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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나 소개
유사나는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정확히 공급하면 최고의 건강에 

다가갈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최고 품질의 건강 기능 식품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기업 이념은 영양 과학을 

혁신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더욱 쉽게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설립자 
유사나는 1992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미생물학자이자 면역학자인 

마이런 웬츠 박사(Dr. Myron Wentz)가 설립하였습니다. 1957년 

예방할 수도 있었던 질병으로 아버지를 일찍 여읜 웬츠 박사는 모든 

사람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첨단 

건강 기능 식품 개발을 위한 과학적 연구에 모든 인생을 바쳐왔습니다. 

웬츠 박사는 1974년 유사나의 전신인 걸 연구소(Gull Laboratories)를 창립하여 최초로 상업용 엡스타인-바

(Epstein-Barr) 바이러스 진단 검사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최고 품질 기준
유사나는 건강 기능 식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엄격히 준수하는 시설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모든 제품의 품질을 철저히 검사하며 다른 건강 기능 식품 회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차와 정책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유사나는 본사 브랜드 제품 대부분을 유타 주, 솔트 레이크 시티에 있는 

첨단 시설에서 개발, 검사, 제조 및 저장하고 있습니다. 

유사나는 제품 개발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최고만을 추구합니다. 유사나의 모든 건강 기능 식품은 
언제나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저는 질병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 
비전을 공유해 주십시오. 누구나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이런 웬츠 박사(Dr. Myron Wentz), 
선구자, 과학자, 박애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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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유사나는 전 세계 24개국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24개국을 통해 유사나 가족들은 자신만의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독립디스트리뷰터에게 문의하십시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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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TeamUSANA @USANAathletes로 유사나 스포츠 선수들을 응원해주세요.

소개된 프로 운동선수는 유사나와 파트너십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받았거나 유사나로부터 무료 제품을 제공받는 유사나 스포츠 선수이거나 디스트리뷰터입니다.

유사나 스포
츠 선수
전 세계 수천 명의 엘리트 운동선수들이 유사나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유사나가 후원하고, 유사나를 
신뢰하고 있는 선수들의 수는  건강 기능 식품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주요 파트너 단체:

• 세계 여자 테니스 협회 
(Women’s Tennis Association, WTA)

• 미국 스키 & 스노보드 연맹 
(U.S. Ski and Snowboard)

• 미국 스파르탄(Spartan)

• 미국 레슬링 협회(USA Wrestling)

• 아틀레티코 나시오날 축구팀 
(Club Atlético Nacional S.A.)

• 한화 이글스(Hanwha Eagles)

• AFC 본머스 축구팀(AFC Bournemouth)

• 중국 국가 체육 총국(General 
Administration of Sports Training 
Bureau)(유사나의 중국 자회사 베이비케어
(BabyCare) 후원 기관)

크리스 마즈저 (Chris Mazdzer)
미국 루지 국가대표
2018년 동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민유라 (Yura Min)
대한민국 아이스 댄싱 국가대표
2018년 동계 올릭픽 출전



사노비브 
(SANOVIV)
마이런 웬츠 박사(Myron Wentz, PhD)는 
2,000년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서 그리 
멀지 않은 멕시코 로사리토(Rosarito)에 첨단 
의료 시설인 사노비브 의학 연구소(Sanoviv 
Medical Institute)를 설립하였습니다. 
사노비브는 첨단 기술과 통합적인 치료법은 
물론 유사나 디스트리뷰터들에게 경제적인 
교육 프로그램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sanoviv.com

Ask your Independent Associate for more information.  |  3

미국의 유명 전문의까지 인정한 유사나
꼼꼼한 소비자들에게 건강 및 영양 
분야에서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꾸준한 신뢰 형성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닥터 오즈 쇼
(The Dr. Oz Show)에서 직접 판매 
건강 기능 식품 회사인 유사나를 쇼의 
신뢰하는 파트너 및 후원사 후원사로 
선정했다는 것은 유사나의 노력과 
신뢰성이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유사나는 오즈 박사(Dr. Oz)의 자선 
단체인 헬스코어(HealthCorps) 활동을 

함께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두 그룹의 헌신은 신뢰하는 
파트너 및 후원사 라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였고 닥터 오즈 쇼와 유사나는 
이를 통해 대중들에게 건강 및 고품질 
건강 기능 식품에 대한 교육 기회를 
넓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닥터 오즈 쇼는 전 세계 118개국 이상의 
시청자들에게 건강과 웰빙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방송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사나 트루 헬스 재단은 
도움이 필요한 전 세계 
어린이들 또는 가족들이 
잠재력을 모두 펼칠 수 있도록 
식사와 필수 영양을 제공하는 것을 
미션으로 합니다. 유사나는 자선 활동과 
관련된 모든 행정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기부금 전액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USANAfoundation.org

유사나 트루 
헬스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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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서치(NUTRISEARCH) 등급

뉴트리서치 건강 기능 식품 비교 가이드
(NutriSearch Comparative Guide 
to Nutritional Supplements™†)는 
북아메리카에서 출시된 수백 가지 종류의 건강 
기능 식품을 비교하여 최고 품질의 제품을 
선정하는 세계적인 권위의 출판물이며 비교한 
제품들 중 유사나® 셀센셜즈™에만 유일하게 5 
스타, 플래티넘+ 등급이 주어졌습니다.

