물리적/화학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식물 성분이 포함된 배지에서 유가식 배양법으로 배양되었습니

다. 해당 식물 성분은 배양 과정 중 노출될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스트레스 로부터 균주를 보

호할 뿐만 아니라 분말 제조 공정 시에도 동결건조보호제로 작용하여 균주를 보호합니다. 유

가식 배양법 또한 균주가 받는 화학적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배양법이며 이러한 유산균 

분말의 제조방법은 특허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허번호 10-1604633)

* 유가식 배양법: 균주 배양 과정 중 발생하는 노폐물을 제거하면서 

  균주의 먹이가 되는 영양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배양법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에 적용된 
특허 배양 공법은 무엇인가요?

자주 물어보는 질문

POINT

3 Q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는 부원료로 프락토올리고당과 함께, 유산균 배양건조물

(유산균 사균체)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의 
부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Q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는 특허 균주 3종을 포함한 

총 8가지의 복합 균주의 독자 포뮬라를 제공하며, 막

대 모양의 간균 (Lactobacillus 속), 동그란 형태의 구

균 (Lactococcus, Streptococcus 속), Y자형의 비피

도 박테리움을 균형있게 배합하였습니다.

* 특허균주 3종: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LM1071, 비피도박테리

움 애니말리스 락티스 LM1017, 스트렙토코커스 서모필루스 

LM1012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의 균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Q

    캡슐

저수분 캡슐기제를 사용

하여 열과 수분을 효과

적으로 차단해 줍니다.

    용기

흡습도가 0인 알루미늄 

재질의 용기와 제습력

이 탁월한 몰레큘러시

브를 제습제로 사용하

여 습도로부터 생균을 

보호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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