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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산소와 항산화능력검사 

Free Radical and Anti-oxidant test

 

 

90종 음식 알레르기 검사

IgG4 Food Antibodies-90 Antigens  

40종 아미노산 균형검사 
Amino Acid Profile  

중금속·미네랄 검사 

(전혈, 소변, 모발)

Toxic & Nutrient  Elements
(RBC / WB,  Urine, Hair) 

장 기능 균형검사

Gl Effect Stool  Profile

지방산 균형검사

Fatty Acid Profile

순환기 염증 검사 

ADMA - Asymmetric Dimethylarginine

코엔자임 Q10

Coenzyme Q10

장투과성 검사

Intestinal Permeability Assessment

타액 호르몬 검사 
Adrenal Stress Profile

학습에 어려움을 느낀다.

기억력 저하와 집중에 어렵다.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시력 저하를 느낀다.

머리카락이 건조하고 헝클어지거나, 비듬이 있다.

피부가 건조하고 거친 피부 혹은 습진이 생긴다.

손톱이 부스러지기 쉽고 약한 손톱을 가지고 있다.

자주 갈증을 느낀다.

생리통 또는 유방 통증으로 고통 받는다.

눈이 건조하며 눈물이 많고 눈이 가려움을 느낀다.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의 건강 문제를 갖고 있다.

고혈압이거나 또는 혈중 지방이 높다.

필수 지방산은 정신건강을 증진시며 

체내 지방과 대사체 균형을 알아보는 검사 - 

지금 체크하세요

지방산 상태를 알아보는 정확한 방법은 
혈액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혈액 검사는 모든 필수 지방산의 상태와 
부족한 필수 지방산을 완벽하게 분석해줍니다.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예방과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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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 균형검사
염증에 대응하는 영양소의 균형

유기산 대사균형검사

Organic Acids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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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피부, 습진

각질과 갈라지는 모발, 

기억력 저하, 잦은 염증 발생 

지방산 불균형을 의심해보세요

지방산은 우리가 기름이나 여러 가지 음식에서 섭취하는 

지방의 기본단위로, 단일 불포화 지방산, 복합 불포화 지방

산, 포화 지방산으로 분류 됩니다.

지방산 균형검사는 세포막, 신경계, 호르몬 생성, 비타민 

흡수 등 여러 신진대사에 필요로 하는 지방산의 균형을 

알아보고자 하는 검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많은 양의 지방을 동물성 지방이나 튀긴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데 이러한 포화 지방과 트렌스 지방

은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유발하여 건강에 해롭

지만 오메가-3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염증을 줄여주고 

세포막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등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종류의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이나, 혹은 필수지방

산 보충제를 먹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건강이 악화될 가능

성이 있습니다. 

여러 신진대사에 필요로 하는 지방산 균형검사 _ Fatty Acid Profi le

• 환자 순응도 향상 : 지방산 균형검사를 통한 지방산의 과학

적인  보충 권유

• 건강 저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항/염증 에이코사노이드 

(Eicosanoids) 균형 보장

• 스타틴(콜레스테롤 저해제) 제재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염증 

균형 변형을 예방

• 활성산소 공급 증가 :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다량 섭취로   

인한 활성산소 증가를 조절 

• 면역억제 : 불균형한 오메가-3 지방산 섭취로 인한 염증과 상처 

치유능력에 관여하는 면역 기능 이상반응을 억제

•심장혈관 건강 •어린이 건강과 성장

•여성건강과 생식 •면역건강

•생활습관과 건강한 생명 •정신적·신경학적 건강

•팔 뒤에 닭살 같이 돋아남 

•알레르기 

•비듬, 건조하고 갈라지는 모발  

•우울증

•구강, 목구멍 건조, 과다한 갈증 

•지방, 기름진 음식 갈망 

•관절통, 경직

•두껍고 갈라진 굳은살 

•부스러지는 손톱

•생리통, 생리 전 유방통증 

•피부 건조, 변색 

•안구건조 

•과한 귀지 

지방산 결핍, 불균형과 관련 증상 및 질환지방산 검사의 중요성

● 불포화지방산의 건강 혜택

Fatty Acid Profi 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