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haklee
Difference®
(Shaklee의 차이점)

CLINICAL RESULTS WITHOUT COMPROMISE™
(타협하지 않는 임상 결과)

Shaklee는 효능을 위해
안전성과 순도를 희생할
필요가 없음을 입증
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모두를 위해 더 건강한
삶을 만들고 모든 사람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연 건강 분야에서 획기적인
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우리의
현신은 60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안전하고, 입증되고,
보장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어떤 규제
요건에 의해 요구되는 것보다
모든 새로운 식물 성분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순도와
품질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우리 제품들은 100개 이상의
특허권과 출원중인 특허와
135개 이상의 임상 연구,
출판된 논문들 및 과학
프레젠테이션에 의해 뒤받침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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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ST PURITY STANDARDS
(최고 순도 기준)

우리 제품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100,000건 이상의 품질
테스트를 실시 합니다.

Beyond Organic은 Shaklee 품질
기준이 재료 재배 방법과
장소를 넘어 선다는 우리의
철학입니다. 우리는 수확 후
성분의 순도와 효능을 확인
하여 최종 완성된 제품에
수백 가지의 화학 오염물질이
없음을 보증하고자 합니다.

Roger Barnett

Chairman & Chief Executive Officer
Shaklee Corporation
(회장 겸 최고 경영자)

미국 약국방
(Pharmacopeia)기준보다
3배더 많은 350개 이상의
오염물질, 살충제 및
불순물을 모든 새로운
식물에서 검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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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ARMONY WITH NATURE®
(자연과의 조화)

우리는 환경 작업으로 인정받은 최고의 노벨상 수상
자인 고 Dr. Wangari Maathai 와 협력하여 전 세계에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는 화경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고 절대로 동물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Green for our planet.
(지구를 위한 녹색)

ROGER BARNETT, CHAIRMAN AND
CHIEF EXECUTIVE OFFICER, WITH DR. MAATHAI

Shaklee 는 지구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해 탄소 배출을
완전히 상쇄한 세계 최초의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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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 BY SCIENCE
(과학으로 입증)

SHAKLEE USERS HAD*

Clinical proof of
healthier biomarkers
(건강한 바이오 마커에 대한 임상 증명)
The Landmark Health Study (랜드마크 건강 연구)는
장기 보충제 사용에 대한 가장 독특한 연구중
하나입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는 50년
동안 여러 가지 Shaklee 보충제를 복용한
사람들은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보충제를 전혀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바이오 마커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NUTRIENTS (영양소)

BIOMARKERS (바이오 마커)

더 높은 수준의
주요 영양소

더 간강한 핵심
바이오마커

우리 사용자들은 비타민 D
엽산 및 비타민 B12 같은
주요 영양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2

우리 사용자들은 심장, 뇌
및 신진대사 건강과 관련된
훨씬 더 건강한 바이오 마커를
가졌습니다 1,2

HEART HEALTH (심장 건강)

더 나은
심혈관 건강

• 33% 낮은 수준의

트리글리세리드(triglycerides)1

• 총 콜래스테롤 / HDL

쿨레스테롤 비율 11% 감소1

BIOLOGICAL STRESS
(생물학적 스트레스)

더 간강한 수준의
C-반응성 단백질
우리 사용자들은 59%
낮은 수준의 C-반응성
단백질을 가지고 있었습
니다1

METABOLIC HEALTH
(신진대사 건강)

낮은 혈액 수치
연령 스펙트럼에 따른
헤모글로빈(hemoglbin)
A-1c 수치 감소2

OVERALL HEALTH
(전반적인 건강)

아주 좋은 부터
훌륭한 건강
Shaklee 보충제 사용자 중
84%는 자신의 건강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했으며,
다른 보충제를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50% 더 높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1

1 Block et al., "Usage patterns, health and nutritional status of long-term multiple dietary supplement users—a cross-sectional study" Nutrition Journal 2007, 6:30-41.
2 Jacques et al., J. American College of Nutrition 2019, in press.
*Percentages reflect Shaklee supplement users compared with non-supplement users. Data for nonusers was obtained from NHANES 2001–2002 and NHANES 1988–1994.
Long-term Shaklee users clearly demonstrated lower levels of the most important heart-health biomarkers recognized by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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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EL PRIZE-WINNING RESEARCH (노벨상 수상 연구)

Telomeres tell the story.
Shaklee 과학 자문위원인 Dr. Elizabeth Blackburn께서는
텔로머레이스(telomerase)와 노화 과정에서의 텔로미어
(telomeres) 역활를 발견하여 2009년에 노벨 의학상을
(Nobel Prize in Medicine) 수상했습니다.
텔로미어 (Telomere)연구.
매우 짧은 텔로미어는(telomeres) 노화와 사망의 주요 조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신체의 생리학적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테로미어(Telomere) 연구는 최소 5년 동안 Shaklee 보충제를
사용한 사람들을 San Francisco 베이 지역에 거주하는 건강한
비흡연자와 비교했습니다.
텔로미어(Telomere) 연구는 Shaklee 사용자들의 텔로미어가 훨씬
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Shaklee 장기 보충제
사용자는 건강한 대조군에 비해 성인 연력대에서 텔로미어 단축
률이 40% 낮았습니다.‡

CONTROL

SHAKLEE
USERS

예비 임상 연구에서 80세
Shaklee 보충제 사용자가
41세 비 보충제 사용자와
동일한 텔로미어 길이를
가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Shaklee 인구는 일반 인구보다 훨씬
건강하며, 두 가지 연구, 즉 장기 영양
보충제 사용자에 대한 랜드 마크 건강
연구(The Landmark Health Study) 와
테로미어 연구에서 (The Telomere
Study) 알수 있습니다.
Dr. Elizabeth Blackburn

2009 Nobel Prize Winner in Medicine
(2009년 노벨 의학상 수상자)

‡In a preliminary clinical study, Shaklee users who took Vivix and other Shaklee products had a 40% lower rate of telomere
shortening across the adult age range compared to a healthy control group.
§Cross-Sectional Analysis of Telomere Length in People 33-80 Years of Age: Effects of Dietary Supplementation. Harley CB et
al. (2014) 55th Annual Conference, JACN, Vol. 33 (5), p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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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ORDINARY PRODUCTS (특별한 제품)

Shaklee 제품들은
1993년 부터 모든 NASA
임무에 사용되었습니다.

Shaklee 과학자들은
NASA 과학자들과
함께 특별한 재수화
(rehydration) 제품인
AstroAde™ 를
설계했습니다.

Shaklee 사용자 선수들은
146개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을 획득했습니다.

Alyson Dudek, Speed Skating
- 2014 Sochi
- 2010 Vancouver Bronze
- Shaklee Family Member since 2012

NASA Commander Mark Kelly는 2011년 우주
왕복선 인데버호에서(Space Shuttle Endeavour)
Shaklee Vitalizer™ 를 사용했습니다.
Captain Scott Kelly 또한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International Space Station) Shaklee 보충제들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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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PROVEN. GUARANTEED.
(안전.입증.보장)

안전.입증.보장.

모든 Shaklee 제품들은
100%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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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든 제품들의 안전성과
입증된 성능을 믿습니다. 저희 제품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컨테이너가
비어 있더라도 전액 환불을 위해
제품을 반송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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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임무는 전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것이며,여러분들에게 안전하고
지구를 위해 안전한 제품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 젊은 삶을 위해 오늘 첫 걸음을 시작하십시오.
Roger Barnett

Chairman & Chief Executive Officer, Shakle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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