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이보스 - 자연의 넥타르(감로)
루이보스(Aspalathus linearis, 아스팔라수스 리네아리스)
는 ‘핀보스(fynbos)’라고 흔히 알려진 케이프 꽃 왕국(Cape 
Floral Kingdom)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루이보스는 
콩과 관목입니다. 콩과(Fabaceae family)에는 200여 개의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랜윌리엄(Clanwilliam) 주변의 
세더버그(Cederberg) 산맥 토착 식물입니다. 

뾰족뾰족 험준한 바위 봉우리, 깨끗한 공기, 맑은 계곡물이 
돋보이는 세더버그 산맥은 루이보스처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독특한 식물이 성장하기에 완벽한 환경입니다. 
루이보스는 성장의 토대가 되는 산맥 환경만큼이나 특별한 
식물입니다. 세더버그 산속에서 생활하던 San 토착 
원주민들이 6천년 전에 동굴 벽에 그린 벽화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루이보스는 단순한 차가 절대 아닙니다. 루이보스에 여러 
가지 효능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 의학적 연구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루이보스는 일상 
생활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해독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루이보스는 항산화제가 풍부하고 카페인과 첨가제와 
방부제, 착색제가 없는 천연 식품일 뿐 아니라 항경련, 항암, 
항알레르기 등 여러 가지 효능도 있습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세더버그 지역의 주민들은 야생 
루이보스 식물을 일상적으로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루이보스의 잎사귀와 가는 줄기를 도끼로 잘라서 
망치로 두드린 후 수북이 쌓아놓고 발효시켰습니다. 
발효가 끝나면 잎사귀와 가는 줄기를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곳에 펼쳐 놓고 말렸습니다. 이렇게 
말린 루이보스는 갈증 해소 음료에 들어갈 식재료가 
됩니다. 오늘날에도 루이보스의 가공법은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가공법이 더 정제되고 
기계화되었습니다.

1904년 러시아 이민자 벤자민 긴스버그(Benjamin 
Ginsberg)는 루이보스를 시장에 팔면 잘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차 무역업을 
해온 긴즈버그 가문이기에 ‘세더버그의 비밀(secret of 
the Cederberg)’을 케이프 꽃 왕국과 장엄한 산봉우리 
너머 전 세계로 전파할 수 있는 배경과 경험은 이미 갖춘 
상태였습니다.

1930년 그 지역 현지 의사 겸 열정적인 식물학자인 노티에 
박사(Dr P le Fras Nortier)가 루이보스 씨앗을 싹트게 
하는 비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상업농인 올로프 베르그
(Olof Bergh)와 손잡고 새로운 재배 방법을 개발했고 
곧 이어 세더버그 산맥 비탈에서 루이보스 대량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루이보스는 세더버그 산맥에서만 
재배됩니다.

루이보스의 마케팅 규제와 품질 관리 개선을 위한 루이보스 
차 관리 위원회(Rooibos Tea Control Board)가 1954년에 
발족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1993년에 민영화되었고 
Rooibos Limited가 설립되었습니다. 

Rooibos Limited는 루이보스의 수요가 날로 늘어가는 
가운데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 세계 유통망을 
확립하였고 지금은 일본, 중국, 서유럽과 동유럽, 영국, 미국, 
환태평양 지역,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Rooibos Limited는 엄선한 원료와 추출물(블렌딩용), 
최종 포장 완제품(가향 루이보스, 허니부쉬, 무발효(‘그린’) 
루이보스, 허브 혼합물 포함) 등 고객의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센더버그 산맥 토착 식물 제품 종류를 
더 다양화해서 공급할 기회가 있음을 글로벌 시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루이보스의 효능
•  루이보스는 첨가제, 방부제, 착색제가 전혀 들어 있지 않은 완전 

순수 및 천연 식품입니다.

•  루이보스는 원래부터 카페인이 없는 식물이고 중추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 두통, 수면 장애, 불면증, 
신경 긴장, 가벼운 우울증,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  카페인이 없는 루이보스를 마시면 메스꺼움, 구토, 속 쓰림, 궤양, 
변비와 같은 위장과 소화계 질환의 완화 효과도 있습니다.

•  루이보스는 항경련성 성질이 있어서, 성인과 어린이의 위경련, 
배앓이, 소화 불량을 완화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루이보스는 항알레르기 성질이 있어서, 건초열이나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의 영향을 감소시킵니다.

•  루이보스는 유리기(정상적인 세포 기능의 부산물)와 싸우는 강력한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유리기는 신체의 자연 방어력을 
약화시키고 조기 노화, 면역 체계 감퇴, 다양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  루이보스는 항암 성질이 있습니다.

•  루이보스는 피부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가려움증 그리고 습진, 
기저기로 인한 발진, 여드름 등의 특정한 피부 자극 부위에 직접 
도포하면 자극이 완화됩니다.  

•  루이보스에 함유된 감미료는 천연 비영양성 감미료여서 체중 
감소를 위한 감량식을 하는 분들에게 이상적인 음료입니다.

•  루이보스는 탄닌 함량이 적어서 철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  루이보스는 대사 기능과 건강한 치아와 뼈 발달에 필수적인 
영양소인 여러 가지 미네랄의 일일 필수 섭취량(예: 마그네슘, 칼륨, 
구리, 망간, 불소)을 보충합니다.

