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고의 세포노화방지를 위한 영양제 * 

장수와 건강한 생활! 우리 

모두의 꿈이 아닌 가요? 

세포노화를 방지하는 것이 진정하고 

궁극적인 장수와 건강생활의 비결 이 

며 세계의 유수한 실험실에서 연구 

팀들은 노화시계를 느리게 하는 방법 

을 위하여 년간 수십억불의 연구비가 

사용되고있다.  2006 년 발표된 시카 

고 경영대학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인 

은 20 세기를 거치면서 30 년이상의 평 

균수명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이 향상된 수명은 각 사람마다  백 이십만 

불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자료에 의하면 긍정적 

인 방법으로 세포 노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포도에 함유 

된 polyphenols 성분으로 이는 레드와인의 레스베라트롤 성분을 말합 

니다 마늘의 셀레늄성분이 인체에 도움을 주듯이 포도의 폴리페롤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우리의 건강에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레드와인을 

10대 자연건강식품으로 인정되고 있기도 합니다 

세포 노화방지에 혁명적인 돌파구!            

미국의 1등 영양제 회사인 Shaklee사의 Vivix는 세포노화와 싸움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되었으며 실험연구에 의하면 Vivix 재료는 세포 노화 

의 4 가지 주요 메커니즘 모두를 억제시키는 세계최고의 항산화제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번 섭취하는 작은 티스푼하나의 Vivix에는 100잔의 

레드와인의 레스베라트롤이 함유되어있으며 특히 Vivix에 함유된 레스베 

라스트롤은 일반 폴리페놀보다 10배나 더 강력한 항산화제로 발표되었다  

항암과 동맥경화,심장병 등 억제효과   

  몇 달 전 과학잡지 ‘네이처’는 포도주 추출물 레스버라트롤(resve-

ratrol)을 쥐에게 투입한 결과 수명을 놀라울 정도로 연장시킬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 벌써부터 이 레스버스트롤을 구하려는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건강보조식품 판매점들은 이 물질이 그야말로 날 개 돋친 듯이 

팔려 나간다고 말하고 있다. 레스버라트롤의 다음과 같은 여 러작용을 

통해 동맥경화의 진행을 방지한다: 1) 혈관의 수축과 이완 물질 을 

조절한다. 2) 산화스트레스와 산화물질의 생성을 억제한다. 3) 염증을 

억제한다. 4) 나쁜 콜레스테롤의 생성과 산화를 방지한다. 5) 플라크 생성 

부위에 혈전이 뭉치는 것을 막는다. 6) 혈관에 평활근 세포의 축적을 낮 

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암과 퇴행성 신경질환의 예방을 포함한 레스버 

라트롤의 광범위한 효능을 입증하고, 이 물질이 심장혈관질환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J Med Food. 2008 Dec;11   

The Shaklee Difference 

세포 노화와의 많은 싸움! * 

ALWAYS SAFE 항상 안전 

*Vivix 개발 중 2000번이상의 안전 및 

품질 테스트.  

*모든 자연. 인공적인 풍미, 색상, 

감미료, 또는 일체의 방부제가 없다. 

*bisphenol-A 가 없는 포장지 사용. 

ALWAYS WORKS항상 작동 

*3000잔의 레드와인: 30일간 섭취  

하는 Vivix에는 레드와인 3000 잔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 함유  

*3000 번의 임상실험자료: 

하버드대학 을 포함 미국 국립암 연구 

소, NIH 등 세계 유수연구소에서 3000 

건의 Vivix임상실혐 자료들 발표 

# 실험실 연구에서 vivix 는 

*세포노화의 4가지 주요원인 억제     

*DNA의 보호 및 손상된 DNA복구 

*유전자 레귤레이터에 긍정적 영향 -  

유전자의 조화로운 작동, 

*미토 콘드리아 biogenesis 촉진 

*나이 단백질을 천천히 형성.             

# 또한 지원 *: 

*심장, 뇌, 심장 혈관, 및 관절과 면역 

건강에 효과적이고 10 배 더 강력한 

항산화력: Vivix 성분이 일반 

레스베라트롤 보다 노화의 

핵심메커니즘과 나이단백질 형성 

억제에 10배나 더 강력하다 

*Shaklee의 독점적인 특허기술이다 

ALWAYS GREEN 항상 녹색 

*재활용 포장-년 100LBS재생지 사용 

*콩을 원료로한 잉크 

*어떤 동물에도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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