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8%의 가치
고려山蔘 배양근은 천연산삼과 유전적으로
DNA상에서 98.8% 유사합니다.
서울대 미생물 연구소(소장 강사욱)에서 실시한 DNA
지문 감식법(AFLP) 및 집단분석(Cluster Analysis) 결과
산삼과 산삼배양근은 98.8%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 그래피(HPLC)에 의한 성분분
석결과 사포닌 함량이 거의 같았습니다.

사포닌의 차이
사포닌은 산삼을 산삼답게 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산삼과 인삼은 사포닌의 함유량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
이며, 산삼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생물학적으로 매우 중
요한 지표가 됩니다. 산삼은 인삼과 비교해 최소 7종
류 이상의 사포닌을 더 함유하고 있으며, 주요 사포닌
의 경우 수배에서 수십배의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청정한 자연
고려山蔘 배양근은
청정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산삼배양근은 산삼 조직을 무균적으로 배양한 청정제
품으로써 한국화학연구소로부터 독성에 관한 안전함
을 입증 받았으며 어떠한 유전자도 조작되지 않은 자
연상태의 산삼을 무균 배양한 것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신뢰의 도약
비트로시스의 고려山蔘 배양근은
믿을 수 있습니다.
고려산삼 배양근은 미국의 RDH Pharmaceutical Cosmetic Analytical Laboratories를 통해 FDA 식품안전성
Test(FDA I.D Code 2030950)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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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정성을 담다.

高麗山蔘 배양근 엑기스
엄선된 우수한 산삼을 재료로 高麗山蔘 배양근이 태어났습니다.

Condensed Extracts of Cultured Roots of
Korean Mountain Ginseng

고려산삼
배양근 엑기스

高麗山蔘 배양근 엑기스가
명품인 것은 비트로시스이
기에 가능합니다.

山蔘 55뿌리의
가치를
누리십시오

高麗山蔘 배양근 엑기스 골드 120g에는 심산에서 자
란 산삼 약55뿌리의 중량에 해당하는 산삼배양근이 농
축되어 있습니다.
高麗山蔘 배양근 엑기스는 유효사포닌을 고농도로 농
축함으로써 제품 1g당 약150mg 이상이 함유되도록 만
든 귀한 제품입니다.

건강한 삶의 가치와 행복한 미래를 위해
작은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첨단 바이오 생명공학기술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 탄생한
비트로시스 고려산삼 배양근 엑기스...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고려산삼배양근 엑기스
제품의 구성 : 100g, 50g, 30g
원재료 및 함량 : 산삼배양근 농축액 100%
(사포닌 120mg/g, 고형분 75%이상)
고려산삼배양근 엑기스 Gold
원재료 및 함량 : 산삼배양근 농축액 100%
(사포닌 150mg/g, 고형분 80%이상)
소비자가격

산삼함량

Gold 120g×1병

4,400,000원

55뿌리 분량

100g×1병

3,000,000원

40뿌리 분량

50g×1병

1,700,000원

20뿌리 분량

30g×1병

1,100,000원

12뿌리 분량

섭취방법 : 동봉된 은수저 1스푼(0.4g)에 생수(300~500ml)를 희석
하여 천천히 음용하시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성인 섭취량의 ½정도 음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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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구성

특별함을 간직한

高麗山蔘 배양근 엑기스 Plus
Cultured Korean Mountain Ginseng
Extract Plus R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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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산삼培養根 Plus는
산삼배양근 농축액과 홍삼의 특이사포닌 (Rg3, Rk1,
Rg2 등)을 비트로시스 자체공법으로 추출농축하여 만
든 제품입니다.
우수한 형질의 자연산 산삼에는 40mg/g이상의 주요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는 반면 비트로시스 산삼배양근
Plus는 250mg/g의 조사포닌을 함유하고 있으며, 사포
닌의 주요약리작용 중 그 기능성이 뛰어난 Rg3, Rk1,
Rk5가 각각 40,20,40(mg/g)이상 함유 되어있습니다.
원재료 및 함량 :
진세노315(홍삼농축액, 고형분 45%-국산) 95%, 산삼배양근 농축액(사포닌
150mg/g, 고형분 80%이상) 5%
제품구성

소비자가격

산삼함량

30g x 1병

1,200,000원

Total 사포닌함량
250mg/g, Rg3 함량
40mg/g 함유

섭취방법 : 동봉된 은수저 1스푼(0.4g)에 생수(300~500ml)를
희석하여 천천히 음용 하시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린
이의 경우 성인 섭취량에 ½정도 음용 하세요.