컨슈머랩(CONSUMERLAB.COM®)†

유사나는 2018년 ConsumerLab.com에서 시행한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직접 판매 브랜드로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피지션스 데스크 레퍼런스 
(PHYSICIANS’ DESK  
REFERENCE)

피지션스 데스크 레퍼런스(Physicians’ Desk 
Reference, PDR)는 매년 업데이트되는 처방 
약물 및 건강 기능 식품 정보 참고서로 미국 내 
의사와 헬스케어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전문 
출판물입니다. 유사나 제품은 유사나® 셀센셜즈™를 포함한 11
가지 제품이* 2017년판 PDR 및 본 출판물의 온라인 버전, 
프레스크라이버스 디지털 레퍼런스(Prescribers’ Digital 
Reference) 목록에 올랐습니다.

LGC Limited

LGC Limited는 세계적인 측정 및 검사 기업으로서 
건강 기능 식품 및 스포츠 영양 업계에 올바른 제조 
과정 및 품질 관리 절차를 조언하는 단체입니다.

미국 약전(USP) 검사

유사나는 권위 있는 미국 약전(USP) 검사 
방식을 채택하여 유사나 제품이 USP 용해도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는지 검증함으로써 모든 
영양소가 일반적인 소화 과정을 통해 쉽게 용해 
및 흡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고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

유사나는 MLM 인사이더(MLM 
Insider)에서 뽑은 최고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 목록에서 "디스트리뷰터가 
선정한 #1 기업"으로 16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NSF 인터내셔널 
(NSF INTERNATIONAL)

NSF 인터내셔널(NSF INTERNATIONAL) 스포츠 
인증(Certified for Sport®) 프로그램은 라벨이 표시된 
성분이 실제 내용물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와 해당 
제품에 표시되지 않은 성분이나 해로운 오염원은 없는지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독립 기관 출판물 & 검사 결과

*미국에서 판매되는 포뮬라만 해당.
†모든 등록 상표는 각 소유주의 자산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독립디스트리뷰터에게 문의하십시오.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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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우리 몸에서는 수십억 개의 세포가 새로 생성됩니다. 이러한 세포들은 영양소를 섭취하고 성장하며 복제됩니다. 
건강을 유지하거나 건강해지고 싶다면, 이러한 과정을 이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량 영양소—비타민과 미네랄—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은 신진대사와 성장 및 발육을 
이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미네랄은 효소와 효소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이 미량 영양소들은 또한 면역 기능을 향상하고 대사를 조절하며 소화를 촉진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식사 습관과 영양소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힘들어진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스스로 이상적인 건강을 유지할 능력 또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상 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최고의 지름길은 바로 고품질 비타민과 미네랄 건강 기능 식품을 균형 잡힌 식단에 
추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는 다를 수 있으므로 건강 기능 식품의 선택 또한 그러한 개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필요한 대량 영양소 및 미량 영양소 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개별화된 건강 기능 식품은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개별화된 건강 기능 식품으로 가장 건강한 사고력과 활동 능력을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유사나를 선택하세요.

항상 움직이는 우리의 몸
우리의 세포와 조직은 계속해서 재생, 갱신 및 복제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기관이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 우리 몸 전체에 공급되는 혈액은 모두 3-4개월마다 새롭게 교체됩니다.

 ·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 단백질은 6개월마다 교체됩니다.

 ·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 골격은 영구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거의 10년마다 새롭게 교체됩니다.

건강을 위한 첫 걸음

*이 문서는 미국 식품 의약품 안전청(FDA)에 의한 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의 사용 목적은 질병의 진단, 치료, 처치 또는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사나만의 혁신
 · 유사나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 영양 보호 활력을 제공하는 

트리플 액션 영양과학시스템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 정제를 이중 층으로 만드는 첨단 기술로 
서로 다른 성분을 한 개의 정제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 올리볼®. 올리브 열매에서 추출된 영양소가 함유된 식물 추출물로 
미국 유사나의 특허 성분입니다.