•  루이보스는 피부 건강을 증진시키는 아연과 알파 히드록시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  루이보스에는 아주 적은 양의 옥살산이 들어 있어서 신장 결석이 
있는 분들도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최신 제품 정보, 과학 연구 결과, 루이보스 레시피 등에 대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www.rooibosltd.co.za)를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PO Box 64, Clanwilliam, 8135, Western Cape, South Africa 
전화: +27 27 482 2155 • 팩스: +27 27 482 1844 
이메일: info@rooibosltd.co.za
www.rooibosltd.co.za
www.shoprooibos.com

루이보스의 역사

루이보스 - 자연의 넥타르(감로)
루이보스(Aspalathus linearis, 아스팔라수스 리네아리스)
는 ‘핀보스(fynbos)’라고 흔히 알려진 케이프 꽃 왕국(Cape 
Floral Kingdom)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루이보스는 
콩과 관목입니다. 콩과(Fabaceae family)에는 200여 개의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랜윌리엄(Clanwilliam) 주변의 
세더버그(Cederberg) 산맥 토착 식물입니다. 

뾰족뾰족 험준한 바위 봉우리, 깨끗한 공기, 맑은 계곡물이 
돋보이는 세더버그 산맥은 루이보스처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독특한 식물이 성장하기에 완벽한 환경입니다. 
루이보스는 성장의 토대가 되는 산맥 환경만큼이나 특별한 
식물입니다. 세더버그 산속에서 생활하던 San 토착 
원주민들이 6천년 전에 동굴 벽에 그린 벽화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루이보스는 단순한 차가 절대 아닙니다. 루이보스에 여러 
가지 효능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 의학적 연구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루이보스는 일상 
생활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해독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루이보스는 항산화제가 풍부하고 카페인과 첨가제와 
방부제, 착색제가 없는 천연 식품일 뿐 아니라 항경련, 항암, 
항알레르기 등 여러 가지 효능도 있습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세더버그 지역의 주민들은 야생 
루이보스 식물을 일상적으로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루이보스의 잎사귀와 가는 줄기를 도끼로 잘라서 
망치로 두드린 후 수북이 쌓아놓고 발효시켰습니다. 
발효가 끝나면 잎사귀와 가는 줄기를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곳에 펼쳐 놓고 말렸습니다. 이렇게 
말린 루이보스는 갈증 해소 음료에 들어갈 식재료가 
됩니다. 오늘날에도 루이보스의 가공법은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가공법이 더 정제되고 
기계화되었습니다.

1904년 러시아 이민자 벤자민 긴스버그(Benjamin 
Ginsberg)는 루이보스를 시장에 팔면 잘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차 무역업을 
해온 긴즈버그 가문이기에 ‘세더버그의 비밀(secret of 
the Cederberg)’을 케이프 꽃 왕국과 장엄한 산봉우리 
너머 전 세계로 전파할 수 있는 배경과 경험은 이미 갖춘 
상태였습니다.

1930년 그 지역 현지 의사 겸 열정적인 식물학자인 노티에 
박사(Dr P le Fras Nortier)가 루이보스 씨앗을 싹트게 
하는 비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상업농인 올로프 베르그
(Olof Bergh)와 손잡고 새로운 재배 방법을 개발했고 
곧 이어 세더버그 산맥 비탈에서 루이보스 대량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루이보스는 세더버그 산맥에서만 
재배됩니다.

루이보스의 마케팅 규제와 품질 관리 개선을 위한 루이보스 
차 관리 위원회(Rooibos Tea Control Board)가 1954년에 
발족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1993년에 민영화되었고 
Rooibos Limited가 설립되었습니다. 

Rooibos Limited는 루이보스의 수요가 날로 늘어가는 
가운데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 세계 유통망을 
확립하였고 지금은 일본, 중국, 서유럽과 동유럽, 영국, 미국, 
환태평양 지역,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Rooibos Limited는 엄선한 원료와 추출물(블렌딩용), 
최종 포장 완제품(가향 루이보스, 허니부쉬, 무발효(‘그린’) 
루이보스, 허브 혼합물 포함) 등 고객의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센더버그 산맥 토착 식물 제품 종류를 
더 다양화해서 공급할 기회가 있음을 글로벌 시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루이보스의 효능
•  루이보스는 첨가제, 방부제, 착색제가 전혀 들어 있지 않은 완전 

순수 및 천연 식품입니다.

•  루이보스는 원래부터 카페인이 없는 식물이고 중추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 두통, 수면 장애, 불면증, 
신경 긴장, 가벼운 우울증,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  카페인이 없는 루이보스를 마시면 메스꺼움, 구토, 속 쓰림, 궤양, 
변비와 같은 위장과 소화계 질환의 완화 효과도 있습니다.

•  루이보스는 항경련성 성질이 있어서, 성인과 어린이의 위경련, 
배앓이, 소화 불량을 완화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루이보스는 항알레르기 성질이 있어서, 건초열이나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의 영향을 감소시킵니다.

•  루이보스는 유리기(정상적인 세포 기능의 부산물)와 싸우는 강력한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유리기는 신체의 자연 방어력을 
약화시키고 조기 노화, 면역 체계 감퇴, 다양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  루이보스는 항암 성질이 있습니다.

•  루이보스는 피부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가려움증 그리고 습진, 
기저기로 인한 발진, 여드름 등의 특정한 피부 자극 부위에 직접 
도포하면 자극이 완화됩니다.  

•  루이보스에 함유된 감미료는 천연 비영양성 감미료여서 체중 
감소를 위한 감량식을 하는 분들에게 이상적인 음료입니다.

•  루이보스는 탄닌 함량이 적어서 철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  루이보스는 대사 기능과 건강한 치아와 뼈 발달에 필수적인 
영양소인 여러 가지 미네랄의 일일 필수 섭취량(예: 마그네슘, 칼륨, 
구리, 망간, 불소)을 보충합니다.

