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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즈
TriEase  Seasonal Blend

플라보노이드 함유 항산화케어 뉴트리션

활성산소 & 항산화

활성산소와 항산화는 무엇인가요?

프로폴리스는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프로폴리스의 주요 구성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프로폴리스는 활성산소를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며, 주요 구성성분인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건강 정보는 제품정보와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출처> 식약처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활성산소 제거를 위한 일상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려면, 항산화 물질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고,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여러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과 방사선, 과량의 술과 담배, 과도한 스트레스, 환경 오염물질, 과식이나 심한 운동, 
인스턴트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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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산소란 무엇인가요?

자외선, 스트레스, 부족한 수면, 외식,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생성되는 활성산소는 주변의 
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에 의해 공격 받은 세포는 기능을 잃거나 변질되어 
우리 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특히 뇌세포, 혈관세포, 피부세포는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 받기 쉽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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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산소 제거는 왜 중요할까요? 

활성산소에 의해 공격 받은 세포는 기능을 잃거나 변질되기도 합니다. 세포가 생리적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 몸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뇌세포, 혈관세포, 피부세포는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 받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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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활성산소 감소와 건강기능식품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과량의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항산화의 유지(항상성)는 인체 내 자체 
효소(SOD, CAT 등)로 유지되는 효소적 체계와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의 항산화물질 섭취에 따른 
비효소적체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효소와 항산화물질은 활성산소를 불활성화 시키거나 중화하여 
단백질의 산화를 방지하고, DNA 손상 및 지질과산화를 억제하여 항산화를 유지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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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 Against Seasonal Blend
플라보노이드 함유 항산화케어 뉴트리션

Healthy Seasonal Protector 도테라 트라이즈

프로폴리스 건강기능식품

헬씨 씨즈널 프로텍터 Healthy Seasonal Protector



트라이즈

   프로폴리스성분과 CPTG 도테라 에센셜 오일(부원료)을 도테라만의 독점 기술력으로 

조화롭게 블렌딩!

   프로폴리스로 지키는 항산화 건강!

     :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식물에서 채취한 수지에 자신의 분비물을 혼합하여 만든 물질로 

항산화 또는 구강에서의 항균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출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정보)

   도테라의 가장 인기있는 레몬, 페퍼민트, 라벤더 3종 순수한 에센셜 오일이 부원료로 

조화롭게 배합! 

   까다롭게 선별한 호주산 프로폴리스에서 추출된 플라보노이드 유효성분

   하루 2캡슐로 16mg의 플라보노이드를 충분하게 섭취!

   SLS-프리 식물성캡슐로 소화 흡수가 더욱 용이하게!

   레몬, 페퍼민트, 라벤더 순수한 에센셜 오일 향으로 프로폴리스 특유의 향과 쓴 맛 제거

   도테라 건강기능식품 무첨가 원칙! 합성착향료, 합성색소, 레진, 화학유화제 등 무첨가

제품 특징

헬씨 씨즈널 프로텍터 (Healthy Seasonal Protector) 도테라 트라이즈는 

플라보노이드로 활성산소를 차단하여 항산화 건강을 지켜주는, 

프로폴리스가 함유된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도테라 트라이즈는 까다롭게 선별된 호주산 프로폴리스와 

도테라만의 순수한 CPTG 에센셜 오일 3종(레몬, 페퍼민트, 라벤더)이 

부원료로 조화롭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도테라의 품질 최우선 철학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차별화된 데일리 건강기능식품,

도테라 트라이즈로 항산화 건강을 챙기세요.

TriEase  Seasonal Blend

  플라보노이드로 활성산소를 차단하여 항산화 건강을 지키고 싶은 분

  항산화를 위해 프로폴리스  성분을 섭취하여 건강 관리를 원하시는 분

  까다롭게 선별한 프리미엄 프로폴리스 제품을 섭취하고 싶으신 분

  과다한 업무로 지친 직장인, 학업에 지친 학생, 가사 노동으로 힘든 주부

  활력증진 및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

  전반적인 건강 증진을 원하시는 분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된 분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환절기 건강을 지키고 싶으신 분

트라이즈 헬씨 씨즈널 프로텍터 (Healthy Seasonal Protector)는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온 가족의 항산화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영양 · 기능정보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회분량 : 2캡슐(800mg), 총 30회 분량

1회 분량당 함량 % 영양성분기준치

열량 0 kcal

탄수화물 0 g 0%

지방 0 g 0%

단백질 0 g 0%

나트륨 0 mg 0%

플라보노이드 16 mg α-TE

※%영양성분기준치 :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

제품정보

총 내용량 30회 분량 / 프로폴리스 60캡슐 (24g)

1일 분량 2캡슐 (800mg)

섭취방법 1일 1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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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은 꼭 드세요!

레몬 페퍼민트 라벤더

새콤한 맛과 톡 쏘는 향으로 

음료와 요리에 많이 

사용되는 과일

시원하고 상쾌한 향이 나는 허브로 

멘톨의 청량감 때문에 요리나 

디저트 등 폭넓게 사용되는 민트

에센셜 오일 성분(부원료) 

TriEase  

고대부터 요리, 입욕제, 미용,

방향제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되어 온 지중해 연안 허브

Tri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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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씨 씨즈널 프로텍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