 · 폴리 C®. 특허받은 미네랄 아스코르베이트 블렌드로 
아스코르브산만 섭취할 때보다 높은 생체 이용률을 제공합니다.

 · 마이헬스팩™. 편리한 포장으로 필수 건강 기능 식품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게 해주는 패키지 제품입니다.

연구 개발

유사나는 60명 이상의 과학자들을 고용하고 이들의 헌신적인 연구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유사나 과학자들은 영양 생화학자, 
분자 및 세포 생물학자, 약사 및 스포츠 과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최신 및 첨단 영양 과학 연구 성과를 기초로 최고의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첨단 설비가 갖추어진 연구실에서 유사나 제품 라인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검사와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리서치 파트너

유사나 제품은 수많은 연구 작업의 결과입니다. 첨단 과학을 기초로 최고 품질의 제품 개발을 위해서 유사나 과학자들은 
우수한 여러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독립디스트리뷰터에게 문의하십시오.  |  7



마이헬스팩™

개인의 요구에 맞는 건강 기능 식품만을 골라 
포장할 수 있는 편리한 패키지 제품입니다.

건강은 세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유사나는 건강이 시작되는 기본 단위인 세포의 건강을 촉진하도록 개발된 다양한 
건강 기능 식품을 제공합니다.

자동 주문 - 자동 주문에 등록하시고 

4주마다 좋아하시는 유사나 제품을 

자동으로 배송받으세요. 자동 주문에 

등록하신 분들께는 해당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프리퍼드 커스터머 가격의 

10%를 할인해드립니다. 

위 로고는 마일헬스팩 가능 
제품을 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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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센셜즈®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보호 및 
활력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미량영양소를 이상적으로 
공급합니다.*
코어 미네랄™과 비타에이오™는 
함께 작용하여 최고 건강의 토대를 
이루어줍니다.*

에센셜 뉴트리션
세포에 직접 전달되는 영양소는 최고 건강의 토대를 이루어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능가하는 솔루션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유사나® 셀센셜즈™는 우리 몸이 건강하도록 필수적인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영양소를 모두 
충족해주는 편리한 제품입니다. 혁신적인 유사나만의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가 추가된 유사나의 최고 인기 건강 기능 
식품들은 일반적인 세포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더욱 장기적인 건강을 촉진합니다.*

헬스팩™
유사나® 셀센셜즈™ 하루 권장 섭취량과 유사나® 
마그네칼 D™ 및 인셀리전스 플러스가 모두 담긴 
편리한 포장으로 제공됩니다.

*이 문서는 미국 식품 의약품 안전청(FDA)에 의한 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의 사용 목적은 질병의 진단, 치료, 처치 또는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세한 정보는 독립디스트리뷰터에게 문의하십시오.  |  9



프로후라바놀® C100 & C200

항산화 건강은 물론 피부 건강을 
촉진하는 제품입니다.*

코퀴논® 30 & 100
높은 혈압감소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세포 기능

비타민  D
뼈의 형성과 유지 및 골다공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바이오메가™
심혈관 건강과 뼈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프로글루카뮨®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 필요한 아연을 
함유하고 .

부스터  C 600™
에키나시아, 엘더베리, 아연 및 
유사나만의 폴리 C® 비타민 C 
블렌드가 함유되어 면역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산화 건강
& 신경계

유사나 코파프라임+™
기억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전엑 DS®
현대인의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심장혈관 기관은 혈액 순환을 담당하고 우리 몸 전체에 영양소, 산소 및 혈액 세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경 시스템은 
우리 몸 내외부의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여 근육과 내분비샘에 적절한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명의 근본이 되는 분자인 세포는 우리 몸 전체에서 고유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이러한 세포가 올바르게 
작용하도록 세포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액 순환을 담당하는 심혈관 체계는 우리 몸에 영양소와 산소 
및 혈액 세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전엑스® DS는 
마이헬스팩에서만 제공됩니다.

프로후라바놀® C100은 
마이헬스팩에서만 제공됩니다.

코퀴논® 100은 마이헬스팩에서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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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계

츄어블 액티브 칼슘™
뼈 건강을 촉진합니다.

유사나® 마그네칼  D™
풍부한 미네랄 공급으로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프로코사®
연골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관절 건강을 촉진합니다.*

내분비계

팔메토 플러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K2
뼈와 심혈관 건강을 
촉진합니다.

퓨어 레스트™
스트레스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사나 에스트로프로
폐경기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는 제품입니다.

