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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Product Description)

피비 어시스트(PB Assist®) 는 도테라의 품질 최우선 
철학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차별화된 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입니다.

영양·기능정보 (Supplement Facts)

주의사항(Cautions)

•임신·수유부 및 어린이, 의약품을 섭취하는 분은   

 이 제품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특정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료명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장 대상 (Recommend for) 

•건강을 위해 장을 관리하고 싶으신 분

•여러 가지 장 문제를 개선하고 싶으신 분

•화장실에 다녀와도 답답, 더부룩하신 분

•긴장하면 더 자주 화장실에 가시는 분

•가스, 더부룩함 등 장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싶으신 분

•하루 1포 간편하고 맛있게 유산균 섭취를 원하시는 분

•수험생, 직장인, 주부 등 일상생활 속에서 긴장과  
 스트레스가 많아 장이 예민한 분

•다이어트로 배변활동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

섭취량 및 섭취방법 (Dosage)

•1일 1회, 1회 1포를 직접 또는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찬물, 주스 또는 좋아하는 찬 음료에 타서 바로 드십시오.

•샐러드나 스무디, 아침 시리얼 등에 섞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PB Assist®

피비 어시스트

피비 어시스트
PB Assist®

· 제품번호: 60203506
· 회원가격: ₩50,000
· 용량: 2g x 30포
· PV: 32

1팩

· 제품번호: 60203662
· 회원가격: ₩130,000
· 용량: 2g x 30포
· PV: 70

3팩

특허 받은 4중 코팅 기술력의 7종의 복합 
유산균이 안전하게 장까지 도달!

락토바실러스 4종, 비피더스 2종, 락토코커스 1종 
도테라만의 스페셜 블렌드 7종 복합 유산균이 
특별한 배합으로!

400억 마리 이상 생균이 투입되어 1포 섭취시 
복합프로바이오틱스 50억마리 이상 보장!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2종 
(이눌린, 프락토올리고당)에 자일리톨&구연산 
까지 넣어 부원료까지 신경 쓴 깐깐한 제품!

상온 보관, 하루 1포 간편하게 온 가족이 모두 
즐겨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분말 타입의 천연 
스트로베리 멜론 향!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
2g x 30포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0 kcal

※ % 영양성분 기준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1일 섭취량: 1포(2g) 총 30회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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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오틱스 수 5,000,000,000C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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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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