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지 약물 (DRUG FREE 성명서)

성분:

에너지 바에 함유된 미량의 글리세린을 제외하고는 아래 논의를 보라 하이파이브의 어떤 제품도 년 세계( ), 2012

반 도핑 기구 금지 목록에서 발견되지 않았다(WADA) .

제조 공정:

하이파이브는 영국 식품 규제 기준 기준 에 의한 전 제품 현장검증에 따라 생산 제조한다 이에 따라 하이(BRC ) .

파이브의 협력사들도 선별된다 이러한 협력사들은 정상의 식품을 제조 생산하는 스포츠 정보 공개. “ ”

의 회원사들이며 하이파이브는 이들의 생산 공정 과정에서 세계 반 도핑 기구가 금지(www.informedsport.com) ,

한 어떤 물질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시험 분석:

미생물 기준과 영양학적 시험뿐만 아니라 금지 약물 테스트를 위해서 선별한 하이파이브 제품이 공인된WADA ,

실험실에서 무작위로 테스트되었다 시험 결과 어떤 하이파이브 제품에서도 금지 약물에 대한 양성 반응이. WADA

발견되지 않았다.

하이파이브는 완벽한 제품 추적 기록을 보유한다:

실질적으로 수많은 엘리트 선수들에게 년 이상 하이파이브의 스포츠 영양 식품을 공급한 이후로 지금까지 어18 ,

떤 선수도 하이파이브 제품을 사용한 결과로서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사실은 당신의 모든-

근심을 없애줄 것이다!

카페인:

하이파이브 제품 중에는 카페인을 함유한 것도 있다 카페인은 가 금지한 목록에 올라 있지 않지만 카페인. WADA ,

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어떤 스포츠 단체도 있다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당신의 스포츠 단체에 문의해 보라. .

에너지 바의 글리세린:

높은 수치의 글리세린은 다른 물질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 선수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

는 많은 식품들이 글리세린을 함유하고 있는 것처럼 하이파이브 에너지 바와 바는 낮은 수치의 글리세린을, 4:1

함유한다 글리세린이 일상적인 식사의 부분을 구성한다는 것은 에 의해 인정되며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WADA ,

는 아주 높은 한계치가 설정되어 있다 식사를 통한 글리세롤 글리세린의 섭취와 인공 혈장 증량제로서 이것을. /

사용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과학 문헌에 발표된 소변 한계치가 있다.

세계 반 도핑 기구는 하이파이브 에너지 바와 첨부된 자료에 근거하여 정상적인 섭취에 근거한 반 도핑 양성“ ,

반응의 위험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고 밝혔다 당신이 여전히 그에 대한 걱정이 있으면.” . ,

info@highfive.co.uk에 문의해 보든지 또는 간단히 에너지 바와 바를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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