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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YoYo!
Ginseng Berry Blend Capsule

인삼열매는 처음 성장을 시작한 후로부터 

4년이 지나야만 처음 꽃을 피워 

7월 중순경 일주일간만 열리는 희귀한 열매입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인삼 씨앗으로만 인식되어

뿌리부분의 약효를 극대화 하기 위해 떼어 버렸으나 

세계 의학계의 임상시험 및 성분검증 연구를 통해 

인삼 뿌리보다 뛰어난 효능을 지닌 것이 밝혀졌습니다. 

인삼의 핵심 영양소가 집약된 인삼열매에는

사포닌 성분인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s)가 

인삼뿌리보다 2-3배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의 최고급 인삼열매를 증포한 후

락토바실러스로 발효시켜 만든

인삼열매증포발효물을 더한 NoYoYo! 캡슐커피로

더욱 건강한 체중관리와  체지방억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NoYoYo!
노요요!



NoYoYo!

제품소개

NoYoYo!

제품판매처

NoYoYo! Coffee 
Capsule 6 ea / 1 box

제품명 : 커피 노요요! 에스프레소 블렌드 캡슐
식품의 유형 : 커피
원재료명 및 함량 : 커피원두(인디아) 95%, 인삼열매발효분말 5%
내용량 : 30g (5g x 6개입)
포장재질 : [내포장]알루미늄호일,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외포장] 종이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
품목보고번호 : 20140415009347
제조업소명 : ㈜천마하나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당산로 107)
책임판매원 : ㈜디자인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B101)

면역강화, 혈당강하에 이어 체지방개선까지

인삼열매증포발효물

인삼열매증포발효물의 효과

인삼열매는 뿌리보다 2배 이상의 사포닌과
깨와 잣보다 2~3배 많은  비타민 E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주)디자인셀 연구진은 인삼열매증포발효물의 당뇨치료 연구 도중 
지방세포 증식과 지방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 PPARγ, FABP4 및 
Leptin이 억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증포과정에서 새롭게 생성된 FOA가
요요현상을 없애 준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국제논문과 특허(KR 10-1796034; KR 10-1484502)로 검증된
인삼열매증포발효물의 혈당과 체지방개선 효과를
이제는 향기로운 NoYoYo! 커피로 즐겨보세요.

실험방법 임상적 의의
효능 당뇨병 유형

없음 보통 좋음 Type 1 Type 2
혈당 측정 혈당강하 ○ ○

체지방 분석 비만억제/체중감량 ○ ○ ○

내당능 검사 포도당대사 ○ ○

인슐린내성 검사 인슐린부하조절 ○ ○

혈중인슐린 측정 췌장베타세포활성 ○ ○ ○

면역확성 측정 고지혈증/동맥경화 억제 ○ ○

Th1/Th2 사이토카인 분석 면역능 개선 ○ ○

췌장 조직검사 1형당뇨유발 억제 ○ ○

췌장조직 H&E 염색 베타세포 생존/증식 ○ ○ ○

발효 진세노사이드의 결정체

Reshape Your Body with

NoYoYo!
건강의 상징을 커피로
간편하게 즐긴다

예로부터 건강을 위한 최고의 약초로 손꼽히던 인삼은 수삼,
홍삼, 흑삼처럼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왔습니다. 
뿌리보다 2배 이상의 사포닌을 함유한 임삼열매를
증포발효하여  더욱 강화시킨 진세노사이드 집합체!
희소성으로 진귀한 인삼열매증포발효물의 놀라운 효과를 
NoYoYo! 커피로 향기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