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런스

• 내장, 면역�및�뇌�기능을�정상화�하는데�도움이�됩니다

• 인간의�소화관에서�생존이�입증된 160억�개의�군집�형성�단위를
제공합니다.

• 적절한�프로바이오틱스와�적절한�프리바이오틱스�및�적절한�소화
효소를�결합하여�전반적인�장�건강을�지원합니다.

과학적으로�연구되고�지원되는�프로바이오틱스
변종과�올바른�프리바이오틱스�및�소화�효소를
결합한�밸런스는�전반적인�내장의�건강을�지원하기
위해�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의�내장은�종종�여러분의�두�번째�뇌라고�불립니다.
전문가들은�여러분의�뇌의�건강이�종종�여러분의�장으로
들어가는�것에�의해�결정된다는�것에�동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장에서�일어나고�있는�일은�여러분의
뇌의�일상적인�기능에�영향을�줄�뿐만�아니라�특정한
질병에�대한�여러분의�위험을�결정할�수도�있습니다.
이것이 2023년까지�세계�프로바이오틱스�시장이 630억
달러를�넘어설�것을�설명하는�한�가지�이유일�수
있습니다.
저는�밸런스가 "공생 (Synbiotic)" 포뮬라라고�부르는�것을�들었습니다.
공생은�무엇을�의미합니까?
처음에는�프로바이오틱스, 그�다음이�프리바이오틱스, 그�다음엔�소화�효소
순서였습니다. 오늘날�그것은�모두 "공생운동"에�관한�것입니다. 공생�포뮬라는
최적의�내장�건강을�위해�함께�만들어지는�적절한�종류의�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프로바이오틱스의�식품인�식물섬유의�일종)와�매우�중요한
소화�효소를�결합한�것입니다. 밸런스�공식은�자연스럽고 "좋은" 박테리아를
건강한�수준으로�회복시키는�것을�돕기�위해�여러분의�몸과�현재의�미생물군
(소화관에서�발견되는�박테리아)과�함께�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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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직감�건강이�얼마나�중요합니까?
인간의�소화관은�아마도�가장�덜�연구되고�인정받지�못하는�인간의�건강�분야
중�하나일�것입니다. 면역�체계의�대부분은 GI 트랙에서�발견되고, 혈액�공급과
호르몬의�많은�부분이 GI 트랙에서�발견됩니다. 여러분은�종종 "우리는�우리가
먹는�것이다"라는�말을�듣는데, 그것은�더�진실된�말이�될�수�없습니다. 이
문제를�더�복잡하게�하기�위해, 우리는�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불리는�우리의
내장에�살고�있는�좋은�박테리아와�나쁜�박테리아들을�많이�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그것들은�우리의�세포보다 10:1 더�많습니다! 우리는�단지�우리의
소화기와�마이크로바이옴이�우리의�전반적인�건강에서�가지고�있는�이점을
겉으로�긁어내고�있을�뿐입니다. GI 트랙은�독자적인�신경계와�기능을�가지고
있지만�우리의�중추신경계와�의사소통을�합니다. "세로토닌"이라고�불리는
대부분의�행복한�화학물질은�우리의�소화기에�있는�마이크로바이옴에�의해
제조됩니다. 우리는�이�매력적인�과학�분야에�대해�더�많은�것을�배울�것이
있습니다. 하지만�말하자면, 전반적인�인간의�건강에�관한�한, 내장�건강이
최우선�순위라는�것입니다.
건강한�장 / 건강한�뇌�연결은�무엇입니까?
우리의�내장과�뇌�사이에는 "장뇌�축"이라고하는�복잡하고�섬세한�네트워크�나
연결이�있습니다. 뇌와�내장에�사용되는�많은�화학�메신저�또는�신경�전달
물질은�두�영역에서�제조되며�서로�공유됩니다. 스트레스를�받거나�화가�났을
때�가장�먼저�느끼는�영역�중�하나는�어디입니까? 귀하의�뱃속입니다! 그들은
복잡하게�연결되어�있으며�서로�소통합니다.

건강한�내장을�갖게�되면�어떤�건강상의�이점이�있을까요?
위에서�설명한�바와�같이, 우리의 GI 활동들은�사실상�우리�몸의�모든�영역에서
엄청난�역할을�합니다. 균형잡히고�건강한�마이크로바이옴과�소화관을�갖게
됨으로써, 사람들은�더�건강한�정신�기능, 더�많은�신체적, 정신적�에너지, 더�나은
집중력과�관심, 더�나은�수면, 더�건강한�피부, 더�건강한�면역�체계, 더�건강하고
강한�심장, 그리고�더�많은�혜택을�누릴�수�있습니다.

비욘드�밸런스™ 제품�정보

왜 밸런스를�섭취해야�합니까?
우리는�지속적으로�환경적�위험(즉, 활성산소, 독소, 식단에서�발견되는�항생제
등)에�노출됩니다. 우리의�몸은�또한�소화기에�있는�좋은�박테리아와�나쁜
박테리아를�끊임없이�대체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이, 좋은�박테리아의
건강하고�지속적인�흐름을�유지하거나�유지하기�위해서는�매일�밸런스를
복용하는�것이�중요합니다.
밸런스를�복용하면�무엇을�느낄�수�있습니까?
밸런스는�다음과�같은�분야에서�장단기적�이익을�모두�제공하기�위해
과학적으로�개발되었습니다. 1 소화력�향상, 팽창, 가스, 복통�감소, 규칙성
향상입니다. 2. 상승된�무드를�지지하기�위해 ("기분"을�더�잘�느끼도록
도와줍니다.) 3. 전반적인�면역�기능이�향상되었습니다.