•  루이보스는 피부 건강을 증진시키는 아연과 알파 히드록시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  루이보스에는 아주 적은 양의 옥살산이 들어 있어서 신장 결석이 
있는 분들도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최신 제품 정보, 과학 연구 결과, 루이보스 레시피 등에 대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www.rooibosltd.co.za)를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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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보스 - 자연의 넥타르(감로)
루이보스(Aspalathus linearis, 아스팔라수스 리네아리스)
는 ‘핀보스(fynbos)’라고 흔히 알려진 케이프 꽃 왕국(Cape 
Floral Kingdom)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루이보스는 
콩과 관목입니다. 콩과(Fabaceae family)에는 200여 개의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랜윌리엄(Clanwilliam) 주변의 
세더버그(Cederberg) 산맥 토착 식물입니다. 

뾰족뾰족 험준한 바위 봉우리, 깨끗한 공기, 맑은 계곡물이 
돋보이는 세더버그 산맥은 루이보스처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독특한 식물이 성장하기에 완벽한 환경입니다. 
루이보스는 성장의 토대가 되는 산맥 환경만큼이나 특별한 
식물입니다. 세더버그 산속에서 생활하던 San 토착 
원주민들이 6천년 전에 동굴 벽에 그린 벽화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루이보스는 단순한 차가 절대 아닙니다. 루이보스에 여러 
가지 효능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 의학적 연구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루이보스는 일상 
생활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해독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루이보스는 항산화제가 풍부하고 카페인과 첨가제와 
방부제, 착색제가 없는 천연 식품일 뿐 아니라 항경련, 항암, 
항알레르기 등 여러 가지 효능도 있습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세더버그 지역의 주민들은 야생 
루이보스 식물을 일상적으로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루이보스의 잎사귀와 가는 줄기를 도끼로 잘라서 
망치로 두드린 후 수북이 쌓아놓고 발효시켰습니다. 
발효가 끝나면 잎사귀와 가는 줄기를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곳에 펼쳐 놓고 말렸습니다. 이렇게 
말린 루이보스는 갈증 해소 음료에 들어갈 식재료가 
됩니다. 오늘날에도 루이보스의 가공법은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가공법이 더 정제되고 
기계화되었습니다.

1904년 러시아 이민자 벤자민 긴스버그(Benjamin 
Ginsberg)는 루이보스를 시장에 팔면 잘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차 무역업을 
해온 긴즈버그 가문이기에 ‘세더버그의 비밀(secret of 
the Cederberg)’을 케이프 꽃 왕국과 장엄한 산봉우리 
너머 전 세계로 전파할 수 있는 배경과 경험은 이미 갖춘 
상태였습니다.

1930년 그 지역 현지 의사 겸 열정적인 식물학자인 노티에 
박사(Dr P le Fras Nortier)가 루이보스 씨앗을 싹트게 
하는 비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상업농인 올로프 베르그
(Olof Bergh)와 손잡고 새로운 재배 방법을 개발했고 
곧 이어 세더버그 산맥 비탈에서 루이보스 대량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루이보스는 세더버그 산맥에서만 
재배됩니다.

루이보스의 마케팅 규제와 품질 관리 개선을 위한 루이보스 
차 관리 위원회(Rooibos Tea Control Board)가 1954년에 
발족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1993년에 민영화되었고 
Rooibos Limited가 설립되었습니다. 

Rooibos Limited는 루이보스의 수요가 날로 늘어가는 
가운데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 세계 유통망을 
확립하였고 지금은 일본, 중국, 서유럽과 동유럽, 영국, 미국, 
환태평양 지역,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Rooibos Limited는 엄선한 원료와 추출물(블렌딩용), 
최종 포장 완제품(가향 루이보스, 허니부쉬, 무발효(‘그린’) 
루이보스, 허브 혼합물 포함) 등 고객의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센더버그 산맥 토착 식물 제품 종류를 
더 다양화해서 공급할 기회가 있음을 글로벌 시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루이보스의 효능
•  루이보스는 첨가제, 방부제, 착색제가 전혀 들어 있지 않은 완전 

순수 및 천연 식품입니다.

•  루이보스는 원래부터 카페인이 없는 식물이고 중추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 두통, 수면 장애, 불면증, 
신경 긴장, 가벼운 우울증,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  카페인이 없는 루이보스를 마시면 메스꺼움, 구토, 속 쓰림, 궤양, 
변비와 같은 위장과 소화계 질환의 완화 효과도 있습니다.

•  루이보스는 항경련성 성질이 있어서, 성인과 어린이의 위경련, 
배앓이, 소화 불량을 완화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루이보스는 항알레르기 성질이 있어서, 건초열이나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의 영향을 감소시킵니다.

•  루이보스는 유리기(정상적인 세포 기능의 부산물)와 싸우는 강력한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유리기는 신체의 자연 방어력을 
약화시키고 조기 노화, 면역 체계 감퇴, 다양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  루이보스는 항암 성질이 있습니다.

•  루이보스는 피부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가려움증 그리고 습진, 
기저기로 인한 발진, 여드름 등의 특정한 피부 자극 부위에 직접 
도포하면 자극이 완화됩니다.  

•  루이보스에 함유된 감미료는 천연 비영양성 감미료여서 체중 
감소를 위한 감량식을 하는 분들에게 이상적인 음료입니다.

•  루이보스는 탄닌 함량이 적어서 철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  루이보스는 대사 기능과 건강한 치아와 뼈 발달에 필수적인 
영양소인 여러 가지 미네랄의 일일 필수 섭취량(예: 마그네슘, 칼륨, 
구리, 망간, 불소)을 보충합니다.