산삼배양근이 당신의 활력을 지켜드립니다.

산삼배양근 농축액 氣-UP
Cultured Mountain Ginseng Concentrate
Ki-UP (means energy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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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함유된 산삼배양근 엑기스는 천종산삼을

소백산지역 청정수로 배양, 수확하여 발
효주정(酒精)으로 추출농축하여 순수 고형분

함량은 높이고 불순물은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본 제품은 삼의 중요성분 중 기능성이 뛰어

원재료 및 함량 :
산삼배양근농축액(사포닌 150mg/g, 고형분 80%이상) 10%, 홍삼농축액(홍
삼성분 70mg/g, 고형분 60%이상) 85%, 진세노315(홍삼농축액, 고형분 45%
이상) 5%

난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 Rg3, Rk1, Rg5의

제품구성

소비자가격

산삼함량

함량이 일반홍삼에 비해 약 10배 이상 높은 원료

30g×2병

198,500원

약 3뿌리

(Rg3:Rk1=40:20(mg/g))를 사용 하였으며 30g 2병에
는 천연산삼 약 3뿌리 분량에 해당하는 산삼배양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섭취방법 : 동봉된 은수저 1스푼(0.4g)에 생수(300~500ml)를
희석하여 천천히 음용 하시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린
이의 경우 성인 섭취량에 ½정도 음용 하세요.

귀한분들을 위한 준비

高麗山蔘배양근 진액
Genuine Juice of Cultured Roots of
Korean Mountain Gin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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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된 高麗山蔘 배양근 진액
고객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비트로시스의
소중한 마음을 담은 高麗山蔘배양근 진액이
건강한 생활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高麗山蔘배양근 진액은
정제수만을 넣었습니다.
자연산 산삼 약5.8뿌리(40병기준)에 해당하는
高麗山蔘배양근 엑기스에 깨끗한 정제수와
천연보존료만을 넣어 간편한 병 제품으로 만든
高麗山蔘배양근 진액에는 산삼의 사포닌 성분과
유사한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원재료 및 함량 :
산삼배양근농축액(사포닌150mg/g,고형분80%-국산)1.6%, 자몽종자추출물,
정제수
제품구성

소비자가격

산삼함량

20mlx40병

580,000원

5.8뿌리 분량

20mlx20병

295,000원

2.8뿌리 분량

20mlx10병

160,000원

1.4뿌리 분량

섭취방법 : 1일 1~2회 1회 1병을 생수(300~500ml)에 희석하
여 천천히 음용하시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
우 성인 섭취량에 ½정도 음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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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 지친 소중한 당신을 위한

高麗山蔘배양근액 골드
Cultured Korean Mountain Ginseng Extracted
Liquid Gold

高麗山蔘배양근액 골드는
이른 아침 집을 나서는 아버지, 우리의 아이들... 밝은 미
래를 향해 새벽을 깨우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정성
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高麗山蔘배양근을 파우치 형태로 만들어서 더욱 간편하
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고려산삼배양근액골드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세요.

高麗山蔘배양근액 골드는
갱년기 증세 완화를 원하는 중·장년 층 체력보강을 원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제품입니다.

원재료 및 함량 :
산삼배양근 농축액(사포닌 150mg/g,고형분80%이상)0.4%, 식물혼합추
출물(고형분3%-오가피,하수오,두충,당귀,맥아,백출,사상자,오미자,황기,
오미자,감초)90%, 영지엑기스3%, 계피엑기스0.5%, 비타민C 등
제품구성

소비자가격

산삼함량

60mlx30포

295,000원

산삼 3.3뿌리 분량

섭취방법 : 동봉된 커터기를 이용하여 1일 1~2회 1포 음용 하
십시오.