내분비계는 우리 몸에서 화학적 메신저 역할을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체내 시스템을 조절하는 기관의 그룹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호르몬은 우리 몸의 다양한 부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골격계는 뼈와 연골 및 결합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신체의 틀을 제공하는 이 중요한 기관은 신체 부위를 지지하고 다양한 
동작을 가능하게 하며 내부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문서는 미국 식품 의약품 안전청(FDA)에 의한 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의 사용 목적은 질병의 진단, 치료, 처치 또는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세한 정보는 독립디스트리뷰터에게 문의하십시오.  |  11



소화기계

유사나® 다이제스티브 
엔자임
소화를 촉진합니다.

유사나® 프로바이오틱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헤파실  DTX™
체내 해독 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유사나

유사니멀즈™
어린이 입맛에 
맞는 씹어먹는 
종합비타민입니다.

바이오메가™ 주니어
어린이를 위한 오메가 3 
제품입니다.*

바디 록스™
편식하기 쉬운 
청소년들을 위한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소화기계는 입에서 직장까지 음식을 우리 몸에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분해하고 배설물과 독성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합니다.

영양 상태를 이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이것은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영양 관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임산부이시거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출산 
전 유사나 제품으로 가족 건강을 미리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태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제공하려면, 임산부는 건강한 식단과 함께 고품질 비타민과 미네랄로 구성된 
이상적인 영양 계획을 실천해야 합니다.

프리네이탈 셀센셜즈®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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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밀 더치 초콜릿
• 초콜릿 맛
• 단백질 15g
• 글루텐 무첨가†
• 저혈당지수

뉴트리밀™
뉴트리밀™은 하루에 꼭 필요한 열량을 고려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더불어 비타민과 
미네랄이 균형 있게 함유되어 식사대용으로 섭취 가능합니다.

뉴트리밀 프렌치 바닐라
• 부드러운 바닐라 맛
• 대두 단백질 15g
• 글루텐 무첨가†
• 저혈당지수

뉴트리밀 프리
• 은은한 바닐라 맛
• 유제품 무첨가
• 감자 단백질 17g
• 글루텐 무첨가†

글루텐, 우유 또는 대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께 알림: 본 제품에는 글루텐, 유제품 또는 대두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제품은 글루텐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하는 시설에서 생산됩니다. 이 제품은 또한 땅콩, 견과류, 
달걀, 밀, 참깨 및 갑각류를 가공하는 시설에서 제조됩니다.

†

*이 문서는 미국 식품 의약품 안전청(FDA)에 의한 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의 사용 목적은 질병의 진단, 치료, 처치 또는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편리한 28일 단일 패킷으로도 제공됩니다.



레브3 에너지® 드링크

레브3 에너지® 서지 팩

이 강력한 에너지 드링크는 깔끔하고 상쾌한 맛으로 바쁜 하루를 이겨내는 데 필요한 
활력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 인공 색소, 감미료, 향료는 첨가되지 않았습니다.
 · 감미료로 과당과 농축 사탕수수 주스 시럽이 사용되었습니다.
 ·  L- 카르니틴, 차, 인삼, 로디올라 로제아, 카카오, 리보스 및 코엔자임 Q10으로 구성된 유사나만의 

에너지 컴플렉스가 함유되었습니다.
 · 비타민, 미네랄 및 항산화 영양소가 강화되었습니다.
 · 70Kcal/1회분, 105Kcal/캔

편리한 스틱 포장으로 제공되며 상큼한 레몬 티 맛으로 마시기도 편합니다. 하루를 
힘차고 건강하게 시작하시려면 뜨거운 물에 타서 차처럼 섭취하세요.
 · 인공 색소, 감미료, 향료는 첨가되지 않았습니다.
 · 감미료로 과당과 허니 파우더가 사용되었습니다.
 · 녹차(카페인 원천), 한국산 인삼 및 로디올라 로제아가 함유되었습니다.
 · 10Kcal/1회분

5-데이 리셋™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몸과 마음을 이상적으로 
되돌려보세요. 영향 균형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맛있는 뉴트리밀™
로 하루 세끼를 대신하고 유사나® 건강 기능 식품을 선택하며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해보세요.

5-데이 리셋™

내용물:
 · 뉴트리밀™ 더치 초콜릿 1회분 패킷 8개
 · 뉴트리밀™ 프렌치 바닐라 1회분 패킷 7개
 · 유사나® 프로바이오틱 스틱 팩 5개
 · 헬스팩™ 패킷 5개
 · 프로그램 가이드 및 기록표

*5-데이 리셋 프로그램은 하루 동안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여주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최고의 다이어트 효과를 
원하시면, 가벼운 운동을 함께해주세요.

식습관을 변경하거나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임신 또는 수유 중이거나 알레르기가 있거나 약을 복용하거나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이 제품을 담당 의사에게 보여주고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은 의사 및/또는 영양사의 조언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5-데이 리셋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뉴트리밀 프리 리셋 프로그램도 확인해보세요!

