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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키즈
오메가-3 젤리

Nutrikids Omega-3 Jelly

성장기 어린이에게 맞춤 설계된 EPA&D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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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 90 kcal

1회 섭취량 당 함량 % 영양성분 기준치

탄수화물 15 g 5 %
당류 13 g 13 %
단백질 2 g 4 %
지방 2.1 g 4 %
나트륨 15 mg 1 %

EPA와 DHA의 합 550 mg 1 %
비타민E 4 mg α -TE 36 %
비타민C 74 mg 74 %

※ %영양성분 기준치 :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
※ 1일 섭취량 : 6개 (22.8 g)

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C

비타민E 

혈중 중성지질 개선ㆍ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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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뉴트리키즈 오메가-3젤리

까다로운 원료선별

성장기 맞춤 설계
Nutrikids

Omega-3 Jelly
EPA & DHA 550 mg

비타민 C 74mg
비타민 E 4mg

국제 오메가-3 협회 기준보다 
최대 50배  강화한 규격관리
& GMP기준 6가지
원료 인증서 보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

지방산코팅 및 어취마스킹 기술로
냄새는 없애고 새콤달콤  맛있는 젤리

젤리를 씹어먹을 수 있는
3세 이상의 어린이

뉴트리키즈 오메가-3젤리 누가 섭취하면 좋을까요?

DHA 및 EPA 섭취가
필요한 성장기 어린이

육류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어린이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어린이

생선냄새에 예민한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온가족

아이들이 오메가-3를 더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하여, 뉴트리키즈 오메가-3젤리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출시하였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수적인 EPA & DHA는 물론,
유해산소로부터 우리 아이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 를 더해 완성하였습니다.  
 
지방산 코팅과 어취 마스킹 기술로 후각이 예민한 아이들의 냄새걱정은 덜고,
새콤달콤한 레몬농축액(부원료)과 말랑말랑한 젤리로 맛있게,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성장기 어린이에게 맞춤 설계된 EPA&DHA

뉴트리키즈 오메가-3 젤리
뉴트리키즈 오메가-3 젤리
우리 아이를 위한 히어로, 뉴트리키즈 오메가-3 젤리를 소개합니다

기능정보

섭취 방법 영양정보

제품정보

뉴트리키즈 오메가-3 젤리 (3.8g X 36개 X 2팩) 

[2413] 300920K 
PV 15,840     BV 25,500 28,000원A

· 제조업소명 : 코스맥스엔비티㈜
· 유통전문판매업소명: 한국암웨이㈜

1일 2회, 1회 3회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EPA
DHA

4mg α-TE

VITAMIN

E

74 mg

VITAMIN

C

550 mg

Kristiansund 

Norway
② HALAL① FOS ③ IFFO RS

④ ISO 9001:2008

⑤ ISO 9001:2015 ⑥ IFOS 5 STAR

EPA 및 DHA 함유유지

멸치

정어리

OMEGA

3

GMP기준 원료 인증서 보유(GMP 기준)

①②③④⑤⑥⑦⑧GMP기준 7가지 원료 인증서 보유(GMP 기준)

어린이 영양을 고려하여 더욱 건강해진 포뮬러
식약처로부터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한국인의 일일 권장 섭취량 충족
EPA 및 DHA, 비타민 C , 비타민 E 제공
[1회 3개, 1일 2회 섭취기준]

Point 01.

Point 02.

소형 1차 어종인 멸치, 정어리에서 추출

국제 오메가-3 협회 기준 규격보다 최대 50배 강화한 규격관리로 다수의 인증서 보유

청정한 노르웨이 크리스티안 순에서 생산한 원료

Point 01.

Point 02.

Point 03.

원료부터 까다롭게 관리

뉴트리키즈 오메가-3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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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새콤달콤 말랑한 젤리

레몬 농축액,
레몬&오렌지 천연향료 (부원료)

지방산 코팅 & 어취 마스킹

뇌 신경조직외부에서 섭취

OMEGA

3

망막

오메가-3 지방산

생선에 많이 포함되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성장기 어린이 신체의 세포막 인지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으로 특히 망막과 뇌, 신경조직의 필수적인 구성성분입니다.1) 
오메가-3성분은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으로 체내에서 충분히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합니다.2)

Q. 오메가-3는 우리몸에서 어떤 역할?
지방산 코팅과 어취 마스킹 기술을 적용하여 후각이 예민한 아이들도 걱정없이 섭취 가능

새콤달콤한 레몬 농축액과 레몬&오렌지 천연향료 함유 (부원료)

더욱 말랑해진 젤리로 맛있게!

Point 01.

Point 02.

Point 03.

새콤달콤 말랑말랑 맛있는 젤리

오메가 3 지방산의 주요 공급원은 EPA와 DHA를 함유하고 있는
생선 및 생선 오일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어, 송어, 청어, 정어리, 황다랑어, 연어 등과 같이 지방이 많은 생선들은
EPA와 DHA의 주요 공급원입니다.3)

아이들에게 필수영양성분인 오메가-3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편식하지 않는 식습관 정립, 적절한 건강기능식품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오메가-3, 어떻게 섭취해야할까?

DHA EPA
OMEG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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