깊은산에서 자란 귀한 삼 한뿌리의 가치

산삼배양근 한아름
Condensed Extract from Korean Mountain Ginseng
HANALEUM

10
Cultured Roots of
Korean Mountain Ginseng

하루 한번! 소중한 나를 위한 투자!
산삼배양근 한아름!
천연산삼 약 한뿌리 분량의 산삼배양근과 7종의 엄선
된 한약재를 함께 담아 내일의 활력을 선물합니다.
산삼배양근 한아름은 술, 담배에 노출되어 있는 직장
인, 활력있는 생활을 원하는 중·장년층, 활기찬 아침
을 원하는 샐러리 맨, 보약 한첩의 가치를 원하는 모든
분 들에게 권해드리는 제품입니다.

원재료 및 함량 :
산삼배양근농축액(고형분1%이상)8.8%, 홍삼농축액(홍삼성분70mg/g,고형분
60%)0.55%,당귀엑기스,가시오가피엑기스,대추엑기스,구기자엑기스,산수유엑
기스, 감초엑기스, 비타민C 등
제품구성

소비자가격

산삼함량

70mlx30포

98,000원

산삼 1뿌리 분량

섭취방법 : 동봉된 커터기를 이용하여 1일 1~2회 1회 1포 음용.
어린이의 경우 성인 섭취량에 ½정도 음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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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라! 당신의 체력, 높여라!당신의 기억력

산삼배양근 총명Q PLUS
Cultured Roots of Korean Mountain Ginseng
CHONGMYEONG Q PLUS

산삼배양근 총명Q PLUS로 소중한 자녀를
건강하고 똑똑하게 키우세요!
자녀의 건강과 두뇌활동을 위해 최상의 원료와
최고의 가치로 만들었습니다.
동의보감 원전에 충실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선정된 최상의 원료만 사용하였으며, 성장기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Rb1,Rb2,Rg1,Rg3, 각종비타민, 타우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두뇌활동에
도움을 드립니다.
산삼배양근 총명Q PLUS는 성장기 청소년, 공부하는 학
생,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신 분, 기억력 감퇴를
느끼시는 분에게 권하는 제품입니다.

원재료 및 함량 :
산삼배양근 농축액(고형분1%이상)3.4% ,홍삼농축액(홍삼성분70mg/g,
고형분60%)2%, 원지식물혼합농축액(원지,백복신, 석창포, 감초)0.5%,
대추농축액, 비타민C, 비타민B1, 비타민B6, 벌꿀, 타우린 등
제품구성

소비자가격

특징

50mlx30포

89,000원

총명탕과 산삼배양근

섭취방법 : 동봉된 커터기를 이용하여 1일 1~2회 1포 음용 하
십시오.

운동선수와(박찬호, 이승엽 등) 함께하는

산삼배양근 파워골드
Cultured Korean Mountain Ginseng
Power Gold

120년 천종산삼 약 9뿌리 분량의
청정 산삼배양근!
특이사포닌 분리정제기술의 조합!
메이저리그 시절부터 박찬호 선수가 체력보강 필수품
으로 애용하고 있는 바로 그 제품으로 엄선된 한약재는
12

기본이며 진세노사이드 Rg3,Rk1,Rg5,Rh2가 보강된 진
세노315를 함유시켜 품격을 더했습니다.

Cultured Roots of
Korean Mountain Ginseng

산삼배양근 파워골드는 과도한 운동 및 에너지가 필요
하신 분이나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 권하는
고급 제품입니다.
원재료 및 함량 :
산삼배양근농축액(고형분80%이상,사포닌150mg/g이상-국산)1%, 홍삼농축액
(고형분60%이상,홍삼성분70mg/g이상-국산)0.55%,진세노315(홍삼농축액, 고
형분 45%이상)0.35%, 프락토올리고당 13,2%, 가시오가피엑기스, 당귀엑기스,
감초엑기스, 대추엑기스, 구기자엑기스, 산수유엑기스, 아가베시럽, 사이클로
덱스트린, 비타민C 등
제품구성

소비자가격

산삼함량

70mlx30포

580,000원

산삼 약 9뿌리 분량

섭취방법 : 1일 1포씩 음용하세요. 제품성분에 의해 간혹 침전
물이 생길 수 있으나 이물질이 아니오니 안심하고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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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맨의 경쟁력을 위한 활력소!