*이 문서는 미국 식품 의약품 안전청(FDA)에 의한 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의 사용 목적은 질병의 진단, 치료, 처치 또는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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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나 마이 스마트® 쉐이크
유사나 마이 스마트® 쉐이크는 편리하게 부족한 영양을 보충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먼저 프로테인 베이스부터 선택해보세요. 그다음, 플레이버 옵티마이저나 
부스터를 추가하여 내 요구와 취향에 가장 잘 맞는 완벽한 쉐이크를 만들어보세요.

봉지 형태(14회분)나 1회분 패킷 포장
(28일분)(감자 및 유청만 해당)으로 
제공됩니다.

† 글루텐, 우유 또는 대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께 알림: 본 제품에는 글루텐, 
유제품 또는 대두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제품은 글루텐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하는 시설에서 생산됩니다. 이 제품은 또한 땅콩, 견과류, 달걀, 밀, 참깨 및 
갑각류를 가공하는 시설에서 제조됩니다.

대두
 · 바닐라 맛
 · 무설탕
 · 단백질 18g
 · 무글루텐†

유청
 · 바닐라 맛
 · 무설탕
 · 단백질 18g
 · 무글루텐, 대두 불포함†

프로테인 플러스 부스터
첨가물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순수한 단백질 10g를 추가로 
공급합니다.

화이버지® 플러스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섬유질 12g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유사나® 홀바이오™ 바
천연 감미료와 식물 단백질로 구성된 초콜릿 건강 
스낵—장 건강을 지켜주는 유사나만의 프로바이오틱스 
& 프리바이오틱 블렌드 함유

 ·  엄선된 풍부한 영양소 조합으로 포만감 유지
 · 휴대하기 편리한 포장
 · 맛과 영양 모두 만족

자세한 정보는 독립디스트리뷰터에게 문의하십시오.  |  15



Tone EnhanceCleanse
컨디셔닝 메이크업 
리무버
롱웨어 메이크업이나 
워터프루프 
메이크업도 깔끔하게 
지울 수 있는 
메이크업 리무버로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젠틀 밀크 클렌저 
(건성/민감성 피부) 
피부의 더러움과 
메이크업을 산뜻하게 
제거해주면서 수분은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크리미 폼 클렌저  
(복합성/지성 피부) 
피부 당김 없이 피부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풍부한 
거품 타입의 클렌저로 
빛나는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퍼펙팅 토너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피부결을 
부드럽게 정돈하며 
pH 밸런스를 
이상적인 상태로 
가꾸어줍니다.

하이드레이팅 시트 마스크
활성 펩타이드와 유사나만의 식물 
복합 추출물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촉촉하고 탱탱하며 매끄러운 
피부를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유사나의 우수한 기술력인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를 스킨 케어 제품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지닌 식물 복합 추출물과 피부 개선에 유효한 활성 펩타이드가 피부 깊숙이 수분을 공급하여 보다 건강한 피부로 
가꿔줍니다. 미국 특허 성분인 올리볼® 식물 추출물까지 함유된 셀라비브 스킨케어 제품은 풍부한 수분과 영양소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오래도록 유지해줍니다.

셀라비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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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 Hydrate
프로텍티브 데이 
크림 SPF 30 
건성/민감성 피부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면서도 
부드러운 질감의 
텍스쳐로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며 
번들거림 없이 건강한 
피부로 유지해주는 
제품입니다.

바이탈라이징 세럼

활성 펩타이드와 
유사나만의 식물 복합 
추출물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그대로 
담아 수분 공급과 피부 
개선에 효과적이며 
가벼운 텍스처로 피부의 
밀착력이 좋아 항산화 
에너지가 깊은 곳까지 
전달되어 피부 속 수분을 
탄탄하게 채워줍니다.

하이드레이팅 아이 
에센스

유사나만의 식물 
추출물 블렌드 
성분들의 풍부한 
수분과 영양이 빠르게 
흡수되어 건조하고 
연약한 눈가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가꿔 줍니다.

프로텍티브 데이 로션 
SPF 30 
복합성/지성 피부

산뜻한 텍스쳐로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되어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결을 매끄럽고 
빛나게 유지해줍니다.

리플레니싱 나이트 크림 
건성/민감성 피부

효과적인 펩타이드와 식물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 수분과 활력을 
되찾아주어  밤새 피부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리플레니싱 나이트 젤 
복합성/지성 피부

가벼운 젤 텍스쳐의 
산뜻한 사용감을 선사하는 
나이트 젤로 펩타이드 
성분과 식물 복합 추출물로 
밤사이 피부에 수분과 
활기를 오랫동안 머금도록 
도와줍니다.



