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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을 위한 자연과 과학의 밸런스

GLA Blend
지엘에이 블렌드



감마리놀렌산은 혈행, 콜레스테롤, 월경,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 등 생애주기별로 

몸의 변화가 큰 여성의 중요한 생리현상에 영향을 미치지만, 체내 합성이 어려워 반드시 

보충해야 하는 필수적인 기능성분입니다.

뉴트리라이트 지엘에이 블렌드는 감마리놀렌산이 풍부한 보라지종자와 달맞이꽃 

종자를 저온압착 추출하고, 균형있게 1:1로 담아 자연에 가장 가까운 감마리놀렌산을 

제공합니다.

뉴트리라이트 지엘에이 블렌드와 함께 여성 건강을 지키세요.

지엘에이 블렌드가 필요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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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행, 콜레스테롤, 월경, 

면역과민반응으로 인한  
피부상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감마리놀렌산 
하루 250mg 제공

•�보라지 종자유와 달맞이꽃  
종자유 1:1 로 균형있는 배합

•�자연 원재료가 지닌 다양한  
지방산을 그대로 함유

자연에 가장 가까운 
감마리놀렌산 제공

•�보라지·달맞이꽃 종자유에   

부원료로 당귀, 생강,  

오렌지 함유

다채로운  
식물 영양소 블렌드 함유

•�산화되기 쉬운 불포화지방산의  
기능성분 손실 최소화

•�용매를 사용하지 않은  
비화학적 추출방식 

저온압착 공법의
비화학적 추출

[기능정보]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월경 전 변화에 의한 불편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제품정보]

SKU [VPS] PV BV ABO Price

A8006K [2093] 26,380 40,900 45,000

[영양정보]

 영양성분기준치 :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

[섭취방법]

 1회 2캡슐씩 1일 2회, 식사 시 물과 함께 드십시오.

지방 0.75 g(1%),   감마리놀렌산 125mg

월경 전 정신적,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분

면역과민반응으로 인해 
불편한 피부상태를 건강하게 
개선하고 싶으신 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콜레스테롤 수치 및 혈행이 
염려되시는 분

평상시 지방이 많이 
함유된 동물성 식품을 
자주 섭취하시는 분

여성건강을 위한 자연과 과학의 밸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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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감마리놀렌산을 위한 씨앗 선별 저온압착 공법의 비화학적 추출 

‘자연에 가장 가까운’ 감마리놀렌산 블렌드 제공

원료의 안전성과 순도를 높이는 다중 필터링 공정천혜의 기후환경에서 자라나는 원재료

우수한 감마리놀렌산을 얻어내기 위해, 

매해 수확하는 씨앗을 선별해 다음 해의 씨앗으로 남겨 둡니다. 

쉽게 산화되기 쉬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 하는 저온압착 공법, 

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비화학적 추출 방식으로 원료를 섬세하게 

담아냅니다.

뉴트리라이트만의 엄격한 품질관리

추출한 종자유가 함유한 상위 5개의 지방산 종류 및 

함량 검사를 통해 원료의 우수함을 검증하고, 살모넬라, 대장균, 

수은, 납 등 국내기준보다 5배 엄격하고 까다롭게 관리합니다.

보라지 종자유와 달맞이꽃 종자유를 1:1로 균형있게 배합하고, 

원료가 지닌 다양한 식물유래 지방산을 함께 담아 

‘자연에 가장 가까운’ 감마리놀렌산을 제공합니다.

필터링 공정을 거듭함으로써 저온 압착으로 추출한 종자유의 

안전성과 순도를 높입니다.

뉴트리라이트 보라지 씨앗과 달맞이꽃 씨앗은 맑은 날이 많아 

연중 일조량이 풍부하고, 자라나는 여름에는 강수량이 풍부하며, 

밤 낮의 일교차가 매우 커 해충이 잘 자라지 못하는 풍요로운

자연에서 자라납니다.  

Nature For Women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축적된 과학으로 기능성분을 섬세하게 담아내고 까다롭게 관리합니다최적의 자연이 길러낸 원료를,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전달합니다



감마리놀렌산 섭취는 월경 전 변화에 의한 불편상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월경전 변화에 의한 불편상태를 겪는 경우 이유 중 하나로 배란 후 감마리놀렌산의 체내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체시험 결과로 감마리놀렌산을 꾸준히 섭취하면 월경전 변화에 의한 불편상태 기간과 

강도가 개선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1

감마리놀렌산 섭취는 

면역 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체시험결과로 감마리놀렌산을 꾸준히 

섭취하면 민감성 피부의 심화 정도를 

점수화한 SCORAD 지수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2

감마리놀렌산 써플리먼트 섭취에 따른 SCORAD 지수변화

1_ Watanabe, Shinji, et al. "Efficacy of γ-linolenic acid for treatment of premenstrual syndrome, as assessed by a prospective daily 

rating system." Journal of oleo science 54.4 (2005): 217-224.

2_Simon, Dagmar et al. “Gamma-Linolenic Acid Levels Correlate with Clinical Efficacy of Evening Primrose Oil in Patients with Atopic 

Dermatitis.” Advances in Therapy 31.2 (2014): 180–188. PMC. Web. 8 Aug. 2017.

3_Song, Ju Eun et al.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yle, Menstrual Attitude and Premenstrual Syndrome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9.2 (2013): 119-128 ScienceCentral. Web. 29 Aug. 2017

4_Fan, Yang-Yi, and Robert S. Chapkin. "Importance of dietary γ-linolenic acid in human health and nutrition." The Journal of 

nutrition 128.9 (1998): 1411-1414.

흔들리기 쉬운 여성건강 월경전 변화에 불편한 상태

민감한 여성 피부건강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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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과민반응으로 인한 불편한 피부상태를 겪는 3-58세 
21명 대상, 12주기간 진행

※  본 실험은 감마리놀렌산의 인체적용시험 확인내용이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것은 아닙니다.

※ 월경전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를 겪는 성인여성 20명 대상, 월경 3주기간 진행
※ 본 실험은 감마리놀렌산의 인체적용시험 확인내용이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것은 아닙니다.

감마리놀렌산 섭취에 따른 불편상태 변화 대조군과 비교

GLA

Placebo

전반 상태 Symptoms of overall

기간 Duration

-1.4 ± 1.6

-0.1 ± 1.7

* -1.5 ± 1.3

-0.1 ± 2.4

n

14

14

강도 Severity 기간 Duration

-2.5 ± 3.9

-1.7 ± 2.4

* -3.3 ± 5.3

-2.6 ± 5.1

n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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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 전 변화에 의한 불편상태는 
무엇인가요?

많은 여성이 월경 전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불편을 겪지만, 

당연시 받아들이는 월경 전 변화에 의한 

불편상태는 월경 전 유방팽만, 복부팽만, 더부룩함, 

피로 등 신체 불편상태와 불안, 우울, 긴장 등 

심리적 불편상태를 동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월경이 가까워짐에 따라 큰 불편함을 

야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3

A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는 
무엇인가요?

신체의 가장 큰 기관 중 하나로 건강지표로 

기능하는 피부,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란 

해롭지 않은 외부물질에 항원-항체반응이 일어나 

불필요한 면역반응에 의해 불편한 피부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주로 건조함, 가려움증 등을 동반하고, 

많은 경우 상태가 좋아지고 나빠짐을 반복하며 

지속됩니다.4

A

본 정보는 일반 건강정보이므로 특정제품과 관련이 없습니다.건강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