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한 독성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고
계십니까?

유해 산소의 활동을 감소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가 항산화제의 중요성과 현재 식단에 충분한 과일과
야채의 섭취량을 가지는 것의 중요함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중요한 영양소들을 식사를 통해서 손쉽고, 충분하게
섭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이상의
미국인들이 종합비타민 또는 건강보조식품을 최소
주 3회 이상 섭취합니다.

어떤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할 것인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천연 식물 및 음식에서 추출한
영양분을 몸이 더 쉽게 흡수하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과학자들은 항산화제 영양소들 사이에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결과, 많은 항산화제 제품은
비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산화성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왜 앰브로토스 AO는 다릅니까?
매나테크는 최근 항산화제 연구를 통하여 앰브로토스

AO가 우수한 항산화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을 임상적으로
입증했습니다.

ORAC(활성산소제거능력) 수치가 높은 제품들을 살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그 수치는 시험관 내의 항산화제
수치를 의미하는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24시간, 주 7일간 우리 몸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나테크는 혈청 ORAC 시험을 사용하여 앰브로토스 AO
의 항산화제가 신체에 흡수될 뿐만 아니라, 혈청 내에서
항산화 능력을 현저히 높인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스트레스, 담배, 오염, 가공식품, 식사, 호흡 등 일반

적인 신체 기능도 몸에 유해 산소를 생산해내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유해 산소는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포 손상

매나테크의 앰브로토스 AO는
하루 5인분의 과일 및 야채를
추가하는 것 보다 200% 이상의

조기 노화
DNA 공격
낮은 에너지 수준

항산화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임상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건강 약화

일반적인 신체 기능도 몸에 유해 산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사람들도 매일 유해 산소의

세포 공격을 10,000번이나 받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강

Ambrotose AO

이 혁신적인 조제는 자연적 식물 및 식품 성분의
항산화제 복합물과, MTech AO Blend® 조제와 세계
최초의 당영양소 제품인, 앰브로토스 콤플렉스 및
12가지 건조된 생과일 및 생야채를 함유한 파이알로에
콤플렉스를 포함합니다.

*이 내용은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치유, 예방을 위한 용도로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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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 ORAC를 높이는 것으로 임상적 증명
이 된 앰브로토스 AO는 현재 시중의 항산
화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품 중에 하나
입니다.†

앰브로토스 AO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라이프스타일과 관계없이 누구나 항산화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앰브로토스 AO
• 인
 체가 산화 스트레스의 유해한 작용에 싸우도록 돕는
항산화제가 함유된 다량의 영양소들을 제공합니다.
• 면역 체계를 지원합니다.*
• 수용성 및 지용성 산화제의 특수한 혼합을 제공합니다.*
앰브로토스 AO에 함유된 앰브로토스와 파이알로에 콤플렉스는

소화기관에 걸쳐서 항산화제가 유해 산소를 제거하기 위한 영양소를
천천히 방출되도록 합니다.* 결과: 유해 산소와 싸우도록 제조된
특수하고 강력한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오늘 웰니스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세요.
이 안내책자를 제공한 매나테크 어소시에이트에게 저희 회사, 모든

제품 라인 및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저희 어소시에이트들은 일반 상점의 직원들보다 더 친근하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매나테크의

건강, 체중, 피트니스, 피부 관리 제품이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어소시에이트들은
신체적, 재정적 웰니스를 함께 공유하는 데에 헌신을 다합니다.

Boyd S, Gary K, Koepke CM, McAnalley S, Ford CR, Horn E, et al. An open-label pilot study

†

of the antioxidant effect in healthy people of Ambrotose AO® GlycoScience & Nutrition
2003; 4(6): 1-6.

앰브로토스 AO

• NSF International(100개국 이상에서 제품에 대한 기준을 개발하고
인증하는 독립적 제3의 기관)인증을 받았습니다.

• 글루텐을 함유하지 않습니다.

• 100% 만족 보장+

• 식물 및 천연 원료를 사용합니다.

• 미연방에서 설정한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완
 전히 만족하시지 않는 경우, 고객 상담처에 연락하셔서 전액 환불
을 위해 180일 이내에 제품을 반환하십시오. 전체 내용을 보려면 관련
방침 및 절차의 5.13 부문을 읽거나, Mannatech.com을 참조하십시오.

• 최첨단 기술을 사용합니다.

오늘 앰브로토스 AO를 주문하셔서 몸에 필요한 보호 기능을
높이세요!*

우수 제조 관리 기준)에 맞추어
제품을 생산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오늘 연락 주세요!

Mannatech, Incorporated
600 S. Royal Lane, Suite 200
Coppell, TX 75019
mannatech.com
13232.0510

고객 상담처: (800) 281-4469
미국 내 배포용.

© 2010 Mannatech, Incorporated

모든 권리의 무단 이용 금지.

*이 내용은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치유, 예방을 위한 용도로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