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도당 또는 유당과 같은 탄수화물을 분해하여 유산(젖산)이나 초산과 같은 유기산을 생성하는 균.

인체에 유익한 미생물! 유산균!

미생물은 인체에 유익한 종류가 있는 반면에 유해한 세균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체에 유익한 미생물의 대표격인 유산균은 포도당 또는 

유당과 같은 탄수화물을 분해하여 유산(젖산)이나 초산과 같은 유기산을 생성하는 균입니다.

유산균이란?

37℃전후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유산균의 크기는 보통 구균은 너비가

0.5~1.0㎛이고, 건균은 0.5~1.5×1.0~2.0㎛

정도입니다.  

따라서 육안으로는 관찰이 불가능하고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산균은 영하의 온도에서는 가사상태로 존

재하다가 8℃ 이상이 되면 서서히 활동을 시작하여 37℃ 전후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합니다.

45℃가 넘어가면 생육을 억제 당하고, 60℃ 이상에서는 사멸하

기 시작합니다.

『유산균은 엄마에게 자연분만이나 모유수유를 통해서 받게 됩니

다. (자연분만이나 모유수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물려받

지 못함) 그러나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영구적인것이 아니라 섭

취하는 음식에 의하여 장내에서 서서히 없어지기 때문에 규칙적

으로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유산균의 생리적특징

현대인은 식생활이 육식 및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가 많아짐에 따라 장내에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인체에는 유산균과 같이 장을 정화시키는 유익균이 있는 반면에 유해균도 있는 데 장내 세균수가 유해균보다 유익균이 많아야 미생물균총의 균형이

이루어져 장의 건강에 좋다. 그러므로 유익균의 증식을 위해서 유산균을 규칙적으로 섭취함으로써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장의 연동작용을

촉진하여 장을 건강하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

유산균의 필요성

⊙ 좋은 유산균의 조건

좋은
유산균은
살아서

장까지 간다! 좋은
유산균은
총균수가

충분히 많다!



패밀리생유산균 균주의 내산성, 내담즙성 코팅

•프로바이오틱 혼합 유산균 - 장내 유해 미생물을 억제하고 

유익한 유산균의 증식을 도와주며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여 

장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유산균 제품입니다.

•뛰어난 내산성 - 해조류에서 유래된 고분자물질로 

위산과 담즙내 유산균 생존을 위한 첨단코팅이 되어 있어 

98%이상 장에 도달합니다.

※ 내산성 : 위산에 죽지않고 살아남는 능력

•뛰어난 내담즙성 - 내담즙성이 강한 유산균주로 

이루어집니다.

※ 내담즙성 : 소화액에 죽지않고 살아남는 능력

•장 도달성 - 위산을 견딘 유산균이 장에 도달하여 

활동합니다.

•장 정착성 - 장에 잘 정착하여 오랫동안 건강효과를 줍니다.

•높은 생산성 - 유산균이 생성하는 유산과 초산이 

장벽을 자극 → 장의 연동운동이 촉진됨 → 변이 이동속도 증진, 

유해 세균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대중성 - 유아의 장과 성인의 장에서 잘 검출되는 유산균을

제품별로 적절히 사용하여 어린이와 선생님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스틱 포장 - 휴대와 보관이 편리, 물없이 먹을 수 있어 섭취가 용이합니다.

•맛 - 과일 맛, 향, 분말을 사용하여 섭취 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생유산균의 특장점



패밀리 생유산균 제품소개

제 품 설 명 해조류에서 유래된 고분자 물질로 위산과 담즙산내 유산균 생존을 위한
첨단코팅이 되어 있어 위에서 안정한 유산균이 사용되었으며, 온 가족이
함께 섭취할 수 있는 맛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품 개 요 ①내용량 - 2g×90개입(180g) / 2g×30개입(60g) / 2g×10포(20g)
②주성분 - 5 종 혼 합 유 산 균  1.5%[Lactobacillus acidophilus

10,000,000,000FU/g 이상, Lactobacillus delbrueckii ssp.
bulgaricus 10,000,000,000FU/g 이 상 , Streptococcus
thermophilus 10,000,000,000FU/g 이상, Bifidobacterium
longum10,000,000,000FU/g 이상, BifidobacteriumBifidum
10,000,000,000FU/g 이상, 식물성크림분말(우유), 말토덱스트
린], 식물성크림 분말[전분당(물엿,무수고형분), 야자경화유(수입산),
카제인나트륨, 제이인산칼륨, 이산화규소, 레시틴, 피로인산나트륨,
메타인산나트륨, 정제염(국산),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정제포도
당, 포도맛분말[정백당, 덱스트린(수입산), 포도향분말, 구연산, L-
주석산, 포도추출분말(국산), 스테비올배당체, 정제소금(국산), 잔탄
검], 자일리톨, 비타민C, 무수구연산, 비타민무기질혼합분말[젖산칼
슘, 비타민C, 구연산철암모늄, 분말비타민E, 니코틴산아미드, 분말
비타민A(땅콩), 비타민D3, 분말비타민B12, 비타민B6염산염, 비타
민B2, 비타민B1염산염, 엽산],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수크랄로스(합
성감미료), 본펩(국제허가출원중PCT/JP2006/300082, 계란)

제 품 특 징 ①영양·기능정보 - ①유익한 유산균의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주성분 -유해균 억제 또는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

을 줄수 있음.
②섭취량 및 섭취방법 - 1일 1회, 1회에 1포씩 섭취하십시오.

•제조원 : 디에이치팜주식회사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 2874-36
•유통전문판매원 : (학)건국대학교 건국유업·건국햄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산단로 197
•소비자보호상담실 : Tel. 080-675-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