산삼배양근 천수
Cultured Korean Mountain Ginseng
CHEONSOO

깊은 산속에서 채취한 천연산삼을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새롭게
탄생시킨 산삼배양근과 귀한 한약재의
조합으로 더욱 가치를 높였습니다.
산삼배양근과 엄선된 식물추출물을 소중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山蔘배양근 천수(天壽)는

원재료 및 함량 :
산삼배양근 농축액(고형분80%이상)0.11%,홍삼농축액(홍삼성분
70mg/g,고형분60%이상)0.55%,가시오가피엑기스,당귀엑기스,감초엑기
스,구기자엑기스,산수유엑기스,비타민C 등
제품구성

소비자가격

산삼함량

산삼배양근과 엄선된 한약재를 혼합하여 접대가 많은 비

60mlx16포

50,000원

생체 4,800mg/포 함유

지니스맨의 건강을 고려하였습니다.

60mlx24포

72,000원

생체 4,800mg/포 함유

60mlx30포

90,000원

생체 4,800mg/포 함유

섭취방법 : 동봉된 커터기를 이용하여 1일 1~2회 1회 1포 음용.
어린이의 경우 성인 섭취량에 ½정도 음용 하세요.

나만의 건강 경쟁력

산삼배양근 Plus 홍삼
Cultured Korean Mountain Ginseng and
Korean Red Gin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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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배양근 추출물과 6년근 홍삼농축액으로
나만의 건강 경쟁력 키우기
최고를 향해 달려가는 당신의 자신감에 도움을 드립니다.
엄선된 6종의 한약재와 비트로시스산삼배양근
그리고 6년근 홍삼.
산삼배양근 Plus홍삼은 산삼과 홍삼의 깊은 맛을 동시에
느끼시고 싶은 분, 일상에 지친 모든 분들에게 좋은 제품
입니다.
원재료 및 함량 :
산삼배양근혼합추출물(고형분8%-영지,계피,숙지황,구기자,생강)3.3%, 홍삼농
축액(홍삼성분70mg/g, 고형분60%)0.15%, 대추농축액, 벌꿀 등
제품구성

소비자가격

특징

60mlx30포

72,000원

산삼배양근농축액과
6년근홍삼농축액

섭취방법 : 동봉된 커터기를 이용하여 1일 1~2회 1회 1포 음용.
어린이의 경우 성인 섭취량에 ½정도 음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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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쾌한 아침을 위한 프리미엄 음료

고려산삼배양근액
Cultured Korean Mountain Ginseng
Premium Drink

활기찬 아침의 시작高麗山蔘 배양근액 드링크!
高麗山蔘 배양근액은 접대와 피로에 지친 비즈니스맨을
위해 태어난 산삼배양근 활력 음료입니다.
원재료 및 함량 :
산삼배양근 농축액(고형분 80%이상-국산)0.11%, 홍삼농축액(사포닌
70mg/g, 고형분60%이상-국산)0.5%, 프락토올리고당, 액상과당, 당귀
농축액, 가시오가피엑기스, 감초엑기스, 합성착향료(허브향), 대추엑기
스, 구기자농축액, 산수유엑기스, 비타민B1라우릴황산염, 덱스트린, 효
소처리스테비아, 비타민C 등
제품구성

소비자가격

75mlx5병

25,000원

75mlx10병

50,000원

특징
활력음료

섭취방법 : 성인1일 2회, 1회 1병 음용. 어린이의 경우 성인 섭
취량에 ½정도 음용하세요.

상쾌한 아침을 위한 프리미엄 음료

산삼배양근 3000
Cultured Korean Mountain Ginseng
Premium Drink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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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아침의 시작-산삼배양근 3000
산삼배양근 3000은 접대와 피로에 지친 비즈니스맨을 위
해 태어난 산삼배양근 활력 음료입니다.
산삼배양근 3000은 접대와 피로에 지친 비즈니스맨을 위
해 태어난 산삼배양근 활력 음료입니다.

