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몸을 지키는 항산화 영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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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몸의 보디가드 비타민C와 함께 식물영양소*가 살아있는

*식물영양소는 부 원료입니다

아세로라C 비타민 특징

비타민C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우리 몸의 보디가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늘어나는 환경오염, 화학물질, 자외선, 스트레스로 등으로 인한 유해산소로 

공격받기 쉬운 현대인에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영양소입니다.

뉴트리라이트 아세로라C 비타민은 자사 농장에서 씨앗부터 직접 관리, 재배한 

아세로라 체리의 비타민C와 식물영양소*를 그대로 담아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로 공격받는 온 가족에게 항산화 영양소를 제공해줍니다.

아세로라C 비타민

하루 600mg의  

풍부한 비타민C 제공

자사 농장에서  

씨앗부터 직접 관리, 재배한  

아세로라 체리 농축물 함유 

비타민C 외에  

아세로라 체리가 함유한  

식물영양소* 함유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를 건강하게 보호

600mg

day

제/품/정/보

영/양/정/보

아세로라C 비타민 300정

SKU[VPS] 105058K [2018] 
PV/BV 40,440/62,700

  69,000원

아세로라C 비타민 100정

SKU[VPS] A5971K [2013] 
PV/BV 17,020/26,400

  29,000원

1회 분량(1정 611mg)

1회 분량 당 함량 % 영양성분 기준치

열량 0kcal

비타민C 200mg 200%

섭취 방법 :   1회 1정씩 1일 3회, 

                식사 시 물과 함께 드십시오.

아세로라C 비타민이 필요한 분

식습관이 불규칙해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분

결합조직 강화가 필요한  

성장기 어린이
학업 스트레스가 많은 청소년

활력 있는 생활을 원하는 분,

평소 운동을 즐기는 분



 1930년대부터 식물의 고유 영양에 주목한 칼 렌보그는 생각했습니다.

“비타민C도 자연에서 얻는 영양소 중 하나다.  

  비타민C도 뉴트리라이트 답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뉴트리라이트 아세로라C 비타민은 철저히  

 ‘From Seed To Product’라는  

 뉴트리라이트 철학에 입각해서 만들어집니다.

 뉴트리라이트의 철학과 역사,  

 Best of Nature, Best of Science의 산물인 아세로라C 비타민은  

 오늘도 끊임 없는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비타민C도 뉴트리라이트 답게

Acerola C Story

브라질 우바자라 자연친화적 농장



+18months 2years

Seed

1998

비타민C 함량이 풍부한 품종을 선별하는 

브리딩 프로그램

우수한 원재료 생산 최적의 환경  

광대한 브라질 우바자라 농장

1956

H A W
A I I

1956년 하와이에서 시작된  

칼 렌보그의 아세로라 체리 연구

•   칼 렌보그는 1956년 하와이 대학과 함께  

훌륭한 비타민C 보급원인 아세로라 체리의 공동 연구 시작

•   하와이 대학 열대농업대학은 칼 렌보그 박사의 노고를 기념하여  

그가 연구한 아세로라 체리 종을 ‘칼 렌보그 품종’ 이라 명명함 

•   브라질 농업연구소가 제공한 65종의 아세로라 체리 중  

비타민C 함유량과 열매 수확량이 가장 높은 5가지 품종 선별

•   5년간의 연구를 거쳐 개발된 브리딩 프로그램을 통해 

아세로라 체리의 씨앗과 묘목부터 직접 관리

•   1998년 설립된 브라질 북부지방 우바자라 자연친화적 농장(4100에이커 규모) 

에서 연간 14,000 톤의 아세로라 체리 수확

•   적도로부터 3° 남단에 위치한 우바자라 농장은 연중 햇빛이 내리쬐어  

아세로라 체리 재배에 이상적인 기후 조건 갖춤

세심한 육성법으로 우수한 원재료 생산

묘목 1년 반 + 2년 육성 원칙

•   반 건조 극한지역 농장에 옮겨 심어져 2년을 견뎌낸 나무에서 수확한  

아세로라 체리만이 원재료로 인정 받음

•   효율적인 열매 생산이 가능한 체리 나무의 수명은 10~15년 정도로, 그 수명을  

다한 나무는 브리딩 프로그램을 통해 엄선된 생산성 높은 새로운 묘목으로 대체됨

칼 렌보그  

아세로라 체리 연구

브라질 우바자라 아세로라 체리 농장

V
 itamin C

최적의 수확시기 모니터링

비타민C 함량 극대화

•   열매의 당분을 모니터링하여 당분이 가장 낮은 시점 

(비타민C 함량이 가장 높은 시점, 열매가 붉어지기  

직전의 푸릇푸릇한 상태)에 열매를 수확함

•   수작업을 통해 2차로 붉은 열매를 골라내어  

아세로라 체리의 비타민C 함유량을 최대한 높이 유지

High-technology

2001
효율적 농축시설로 영양소 손실 최소화

농장 내 가공 시설 완비

•   2001년 우바자라 농장 내 아세로라 체리 가공 시설 완공,  

수확 후 열매 그대로 빠르게 농축 가공하여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함 

*아세로라C 비타민 제품에 포함된 식물영양소는 부원료입니다. 