•  루이보스는 피부 건강을 증진시키는 아연과 알파 히드록시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  루이보스에는 아주 적은 양의 옥살산이 들어 있어서 신장 결석이 
있는 분들도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최신 제품 정보, 과학 연구 결과, 루이보스 레시피 등에 대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www.rooibosltd.co.za)를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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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유익
루이보스의 여러 가지 건강 효능을 
발견하기 위한 의학적 연구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루이보스는 카페인, 
첨가제, 방부제, 착색제가 없는 천연 
식품일 뿐 아니라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다양한 효능들도 제공합니다.

스트레스, 불안, 및 관련 질병
대부분의 육체적 병은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해 눈에 띄게 악화됩니다. 
스트레스나 불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병인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  루이보스는 원래부터 카페인이 
없는 식물로서 중추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경 긴장, 가벼운 우울증, 고혈압, 
두통 또는 수면 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  루이보스는 잠자기 전에 마시기 
좋은 무카페인 음료입니다.

•  루이보스에는 아주 적은 양의 
옥살산이 들어 있어서 신장 결석이 
있는 분들도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  습진이나 여드름 등의 피부 자극이 
있는 부위에 루이보스를 직접 
도포하면 증상이 크게 완화됩니다. 
화장품 업계에서 피부 안색 
개선에 도움을 주는 피부 미용 
제품에 루이보스를 천연 첨가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  루이보스는 불면증, 경련, 변비, 
그리고 건초열과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증상을 눈에 띄게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차나 커피의 대체 음료로 
이상적입니다. 신체적 자극으로 
인해 업무 성과와 집중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는 사무실 환경에서 
특히 마시기 좋습니다.

다용도 루이보스
루이보스는 만들어 먹기 쉽고 뜨겁게 
또는 차갑게 해서 마실 수 있습니다. 
탄닌 함량이 낮아서 덜 쓰고 설탕이나 
꿀을 넣어서 마셔도 좋고 안 넣어도 
맛있습니다. 뜨거운 음료로 마실 때에는 
아무 것도 넣지 않고 그냥 마셔도 
좋고 우유나 레몬을 첨가해서 마셔도 
좋습니다. 

또한 아주 차갑게 해서 마셔도 
좋습니다. 이때 감미료를 첨가하거나 
과일즙을 섞어서 마시기도 합니다. 
독특한 칵테일이나 펀치로 만들어 마실 
경우에는 루이보스에 샴페인이나 레드 
와인을 넣어서 마시세요.

루이보스를 이용한 레시피
보통은 레시피의 액체 함량을 루이보스 
조제 식품으로 대체하여 루이보스의 
색과 향을 입힌 음식을 요리하기도 
합니다. 천연 연육제로도 쓰입니다. 
고기 양념장에 넣기 딱 좋고 수프나 
스튜의 베이스로도 아주 좋습니다. 
다양한 루이보스 레시피에 대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www.rooibosltd.co.za)
에서 확인하세요.

영양 정보
영양사들은 세 가지 기본 식품군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골고루 
들어간 식사를 매일 만들어 먹을 것을 
권장합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영양소가 
들어간 균형 잡힌 식사를 하려면 충분한 
액체를 (하루에 최소 6~8컵) 보충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루이보스에는 유해한 첨가물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일 액체 섭취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루이보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루이보스에는 
미네랄, 폴리페놀,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어 건강한 피부, 치아, 뼈, 대사 과정의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  Rooibos Limited는 1954년에 설립된 이래 명성을 
쌓아왔고 지금은 루이보스 공급업체로서 확실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  Rooibos Limited는 시장을 선도하는 회사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140여 개의 농장으로 구성된 계약형 농부 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대량 생산 베이스와 독특한 블렌딩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일관성 있는 고품질 제품을 보장합니다.

•  연속 공급 보장은 재고 비축 운영 계획 정책에 
기반합니다.

•  짧은 생산 소요 시간 그리고 전략적으로 배치된 전 
세계 창고 시설은 정시 배송을 보장합니다.

•  광범위한 제품 범위는 고객의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  Rooibos Limited는 지속적인 제품 연구 개발을 
실천하며 신제품 기회에 혁신적인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  이 원스톱 쇼핑(ONE-STOP SHOP)은 고객의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광범위한 
제품 범위를 제공합니다. 루이보스, 허니부쉬 및 
기타 아프리카 식물(벌크 포장), 티백 및 파우치, 
인스턴트 또는 액상 추출물 형태 등의 제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은 일반적인 형태나 
유기농 형태로 이용 가능합니다.

•  Rooibos Limited 공장은 FSSC 22000 인증을 
받았습니다.

•  인증: 유기농(Ecocert, NOP 및 JAS), Kosher(코셔), 
Halaal(할랄), Fairtrade(공정무역), Rainforest 
Alliance(열대우림연합), UTZ, 및 Heart Mark 
(하트마크). 

•  서비스 범위는 블렌딩, 가향, 계약형 포장, 추출, 
벌크 포장을 포함합니다.

매우 다양한 종류의 표준 식품들이 판매되는 
가운데에서 Rooibos Limited는 전 세계 다양한 
소비자 시장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 고객과의 협력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신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임신과 육아
•  루이보스는 임신과 모유 수유 기간에 

고갈되기 쉬운 철분을 보충해주는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일반적인 
홍차에는 탄닌 성분이 있어서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카페인 음료는 
임신 기간에 가장 흔히 겪는 불편 
사항인 메스꺼움과 속 쓰림을 
악화시킵니다. 루이보스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염려 없이 하루 종일 
언제든 즐길 수 있습니다.

•  루이보스는 항경련성 성질이 
있어서 배앓이나 경련과 같은 
유아기에 흔히 앓는 질병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루이보스를 
유아식에 첨가해서 아기에게 
먹이면 건강한 치아와 뼈의 발달에 
필수적인 영양소인 칼슘, 망간, 
불소의 일일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기저귀를 갈 때 피부에 
직접 발라주면 기저귀 때문에 생긴 
발진 증상이 완화됩니다.

