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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말 잘 먹고 있는가? 

‘음식 맛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견이 54%로 글로벌 평균 38%,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 31%에 비해 월등히 높아 음식 맛에 까다로운 한국인들의 특징이 나타났다.  

메디코파마뉴스(http://www.em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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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말 잘 먹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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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한국은 1970년대  
산업화를 기준으로  
큰 변화를 보인다.  
더 많은 동물성 음식과 
생산물이 식단에 올랐고,  
곡물 섭취량이 76%에서 
43%까지 떨어졌다.  

출처: http://www.nationalgeographic.com/what-the-world-eats/  

http://www.nationalgeographic.com/what-the-world-eats/
http://www.nationalgeographic.com/what-the-world-eats/
http://www.nationalgeographic.com/what-the-world-eats/
http://www.nationalgeographic.com/what-the-world-eats/
http://www.nationalgeographic.com/what-the-world-eats/
http://www.nationalgeographic.com/what-the-world-eats/
http://www.nationalgeographic.com/what-the-world-eats/
http://www.nationalgeographic.com/what-the-world-eats/
http://www.nationalgeographic.com/what-the-world-eats/
http://www.nationalgeographic.com/what-the-world-eats/


비타민과 칼슘이 부족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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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비타민&미네랄 

필요한 이유 
 



“좋은 종합 비타민”  
어떤 것을 선택 해야 하는가? 





1.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 

MLM&GENERAL 마켓  
영양성분비교표  

센트륨 수준 

비교해보자  



1.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 





1.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 2. 어떻게 설계했는가? 3. 누가 만들었는가? 4. 섭취는 용이한가? 

3 

한국인  
맞춤형  

비타민D&E 

한국인  
맞춤형  

비타민
D&E 

도테라만의
노하우로 

과학적 
설계 

최적의  
영양 

균형고려 
캡슐타입 

간편하게  
하루 
2번 

합성 착
색료, 
향 無 

식물성
캡슐 



1.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 2. 어떻게 설계했는가? 3. 누가 만들었는가? 4. 섭취는 용이한가? 

균형잡힌 
적정 섭취량  



1.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 2. 어떻게 설계했는가? 3. 누가 만들었는가? 4. 섭취는 용이한가? 

doTERRA의 건강기능식품 전문가의 노하우   

Dr. Carsten Smidt (부사장) 

미국영양학 협회, 미국 영양협회, 독일 영양협회 등을 포함한  
전문 건강기능 식품 기관의 자문위원 

Dr. Tory Parker(이사) 

영양과학박사로서 식품가공, 식품화학, 생화학,  
인체영양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 연구 경험 다수 

국내1위  캡슐독점기업에서 제조 
 
1973년 출범 /국내 하드캡슐 독점기업 
우수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KGMP승인 
FDA DMF(원료의약품등록제도)등록 
영국 SGS Yarsley ICS사로부터 ISO9001인증 
우수한 설비와 완벽한 품질 관리 시스템 보유 
CEVOVIS, 여에스더 포뮬라 비타민 제품 협력사 
 



1.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 2. 어떻게 설계했는가? 3. 누가 만들었는가? 4. 섭취는 용이한가? 



1.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 2. 어떻게 설계했는가? 3. 누가 만들었는가? 4. 섭취는 용이한가? 

• 하루 2회 

• 2캡슐  
• 물과 함께 섭취  



Q&A 









진짜 오메가3를 고르는  
3가지 Tip!  

1 

2 지방산이 산화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는가? 

3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인가? 추출방법은 무엇인가?  

오메가 EPA + DHA의 합은?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인가  

** 노르웨이산? 
**저온추출방식?? *지방산은 끓이면 
* 미세조류&소형어류에서 추출/ 중금속 위험감소    
 
 

1 
Tip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인가  1 
Tip 

- 자연계 존재 
 
- EE보다 생체이용률이 높음 
 
- EE보다 체내 소화가 잘됨 
 
- EE보다 체내 흡수율이 높음 

- 자연계 존재하지 않음 
 
- TG보다 생체이용률이 낮음 
 
- TG보다 체내 소화가 안됨 
 
- TG보다 체내 흡수율 낮음 

TG  EE  

TG (= Triglycerides), EE 타입 원료를 효소 반응을 거쳐 생산  
EE (= Ethylesters), 전통적인 방식이며, 에탄올을 이용 생산 



 지방산이 산화되지 않는가? 
 

2 
Tip 

오메가 3 지방산의  
산화를 방지하는  

비타민 E 함유  저온 압착방식의 추출 



EPA+DHA합 ?  
 

3 
Tip 

EPA:  몸안에서 생성 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해야 하는 

오메가 3 지방산, 망막세포, 기억력 관장하는 대뇌해마세포의 주성분  
 

DHA:  몸안에서 생성 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해야 하는 

오메가 3 지방산, DHA는 두뇌작용을 활발하게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
는 작용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DHA [docosa hexaenoic acid]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향긋한 레몬오일로 캡슐을 코팅! 

돈피(젤라틴) X, 식물성 캡슐 사용! 

청정지역 노르웨이 No.1 Fish oil 제조사  

    Selling Point +  

비타민D 함유로 골다공증 예방 효과 

베타카로틴 함유로 눈 건강에도 도움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