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DUCT INFORMATION PAGE 

CP soft capsule
씨피 소프트캡슐

영양·기능정보 (Supplement Facts)

씨피 소프트캡슐
CP soft capsule

· 제품번호: 60209328
· 회원가격: 58,000원
· 용량: 60캡슐
· PV: 37

 

•홍삼 : 면역력 증진 · 피로 개선 ·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 기억력 개선 ·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5 kcal

※ ( )안의 수치는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임

1일 섭취량 : 2캡슐 (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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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Product Description)

도테라 씨피 소프트 캡슐은 면역력 증진 · 피로 개선 ·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약처에서 인증한 홍삼 
함유 건강기능 식품으로, 국내산 6년근 발효 홍삼을 
사용하여 품질을 차별화 하였습니다.

특히, 도테라 씨피 소프트캡슐은 아마존에서 까다롭게 
채취한 도테라만의 CPTG® 코파이바 에센셜 오일이 
부원료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화 흡수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SLS-프리 
식물성 캡슐을 사용하였습니다. 품질 최우선 주의 
도테라 씨피 소프트 캡슐로 파워풀한 면역 건강을 토탈 
케어하세요.

섭취량 및 섭취방법 (Dosage)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권장 대상 (Recommend for) 

•국내산 6년근 발효 홍삼을 섭취하여 건강 관리를 
원하시는 분

•파워풀한 면역 기능에 도움을 받고 싶은 분
•평소 피로를 자주 느끼고 스트레스가 많아 피로 개선을  

원하시는 분
•활력있고 건강한 생활을 원하시는 분
•기억력 감퇴가 걱정되시는 분

•혈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시는 분

•간편하게 홍삼을 섭취하고 싶으신 분

•홍삼의 기능은 알고 있지만 쓴 맛 때문에 먹기 힘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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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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