건강한 노화
•  노화의 원인을 연구해보니 

노화가 진행될수록 유리기가 점차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유리기는 정상적인 세포 기능의 
자연적인 부산물로서 우리 몸이 
생산하는 화합물입니다. 유리기 
증가는 조기 노화로 이어집니다. 
유리기는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이 쌓이면 노화와 면역 체계 
감퇴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  루이보스에는 유리기를 잡아 먹어 
손상을 제한시키는 항산화제가 
들어 있습니다.

저 킬로줄(칼로리) 식이요법
루이보스에 함유된 감미료는 천연 
비영양성 감미료여서 먹었을 때 단 1 
킬로줄(kilojoule)의 칼로리도 추가되지 
않습니다. 탄닌 함량이 낮아서 설탕이나 
꿀을 첨가하지 않아도 맛있게 마실 
수 있기 때문에 킬로줄 제한 식사를 
해야 하는 분들이 마시기에 딱 알맞은 
음료입니다.

ROOIBOS LIMITED가 전 세계가 
선호하는 공급업체가 된 이유

건강에 유익
루이보스의 여러 가지 건강 효능을 
발견하기 위한 의학적 연구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루이보스는 카페인, 
첨가제, 방부제, 착색제가 없는 천연 
식품일 뿐 아니라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다양한 효능들도 제공합니다.

스트레스, 불안, 및 관련 질병
대부분의 육체적 병은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해 눈에 띄게 악화됩니다. 
스트레스나 불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병인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  루이보스는 원래부터 카페인이 
없는 식물로서 중추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경 긴장, 가벼운 우울증, 고혈압, 
두통 또는 수면 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  루이보스는 잠자기 전에 마시기 
좋은 무카페인 음료입니다.

•  루이보스에는 아주 적은 양의 
옥살산이 들어 있어서 신장 결석이 
있는 분들도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  습진이나 여드름 등의 피부 자극이 
있는 부위에 루이보스를 직접 
도포하면 증상이 크게 완화됩니다. 
화장품 업계에서 피부 안색 
개선에 도움을 주는 피부 미용 
제품에 루이보스를 천연 첨가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  루이보스는 불면증, 경련, 변비, 
그리고 건초열과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증상을 눈에 띄게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차나 커피의 대체 음료로 
이상적입니다. 신체적 자극으로 
인해 업무 성과와 집중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는 사무실 환경에서 
특히 마시기 좋습니다.

다용도 루이보스
루이보스는 만들어 먹기 쉽고 뜨겁게 
또는 차갑게 해서 마실 수 있습니다. 
탄닌 함량이 낮아서 덜 쓰고 설탕이나 
꿀을 넣어서 마셔도 좋고 안 넣어도 
맛있습니다. 뜨거운 음료로 마실 때에는 
아무 것도 넣지 않고 그냥 마셔도 
좋고 우유나 레몬을 첨가해서 마셔도 
좋습니다. 

또한 아주 차갑게 해서 마셔도 
좋습니다. 이때 감미료를 첨가하거나 
과일즙을 섞어서 마시기도 합니다. 
독특한 칵테일이나 펀치로 만들어 마실 
경우에는 루이보스에 샴페인이나 레드 
와인을 넣어서 마시세요.

루이보스를 이용한 레시피
보통은 레시피의 액체 함량을 루이보스 
조제 식품으로 대체하여 루이보스의 
색과 향을 입힌 음식을 요리하기도 
합니다. 천연 연육제로도 쓰입니다. 
고기 양념장에 넣기 딱 좋고 수프나 
스튜의 베이스로도 아주 좋습니다. 
다양한 루이보스 레시피에 대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www.rooibosltd.co.za)
에서 확인하세요.

영양 정보
영양사들은 세 가지 기본 식품군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골고루 
들어간 식사를 매일 만들어 먹을 것을 
권장합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영양소가 
들어간 균형 잡힌 식사를 하려면 충분한 
액체를 (하루에 최소 6~8컵) 보충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루이보스에는 유해한 첨가물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일 액체 섭취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루이보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루이보스에는 
미네랄, 폴리페놀,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어 건강한 피부, 치아, 뼈, 대사 과정의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  Rooibos Limited는 1954년에 설립된 이래 명성을 
쌓아왔고 지금은 루이보스 공급업체로서 확실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  Rooibos Limited는 시장을 선도하는 회사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140여 개의 농장으로 구성된 계약형 농부 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대량 생산 베이스와 독특한 블렌딩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일관성 있는 고품질 제품을 보장합니다.

•  연속 공급 보장은 재고 비축 운영 계획 정책에 
기반합니다.

•  짧은 생산 소요 시간 그리고 전략적으로 배치된 전 
세계 창고 시설은 정시 배송을 보장합니다.

•  광범위한 제품 범위는 고객의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  Rooibos Limited는 지속적인 제품 연구 개발을 
실천하며 신제품 기회에 혁신적인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  이 원스톱 쇼핑(ONE-STOP SHOP)은 고객의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광범위한 
제품 범위를 제공합니다. 루이보스, 허니부쉬 및 
기타 아프리카 식물(벌크 포장), 티백 및 파우치, 
인스턴트 또는 액상 추출물 형태 등의 제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은 일반적인 형태나 
유기농 형태로 이용 가능합니다.

•  Rooibos Limited 공장은 FSSC 22000 인증을 
받았습니다.

