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알지-9 플러스 시너뮨
정상적인 면역기능 + 항산화

제품정보

프로알지-9 플러스 시너뮨은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

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비타민C와 정상적인 면

역기능에 필요한 아연,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한 

비타민B6,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비타민D가 함유되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포만으로 4중 기능성 영양소의 1일 권장량을 100% 섭취 가

능하며, 혼합베리향(라즈베리/딸기/블루베리)으로 상큼하

고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주원료

1. 비타민C: 항산화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에 필요 / 철의 흡

수에 필요

2. 아연: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3. 비타민B6: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4. 비타민D: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

용되는데 필요 /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부원료

부원료로는 프락토올리고당과 효모추출물, 그리고 다양한 

과일 유래의 석류주스농축물, 포도씨추출물, 적포도주추출

물, 사과추출물, 오렌지추출물, 나한과(열매)추출물이 함유

되었습니다.

섭취대상

 • 운동으로 항산화 관리가 필요한 분

 •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정상적인 면역기능 관리를 원하는 분

 •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영양 불균형이 걱정인 분

 • 건강증진 및 생활의 활력을 원하는 분

 • 비타민, 무기질 필요량이 증가하는 청소년

 • 실외 활동이 부족한 학생, 직장인

 • 부족한 영양 섭취로 뼈 건강, 골다공증 발생위험이 염려되는 노인

섭취방법

※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제조원 : Nature’s Sunshine Products / 미국
판매원 : 시너지월드와이드코리아(주)

23082

5g X 30포(30일분)

총 150g

비타민C : 항산화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비타민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D :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1일 섭취량 : 1포(5g)  1일 섭취량 당 함량 : 열량 20Kcal, 탄수화물 5g(2%), 비타민C 1,028mg(1,028%), 
아연 13mg(153%), 비타민B6 2.8mg(187%), 비타민D 11㎍(110%)
* ( )안의 수치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임

영양·기능 정보

원재료명

비타민C, 글루콘산아연, 비타민D3, 피리독신염산염, 에리스리

톨, 혼합베리향[라즈베리향(천연향료), 딸기향(천연향료),

블루베리향(천연향료)], 석류주스농축물, 프락토올리고당, 효

모추출물, 결정셀룰로스, 스테비아잎추출물, 포도씨추출물, 적

포도주추출물, 사과추출물, 오렌지추출물, 나한과(열매)추출물

1회 1포 물과 함께 섭취1일 1회

180ml

1 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