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파 씨알에스 플러스
®
ALPHA CRS +

PRODUCT INFORMATION PAGE

제품 설명(Product Description)
첨단 과학기술과 도테라만의 독점 블렌드로 개발된
알파 씨알에스 플러스 (ALPHA CRS +)는 단시일이
아닌 지속적인 활력과 건강 유지를 추구하는 데일리
뉴트리션입니다.
도테라 알파씨알에스 플러스 (ALPHA CRS +) 는
항산화와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코엔자임 Q10을 주원료로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함유된 16종의 식물추출물과
아미노산 성분이 부원료로 조화롭게 배합되어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테라의 기업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는우수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매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라이프롱
바이탈리티 프로그램(LIFELONG VITALITY
PROGRAM)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코엔자임큐텐 건강기능식품

권장 대상 (Recommend for)

450mg x 120캡슐

영양·기능정보 (Supplement Facts)
항산화 ·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회분량: 2캡슐(898.76mg), 총 60회 분량
1일 섭취량 당

함량

%영양성분 기준치

열 량

1.3 kcal

탄수화물

1g 미만

0%

지 방

0g

0%

단백질

0g

0%

나트륨

0.2 mg

0%

코엔자임Q10

45 mg

※ % 영양성분 기준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항산화 성분을 통해 유해산소와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건강하게 보호하고 싶은 분
•혈압이 높은 수준이어서 조절이 필요한 분
•활력 있는 생활을 원하는 분
•에너지 소모가 많은 분
•항산화 성분을 섭취하여 건강 관리를 원하는 분
•전반적인 건강 증진을 원하는 분

섭취량 및 섭취방법 (Dosage)
•1일 2회, 2캡슐씩 섭취하세요.
•식사 중간 또는 식전에 바로 섭취하세요.
•평생활력을 위한 도테라 라이프롱 바이탈리티 (LLV)
프로그램으로 마이크로플렉스 MVp, 에센셜 오메가
각 2 캡슐과 함께 섭취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평생활력을 위한 데일리 뉴트리션!
주의사항(Cautions)

알파 씨알에스 플러스
Alpha CRS +

·
·
·
·

제품번호: 60203973
회원가격: 106,000원
용량: 120캡슐
PV: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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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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