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GEN®은 무엇인가?
다섯 가지 이상 특허 출원되어있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판매가능한 천연성분
·
·
·
·
·

NR은 우유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화합물입니다.
NR은 비타민 B3 대사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됩니다.
NR은 니아신(Niacin)보다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NAD+)를 더 높여 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NR은 니아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인체에 NAD+를 전달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NR은 니아신과 관련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NAD+는 무엇인가?
NR은 효과적인 NAD+
·
·
·
·

NAD+는 인간의 모든 세포에 필수적인 대사 산물입니다.
NAD+는 세포 대사 및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NAD+는 미토콘드리아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NAD+는 Sirtuin (일명 장수 유전자)에 대한 비율 조절을 담당합니다.
Sirtuin은 식이 요법과 운동에 대한 생리적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 효소입니다.
· NAD+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합니다.

NIAGEN은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게 합니다.
NR은 NAD+를 높여서 미토콘드리아를 유지하고 건강한 미토콘드리아가 되게 하며,
새로운 미토콘드리아의 생성을 유도합니다.
·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과 에너지 생산을 하는 특별한 기관입니다.
· 미토콘드리아는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영양소(포도당 (혈당), 지방산과 아미노산 등)를 변환합니다.
· 미토콘드리아 건강은 나이와 함께 감소합니다.

NIAGEN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효능
· 미토콘드리아의 지구력이 향상되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30%이상 증가.
· 음식을 섭취하거나 금식하는 사이 더욱 왕성한 호흡교환비율(RER).

- 대사
· 음식을 줄이거나 운동량에 대한 영향이 아닌 더욱 향상된 에너지 대사를 통해 고지방식 다이어트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 건강한 세포의 신진 대사를 촉진합니다.

- 신경
· 대뇌 피질에서 NAD +가 증가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 신경 세포의 건강을 유지합니다.
· 뇌 세포의 건강을 지원하여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신경세포가 노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 건강한 노화
· 인간의 노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 인 건강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촉진합니다.
· 늙은 생쥐에게 1주간 NAD+ 를 주입하였을 때,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가 억제되고 건강한 미토콘드리아가 되었으며,
젊은 쥐와 비슷한 수준을 지닌 건강한 근육의 생화학적 지표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 Sirtuin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미토콘드리아의 활동 또한 증가되어,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 심장 혈관 건강
· 정상 범위의 건강한 콜레스테롤 수준을 유지함을 통해, 혈중 지질에 대한 유익한 효과를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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