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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120 • HEALTH 140
과학을 통하여 인류의 건강과 더불어  젊은 120세, 

건강 140세의 꿈을 이루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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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젊은 120세, 건강140세 

인류를 위한 생명과학연구 STC가 앞장서겠습니다.

과학을 통하여 인류의 건강과 더불어

젊은 120세, 건강 140세의 꿈을 실현합니다.

STC 생명과학 연구원은 다양한 건강식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차별화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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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떼꼬르 

•

에스테포인원 2

•

카리온칼슘

•

굿모닝 로얄 올포원 젤

옥스늄 효모

•

하이폴리젤 프로폴리스

•

셀렌 이스트라민

•

글루코사민 550



8 9

Sante corps는 건강과 몸을 의미하는 프랑스어입니다.

샹떼꼬르는 탄수화물을 단시간 내에 물로 변환시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

는 것을 방지하는 제품입니다.

< 권유 대상 >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 • 음식 조절이 어려우신 분 체중 감량 • 편식을 하시는 분  
과체중으로 고민하시는 분

< 섭취 방법 >

1일 3회, 식 후 30분 이내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 용      량 >
5g X 90포 (450 g / 30일분)

< 샹떼꼬르의 작용원리 >

> > >
식사후

1포 섭취
탄수화물 

분해
물로 

전환배출
섭취 칼로리 

차단
음식 섭취 후 1포를 
간단히 섭취하시면 

됩니다.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하기 전에 분해하여 

배출합니다.

과잉 섭취된 탄수화물을 
빠르게 물로 변환하여

배출합니다.

섭취한 칼로리를 제한
하여 살이 찌는 근본을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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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여성들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 부족해지기 쉬운 각종 영양을 공급하고, 신체 밸
런스를 균형있게 맞추어 주며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주는 영양 보충용 
제품입니다. 감마리놀렌산은 불포화지방산으로 식이로만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
으로 월경 전 붓는 현상 및 혈중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가 연구개발한 체내흡수율이 뛰어난 카리온칼슘 58%, 
WHO가 선정한 필수 영양소인 건조효모(셀레늄), '기적의 과일'로 알려진 항상화 작용
에 뛰어난 아세로라추출분말이 함유되어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에 도움을 줍니다.

< 권유 대상 >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져서 고민하시는 분 • 폐경기 증후군 • 갱년기 장애를 앓는 분
생리 불순이 있으신 분 • 건강 증진 및 체질 개선을 원하시는 분

< 섭취 방법 >
1일 2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

< 용      량 >
500mg X 60캡슐 X 2박스 (60 g / 30일분) 

모든 연령대의 여성에게 건강한 젊음과 활력 부여

월경 전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 개선에 도움

혈중 콜레스테롤 및 혈행 개선에 도움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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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은 인체가 흡수하기 가장 어려운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카리온 칼슘은 칼슘의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시되는 섭취량, 흡수율 모두를 최대화한 칼슘 보급 제품으로

써 자체가 약 알칼리성(PH6.8~7.3)으로 체액의 산성화를 예방 및 개선합니다. 

또 칼슘의 흡수를 도와 시너지효과를 내는 비타민D 함유로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

하여 뼈의 형성이나 유지, 골다공증의 위험 감소 등 골격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 권유 대상 >

중년 이후 남녀(골다공증, 골연화증 위험도 증가) • 갱년기 여성(골밀도 감소) 
사춘기 청소년(급격한 성장에 필요) • 뼈와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시는 분

< 섭취 방법 >
1일 3회, 1회 4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

< 용      량 >
300mg X 360캡슐 (108g / 30일분) 

칼슘함량이 90% 이상으로 고순도의 칼슘 함유

칼슘 외 미네랄, 칼슘의 흡수를 돕는 보조성분 등 60여 가지의 다양한 성분 함유

KIST 연구 결과 GOLD CA 이온화칼슘의 체내 흡수율이 매우 우수하다고 발표

열에 의한 영양소 변성을 방지한 제형으로 영양손실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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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유 대상 >
집중력, 지구력을 필요로 하시는 분 • 늘 피곤이 가시질 않아 만성피로를 느끼시는 분

