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이 선명해졌다.

VISION ESSENTIALS PLUS+로

건강한 내가 되기로 한 순간, 

깨어있는 모든 순간이 당신의 소중한 눈을 위협합니다. 

스마트 시대에 쉴 틈 없는 눈, 한번 나빠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비전 에센셜 플러스로 침침하고 흐릿한 눈을 선명하고 건강하게 관리하세요.

•식품유형 : 건강기능식품                           

•내용량 : 30 g(500 mg x 60캡슐) 

•판매업소명 : 유니시티코리아(유) 

•섭취방법 :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β-카로틴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24 mg

눈 건강의 핵심(중심부)을 채우는 루테인 & 지아잔틴

루테인은 황반 주변부, 지아진틴은 황반 중심부에 분포되어 있어

두 가지 성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

식약처 인정 루테인·지아잔틴 원료 중 최대함량 24 mg

개별인정형 루테인·지아잔틴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주는 헤마토코쿠스추출물 6 mg 함유

비타민 A·C·E 

어두운 곳에서 시각적응을 위한 비타민 A

항산화 비타민 C & E

부원료

빌베리 추출물

제조사명 : (주)노바렉스    판매업소명 : 유니시티코리아(유)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8, 3층    고객상담실 : 1577-8269  http://korea.unicity.com

본 저작물의 모든 이미지 및 설명 등에 대한 저작권은 유니시티코리아(유)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복제 및 도용할 수 없습니다. 유니시티코리아(유)의 허락 없이 복제 및 도용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복제 및 

게재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형사 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능성 원료 헤마토코쿠스추출물(아스타잔틴) 인체적용시험 결과

* 출처 : Effect of Astaxanthin on Accommodation and Asthenopia -Efficacy-Identification Study in Health

* 출처 : The Effect of Astaxanthin on Retinal 
Capillary Blood Flow in Normal Volunteers.

조절이완(먼 곳을 볼 때) 속도 감소, 조절긴장(가까운 곳을 볼 때) 속도 감소, 조절력 변화율 증가

일일섭취량 : 아스타잔틴 6 mg/day  ┃ 대상자 : 성인 40명 ┃ 섭취기간 : 4주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인체적용시험 결과

● 눈 조절 긴장속도, 이완속도 및 조절력 개선

조절긴장속도 변화율(%) 조절이완속도 변화율(%)

초점조절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을수록, 조절긴장속도와 조절이완속도가 

빠를수록 눈의 피로가 적고 눈이 건강하다고 평가됩니다. 

※ 조절긴장속도 :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눈의 초점을 조절하기 위하여, 모양체 근육이 수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초)

※ 조절이완속도 :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눈의 초점을 조절하기 위하여, 모양체 근육이 이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초)

※ 인체적용시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헤마토코쿠스추출물(아스타잔틴) 섭취군에서 

조절력 변화율이 유의적으로 증가

※ 조절력 : 눈의 초점조절 기능으로 근점거리와 원점거리를 측정

● 망막 모세혈관 혈류량 증가

일일섭취량 : 아스타잔틴 6 mg/day   

대상자 : 성인 36명      

 섭취기간 : 4주

조절력 변화율(%)

/인/체/적/용/시/험/

● MPOD(황반색소밀도) 증가, DG(눈부심에 견디는 정도) 및  PSR(눈부심 후 회복 속도) 개선

황반색소밀도(MPOD)

루테인과 지아잔틴 합으로 24 mg을 

6개월 동안 섭취 시

MPOD(황반색소밀도) 증가, 

DG(눈부심에 견디는 정도) 및  

PSR(눈부심 후 회복 속도) 개선

* 출처: Macular carotenoid supplementation improves visual performance, 
sleep quality, and adverse physical symptoms in those with high 

screen time exposure. (2017) Foods 6:47

※ 인체적용시험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일섭취량 : 루테인•지아잔틴 합으로 24 mg  ┃ 대상자 : 48명  ┃ 섭취기간 : 24주

[위약군] [아스타잔틴 섭취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