•  인증: 유기농(Ecocert, NOP 및 JAS), Kosher(코셔), 
Halaal(할랄), Fairtrade(공정무역), Rainforest 
Alliance(열대우림연합), UTZ, 및 Heart Mark 
(하트마크). 

•  서비스 범위는 블렌딩, 가향, 계약형 포장, 추출, 
벌크 포장을 포함합니다.

매우 다양한 종류의 표준 식품들이 판매되는 
가운데에서 Rooibos Limited는 전 세계 다양한 
소비자 시장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 고객과의 협력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신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임신과 육아
•  루이보스는 임신과 모유 수유 기간에 

고갈되기 쉬운 철분을 보충해주는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일반적인 
홍차에는 탄닌 성분이 있어서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카페인 음료는 
임신 기간에 가장 흔히 겪는 불편 
사항인 메스꺼움과 속 쓰림을 
악화시킵니다. 루이보스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염려 없이 하루 종일 
언제든 즐길 수 있습니다.

•  루이보스는 항경련성 성질이 
있어서 배앓이나 경련과 같은 
유아기에 흔히 앓는 질병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루이보스를 
유아식에 첨가해서 아기에게 
먹이면 건강한 치아와 뼈의 발달에 
필수적인 영양소인 칼슘, 망간, 
불소의 일일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기저귀를 갈 때 피부에 
직접 발라주면 기저귀 때문에 생긴 
발진 증상이 완화됩니다.

건강한 노화
•  노화의 원인을 연구해보니 

노화가 진행될수록 유리기가 점차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유리기는 정상적인 세포 기능의 
자연적인 부산물로서 우리 몸이 
생산하는 화합물입니다. 유리기 
증가는 조기 노화로 이어집니다. 
유리기는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이 쌓이면 노화와 면역 체계 
감퇴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  루이보스에는 유리기를 잡아 먹어 
손상을 제한시키는 항산화제가 
들어 있습니다.

저 킬로줄(칼로리) 식이요법
루이보스에 함유된 감미료는 천연 
비영양성 감미료여서 먹었을 때 단 1 
킬로줄(kilojoule)의 칼로리도 추가되지 
않습니다. 탄닌 함량이 낮아서 설탕이나 
꿀을 첨가하지 않아도 맛있게 마실 
수 있기 때문에 킬로줄 제한 식사를 
해야 하는 분들이 마시기에 딱 알맞은 
음료입니다.

ROOIBOS LIMITED가 전 세계가 
선호하는 공급업체가 된 이유

건강에 유익
루이보스의 여러 가지 건강 효능을 
발견하기 위한 의학적 연구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루이보스는 카페인, 
첨가제, 방부제, 착색제가 없는 천연 
식품일 뿐 아니라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다양한 효능들도 제공합니다.

스트레스, 불안, 및 관련 질병
대부분의 육체적 병은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해 눈에 띄게 악화됩니다. 
스트레스나 불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병인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  루이보스는 원래부터 카페인이 
없는 식물로서 중추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경 긴장, 가벼운 우울증, 고혈압, 
두통 또는 수면 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  루이보스는 잠자기 전에 마시기 
좋은 무카페인 음료입니다.

•  루이보스에는 아주 적은 양의 
옥살산이 들어 있어서 신장 결석이 
있는 분들도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  습진이나 여드름 등의 피부 자극이 
있는 부위에 루이보스를 직접 
도포하면 증상이 크게 완화됩니다. 
화장품 업계에서 피부 안색 
개선에 도움을 주는 피부 미용 
제품에 루이보스를 천연 첨가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  루이보스는 불면증, 경련, 변비, 
그리고 건초열과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증상을 눈에 띄게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차나 커피의 대체 음료로 
이상적입니다. 신체적 자극으로 
인해 업무 성과와 집중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는 사무실 환경에서 
특히 마시기 좋습니다.

다용도 루이보스
루이보스는 만들어 먹기 쉽고 뜨겁게 
또는 차갑게 해서 마실 수 있습니다. 
탄닌 함량이 낮아서 덜 쓰고 설탕이나 
꿀을 넣어서 마셔도 좋고 안 넣어도 
맛있습니다. 뜨거운 음료로 마실 때에는 
아무 것도 넣지 않고 그냥 마셔도 
좋고 우유나 레몬을 첨가해서 마셔도 
좋습니다. 

또한 아주 차갑게 해서 마셔도 
좋습니다. 이때 감미료를 첨가하거나 
과일즙을 섞어서 마시기도 합니다. 
독특한 칵테일이나 펀치로 만들어 마실 
경우에는 루이보스에 샴페인이나 레드 
와인을 넣어서 마시세요.

루이보스를 이용한 레시피
보통은 레시피의 액체 함량을 루이보스 
조제 식품으로 대체하여 루이보스의 
색과 향을 입힌 음식을 요리하기도 
합니다. 천연 연육제로도 쓰입니다. 
고기 양념장에 넣기 딱 좋고 수프나 
스튜의 베이스로도 아주 좋습니다. 
다양한 루이보스 레시피에 대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www.rooibosltd.co.za)
에서 확인하세요.

영양 정보
영양사들은 세 가지 기본 식품군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골고루 
들어간 식사를 매일 만들어 먹을 것을 
권장합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영양소가 
들어간 균형 잡힌 식사를 하려면 충분한 
액체를 (하루에 최소 6~8컵) 보충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루이보스에는 유해한 첨가물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일 액체 섭취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루이보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루이보스에는 
미네랄, 폴리페놀,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어 건강한 피부, 치아, 뼈, 대사 과정의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  Rooibos Limited는 1954년에 설립된 이래 명성을 
쌓아왔고 지금은 루이보스 공급업체로서 확실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  Rooibos Limited는 시장을 선도하는 회사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140여 개의 농장으로 구성된 계약형 농부 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대량 생산 베이스와 독특한 블렌딩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일관성 있는 고품질 제품을 보장합니다.

