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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엑스는 한국인 맞춤 포뮬러로, 

14가지 비타민과 10가지 미네랄, 부원료로 20여가지 식물원료에서 전달하는 19가지 식물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더블엑스는 균형있는 영양으로 불완전한 식단과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의 건강 밸런스를 지켜 줍니다.

85년 식물영양소 과학 뉴트리라이트의 대표 제품 더블엑스로 온 가족 건강을 지키세요. 

* 식물원료는 부원료 입니다.

더블엑스가 필요한 분

/  제품 정보  / 

* 섭취 방법 : 1일 2회, 1회 6정/ 1회 1포 (10 데이즈)

골드팩 2정, 실버팩 2정, 그린팩 2정을 식사 시 물과 함께 드십시오.

* 제조업소명 : 엑세스 비지니스 그룹 엘엘씨(미국)  * 수입판매업소명 : 한국암웨이(주)

더블엑스

120843K [8843] 

PV 50,190    BV 77,300

 85,000원

더블엑스 리필

120844K [8844] 

PV 48,380    BV 74,500 

 82,000원

더블엑스 10데이즈

120846K [8846] 

PV 17,730    BV 27,300

 30,000원

활동량이 많고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없는 청소년들

영양섭취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임산부 및 수유부

인스턴트 중심의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고른 영양소 섭취가 어려우신 분

야외활동이 많거나 운동을 즐겨

필수 영양소를 많이 소모 하는 분 

바쁜 일상에 지치고 에너지 소모가 많아 

필수 영양소를 많이 소모하는 성인

활기찬 생활을 즐기고 싶은

 중장년 층



20여가지 식물원료

19가지 식물영양소

포뮬러 업그레이드

부원료로 20여가지 식물원료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풍부한 19가지

식물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Phytonutrient 
Upgrade

POINT. 1

비타민

D비타민 B

몰리브덴

NEW DOUBLE X
더블엑스가 더블엑스를 또 한번 뛰어 넘었습니다. 

기술의 업그레이드

POINT. 3

진화하는 뉴트리라이트의 기술, 더블엑스에 담았습니다.  

원재료의 영양을 더욱 더 잘 담아내기 위해 진보된 컨센트레이션 테크놀로지가 

적용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건강공식, 더블엑스에 담았습니다.

RWD 
(Refractive Window Drying)

저온과 적외선 파장 

이용한 건조

식물원료 안팎으로 

고른 열 전달

식물원료 고유의 

색, 향, 영양소 보존

연구의 업그레이드

POINT. 2

DNA 보호를 위한 뉴트리라이트의 생각, 더블엑스에 담았습니다.

국내 유수의 연구진과 함께 보다 정교하게 설계된 제품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더블엑스가 활성산소 (Reactive Oxygen Species)를 감소시키고 DNA 손상을

줄이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에너지 요구량이 높고, 

야외활동이 부족한 한국인을 위해 

비타민 B군과 비타민D를 강화 하였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몰리브덴이 새롭게 추가 되었습니다.  

Vitamin & Mineral
Upgrade

20여가지 식물원료

블루베리만다린오렌지 물냉이잎파슬리 알팔파자몽 레몬

스위트오렌지강황포도로즈마리 페퍼민트

주원료 부원료

아세로라 토마토 마리골드 양파 엘더베리

시금치 블랙커런트

* 시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 둘레 
40,075km

26,979,371개

더블엑스 누적 판매량
DAYMONTH

4,500개137,000개

HOUR

190개

에베레스트산 
8,848m

약109 개

에베레스트산

63빌딩 274m

약 3,514 개

63빌딩

숫자로 알아보는 더블엑스

/  영양 정보  /  

/  기능 정보   /

비타민 A
/ 베타카로틴

①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②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③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비타민 B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 B 2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 B 6 ①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②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나이아신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 B 12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엽산
①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②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③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 C ①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② 철의 흡수에 필요 ③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 D ①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②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③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비타민 E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판토텐산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 K ①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② 뼈의 구성에 필요

비오틴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칼슘
①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 ② 신경과 근육기능유지에 필요 

③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④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철 ① 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 ② 에너지 생성에 필요

요오드 ①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에 필요 ②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③ 신경발달에 필요

아연 ①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②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구리 ① 철의 운반과 이용에 필요 ②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망간 ① 뼈 형성에 필요 ② 에너지 이용에 필요 ③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마그네슘 ① 에너지 이용에 필요 ② 신경과 근육기능유지에 필요

셀레늄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몰라브덴 산화·환원 효소의 활성에 필요

※ ( )의 수치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임

* 2018년 12월 기준

1회 분량 : 골드팩 2정 (0.768g), 실버팩 2정 (0.889g), 그린팩 2정 (0.909g) 

1회 분량 당 함량 : 열량 5 kcal, 탄수화물 1 g(0%), 단백질 0 g(0%), 지방0 g(0%), 나트륨 15 mg(1%), 

비타민A 350 μgRE(50%), 비타민B 1 1.2 mg(100%), 비타민B 2 1.4 mg(100%), 비타민B 6 1.5 mg(100%), 

나이아신 15 mgNE(100%), 비타민B 12 2.4 μg(100%),엽산 250 μg(63%), 비타민C 100 mg(100%), 

비타민D 5 μg(50%), 비타민E 11 mgα-TE(100%), 판토텐산 5 mg(100%), 비타민K 27.5 μg(39%), 

비오틴 30 μg(100%) 칼슘 350 mg(50%), 철3 mg(25%), 요오드 37.5 μg(25%), 아연6 mg(71%), 

구리 0.2 mg(25%), 망간 1.5 mg(50%), 마그네슘 110 mg(35%), 크롬 25 μg(83%), 셀레늄 27.5 μg(50%), 

몰리브덴 12.5μg(50%), 베타카로틴 1.5mg

지구 2.6 바퀴

전체 길이

(제품 기준)

(제품 기준)

(정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