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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가드 소프트젤 On Guard®+ Softgels

온가드 소프트젤은 정상적인 면역기능과 세포분열에 필요한

아연을 함유한 도테라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프로텍티브 블렌드 / Protective Blend

건강을 위한 정상적인 면역기능!
도테라 스페셜 프로텍트 온가드 소프트젤로 지키세요.

도테라 온가드 소프트젤
On Guard + Softgels

“건강을 위한 정상적인 면역기능, 도테라 온가드 소프트젤로 지키세요.”

Support immune function with dōTERRA On Guard Softg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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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테라 온가드 소프트젤
dōTERRA On Guard® Protective Softgels

  정상적인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도움을 받고 싶은 분

  식생활이 불규칙하고 영양관리가 어려운 분

  정상적인 면역기능과 정상적인 세포분열이 필요한 성장기 청소년

  가임기, 임신기, 수유기의 여성

  반복적인 일상에 지쳐 활력이 필요하신 분

  무기질 성분인 아연 보충이 필요한 모든 분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개선하여 활기찬 생활을 원하는 분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방패,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도와줍니다.

   아연은 식약처가 인정한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 필요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입니다.

   아연은 세포 성장, 생식기능 성숙, 정상적인 면역기능 등 체내의 여러가지 작용에 

필수적인 미량 무기질입니다. 

   까다로운 도테라 CPTG 오렌지, 클로브, 블랙페퍼, 시나몬, 유칼립투스, 오레가노, 

로즈마리, 레몬밤(멜리사) 에센셜 오일이 부원료로 조화롭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SLS-프리 식물성 캡슐을 사용하여 소화, 흡수에 도움을 드립니다.

   도테라 건강기능식품 무첨가 원칙! 합성향료, 색소, 레진, 유화제 등이 첨가되지 

않았습니다.

   도테라의 품질 최우선 철학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차별화된 데일리 건강기능식품 

입니다.

제품 특징

차별화된 도테라 온가드 소프트젤은 정상적인 면역기능과 세포분열에 필요한

아연을 함유한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으로 정상적인 면역 기능이

필요한 모든 분께 추천합니다. 

순수한 도테라 CPTG 에센셜 오일을 부원료로 함유하여 유니크합니다. 

스페셜 프로텍트 블렌드 온가드 소프트젤로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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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 기능정보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1회분량 : 1캡슐(274mg), 총 60회 분량

1회 분량당 함량 % 영양성분기준치

열량 0 kcal

탄수화물 0 g 0%

지방 0 g 0%

단백질 0 g 0%

나트륨 0 mg 0%

아연 4mg 47%

※%영양성분기준치 :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

제품정보

총 내용량 60회 분량 / 아연 60캡슐(16.44g)

1일 섭취량 2캡슐(548mg)

섭취방법 1일 2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주의사항
임신·수유부 및 어린이, 의약품을 복용중인 분은 본 제품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온가드 소프트젤 이런 분들께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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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필요한 정상적인 면역기능,

도테라 온가드 소프트젤로 프로텍트 하세요!”

*프로텍트 Protect : 보호하다, 지키다 

 60203830    50,000원    37,000원    25

온가드 소프트젤 부원료

On Guard Softg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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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Guard + Softgels

아연의 역할?

생체막의 구조와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영양소

체내 주요 대사과정이나 반응을 조절하는데 관여

정상적인 세포분열 및 정상적인 면역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

아연은 왜 섭취해야 할까요?

신체 내
효소 반응 관여

생체 내 20여종 이상되는 효소의 구조적 성분으로

체내에 주요한 대사과정이나 반응을 조절하는데 관여합니다.

정상적인 면역기능
관여

아연은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한 영양소로

성장기, 임산부, 수유부에게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핵산의 합성과
단백질 합성에 관여

아연은 DNA와 RNA와 같은 핵산의 합성과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여 성장, 발달에 관여합니다

올리브유
(Olive oil)

올리브 나무 과실을 압착하여 

채유한 식물성 기름

블랙페퍼 오일
(Black Pepper)

블랙페퍼의 마른 

열매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시나몬 껍질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시나몬 오일
(Cinnamon Bark)

로즈마리 꽃과 잎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로즈마리 오일
(Rosemary)

오렌지 오일
(Wild Orange)

오렌지 껍질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유칼립투스 잎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유칼립투스 오일
(Eucalyptus)

멜리사의 꽃과 잎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레몬밤 오일
(Melissa)

클로브 오일
(Clove)

클로브 봉우리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오레가노 잎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오레가노 오일
(Oregano)

해바라기에서 

추출한 레시틴

해바라기 레시틴
(Sunflower Leci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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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정보는 제품정보와 관련없는 내용입니다.

<출처> 식약처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건강상식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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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기능은 감염 등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는 몸에 원래 

내재된 면역과 적응에 의해 만들어진 면역 기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면역 기능이란 무엇일까요?

면역세포의 활성을 증가시킵니다.

건강한 면역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필요한 면역세포를 증가시키거나 그 기능을 조절하여 면역 

능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 기능과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면역기능은 우리 몸에 유해한 외부 물질이나 비정상적으로 변형된 세포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살아가는데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면역 기능이 왜 중요할까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숙면을 합니다. 특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저항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가량의 일광욕을 합니다. 과식과 

간식은 금물하며,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 콜라나 담배, 술은 저항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니 피하도록 합니다.

면역 기능 강화를 위한 일상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환경오염물질, 스트레스, 인스턴트식품, 포화지방산 함유 식품(튀긴 음식, 동물성 

지방), 술과 담배 등이 있습니다.

면역 기능 약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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