퍼밍 바디 너리셔
바디라인을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고보습, 고영양의 
바디크림입니다.

선세이™ 바디 케어 제품은 식물 유래 성분과 신체 부위에 맞게 특별히 개발된 유사나만의 뉴트리션 콤플렉스가 함유된 
포뮬라로 멋진 바디라인과 매끄러운 머릿결, 아름다운 미소까지 모두 가꿔드립니다.

선세이™ 바디 케어

에너자이징 샤워 젤
식물성 성분이 피부의 
불순물을 깨끗이 씻어내고 
바디에 충분한 보습효과를 
유지해주는 아로마테라피 
샤워 젤입니다.

리바이탈라이징 샴푸
손상된 모발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해 모발에 있는 천연 
오일의 균형을 유지시켜주어 
생동감 넘치는 머릿결을 
되찾아줍니다.

너리싱 컨디셔너
크림처럼 부드러운 
포뮬라가 부드럽고 
윤기 넘치는 모발로 
가꾸어줍니다.

인텐시브 핸드 테라피
고농축 핸드크림으로 
건조한 피부에 풍부한 
수분을 공급해주고 
유해환경으로 인해 손상된 
피부를 회복해줍니다. 
거칠어진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주어 건강하고 행복한 
손을 가꿔드립니다.

유사나 치약
불소가 함유되지 않아 가족 모두가 
사용할 수 있고 플라그 제거, 
치아 미백, 입 냄새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 제거 효과로 일 년 내내 
아름다운 미소를 지켜드립니다.

유사나 프로바이오틱-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양치질한 
다음에 섭취하시면 유사나만의 
입속 세균 관리로 하루 내내 
상쾌한 입안과 건강한 치아 및 
잇몸을 지켜드립니다.

유사나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오랄 케어 시스템은 함께 사용할 때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유사나 치약은 ADP-1 
성분을 함유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된 미백 효과와 아름다운 미소를 전해드리며 유사나 프로바이오틱-오는 입속 유익균을 
지켜주어 상쾌한 입안과 건강한 치아를 지켜드립니다.

오랄 케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직접 판매 업계는 미국에서만 $354억 달러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미국에서만 3,660만 이상의 인구가 이 업계에 참여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인구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대표가 되어보세요
유사나와 함께라면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사업의 대표인 거죠. 
유사나와 함께라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하면서 열정을 공유한 대가로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따라서 
모든 것이 내 책임이지만, 모든 것을 혼자 할 필요는 없어요. 유사나에서는 여러분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도구, 
트레이닝 및 전문 지식을 알려주는 후원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보세요
전 세계에는 수십만 명의 유사나 디스트리뷰터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들고자 하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과 서비스에 깊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사나 가족입니다.

용기를 가져보세요
인생은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 날개를 펼칩니다. 새로운 재능을 알아보세요. 자신에게 도전장을 내밀어보세요. 
무엇인가 색다른 것을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력에 눈을 떠보세요. 비즈니스가 성장함에 따라 
자신감은 더욱 커질 것이고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유산을 창조해보세요
유사나와 함께라면 지금보다 더 큰 무대의 일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유사나 가족들은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의 인생에 진정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유사나와 
함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창조하셨다면, 이처럼 훌륭한 유산을 대대로 전승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사나만의 기회
기

회

자세한 정보는 독립디스트리뷰터에게 문의하십시오.    19



소매 판매
프리퍼드 커스터머 가격과 소매 가격 사이의 차액으로 이윤을 
올릴 수 있습니다.*

주별 후원수당
자신의 판매 실적과 팀의 판매 실적에서 최대 20%까지 
후원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리퍼드 커스터머 주문 보너스
직접 후원하는 신규 프리퍼드 커스터머의 모든 구매 금액의 10%를 보너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매칭 보너스
신규 파트너가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프리미어 페이스세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후원하면 발생하는 최대 15%의 평생 
보너스 입니다.

인센티브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고의 여행, 다양한 인정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더십 보너스
자격을 달성한 골드 디렉터 이상 회원에게 전세계 후원수당 매출의 3%를 분배하는 특별 보너스입니다.

엘리트 보너스
총 후원수당매출의 1%를 전세계 분기별 최고 소득자들에게 분배하는 특별 보너스입니다.

유사나와 함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7가지 방법

$

*유사나는 2019년 5월 4일을 기준으로, 직접 후원하는 신규 프리퍼드 커스터머의 모든 구매 금액의 10%를 보너스로 지급합니다.