원재료 및 함량 :
산삼배양근농축액(고형분 80%이상-국산)0.055%, 홍삼농축액(홍삼성분
70mg/g이상, 고형분 60%이상-국산)0.5%, 프락토올리고당 13.2%, 감초엑기
스, 액상과당, 당귀엑기스, 가시오가피엑기스-국산, 대추엑기스, 구기자농축액,
산수유엑기스, 합성착향료(홍삼향), 비타민C, 산도조절제(구연산,구연산나트륨),
비타민 B2, 비타민 B12, 비타민 D, 정제수

제품구성

소비자가격

특징

75mlx10병

30,000원

활력음료

섭취방법 : 성인 1일 2회, 1일 1병 음용. 어린이의 경우 성인 섭
취량에 ½정도 음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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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절편 속 산삼배양근의 깊은 맛

산삼배양근 홍삼절편
Cultured Korean Mountain Ginseng and
Red Ginseng Slice

홍삼절편의 차별화!
풍기홍삼과 산삼배양근의 함유로
고품격 제품 탄생
소백산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최상질 인삼을 주원료로 하
여 홍삼의 고유한 성분과 향미가 그대로 살아있으며, 무
농약 친환경적으로 배양된 비트로시스 산삼배양근을 첨
가하여 귀한 가치를 더했습니다.

원재료 및 함량 :
홍삼(국산)55%, 당침액44.9%(당침액 배합비율: 벌꿀50%, 액상과당
50%), 산삼배양근 농축액(고형분 65%이상-국산)0.1%

산삼배양근 홍삼절편은 간편한 간식을 원하시는 분, 건

제품구성

소비자가격

특징

강에 도움이 되는 술안주를 찾는 분, 달콤하고 부드러운

20gx10개

45,000원

산삼배양근이 함유된
친환경 홍삼절편

식감을 즐기며, 맛있는 홍삼과 산삼을 드시고 싶은 분들
에게 좋은 제품입니다.

섭취방법 : 1일 2~3회, 1회 1포(20g)드시거나, 따뜻한 물에 끓
여 여액을 음용. 어린이는 위 섭취량의 ½을 섭취하세요.

심신을 편안히 달래주며 향이 깊은

산삼배양근 홍삼차
Cultured Korean mountain Ginseng and
Korean Red Ginseng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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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6년근 홍삼농축액과
산삼배양근의 조화
최적의 재배지에서 생산된 6년근 인삼중 엄격한 품질관리

Cultured Roo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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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쳐 선별된 원료를 사용하여 홍삼의 고유한 성분과 향
미가 그대로 살아있으며, 무농약 친환경적으로 배양된 비
트로시스 산삼배양근을 첨가하여 그 맛과 깊이를 더했습
니다.
산삼배양근 홍삼차는 과음 후 지친 몸과 마음의 안정이 필
요하신 분, 과로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으신 분, 스트레스
가 심한 현대인과 바쁜 수험생, 연로하신 부모님께 좋은 제
품입니다.
원재료 및 함량 :
홍삼농축액(6년근, 고형분 65%이상,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의 합
5mg/g, 국산)13%, 무수결정포도당 86.6%, 산삼배양근 농축액(고형분 65%
이상-국산)0.1%, 비타민C 0.3%
원료삼배합비율: 홍삼근 70%, 홍미삼30%
제품구성

소비자가격

특징

3gx50포

14,000원

산삼배양근이 함유된
6년근홍삼차

섭취방법 : 성인 1일 2회, 1일 1병 음용. 어린이의 경우 성인 섭
취량에 ½정도 음용 하세요.

19
VITROSYS

산삼배양근 생체의 싱싱함이 그대로!

