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몸을 지키는 항산화 영양소

아세로라   비타민

Guaranteed



비타민C는 체내 대사 및 산화 작용의 부산물인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항산화 영양소로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몸의 세포를 보호하는 보디가드,  

비타민C

Vitamin 

비타민C 바로 알기



온 가족 건강을 지키는 

필수영양소 

비타민C 바로 알기

백혈구, 뇌하수체, 눈 등에서 가장 높은 함량

Vitamin 

생애 주기 별 필요한 작용을 하는  

고마운 영양소 

어린이

균형 잡힌 
성장을 도움

청소년

학업 스트레스
로 쌓인 활성

산소 제거

성인

외부 유해환경
에서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

흡연자

흡연 시 
발생하는  

활성산소 제거



비타민C는 체내 합성 불가! 8시간 이상 잔존 불가!  

물이나 열에도 약해 조리나 가공이 어려운 

까다로운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 세 번 섭취가 중요합니다.

꼭 필요하지만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비타민C

비타민C 바로 알기

비타민C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자 (%)

섭취 후 배설되어 없어지는 
수용성 비타민, 비타민 C

[한국인의 비타민C 섭취분율]

질병관리본부 (2012)



비타민C도  

뉴트리라이트 답게

	1930년대부터	식물의	고유	영양에	주목한		

	칼	렌보그는	생각했습니다.

“비타민C도 자연에서 얻는 영양소 중 하나다.  

  비타민C도 뉴트리라이트 답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From Seed To Product’라는		

	뉴트리라이트	철학을	살린	

	뉴트리라이트	아세로라C	비타민을	만들게	됩니다.

Acerola C Story



1956년, 
하와이에서 시작된

칼 렌보그의 아세로라 체리 연구

칼 렌보그는 훌륭한 비타민C 보급원인 아세로라

체리의 연구를 시작하였고, 후에 그가 연구한 품종은

‘칼 렌보그 품종’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1998년, 
아세로라 체리 재배 최적의 환경을 갖춘

브라질 우바자라 농장 설립

적도와 가까운 562에이커 광대한 규모의 우바자라 농장은 

일년 내내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어  

우수한 아세로라 체리를 재배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브리딩 프로그램으로 
비타민C 함량이 풍부한 품종 선별

5년간의 연구를 거쳐 개발된 브리딩 프로그램으로 

비타민C 함유량과 열매 수확량이 높은  

5가지 품종을 선별합니다.



묘목 1년반 + 2년 육성의 
재배원칙

묘목 1년반 + 반 건조 극한지역 농장에서 2년을  

견뎌낸 나무에서 수확한 아세로라 체리만이 

원재료로 인정받습니다.



최적의 수확시기 모니터링으로

비타민C 함량 극대화

열매가 아직 푸릇푸릇할 때, 당분은 가장 낮고,  

비타민C 함량은 가장 높습니다 . 아세로라C  비타민을 

위한 아세로라 체리는 이때 수확됩니다.



2001년,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한

농장내 효율적 농축 가공시설 완비

수확된 아세로라 체리는 

농장 안 가공시설로 빠르게 옮겨집니다. 

효율적 농축과정을 통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식물영양소*까지 지키는 

역삼투압 & 저온살균 
& 스프레이드라이 공법

열매의 수분만 없애고 저온 살균,  

순간 건조 과정을 거치는 특별한 기술로  

비타민C 외 다양한 식물영양소*까지 온전하게 지켜냅니다.
*식물영양소는 부원료입니다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전 과정 생산이력추적시스템 & 
약 500회의 품질관리시스템

아세로라 체리의 파종부터 모종, 수확, 농축,  

가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이중 어느 시기든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전과정 약 500회의 세심한 품질관리테스트를 통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신합니다.



비타민C도 뉴트리라이트 답게, 

아세로라C 비타민

60 years

42 months

562 acre 14000 tons

43 years

500 times

아세로라 체리 
연구 역사

첫 수확까지 
소요기간

광대한 브라질 우바자라

아세로라 체리 농장
아세로라 체리 
연간 수확량 

(여의도 규모)

뉴트리라이트 
비타민C 역사

품질관리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