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서양의 수의사들이 인정한 반려동물용 건강식품  

팻플렉스 효과

PET-FLEX PET HEALTH

ENHANCE MOBILITY FOR P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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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좋은 단백질과 철분을 섭취
2

3

펫-플렉스

[원재료] 바이오 액티브 녹용, 초록입 홍합, 녹혈, 사슴뼈 칼슘 등

[제품크기] 1,000mg x 60정

[섭취방법] 

소형견(~5kg) - 1정/일

중형견 (5~23kg) - 2정/일

대형견(23kg~) - 3정/일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용이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습기에 주의하십시오.

모질윤기

발모촉진

손상된 세포 

활성 촉진

활력 촉진 식욕 촉진면역력 강화

피부질환 예방

UP

유비바이오의 펫플렉스는 청정지역 뉴질랜드에서 방목되는 녹용, 뉴질랜드산 초록입 홍합을 

주요성분으로 배합하여 만든 반려동물용 건강 식품입니다.

펫플렉스는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반려동물들 그리고 털에 윤기가 없고 푸석한 

반려동물들에게 윤기나는 털과 건강과 활력을 되찾아 줍니다. 또한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경주견을 위한 제품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펫플렉스는 바이오 액티브 녹용, 녹혈 및 초록입 홍합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 

시켜주고, 활력이 없는 반려동물들에게 활력을 주며 관절건강까지도 함께 배려하여 특별히 

개발된 프리미엄 반려 동물용 제품입니다.

녹용 녹혈 함유로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단백질 철분 섭취

반려동물에게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반려동물 몸에서 흡수되는 단백질이 부족하게 

된다면 어린 반려동물은 성장이 느려지고 성견은 체중 감소와 출산 및 양육능력이 감소 

됩니다. 또한 활력이 없어지고 털에 윤기가 사라지고 푸석해집니다. 유비바이오는 풍부하고 

질 좋은 단백질을 반려동물이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바이오 액티브 녹용이 함유된 반려 

동물용 건강식품을 제조하였습니다.

녹용에는 콜라겐, 인산칼슘, 탄산칼슘, 단백질교질, 호르몬 및 연골질, 인, 칼슘, 마그네슘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반녹용은 단백질 분자 구조가 너무 커 신체로 흡수가 어려워 

대부분 복용과 동시에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유비바이오만의 특허공법으로 제작된 

바이오 액티브 녹용은 분자구조를 미세하게 분리하여 반려동물 몸에 흡수가 용이하게 제작 

되었습니다.

녹혈에는 골 관절 건강과 면역 기능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혈류 순환에 

도움을 주어 신장 및 췌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절건강을 지켜주는 뉴질랜드산 초록입 홍합과 디어칼슘(MCHA)

초록입 홍합은 오메가 3 불포화지방산인 DHA, EPA, DPA & ALA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관절 염증을 유발하는 류코트리엔 물질을 억제하고 관절에 항염작용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디어칼슘(MCHA)은 관절 주변에 존재하는 체액을 관절 내부로 끌어들여 관절에 

부족해진 영양을 보충 하고 체액 그 자체로서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