 뉴트리라이트 자사 농장에서 생산된 원료는 아세로라C 비타민 제품의 일부 원료로 사용됩니다.

비타민C와 식물영양소*까지 지키는 기술

역삼투압·저온살균·스프레이드라이 공법

•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역삼투압 방식으로  

열매의 수분만 제거 후, 저온으로 살균하고, 순간 건조

•   이를 통해 아세로라C 비타민 제품에는 비타민C 외  

다양한 식물영양소*가 살아 있음

product

Acerola C

Guaranteed

From Seed To Product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안심 시스템

전 과정이 기록되는 생산이력추적시스템

•   생산이력추적시스템으로 원재료 생산부터 농축, 가공까지 전 과정 철저히 관리

•   아세로라 체리 품종명, 모종 시기, 수확 시기, 농축, 가공 시기 등 전 과정 추적 가능

•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아세로라C 비타민 제품 생산 전 과정에 걸쳐  

약 500회의 품질관리테스트 실시

•   뉴트리라이트만의 철저한 품질관리시스템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제품임을 보장

500times
전 과정 약 500회의 품질관리시스템

안전성, 신뢰성 확신



인체 내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도, 

오래 지니고 있을 수도 없는 비타민C 

조리 및 가공과정에서 영양소 파괴율이 높아 

제대로 섭취하기 힘든 비타민C

섭취 후에도 약 8시간 이상 

체내에 남아있지 못하고 배설되어 없어지는 

수용성 비타민으로1) 꾸준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비타민C는 식품을 통해 쉽게 섭취할 수 있지만, 

조리 과정 중 52~82%가 손실되기도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2) 물이나 열에 약합니다.

세척, 조리, 보관 중 원재료의 비타민C 파괴가 

일어나기 쉬워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자 비율이 

절반 정도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비타민C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자 (%)

1)   Joe A Vinson and Pratima Bose, Comparative bioavailability to humans of ascorbic acid alone or in a citrus extract.  
Am J Gun Nuir 1988;48:601-4; 1988

2)   Committee on international nutrition, food and nutrition board. Vitamin C fortification of  
food aid commodities: final report. Washington DC: National Acad Press; 1997

[한국인의 비타민C 섭취분율]

질병관리본부 (2012)

비타민C 바로 알기
비타민C의 항산화작용 

생애 주기 별 필요한 작용을 하는 고마운 영양소 비타민C

활성산소(유해산소)란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가 다 쓰이지 못하고, 

불완전한 상태로 변한 것입니다. 최근 환경오염, 화학물질, 자외선, 

스트레스 등으로 과잉 생산된 활성산소가 인체 내에서 산화작용을 

일으키며, 현대인의 질병 중 많은 부분이 활성산소와 연관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3)

비타민C는 체내 대사 및 산화 작용의 부산물인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항산화 영양소로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3)  LJ Machlin. Free radical tissue damage: protective role of antioxidant nutrients. The FASEB Journal, vol.1 no.6, 441-445, 1987
4)  Hornig D. Distribution of ascorbic acid, metabolites and analogues in man and animals. Ann N Y Acad Sci. 258(1):103-118, 1975.
5)   Shenkin A, Basics in clinical nutrition: Physiological function and deficiency states of vitamins. European e-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and Metabolism, 3, e275-e280, 2008.
6)   Morse EH, Clark RP, Keyser DE, Merrow SE, Bee DE. Comparison of the nutritional status of pregnant adolescents with adult 

pregnant women. I. biochemical findings. Am J Clin Nutr 28(9):1000-1013, 1975.
7)   Salmenpera L. Vitamin C nutrition during prolonged lactation: Optimal in infants while marginal in some mothers. Am J Clin Nutr 

40(5):1050-1056, 1984.

비타민C는 우리 몸 중 백혈구, 뇌하수체, 눈 등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이는4)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 영양소이며, 각 생애 주기 별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작용을 합니다.

*출처 : *출처 : 

비타민C 권장 섭취량은 일반 여성 < 임산부 < 수유여성  순으로 높아집니다.6)  

임신이 진행되면서 모체의 비타민C가 태아로 활발히 이동하고 혈액량 증가에 의한 희석으로  

비타민 C 혈장농도가 낮아집니다. 수유부의 경우 모유로 배출되는 비타민 C가  

하루 약 30-45mg 이기에 비타민 C 섭취기준이 높아집니다.7)

어린이

결합조직 성장에 활용되어, 

균형잡힌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5)

청소년

과도한 학업 부담 및 

스트레스 등으로 

축적된 활성산소를 

제거 합니다.

성인

항산화 작용으로 

다양한 외부환경에 

노출되는 성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흡연자

흡연자의 비타민C 권장량은 

비흡연자보다 높습니다.

흡연 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임산부 & 수유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