•  연속 공급 보장은 재고 비축 운영 계획 정책에 
기반합니다.

•  짧은 생산 소요 시간 그리고 전략적으로 배치된 전 
세계 창고 시설은 정시 배송을 보장합니다.

•  광범위한 제품 범위는 고객의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  Rooibos Limited는 지속적인 제품 연구 개발을 
실천하며 신제품 기회에 혁신적인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  이 원스톱 쇼핑(ONE-STOP SHOP)은 고객의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광범위한 
제품 범위를 제공합니다. 루이보스, 허니부쉬 및 
기타 아프리카 식물(벌크 포장), 티백 및 파우치, 
인스턴트 또는 액상 추출물 형태 등의 제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은 일반적인 형태나 
유기농 형태로 이용 가능합니다.

•  Rooibos Limited 공장은 FSSC 22000 인증을 
받았습니다.

•  인증: 유기농(Ecocert, NOP 및 JAS), Kosher(코셔), 
Halaal(할랄), Fairtrade(공정무역), Rainforest 
Alliance(열대우림연합), UTZ, 및 Heart Mark 
(하트마크). 

•  서비스 범위는 블렌딩, 가향, 계약형 포장, 추출, 
벌크 포장을 포함합니다.

매우 다양한 종류의 표준 식품들이 판매되는 
가운데에서 Rooibos Limited는 전 세계 다양한 
소비자 시장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 고객과의 협력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신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임신과 육아
•  루이보스는 임신과 모유 수유 기간에 

고갈되기 쉬운 철분을 보충해주는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일반적인 
홍차에는 탄닌 성분이 있어서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카페인 음료는 
임신 기간에 가장 흔히 겪는 불편 
사항인 메스꺼움과 속 쓰림을 
악화시킵니다. 루이보스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염려 없이 하루 종일 
언제든 즐길 수 있습니다.

•  루이보스는 항경련성 성질이 
있어서 배앓이나 경련과 같은 
유아기에 흔히 앓는 질병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루이보스를 
유아식에 첨가해서 아기에게 
먹이면 건강한 치아와 뼈의 발달에 
필수적인 영양소인 칼슘, 망간, 
불소의 일일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기저귀를 갈 때 피부에 
직접 발라주면 기저귀 때문에 생긴 
발진 증상이 완화됩니다.

건강한 노화
•  노화의 원인을 연구해보니 

노화가 진행될수록 유리기가 점차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유리기는 정상적인 세포 기능의 
자연적인 부산물로서 우리 몸이 
생산하는 화합물입니다. 유리기 
증가는 조기 노화로 이어집니다. 
유리기는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이 쌓이면 노화와 면역 체계 
감퇴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  루이보스에는 유리기를 잡아 먹어 
손상을 제한시키는 항산화제가 
들어 있습니다.

저 킬로줄(칼로리) 식이요법
루이보스에 함유된 감미료는 천연 
비영양성 감미료여서 먹었을 때 단 1 
킬로줄(kilojoule)의 칼로리도 추가되지 
않습니다. 탄닌 함량이 낮아서 설탕이나 
꿀을 첨가하지 않아도 맛있게 마실 
수 있기 때문에 킬로줄 제한 식사를 
해야 하는 분들이 마시기에 딱 알맞은 
음료입니다.

ROOIBOS LIMITED가 전 세계가 
선호하는 공급업체가 된 이유

건강에 유익
루이보스의 여러 가지 건강 효능을 
발견하기 위한 의학적 연구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루이보스는 카페인, 
첨가제, 방부제, 착색제가 없는 천연 
식품일 뿐 아니라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다양한 효능들도 제공합니다.

스트레스, 불안, 및 관련 질병
대부분의 육체적 병은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해 눈에 띄게 악화됩니다. 
스트레스나 불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병인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  루이보스는 원래부터 카페인이 
없는 식물로서 중추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경 긴장, 가벼운 우울증, 고혈압, 
두통 또는 수면 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  루이보스는 잠자기 전에 마시기 
좋은 무카페인 음료입니다.

•  루이보스에는 아주 적은 양의 
옥살산이 들어 있어서 신장 결석이 
있는 분들도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  습진이나 여드름 등의 피부 자극이 
있는 부위에 루이보스를 직접 
도포하면 증상이 크게 완화됩니다. 
화장품 업계에서 피부 안색 
개선에 도움을 주는 피부 미용 
제품에 루이보스를 천연 첨가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  루이보스는 불면증, 경련, 변비, 
그리고 건초열과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증상을 눈에 띄게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차나 커피의 대체 음료로 
이상적입니다. 신체적 자극으로 
인해 업무 성과와 집중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는 사무실 환경에서 
특히 마시기 좋습니다.

다용도 루이보스
루이보스는 만들어 먹기 쉽고 뜨겁게 
또는 차갑게 해서 마실 수 있습니다. 
탄닌 함량이 낮아서 덜 쓰고 설탕이나 
꿀을 넣어서 마셔도 좋고 안 넣어도 
맛있습니다. 뜨거운 음료로 마실 때에는 
아무 것도 넣지 않고 그냥 마셔도 
좋고 우유나 레몬을 첨가해서 마셔도 
좋습니다. 

또한 아주 차갑게 해서 마셔도 
좋습니다. 이때 감미료를 첨가하거나 
과일즙을 섞어서 마시기도 합니다. 
독특한 칵테일이나 펀치로 만들어 마실 
경우에는 루이보스에 샴페인이나 레드 
와인을 넣어서 마시세요.