산삼배양근 그대로
Cultured Korean Mountain Ginseng
Genuine Tonic GEUDAERO

천년정성을 간직한 귀한 산삼의 가치와
6년근 홍삼의 특별함을 소중히 담아
귀한 당신께 드립니다.
산삼배양근 생체 약 30,000mg과 기능성이 뛰어난
Rg3,Rk1,Rg5함유원료 및 영지버섯, 6년근 홍삼농축액,
비타민C를 함유한 특별한 제품입니다.
산삼배양근 그대로는 바쁘신 현대인들과 과거보다 급격
히 체력이 떨어지신 분, 산삼배양근을 직접 느끼고 싶으
신 분들에게 권하는 고급 제품입니다.

원재료 및 함량 :
산삼배양근 생체5%, 6년근 홍삼농축액0.3%, 비타민C0.01%, 산삼배양
근추출물(고형분 0.08%) 94.61%, 영지버섯농축액0.2%(고형분60%), 홍
삼향0.05%, 진세노315 0.25%, 자몽종자추출물0.02%
제품구성

소비자가격

특징(산삼함량)

20mlx30병

180,000원

생체1,000mg/병 분량 특이사포닌
Rg3,Rk1,Rg5 함유

섭취방법 : 1일 1~3회, 1회 1병을 섭취하시고 생체도 드세요.
어린이는 위 섭취량의 ½를 섭취하세요.

체력은 기본, 숙취해소까지

산삼배양근 삼력(蔘力)
Cultured Korean Mountain Ginseng
SAMRYEOK
SAMRYEOK

SAMRY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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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의 기운을 담은 蔘으로
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 드립니다.
산삼배양근엑기스와 헛개열매, 가시오가피가 전하는
건강함으로 체력은 기본이며 숙취해소 까지
당신의 상쾌한 하루를 책임집니다.
산삼배양근 삼력은 음주가 잦으신 분이나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 체력이 약하신 분에게 권해 드립니다.

원재료 및 함량 :
산삼배양근엑기스(70brix이상)2%,식물혼합농축액 2.845%
*식물혼합농축액100%(헛개나무열매농축액56.24%,대추농축액 10.55%,감초
엑기스7.03%,당귀엑기스10.54%,가시오가피엑기스5.27%,구기자엑기스5.28%,
홍삼농축액5.09%)
제품구성

소비자가격

특징

20mlx30병

100,000원

숙취해소에 도움

섭취방법 : 성인 1회 1병을 동봉된 오프너를 이용하여 음용하십
시오. 음주 30분 전에 드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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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세노사이드 Rg3가 드리는 새로운 체험

알지삼 프리미엄
Ginsenoside Rg3 Premium

알지삼 프리미엄의 진세노315 원료는
Rg3, Rk1, Rg5 등의 특정 사포닌 함량이
일반 홍삼에 비해 10배~50배이상
함유하고 있습니다.
알지삼 프리미엄은 청정 산삼배양근과 진세노사이드 성
분을 함유한 진세노315(홍삼농축액)와 엄선된 한약재를
과학적으로 배합하여 일상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
을 주고 신체 밸런스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원재료 및 함량 :
산삼배양근추출액(고형분80%이상)0.185%,홍삼농축액(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의 합 42mg, 고형분 60%) 3%, 진세노315(홍삼농축액,
고형분 45%이상)1.6%,대추농축액,감초농축액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 :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의 합
50mg/40ml

알지삼 프리미엄은 수술 전후 기력이 쇠약하신 분, 병문

제품구성

소비자가격

특징

안 시 쾌유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께 권하는 품격있는

20mlx30병

150,000원

1일 2병 복용시 Rg3 40mg 섭취

제품입니다.
·Rg3 원료는 이미 중국에서는 의약품(항암제)으로 등록되어 시판중

섭취방법 : 1일 2회, 1회 1병을 드십시오. 어린이는 위 섭취량
의 ½를 섭취하세요.

차별화된 홍삼농축액(Rg3,Rk1,Rg5)추출

홍삼농축액 알지삼
Concentrated Korean Red Ginseng
Extract Rg3

6년근 홍삼농축액과 삼(蔘)의 약리작용중
그 기능성이 뛰어난 진세노사이드
Rg3,Rk1,Rg5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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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농축액 알지삼(蔘)의 진세노315 원료는 Rg3,Rk1,R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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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함유량이 일반홍삼에 비해 약 10배~50배 이상 함유 하
고 있습니다.
홍삼농축액 알지삼은 면역력 강화를 원하는 모든 분, 늘 피
로하신 분, 기억력의 향상을 원하시는 분, 원활한 혈액흐름
을 느끼며 열정적인 삶을 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제
품입니다.