유사나 디스트리뷰터의 평균 소득을 
확인하시려면 usanaincome.com
에 방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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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비즈니스 시작 & 공유
유사나 디스트리뷰터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환영 키트(Welcome Kit)를 

구매하시면, 정식 유사나 디스트리뷰터로 등록됩니다. 유사나 비즈니스 센터를 

개설하시려면 200포인트에 해당하는 제품을 개인적 용도로 구매한 제품이나 

고객에게 판매한 젶무을 통해서 200포인트 실적점수를 취득해야 합니다. 

유사나는 28일 동안 다양한 제품을 경험해볼 수 있는 제품 경험 팩을 출시하여 

신규 유사나 비즈니스 센터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200포인트를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유사나 공유
취득할 수 있는 후원수당은 유사나의 가치와 건강 기능 식품을 널리 공유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할 것입니다.  

소득 잠재력은 또한 뜻을 같이하는 디스트리뷰터 팀을 구성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유사나를 공유하고 강력한 팀을 

구축하는 능력과도 비례할 것입니다. 

유사나 비즈니스는 바이너리 보상 플랜(binary compensation plan)을 기본 원칙으로 하므로 비즈니스 센터 

오른쪽과 왼쪽에서 비즈니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후원수당은 자신과 팀원들이 각 측면에서 창출한 판매 실적(그룹 

실적 점수)에 기초하여 매주 지급됩니다.* 여기에는 소매 고객 및 프리퍼드 커스터머에게 이루어진 판매 실적과 

개인적 용도를 위한 구매 금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새 고객에게 유사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디스트리뷰터에게는 개인적으로 

후원한 프리퍼드 커스터머에게 이루어진 모든 판매 실적의 10%가 후원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유사나 비즈니스는 

오른쪽과 왼쪽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 구축되고 후원수당은 자신과 팀원들이 각 측면에서 창출한 판매 실적(그룹 

실적 점수)에 기초하여 매주 지급됩니다.* 여기에는 소매 고객 및 프리퍼드 커스터머에게 이루어진 판매 실적과 

개인적 용도를 위한 구매 금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주간 후원수당은 왼쪽과 오른쪽 모두 매칭된 그룹 판매 실적(Group Sales Volume)에 따라 지급됩니다(시작 
포인트 125).

유사나 비즈니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

YOU

LEFT RIGHT

*엘리트 보너스 총액은 분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분기별 보너스 지급 총액 평균은 대략 미화 $2,000,000달러였습니다.
이 문서에서 묘사된 소득은 유사나 디스트리뷰터가 유사나 보상 플랜에 참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소득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수입은 실제 소득이나 이윤을 보장하거나 예상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득을 대변하거나 수입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유사나 비즈니스의 성공은 많은 노력과 리더십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유사나 회원들의 성공은 이러한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유사나 디스트리뷰터의 평균 소득을 확인하시려면 usanaincome.com에 방문해주십시오. 

개인적으로 후원한 프리퍼드 
커스터머에게 이루어진 모든 판매 실적의 
10%가 후원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독립디스트리뷰터에게 문의하십시오.  |  21



포인트 

각 유사나 제품에는 포인트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포인트는 유사나 제품이 고객에게 판매되거나 
디스트리뷰터 개인적 용도로 구매될 때 전체 실적 점수에 가산되고 이후 후원수당으로 계산됩니다. 제품별 포인트를 
확인하시려면 가격 목록을 참조해주세요.

그룹 판매 실적 

자신과 팀이 함께 노력하여 이룩한 판매 실적(포인트 단위)을 의미합니다. 판매 실적은 매주 합산됩니다. 여기에는 디스트리뷰터 
및 소매 고객에게 이루어진 판매 실적과 디스트리뷰터 개인적 용도를 위한 구매 금액 및 프리퍼드 커스터머(프리퍼드 커스터머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후원수당을 받을 자격은 없는 회원)에게 이루어진 판매 실적이 모두 포함됩니다.

월간 자동 주문
유사나 비즈니스 또한 상점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문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자동 주문 
설정입니다. 자동 주문에 등록하시면, 4주마다 유사나 제품을 지속적으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퍼드 커스터머 가격의 
10% 할인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유사나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후원수당 취득 자격까지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세 개의 비즈니스 센터를 계속해서 유지하시려면 4주마다 최소한 200SVP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팀원의 판매 실적을 통해 유사나 비즈니스 센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디스트리뷰터로서 유사나를 성공적으로 공유해주시면 그러한 노력에 대한 대가가 지급됩니다. 유사나 보상 플랜을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즈니스 센터 

유사나 비즈니스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 세 개의 스토어로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사나 
보상 플랜

