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함을 함께하는 기업 대한뉴팜

제품문의 : 02-3415-7885

Health Care Program

Product List

대한뉴팜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 알찬 성장과 내실을 추구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회사가 될 수 있 도 록 항 상 최 선 을 다 하 겠 습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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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List

HEALTH CARE
PROGRAM

・ 아스코르빈산 3g Ascorbic acid ・・・・・・・・・・・・・・・・・・・・・・・・・・・・・・・・・・・・・・・・・・・・・ 3,000mg
・ 아스코르빈산 울트라파인 3g Ascorbic acid Ultra fine ・・・・・・・・・・・・・・・・・ 3,000mg
・ MSM 디메틸설폰 ・・・・・・・・・・・・・・・・・・・・・・・・・・・・・・・・・・・・・・・・・・・・・・・・・・・・・・・・・・・・・・・・ 2,000mg
・ 슈퍼MSM프로토콜 디메틸설폰 / Ascorbic acid ・・・・・・・・・・・・・・・ 750mg / 30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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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는?

아스코르빈산의 적응증

・ 신진대사촉진, 영양분의 흡수를 돕는 등 생명유지와 건강을 위한 필수영양소이지만 체내에서 합

・ 만성 질환 :

성이 되지 않아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 비타민C 섭취 시 면역력이 강해져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알레르기, 세균성질환, 피부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성피로,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협심증
・ 알레르기성 질환 및 피부질환 :
아토피, 만성가려움증, 지루성 피부염, 건선, 여드름, 노화방지
・ 바이러스성 및 감염질환 :
간염, 수두, 대상포진, 감기, 폐렴, 만성기관지염, 욕창, 잇몸출혈
・ 암:
암 치료의 보조요법, 면역치료법
・ 항산화 효과 :
활성산소 제거로 인한 피부미용, 노화방지, 면역력 증강

아스코르빈산은? – White Vitamin C
순수 비타민

아스코르빈산의 효과
항산화 효과

・ 아스코르빈산은 첨가물이 없는 100% 순수 비타민 미세분말로써 노란색이 아닌 백색의 분말입니다.
따라서 보다 안정하며 당분을 첨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 맛이 납니다.
・ 아스코르빈산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DSM(구, 로슈비타민)의 최고급 비타민 C 만을 사용합니다.

노화 및 성인병 예방
모세혈관 강화
칼슘 및 미네랄 흡수 촉진

4

DSM

아스코르빈산 포
Ascorbic acid.

Drug Information
제품명

아스코르빈산 포

성분•함량

1포(3g) 중
Ascorbic acid ・・・・・・・・・・・・・・・・・・・・ 3g

효능•효과

아스코르빈산의 공급

용법•용량

물 또는 음료와 함께 섭취

포장단위

약가

보험코드

100포

-

비급여

Ascorbic acid 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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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는?

아스코르빈산 울트라파인의 특장점

・ 비타민 C (Vitamin C)는 비타민의 한 종류로서 거의 모든 음식물에 들어있을 정도로 가장 쉽게 접할

・ 아스코로빈산 울트라파인은 영국 DSM (구, 로슈비타민) 사로부터 직접 원료를 수입하기 때문에

수 있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신뢰 할 수 있습니다.

・ 비타민 C는 효소의 보조인자로 Collagen, Norepinephrine, Serotonie, Camitine 생합성에 도움을
주며,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 아스코르빈산 울트라파인은 고운 미세입자의 파우더로 구성되어 기존 시장에 나와있는 크리스탈
파우더 입자에 비해 표면적이 넓어 흡수력이 빠릅니다.
・ 비타민 C는 매우 안전하여 고용량 섭취가 가능하며, 그 용량에 따라 다양한 질병에 효과를 보입니다.

소포체 / 미토콘드리아
퍼옥시좀

O2

질 환

용 량

암

30~60g

동맥경화증

10~20g

피로증후군

10~20g

감기

10~20g

노화방지

10g

H2O
SOD

카탈라제

Fe 2+

Fe 3+
H2O

2GSH
글루타치온
과산화수소

H2O

글루타치온
환원요소

GSSG

지질과산화
단백산화
DHA손상

세포손상

노화 ・ 질병

아스코르빈산 울트라파인은? – White Vitamin C
순수 비타민
・ 아스코르빈산은 첨가물이 없는 100% 순수 비타민 미세분말로써 노란색이 아닌 백색의 분말입니다.
따라서 보다 안정하며 당분을 첨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 맛이 납니다.
・ 아스코르빈산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DSM(구, 로슈비타민)의 최고급 비타민 C 만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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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산소억제, 면역력증강
항산화작용, 혈관벽손상감소
Neurotoxin감소, Influenza억제
피부호전, 활동량 증가

아스코르빈산 울트라파인의 효과
항산화 효과
노화 및 성인병 예방
모세혈관 강화
칼슘 및 미네랄 흡수 촉진

DSM

아스코르빈산 울트라 파인
Ascorbic acid Ultra fine.

