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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2051-8833  Fax : 0505-310-8833  www.totalswisskorea.com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기 위해

생화학·물리학적인 관점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엄격한 품질과 안전을 추구

엄격한 생산 관리 체제와 청정한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스위스 공장에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Natural Alternatives International, Inc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습관

TS OPTI Omega3 BLEND



[바다 먹이사슬]

포식자 바다표범, 물개 등

큰 물고기 정어리, 연어 등

작은 물고기 멸치, 엔초비 등

미세조류 식물성 플랑크톤

온 가족 누구나 간편하게 마시는 식물성 오메가-3

TS OPTI Omega3 BLEND (180g)

티에스 옵티 오메가3 블렌드

중금속 오염과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한 

먹이사슬(Food Chain) 최하단의 미세조류 분말 사용

안전한 식물성
오메가-3 원료

프리미엄 해조류 오일 분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여 채식주의자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물에 타서 간편하게 섭취하는 수용성 제품입니다.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온가족이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민트향 분말로 비린내 걱정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임신준비기부터 수유기까지 모든 임산부가 섭취할 수 있습니다.

* Made in Switzerland

* 유통기한을 확인하신 후 구입하십시오.

중금속 걱정

NO!

환경호르몬
걱정
NO!

산패 걱정

NO!

비린내 걱정

NO!

주원료

제품의 특징

 
오메가-3 지방산, 몸에는 필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필수 지방산

오메가-3지방산은 신경세포막과 망막에 분포하며, 세포막에서 전기적인 자극을 빠른 속도로 다음 

세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몸에서는 필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생산이 불가능한 지방산을 필수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필수 지방산이므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그

러므로 청어, 연어, 고등어, 해조류 등과 같이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물을 많이 섭취

하는 것이 좋습니다.   

PLUS TIP

성분 및 함량  

 

 

 

EPA와 DHA의 합
7,800mg(총 내용량당)

다중불포화
지방산

EPA + 고도불포화
지방산

DHA =

해조류 오일 분말

해양생물들이 섭취하는 미세 해조류 ‘스키조키트리움(Schizochytrium)'

에서 얻은 오일 분말을 통해 DHA와 EPA를 공급합니다.

스푼으로 1회 2스푼(총 6g)씩 1일 1~2회 섭취하십시오.

아래의 섭취 방법 중 기호에 따라 선택하여 섭취하십시오.

방법 1  

티에스 옵티 오메가3 블렌드

2스푼을 물 50ml에 

혼합하여 섭취

방법 2

티에스 옵티 오메가3 블렌드

2스푼을 뉴트리션C + 바이탈리티에 

함께 혼합하여 섭취

방법 3

티에스 옵티 오메가3 블렌드 

2스푼을 분말 그대로 

입에서 녹여 섭취

+ +

섭취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