100 포인트

스토어  
2

스토어  
3

스토어  
1

100 포인트 100 포인트100 포인트 100 포인트

= 400 GVS+ + +



후원수당 지급 방식 

후원수당은 매칭된 비즈니스 센터(BC)의 왼쪽과 오른쪽 그룹 실적 포인트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왼쪽 그룹 실적 
포인트가 오른쪽과 매칭된 액수를 확인한 다음 이를 20%(또는 0.2)로 곱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합계는 해당 주의 
후원수당 점수가 됩니다. 취득한 후원수당 점수는 국가별 통화 단위로 환전됩니다. 미국의 경우, 1 후원수당 점수는 미화 1
달러에 해당합니다.*
*후원수당은 커미션 자격을 유지하고 디스트리뷰터 계약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PC

YOU
스토어  1

스토어  2 스토어  3

1400  
포인트

1500 
포인트

725  
포인트

725  
포인트

675  
포인트

775  
포인트

PC

PC

PC

YOU YOU

BOB MATTSUE JILL

스토어 1

스토어 2

스토어 3

2800 x ==
+

+

Keep your 3 USANA 
stores open by generating 
sales totaling 200 points

EXAMPLE

매칭 합계:  

1400

675

725

후원 수당 점수:  

20%
후원수당:  

560
후원수당 점수

스토어 1

오른쪽 이월 실적:  
100 포인트

스토어 2

왼쪽 이월 실적:  
50 포인트

스토어 3

오른쪽 이월 실적:  
50 포인트

자세한 정보는 독립디스트리뷰터에게 문의하십시오.  |  23

*이 문서에서 묘사된 소득은 유사나 디스트리뷰터가 유사나 보상 플랜에 참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소득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수입은 실제 소득이나 
이윤을 보장하거나 예상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득을 대변하거나 수입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유사나 비즈니스의 
성공은 많은 노력과 리더십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유사나 회원들의 성공은 이러한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유사나 디스트리뷰터의 평균 소득을 확인하시려면 usanaincome.com에 방문해주십시오. 



성과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주간 잠재 소득 
이 도표는 유사나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매칭되지 않은 후원수당 점수는 
모두 다음 주로 이월됩니다.

유사나 비즈니스 액티베이션 & 프리퍼드 커스터머 보너스
쉽고 간편하게 비즈니스를 시작해보세요.

액티베이션 정보:
•  신규 디스트리뷰터는 실적 점수 200포인트로 유사나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제품 경험 팩을 구매하시면 가장 쉽게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 이 팩은 실적 점수 200포인트에 해당하는 대략 28일 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초 주문 할인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프리퍼드 커스터머 주문 보너스—수입을 올리는 또 하나의 방법:
•  유사나는 직접 후원하는 신규 프리퍼드 커스터머가 2019년 5월 4일이나 그 이후에 등록하고 제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한 모든 제품 가격의 10%를 보너스로 지급합니다.
• 실적 점수의 70%는 프리퍼드 커스터머 구매 실적에 롤업됩니다.
• 이것은 미국 한정 프로모션이므로, 후원자와 프리퍼드 커스터머는 모두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  예: 헬스팩(프리퍼드 커스터머 가격 $131.95/100포인트)을 신규 고객과 공유했다면, 프리퍼드 커스터머 주문 

보너스로 $13.20이 지급되고 70포인트가 롤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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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그룹 판매 실적 오른쪽 그룹 판매 실적 매칭된 실적 후원수당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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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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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2,500

4,457

5,000

150

425

547

1,500

2,750

4,780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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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547

1,000

2,500

4,457

5,000

25

70

110

200

500

892

1,000

1 후원수당 점수 = $1 USD



유사나 보상 프로그램
유사나를 공유하신 데 대한 주간 후원수당 금액에 더하여 다양한 고급 여행 인센티브, 어워드 및 특별 
트레이닝 기회까지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 기회는 단순히 상위 디스트리뷰터분들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사는 유사나 
비즈니스를 꾸준히 성장시켜주시고 유사나 라이프스타일을 진심으로 실천해주시는 분들께도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유사나의 가치를 진심으로 실현하고 계신 우수 
디스트리뷰터분들께는 특별 비즈니스 트레이닝 기회 및 전 세계 여행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독립디스트리뷰터에게 문의하십시오.  |  25



@USANAinc

/USANAhealthsciences

USANAhealthsciences

USANAhealthsciences

@USANAinc

USANA.com

whatsupUSANA.com

askthescientists.com

유사나 제품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후원 독립 유사나 
디스트리뷰터에게 연락해주세요.

유사나와 
함께하세요

이 팸플릿을 배포하기 전에, 아래에 ID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ID 번호 비즈니스 센터 한 개에 동그라미 
하세요

L R

3838 Parkway Boulevard 
Salt Lake City, UT 84120

고객 서비스(수신자 부담 전화):
(888) 950-9595
고객 서비스: (801) 954-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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