원재료 및 함량 :
6년근홍삼농축액(고형분60%,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의 합
9mg/g) 98%, 진세노315(홍삼농축액, 고형분 45%이상, 진세노사이드
Rg3:Rk1:Rg5=40:20:40mg/g이상)2%
원료삼 배합비율:홍삼근70%, 홍미삼30%
제품구성

소비자가격

특징

120gx2병

180,000원

건강기능식품
풍기홍삼 6년근

섭취방법 : 1일 3회, 1회1g을 온수 또는 냉수에 타서 음용 하십시
오. 어린이는 성인 섭취량의 ½정도 음용 하세요.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의 합 27mg/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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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6년근 홍삼과 진세노사이드의 특별한 조합

홍삼진액Plus
Korean Red Ginseng Extract plus

홍삼진액Plus에서만 느낄 수 있는
진세노사이드의 특별한 맛!
소백산 청정 6년근 홍삼농축액과 진세노사이드
Rg3,Rk1,Rg5 함량이 일반홍삼보다 약 10배이상 함유된
원료로 만들어진 고품질 제품입니다.
홍삼진액Plus는 무기력한 분으로 활력을 원하시는 분, 육
체노동을 하시는 분, 체력이 떨어지는 수험생, 체력보강
이 필요한 운동선수들에게 좋은 제품 입니다.

원재료 및 함량 :
홍삼추출액(고형분 2%-국산)99.95%, 진세노315(홍삼농축액 고형분
45%이상, Ginsenoside Rg3:Rk1:Rg5=40:20:40(mg/g)이상, 조사포닌
250mg/g이상-국산)0.05%
홍삼추출액 원료삼 배합비율: 홍삼근70%, 홍미삼30%
제품구성

소비자가격

특징

80mlx30포

75,000원

80mlx60포

135,000원

6년근 홍삼 진세노사이드
Rg3,Rk1,Rg5,Rh2등 함유

섭취방법 : 1일 1회 1포(80ml)씩 음용 하세요. 어린이는 성인
섭취량의 ½정도 음용 하세요. 제품의 성분에 의해 간혹 침전물
이 생길 수 있으나 이물질이 아니오니 안심하고 드세요.

山이 蔘을 품은 소중한 마음 그대로 담아..

산이 삼을 품다
Cultured Korean Mountain Ginseng
Powder

자연의 마음, 천년의 기운
山이 蔘을 품은 기운과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깊은 산 산삼 한뿌리의 가치를 엄선된 오가피, 영지,
홍삼과 함께 분말화하여 드시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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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삼을 품다는

Cultured Roots of
Korean Mountain Ginseng

소중한 분들을 위한 귀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산삼의 가치와 품격을 그대로 담은 제품입니다.

원재료 및 함량 :
산삼배양근농축액(고형분 8%) 20%, 산삼배양근분말 1%, 6년근홍삼분말 3%

제품구성

소비자가격

특징

55gx2병

120,000원

홍삼, 영지, 오가피와 산삼 한뿌리
분량의 산삼배양근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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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과 산삼배양근이 함께하는 생활 속 작은 기쁨

천년정성 비타삼
Vitrosys VITA Ginseng

4정 섭취시 비타민 및 엽산의 1일 권장섭취량이 되므로
산삼배양근과 함께 간편하게 건강을 지키세요

1병 60정에 산삼배양근 생체
12,000mg 함유
제품 1정(1g)에는 비타민B2(0.25mg), 비타민C(20mg),
엽산 70㎍ 이 함유되어 있음
* 비타민, 엽산 1일 권장섭취량 : 비타민 B2 1.5mg, 비타민 C 55mg, 엽산 250 ㎍
* 1일 4정이면 비타민과 엽산의 권장섭취량으로 충분합니다.

