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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니아, 유전자검사 ‘뭉치면 할인 UP’ 반값 이벤트 진행
○ 바이오니아 ‘진투라이프’, 함께 주문하면 반값 할인과 함께 사은품 증정 혜택 제공
○ 비싼 유전자 검사는 그만! 10만원 미만으로 온가족 비만/탈모 유전자검사 가능
○ 연말 연시를 맞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할 수 있는 기회
유전자 전문기업 ㈜바이오니아가 개인 맞춤형 유전자검사 ‘진투라이프(Gene2Life™)’의 ‘뭉치면 할인
UP’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할인은 연말까지 가족, 연인, 친구, 동료 등 누구나 상관없이 함께
주문하면 반값 할인과 함께 사은품 증정 혜택이 제공된다.
의료 패러다임이 질병의 발병 위험도를 미리 확인하고 예방하는 맞춤형 정밀의학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추세다. 사람마다 유전정보가 담긴 DNA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검사를 통해 질병
예방은 물론 생활습관 개선으로 개개인 맞춤형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할 수 있어 건강관리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병원 검진과 같은 관리에는 소홀한 사람들이 많다.
진투라이프 유전자검사는 쇼핑몰에서 손쉽게 주문하고, 3일이면 종합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바쁜 일상을 보내는 현대인의 건강관리에 제격이다.
바이오니아는 저렴한 비용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연말연시를 맞아 가족,
연인, 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진투라이프의 ‘헬스 & 뷰티’는 유전자검사가 허용된 모든 항목(△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카페인대사 △피부 탄력 △피부 노화 △색소침착 △비타민C 대사
△탈모 △모발 굵기)을 검사하는 서비스로, 이번 기회를 이용하면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가족이더라도 종합 분석 결과에 따라 건강관리 지침이 달라질 수 있다. 구성원 한 명만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면 생활습관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여러 구성원이 같은 결과라면
식이요법과 운동 등 다각도의 관리가 필요하다. 진투라이프의 ‘비만’과 ‘탈모’ 서비스를 이용하면 온
가족(4인 기준)이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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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투라이프는 누구나 의료기관 방문 없이 침(타액)만으로 유전정보에 기초한 유전자 분석 결과와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뷰티·헤어·헬스 토탈 솔루션을 국내 최저가로 업계 최단기간인 3일 이내에
제공한다. 바이오니아가 분자진단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쌓은 노하우로 신뢰성 높은 결과를 보장하고,
자체 독보적인 기술로 개발한 유전자 추출장비 ExiPrep™ 96 Lite와 대용량 유전자 분석장비
Exicycler™ 384를 이용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자세한 제품 정보 및 문의는 진투라이프 공식 홈페이지와 온라인 쇼핑몰, 전화 042-930-876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제공=바이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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