밸런스에서는�프로바이오틱스�균주가�얼마나�중요합니까?
밸런스에서�발견되는�프로바이오틱스�균주는�매우�중요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명명법과�분류에�대해�이야기할�때, 우리는�세�가지�특정�영역을�언급합니다:
속, 종, 변종. 이�세�가지�분류�모두�프로바이오틱스�공식을�설계할�때
필수적입니다. 예: 유산균�산도필루스 LA-14. 속은�유산균, 종은�산도필루스,
스트레인�또는�일련번호는 LA-14입니다. 밸런스�공식을�설계할�때, 우리는
인간의�임상�실험에�사용된�것과�정확히�동일한�속, 종, 변종이�우리의�공식과
연구된�정확한�양에�사용되도록�보장했습니다(수십억�개의 CFU "콜로니�형성
단위").
건강한�내장은�어떻게�건강한�면역체계를�지탱할�수�있을까요?
사실�우리의�면역체계는�대부분�내장에�있습니다. 피부�외에도, 우리�몸이
독소와�이물질에�노출되는�첫�번째�부위는 GI 트랙스에�있습니다! 우리�내장에
있는�마이크로바이옴이나�프로바이오틱스는�특정�독소가�혈류로�흡수되는
것을�막는데�도움을�줍니다. 많은 "좋은" 박테리아는�흡수되기�전에�나쁜
독소를�중화시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또한�우리의�내장에�있는�장벽을
온전하고�강하게�유지하고�우리가�섭취하는�나쁜�것들을 "누출"하거나�혈류로
들어오게�하는�데�필수적인�역할을�합니다. 또�다른�주요�요인은�우리의
내장에서�일어나고�있는�끊임없는 "전쟁"입니다. '선'과 '나쁨' 또는 '병원성
세균' 사이에는�끊임없는�전투가�벌어지고�있습니다. 밸런스에서�발견되는
과학적으로�증명되고�건강한�생균제를�소비하면서, 나쁜�박테리아를�막아내기
위해 "좋은" 박테리아를�보충하고�있습니다.

항생제를�복용하고�있다면�밸런스를�복용할�수�있나요?
항상�먼저�담당�의사와�상담하세요. 연구에�따르면, 의사의�승인을�받아,
밸런스는�항생제를�복용하기�전�또는�치료�후에�복용해야�합니다. 항생제는
우리에게�좋을�수�있지만�항생제는�박테리아에�무차별적입니다(즉, 좋은
박테리아와�나쁜�박테리아�모두를�죽입니다. 항생제�치료가�끝날�무렵,
여러분의�마이크로바이옴은�사실상�소실되어�보충이�필요합니다.
사용법
식이요법�보조식품으로�매일 1캡슐씩�물과�함께�섭취하십시오. 아침에
밸런스를�제일�먼저�복용하는�것을�추천합니다.

S U P P L E M E N T
Serving Size: 1 Capsule
Servings Per Container: 30

F A C T S

Amount Per
Serving

%DV

Proprietary Probiotic Blend:
[Lactobacillus acidophilus (La-14),
Lactobacillus casei (Lc-11), Bifidobacterium
bifidum (Bb-06), Bifidobacterium lactis
(HN019)].

16 Billion CFU

*

Proprietary Prebiotic Blend:
Fructooligosaccharides (FOS)
DigeSEB® Enzyme Blend

75mg

*

*Daily Value not established
Other Ingredients: Vegetable Cellulose (Capsule), Microcrystalline Cellulose,
Magnesium, Stearate and Silicon Dioxide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밸런스는�냉장고에�보관해야�하나요?
아니요. 밸런스는�집에�있는�찬장이나�팬트리처럼�시원하고�건조한�곳에
보관하세요(즉, 적당한�습도, 화씨 70~72도의�온도, 햇빛을�쬐지�않는�것이
좋습니다.

밸런스의�유통기한은�어떻게�되나요?
밸런스는 1년�유통기한�보증을�가지고�있습니다. 냉장보관하지�마십시오! 즉,
밸런스를�집에서 1년�동안�주변�온도에서�보관할�수�있으며, 1년�후에는�라벨에
명시된�효력이�동일합니다!
밸런스는�어린이들이�사용하기에�안전한가요?
네! 밸런스에서�발견되는�프로바이오틱스는�어린이들이�섭취하기에�안전한
양으로�성인에게�제공하는�모든�혜택을�제공할�것입니다. 만약�캡슐이�너무
어려워서�어린�아이들이�먹을�수�없다면, 여러분은�캡슐을�열고�요구르트나
사과�소스에�가루를�뿌리면�됩니다.

*이�내용은�식품의약국 (FDA)에�의해�평가되지�않았습니다. 이�제품은�질병을�진단, 치료, 치유�또는�예방하기위한�것이�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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