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쁘고 지친 현대인을 위한 필수 건강식품

기력회복, 영양보충이 필요하신 분

관절 근육 피로 회복에 도움

V-FORCE RED DEER VELVET

EVERYDAY
ENERGY BOOSTER

FREEZE DRIED
STAG BLOOD

100%
NEW ZEALAND
DEER VELVET

HIGH QUALITY

INGREDIENTS

면역력 개선에 도움

노화방지, 스테미너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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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포스 레드

[원재료] 바이오 액티브 녹용, 녹혈, 사슴 지라, 초유, 당귀,

홍화씨, 감초, 비타민, IgF-1 액기스

[제품크기] 500mg X 120, 360정

[섭취방법] 하루 2회, 2정씩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용이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습기에 주의하십시오.

고품질 원료들과 다양한 한약재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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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포스 레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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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용 녹 혈 녹용 엑기스 브이포스

0.18μg/g 0.47μg/g 0.47μg/g 0.70μg/g

IgF-1 함량 비교표

브이포스 레드는 녹용의 4배 정도의 높은 IgF-1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액티브 녹용 - 녹용에는 콜라겐, 인산칼슘, 탄산칼슘, 단백질 교질, 호르몬 및 연골질, 인,

칼슘, 마그네슘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반 녹용은 단백질 분자 구조가 너무 커 신체로

흡수가 어려워 대다수 복용과 동시에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유비바이오만의 공법

으로 제작된 바이오액티브 녹용은 분자구조를 미세하게 분리하여 우리 몸에 흡수가 용이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녹혈  - 녹혈에는 성장과 생명유지, 호르몬 합성의 주 영양소이지만 인체가 합성하지 못하므로

필히 섭취해야 하는 11종류의 단백질인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하여 철분, 천연 셀레늄, 인슐린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여성의 빈혈, 만성피로, 생리장애, 성장발육 등에 효과가 탁월합니다.

초유  - 초유에 함유된 여러가지 면역체는 신체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초유에는 다량의

IgG가 함유되어 있어 면역성을 길러주며 특히, 성장기 어린 아이들이나 운동선수들에게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높은 IgF-1 함유하고 있는 브이포스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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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F-1이란?  영어로는 Insulin-like Growth Factor라는 약자로써 우리말로는 인슐린유사

성장인자라고 불립니다. IgF-1 알려진 효능은 성장 촉진, 노화를 방지하며, 피부를 좋게하고,

뼈를 튼튼히 해주며 신진대사률을 높여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브이포스 레드는 청정지역 뉴질랜드의 바이오 액티브 녹용, 동결건조 공법으로 제조된 녹혈, 

사슴지라, 초유를 주원료로 하며 당귀, 홍화씨, 감초 등 여러가지 한방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건강식품입니다. 지친 현대인의 정신을 맑게 하는데 도움을 주며, 면역력이 약한 

현대인들에게 면역성을 높이는데 좋습니다. 또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관절과 근육의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키며 몸에 활력을 불어 넣어 생활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