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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Product Description)

도테라 에센셜 오메가는 심해의 작은 어류로부터 
추출한 정제 어유와 식물성 DHA유지인 보라지 
감마리놀렌산을 함유하고 있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어류와 식물에서 추출한 오메가 3 블렌드 
(EPA/DHA) 뿐만 아니라 필수영양소인 비타민E, 
베타카로틴, 비타민 D까지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테라 고유의 천연 에센스 오일인, 
프랑킨센스, 클로브, 타임, 쿠민, 오렌지, 페퍼민트, 
진저, 캐러웨이, 캐모마일 등이 부원료로 함유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식물성 연질 캡슐에 레몬오일을 
코팅하여 이취(생선비린내)가 나지 않아 더욱 
좋습니다.
무착색료, 무감미료, 식물성 캡슐을 사용하여 더욱 
건강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영양·기능정보 (Supplement Facts)

비타민+EPA 및 DHA 함유 유지 건강기능식품
500mg x 120캡슐

주의사항(Cautions)

•임신·수유부 및 어린이, 의약품을 섭취하는 분은   
 이 제품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특정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료명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장 대상 (Recommend for) 

•평소 오메가-3가 함유되어 있는 생선 및   
 해조류의 섭취가 부족한 분

•혈행이 원활하지 못한 분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분

•원활한 혈액의 흐름으로 신체기능을 개선하고  
 싶은 분

•생선 기름 냄새가 올라 와 오메가-3 섭취를   
 꺼려했던 분

•필수영양소민 비타민 성분과 함께 오메가-3를  
 섭취하고 싶은 분

•레몬 오일로 코팅된 식물성 연질 캡술로 상쾌하게  
 오메가 3를 섭취하고 싶은 분

섭취량 및 섭취방법 (Dosage)

•1일섭취량 : 4캡슐(2.0g) / 총 30일분 제공량 (60g)

•1일 2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에센셜 오메가
xEO MEGA®

· 제품번호: 34311409
· 회원가격: 80,000원
· 용량: 120캡슐
· PV: 63

•EPA+DHA : 혈중 중성지질 개선 ·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E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베타카로틴 : 어두운 곳에서 시간 적응을 위해 필요

•비타민D :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 % 영양성분 기준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1일섭취량:  4 캡슐(2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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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등록상표 (®, TM) 표시가 되어 있는 모든 문구는 dōTERRA Holdings, LLC. 소유의 상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