• 심근기능 및 기초대사 향상을 필요로 하시는 분
 • 더 활기차고 보다 건강한 매일을 보내고 싶으신 분

< 섭취 방법 >
1일 3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

< 용      량 >
500mg X 180캡슐 (60 g / 60일분) 

음주 및 과로로 지친 몸을 회복하고 체내 에너지 생성에 도움

체력 증진, 필수영양 보급, 스테미나 강화

인체대사과정에서 필수적인 멀티비타민 함유로 활기찬 생활 유지

굿모닝로얄올포원젤은 피곤을 잊게 하는 에너지의 원천 옥타코사놀과 활기찬 매일을 위한 
각종 비타민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옥타코사놀은 지구력 증진 등의 다양한 
작용을 하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1일 권장섭취량에 부합하는 7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에게 부족해지기 쉬운 다양한 멀티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어 
활기찬 하루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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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늄 효모는 게르마늄이 풍부한 명일엽이 함유되어 있으며, 영양의 불균형을 개선

해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 근본적인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 권유 대상 >

체질 개선이 필요하신(산성체질) • 면역이 약화, 불안정화 되신 분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부족하신 분

허약체질, 병후 회복기의 분

< 섭취 방법 >
1일 3회, 1회 1포를 물과 함께 섭취

< 용      량 >
1,500mg X 90포 (135g / 30일분)

명일엽(게르마늄)에 의한 세포 활성화

효모의 세포질만 추출(영양성분 고농축) 

글로타치은, 비타민, 필수아미노산으로 균형 잡힌 종합 영양 공급

신체 내 효소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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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여러 식물에서 뽑아낸 수지와 같은 

물질에 자신의 침과 효소 등을 섞어서 만든 물질로 케르세틴 성분 등이 있어 항균 및 

항산화 효과에 도움을 줍니다. 하이폴리젤 프로폴리스는 화분, 로얄젤리, 천연 토코

페롤이 함유된 복합 건강기능식품으로 자연적인 고단위 영양공급식품입니다.

< 권유 대상 >

생활상의 건강이 약화되신 분(면역력 강화, 영양보급) • 쉽게 피로하신 분 
감염이 잦으신 분 • 병중 또는 병후 보조적 영양 공급이 필요하신 분 

산화적 손상을 억제하고자 하시는 분

< 섭취 방법 >
1일 3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

< 용      량 >
400mg X 90캡슐 (36g / 15일분)

항산화에 도움

영양보급, 건강증진에 효과적

고단위영양 공급제 (프로폴리스, 로얄젤리, 화분, 토코페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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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렌 이스트라민은 체내의 여러 가지 작용에 필수적인 미량 무기질인 셀레늄을 함유
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셀레늄은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손상을 억
제하는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 권유 대상 >
면역이 약화, 불안정화 되신 분/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부족하신 분

< 섭취 방법 >
1일 2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

< 용      량 >
500mg X 360정 (180g / 90일분)

신체 전반의 건강 증진에 효과적

완벽한 자연식품 소재인 효모 다량 함유
(균형 잡힌 종합 영양 공급-비타민 B군, 크롬, 셀레늄, 아연 등)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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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코사민은 손상된 연골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연골 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도와 관절을 강화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글루코사민 550은 관절과 연골을 튼튼히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글루코사민과 상어연골

분말, 비타민D 등이 충분히 들어 있어 뼈의 형성과 유지에 도움을 주어 관절을 강화

시켜 줍니다.

< 권유 대상 >

관절과 연골의 영양 공급이 필요하신 분 
오래 서 있거나 계단을 많이 오르고 내리시는 분 

관절, 연골 관리가 필요한 출산 후 여성, 노약자, 갱년기 여성 및 중년층
관절 사용이 많은 등산이나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

관절 및 연골의 건강관리가 필요하신 중년 및 노약자
활기찬 생활을 원하시는 분 • 과체중자

< 섭취 방법 >
1일 3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

< 용      량 >
550 mg X 240 정 (132 g)

관절 건강에 도움

연골 구성성분의 생산 촉진 (글루코사민)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의 상승 작용

양질, 고함량의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을 함유한 원재료 함유



140-884 / 서울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72 (한남동 11-323)
T. 02 566 9623   F. 02 566 9623

www.stcstri.com / www.stclife.com / www.energywat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