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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에 좋은 마키베리의 효능

화제
산

칠레산

글루텐 무첨가
NON-GMO (비유전자조작곡물)
방사선 조사를 하지 않은 제품
마푸체 지역에서만 야생 수확
알레르겐 물질 무첨가
해가 없는 슈퍼 천연성분
저온 건조 및 공정
추출물이 아닌 고농축 오리지널 마키베리
Maqui Select ORAC: 40.000 - 42.500 (umol ET/100g MTA) • Polyphenols: 4.700 - 5.000 (mg EAG/100 g MTA).
Maqui Super Select ORAC: 43.000 - 48.500 (umol ET/100g MTA) • Polyphenols: 5.150 - 5.750 (mg EAG/100 g MTA).
Maqui Plus ORAC: 57.350 - 61.200 (umol ET/100g MTA) • Polyphenols: 5.800 - 6.750 (mg EAG/100 g MTA).

세포 파괴의 위험을
감소시켜 줍니다
심장질환, 암, 당뇨병 또는 치매와 같은 퇴행성 신경 질환들은 활성 산소의
생성으로 진행되는 인체의 염증과 조직 손상으로부터 진행됩니다.
활성 산소는 정상적인 대사 과정에 의해 우리 몸에서 매일 생성됩니다. 유해 환경에
노출, 비건강 기름 섭취, 정제 가공식 또는 스트레스 초과 등이 비로소 우리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들입니다.
이러한 활성 산소로 인한 질병들로부터 예방하는 방법은 산화 방지제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것입니다. 나누바(NANUVA) 마키베리 분말을 강력한
항산화 및 우리 몸에 활성 산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항염증 기능을 지니고 있는
“델피니딘”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있습니다.

관절 통증을

피부 노화 세포를

완화시켜 줍니다

지연시켜 줍니다

마키베리 열매의 항염증 효과는 조직 통증에 가장 큰
책임을 지니고 있는 COX-2 효소의 분비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누바 마키베리 분말은 피부 구조 잔해뿐만 아니라 활성
산소의 과잉으로 인한 피부 노화를 방지해주는 우수한
천연 항산화 안티에이징 효과를 제공합니다.

항당뇨병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 수치를

효과 및 제중 조절시켜 줍니다

조절시켜 줍니다

마키베리 섭취는 인슐린 생성 및 지방 세포 방지 및
예방에도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마키베리 열매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며, 열발생
성질을 지니고 있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콜레스테롤 산화는 심장 발작 및 동맥 막힘을 포함한 심장
질환 발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나누바
마키베리 분말은 이러한 질환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안구의

강화시켜 줍니다

수분을 유지시켜 줍니다

항산화제 풍부한 나누바 마키베리 분말은 먼역체계를
공격하려는 외부 병균들로부터 신체를 보호해 줍니다.

마키베리는 눈물 생산을 촉진하여 눈의 염증 및 충혈, 따라서,
눈의 피로 및 적목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과일별 항산화제 함유량 비교
과일

/

H-ORAC µmol TE/100grs

마키베리

19850

블랙베리

5905

아사이베리

3000

구기자

3173

크랜베리

9090

노니

800

자두

6083

석류

4479

자료출처: USDA Database for the Oxygen Radical Absorbance Capacity (ORAC) of Selected Foods, Release 2; Portal antioxidantes 2015, Universidad de
Chile. 본 수치는 샘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나누바 마키베리 분말, 이렇게 활용하세요.

아침 식사 대용

스무디

과일

디저트

샐러드

홈베이킹

마키베리, 알고 계세요?
칠레의 유일한 원주민으로도 유명한 마추제 인디언들은 여러 질병과 통증뿐만
아니라 혈당 수치, 종양, 설사, 궤양 및 발열 또한 제어할 수 있는 마키베리를
과일이나 술로 담가 먹는 것을 즐겼습니다.
나누바 마키베리 분말은 비타민 C, 칼슘, 칼륨, 철 등의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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