Drug Information
제품명

아스코르빈산 울트라파인

성분•함량

1포(3g) 중
Ascorbic acid ・・・・・・・・・・・・・・・・・・・・ 3g

효능•효과

아스코르빈산의 공급

용법•용량

물 또는 음료와 함께 섭취

포장단위

약가

보험코드

90포

-

비급여

Ascorbic acid Ultra fine 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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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M이란?

순도 100%의 MSM

・ 물과 나트륨 같이 생명을 구성하는 근본물질 중의 하나로 칼슘, 인, 칼륨 다음으로 인체에 4번째로

・ 미국산 원료(Opti)로 제조되는 MSM은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순도 높은 제품이 생산되며 규격

많은 미네랄 입니다.
・ 인체를 해독하고 혈액의 흐름을 증가시켜 인체의 모든 체세포조직의 탄력과 유연성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필수적 요소입니다.
세포의 손상 과정

검사를 통해 국내에 공급됩니다.
・ 사용된 원료는 임상연구를 통해 효과가 증명된 유일한 MSM이며, 어떤 제품보다도 신뢰하고 복용
하실 수 있습니다.
40x magnification under polarized light

Chinese Crystallized MSM

통증완화에 탁월한 MSM
・ MSM은 C섬유 신경망을 통해 통증자극이
전달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정

Distilled OptiMSN Micropill

MSM의 효과
염증 대항반응

적인 진통효과를 나타냅니다.

콜레스테롤 및 과산화지질 분해
중금속 및 유해물질 해독
통증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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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SM

MSM(엠에스엠)
MSM.

Drug Information
제품명

MSM (엠에스엠)

성분•함량

1포(2g) 중
MSM(디메틸설폰) ・・・・・・・・・・・・・・・・・・・・ 2g

효능•효과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

용법•용량

1일 1회, 1회 1포(2g)을 물과 함께 섭취

포장단위

약가

보험코드

120포

-

비급여

MSM 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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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 MSM이란?

SUPER MSM의 특장점

・ 생명을 구성하는데 근본물질로 인체 내 4번째로 가장 많은 미네랄인 황과 신진대사촉진, 영양분의

・ 세계 최고 품질 Bergstrom Nutrition사의 MSM과 DSM사의 Vitamin C를 원료로 하였기 때문에

흡수를 도와 생명유지 및 건강에 필수영양소인 Vitamin C의 복합체 입니다.
・ 황은 인체를 해독하고 혈액의 흐름을 증가시켜 인체의 모든 체세포조직의 탄력과 유연성을 유지시
켜주며, Vitamin C는 섭취 시 면역성이 강해져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알레르기, 세균성질환, 피부
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믿고 복용할 수 있습니다.
・ MSM과 Vitamin C는 항산화 작용 및 해독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함께 복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더욱 강한 항산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Super MSM은 Vitamin C와 MSM을 적당한 함량으로 배합하여 한 알의 정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MSM Megadose 요법을 시행하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MSM Megadose 요법이란?

MSM

Ascorbic acid
Super MSM

・ 인체 내에서 해독작용을 하는 황과 신진대사촉진 및 항산화 효과가 있는Vitamin C를 고용량으로
복합 복용함으로써 강력한 항산화 효과 및 항암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요법입니다.

적응증

- 사고, 화상등의 손상

- 알레르기

- 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 피부 개선

- 요통, 두통, 편두통

- 통증 개선

SUPER MSM의 효과
강력한 항산화 작용
중금속 및 유해물질 해독
콜라겐 및 섬유질 생성 작용
통증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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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

SUPER MSM(슈퍼 엠에스엠)

OptiMSM

Super MSM.

Drug Information
제품명

성분•함량

1정(1.1g) 중
MSM(디메틸설폰) ・・・・・・・・・・・・・・・・・・・・ 750mg
Vitamin C ・・・・・・・・・・・・・・・・・・・・・・・・・・・・・・・・ 300mg

효능•효과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

용법•용량

1일 1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포장단위

약가

MSM 750mg
Ascorbic acid 300mg

Super MSM (슈퍼 엠에스엠)

보험코드

180정 / 통

-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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