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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AL WELLNESS
TAKES CENTER STAGE
Health Front of Mind
COVID-19는 건강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수
준으로 끌어올렸다. 감염과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두려움은 소비자들을 위생, 안전 및 면
역, 그리고 감염의 경우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가족, 교육,
고용, 소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스트레
스와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정신과 정서적 안녕을 우선시하는 브랜드는 새로운 제품 및 서
비스 형식,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성분 배합 및 커뮤니티 중심
플랫폼을 통해 정신적 안녕과 기분 향상을 우선시하고 있다.
제품을 판매한다는 단순한 목적 이상으로 내면의 평온, 편안함
및 정서적 지원의 개념을 키우는 것이 핵심 공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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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 THEMES
IMPACTING
CONSUMER
MARKET
Euromonitor는 현재 소비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주제를 발표했다.

•

COVID-19는 건강과 웰빙에 대한 소비자의 탐구를 강
화하여 현재와 그 이후의 행동을 주도하고 있다.

•

더 많은 소비자들이 기본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고, 건
강한 생활방식을 채택하며, 정신적 건강을 지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추구할 것이다.

•

가정은 건강의 허브가 될 것이며 디지털 건강 및 원격
의료에 대한 수요는 전염병을 넘어서도 증가 할 것으
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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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19만 5600명 대상 응답률, 중복 응답, 2019)

RISE OF
GLOBAL NEW LAUNCHES
Stress & Sleep, Brain claim on the rise
(% of total)

24.9%
22.2%
20.0%
17.6%

•

Category: Healthcare (supplements)

•

Claim: Functional - Stress & Sleep;
Functional - Brain & Nervous System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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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d Booster

Nutrition for the Brain

Buh Bye Stress Gummies

Claim: Functional-Brain & Nervous System,
Functional-Stress & Sleep, Time/Speed

Claim: Dairy Free, Functional - Brain &
Nervous System, Gluten Free

Claim: Botanical/Herbal, Functional- Brain &
Nervous System, Functional- Stress & Sleep

Launched Date: Jul 2020 (USA)

Launched Date: Jul 2020 (USA)

Launched Date: Jul 2020 (Canada)

Description: Nature's Bounty Stress Comfort
Mood Booster Dietary Supplement is
formulated to promote a positive mood and
calm feelings of stress formulated with
saffron, GABA and lemon balm.

Description: FocusFactor Nutrition for the
Brain Dietary Supplement is clinically shown
to improve memory, concentration
and focus.

Description: This product helps to
temporarily promote relaxation and relieve
symptoms of stress such as mental fatigue
and sensations of weakness while supporting
cognitive function.

Brain Help Tablets

Calm Supplement

Complete Memory Supplement

Claim: Convenient Packaging, Functional Brain & Nervous System, Botanical/Herbal

Claim: Functional- Brain & Nervous
System, Functional - Stress & Sleep

Claim: Antioxidant, Functional - Brain &
Nervous System, Functional - Energy

Launched Date: Jul 2020 (Japan)

Launched Date: Jan 2020 (Australia)

Launched Date: Jun 2020 (UK)

Description: Kobayashi Seiyaku Brain Help
Tablets is claimed to help support the
memory and attentiveness, which both
decline with age.

Description: Cenovis Hello
Calm Supplement is formulated to support
healthy mood balance and relieve symptoms
of mild anxiety.

Description: Memoraid The Complete
Memory Supplement contains ginkgo which
help the maintenance of good cognitive
function; pantothenic acid which contribute to
normal ment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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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nntag Food & Nutrition Korea well-known for food ingredient distributor with focus on health and wellness. By partnering
with Vital Solutions, we would like to introduce Blueness that best suit the current trend of emotional/brain wellness. If you
are requiring more information in regards to Blueness, please contact us at Brenntag.

일상적인 활동에 도움이 되는 완벽한 음식이나 음료를 찾는 것은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목표다. 스트레스 감소
와 기억력과 같은 인지 기능 향상. 정신 집중은 일상 생활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점이다. 게다가, 그러한 음식과 음료에
사용되는 재료가 자연적인 원료에서 나온다면 좋을 것이다.

What is Bluenesse® ?


집중력, 기억력 향상



차분함, 긍정적인 기분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



나이에 따른 인지 능력 개선



삶의 질 향상

Bluenesse® 는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지한다. 이것은 집중력 및
기억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Bluenesse®는 차분
하고 좋은 기분을 지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Cortisol)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준다.

Bluenesse® 임상실험
영양학적 임상실험을 통해 인지능력, 기분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 임상실험 1 결과:

•

섭취 후 1 시간 상당히 유익한 효과

•

작업 기억력 향상

•

섭취 후 3 시간 동안 지속되는 유익한 효과

•

불안 감소

► 이 외 임상실험 다수

Bluenesse® 제품 적용 컨셉
인지능력

- 직장에 적합한
- 노인을 위한

어린이 건강

- 학업에 집중하도록

차분함 & 기분

- 신경성 긴장을 줄이기 위해
- 좋은 기분을 위해

휴식 & 스트레스감소

- 휴식
- 가족과 여가시간에 집중
- 잘 준비 하기 위해

스포츠

- 마음을 편하게 하여 게임에
집중할 수 있도록

Bluenesse® 적용 제품
Gut Connection™
Moodbalance™ (US)
• Scientifically
formulated
• Connects the gut to
individual health
issues that matter

RestoreZ™
Power nap (US)

• A quick nap can
improve energy,
increase mental
focus and creativity

Cur-OST
Lemon Ease
Human (US)

Hydroxy Burn
Clinical (Australia)

• Ease tension &

• Delivering

Stress, Improve
cognitive
performance

immediate cortisol
reduction, influences
positive mood

Future You
FOCUSZEN+ (UK)
• Contributes to
normal mental
performance
• Helps maintain
good cognitive
function

Burgerstein Mood
(Switzerland)
• Containing lemon
balm extract for a
positive attitude
towards life and the
inner bal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