원재료 및 함량 :
산삼배양근분말 1%, 비타민C, 비타민B2, 엽산 등
제품구성

소비자가격

특징(산삼함량)

1000mg×60정

30,000원

생체 10,000mg /병 분량

섭취방법 : 1일 2회, 1회 2정씩 씹어서 섭취하시거나 녹여서
섭취하십시오. 어린이의 경우 과량 섭취시 목에 걸릴 우려가 있
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품명

식품유형 및
포장단위

소비자가격
(천원)

비고

고려산삼배양근
엑기스 골드

다류(액상차)
120g

4,400

산삼배양근 농축액(사포닌 150mg/g, 고형분 80%이상)
100%

고려산삼배양근
엑기스

다류(액상차) 30g

1,100

다류(액상차) 50g

1,700

산삼배양근농축액(사포닌 120mg/g, 고형분 75%)
100%

다류(액상차) 100g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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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배양근
플러스

다류(액상차)
30g

1,200

Rg3강화 홍삼농축액 사용
Rg3함량 40mg/g(일반홍삼농축액 Rg3함량 약3mg/g)

산삼배양근엑기스
기업

다류(액상차)
30gX2병

198

산삼배양근농축액(사포닌 150mg/g, 고형분80%이상)10%, 홍
삼농축액(홍삼성분 70mg/g,고형분60%이상,)85%, 진세노삼일
오(고형분 45%이상)5%

고려산삼배양근
진액

혼합음료
20ml×10병

160

산삼배양근 농축액 1.6% (사포닌 150mg/g, 고형분 80%이상),
자몽종자추출물

20ml×20병

295

20ml×40병

580

고려산삼배양근액
골드

다류(액상차)
60ml×30포

295

산삼배양근 농축액 0.4% ,식물추출물(고형분3.2%이상)
85.04%, 영지엑기스, 계피엑기스,
*식물추출물(고형분3.2%이상) 100%- 오가피20, 당귀10, 두
충10, 하수오10, 맥아10, 맥문동8, 백출8, 사상자8, 황기6, 오
미자5, 감초5

산삼배양근
한아름

홍삼음료
70ml×30포

98

산삼배양근 농축액 8.8%, 홍삼농축액(사포닌70mg/g,고형분
60%-국산)0.55%,가시오가피엑기스(고형분65%),당귀엑기스
(고형분 65%),감초엑기스(고형분60%),대추엑기스(고형분65%),
구기자엑기스(고형분65%),산수유엑기스(고형분 55%)

산삼배양근
총명큐플러스

홍삼음료
50ml×30포

89

산삼배양근농축액(고형분1%이상)3.6%,홍삼농축액(사포닌
70mg/g,고형분60%-국산)2%,원지식물혼합농축액(고형분
40%이상),대추농축액(고형분65%이상),사과과즙농축액(Brix72
이상)벌꿀

산삼배양근
파워골드

홍삼음료
70ml×30포

580

산삼배양근농축액 1%, 홍삼농축액(사포닌70mg/g,고형분
60%-국산)0.55%,가시오가피엑기스(고형분65%),당귀엑기스
(고형분 65%),감초엑기스(고형분60%),대추엑기스(고형분65%),
구기자엑기스(고형분65%),산수유엑기스(고형분 55%)

산삼배양근
천수

60ml×16포

50

홍삼음료
60m×24포

72

산삼배양근농축액 0.11%, 홍삼농축액(사포닌70mg/g,고형분
60%-국산)0.55%,가시오가피엑기스(고형분65%),당귀엑기스
(고형분 65%),감초엑기스(고형분60%),대추엑기스(고형분65%),
구기자엑기스(고형분65%),산수유엑기스(고형분 55%), 진세노
삼일오(고형분45%)0.35

홍삼음료
60ml×30포

72

산삼배양근
플러스홍삼

산삼배양근혼합추출물(고형분8% 이상)3.3%,홍삼농축액(사포
닌70mg/g, 고형분 60%이상)0.15%, 대추농축액 ,벌꿀
* 산삼배양근혼합추출물(100%) : 산삼배양근건조물(국산)
26.8%, 대추(국산)22.4%,영지(국산13.4%, 계피12.7%,숙지황
9.0%,구기자8.2%, 생강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