루이보스를 이용한 레시피
보통은 레시피의 액체 함량을 루이보스 
조제 식품으로 대체하여 루이보스의 
색과 향을 입힌 음식을 요리하기도 
합니다. 천연 연육제로도 쓰입니다. 
고기 양념장에 넣기 딱 좋고 수프나 
스튜의 베이스로도 아주 좋습니다. 
다양한 루이보스 레시피에 대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www.rooibosltd.co.za)
에서 확인하세요.

영양 정보
영양사들은 세 가지 기본 식품군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골고루 
들어간 식사를 매일 만들어 먹을 것을 
권장합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영양소가 
들어간 균형 잡힌 식사를 하려면 충분한 
액체를 (하루에 최소 6~8컵) 보충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루이보스에는 유해한 첨가물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일 액체 섭취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루이보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루이보스에는 
미네랄, 폴리페놀,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어 건강한 피부, 치아, 뼈, 대사 과정의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  Rooibos Limited는 1954년에 설립된 이래 명성을 
쌓아왔고 지금은 루이보스 공급업체로서 확실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  Rooibos Limited는 시장을 선도하는 회사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140여 개의 농장으로 구성된 계약형 농부 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대량 생산 베이스와 독특한 블렌딩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일관성 있는 고품질 제품을 보장합니다.

•  연속 공급 보장은 재고 비축 운영 계획 정책에 
기반합니다.

•  짧은 생산 소요 시간 그리고 전략적으로 배치된 전 
세계 창고 시설은 정시 배송을 보장합니다.

•  광범위한 제품 범위는 고객의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  Rooibos Limited는 지속적인 제품 연구 개발을 
실천하며 신제품 기회에 혁신적인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  이 원스톱 쇼핑(ONE-STOP SHOP)은 고객의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광범위한 
제품 범위를 제공합니다. 루이보스, 허니부쉬 및 
기타 아프리카 식물(벌크 포장), 티백 및 파우치, 
인스턴트 또는 액상 추출물 형태 등의 제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은 일반적인 형태나 
유기농 형태로 이용 가능합니다.

•  Rooibos Limited 공장은 FSSC 22000 인증을 
받았습니다.

•  인증: 유기농(Ecocert, NOP 및 JAS), Kosher(코셔), 
Halaal(할랄), Fairtrade(공정무역), Rainforest 
Alliance(열대우림연합), UTZ, 및 Heart Mark 
(하트마크). 

•  서비스 범위는 블렌딩, 가향, 계약형 포장, 추출, 
벌크 포장을 포함합니다.

매우 다양한 종류의 표준 식품들이 판매되는 
가운데에서 Rooibos Limited는 전 세계 다양한 
소비자 시장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 고객과의 협력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신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임신과 육아
•  루이보스는 임신과 모유 수유 기간에 

고갈되기 쉬운 철분을 보충해주는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일반적인 
홍차에는 탄닌 성분이 있어서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카페인 음료는 
임신 기간에 가장 흔히 겪는 불편 
사항인 메스꺼움과 속 쓰림을 
악화시킵니다. 루이보스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염려 없이 하루 종일 
언제든 즐길 수 있습니다.

•  루이보스는 항경련성 성질이 
있어서 배앓이나 경련과 같은 
유아기에 흔히 앓는 질병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루이보스를 
유아식에 첨가해서 아기에게 
먹이면 건강한 치아와 뼈의 발달에 
필수적인 영양소인 칼슘, 망간, 
불소의 일일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기저귀를 갈 때 피부에 
직접 발라주면 기저귀 때문에 생긴 
발진 증상이 완화됩니다.

건강한 노화
•  노화의 원인을 연구해보니 

노화가 진행될수록 유리기가 점차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유리기는 정상적인 세포 기능의 
자연적인 부산물로서 우리 몸이 
생산하는 화합물입니다. 유리기 
증가는 조기 노화로 이어집니다. 
유리기는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이 쌓이면 노화와 면역 체계 
감퇴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  루이보스에는 유리기를 잡아 먹어 
손상을 제한시키는 항산화제가 
들어 있습니다.

저 킬로줄(칼로리) 식이요법
루이보스에 함유된 감미료는 천연 
비영양성 감미료여서 먹었을 때 단 1 
킬로줄(kilojoule)의 칼로리도 추가되지 
않습니다. 탄닌 함량이 낮아서 설탕이나 
꿀을 첨가하지 않아도 맛있게 마실 
수 있기 때문에 킬로줄 제한 식사를 
해야 하는 분들이 마시기에 딱 알맞은 
음료입니다.

ROOIBOS LIMITED가 전 세계가 
선호하는 공급업체가 된 이유

ROOIBOS - NATURE’S NECTAR
The Rooibos plant Aspalathus linearis is part of the 
Cape Floral Kingdom, commonly known as ‘fynbos’. 
This leguminous shrub is a member of the Fabaceae 
family, which has more than 200 species, and it is 
indigenous to the Cederberg mountains around 
Clanwilliam. 

Here, the wilderness of craggy peaks, clean air 
and pure mountain streams provides the perfect 
environment for this unique health-promoting 
plant. Rooibos is as special as its mountainous 
home, which once echoed with the voices 
of the indigenous San people, who left their 
rock paintings on the cave walls as far back as  
6 000 years ago.

Rooibos is far more than just a tea, and medical 
science has only begun to realise its many benefits. 
So far, the discoveries indicate that it is an antidote 
to the stress of our daily lives. Not only is it a natural 
product, rich in antioxidants, and free of caffeine, 
additives, preservatives and colourants, but Rooibos 
also provides a wealth of added 
benefits, including 
anti-spasmodic, anti-carcinogenic 
and anti-allergenic properties.

At the turn of the 19th century, it was common 
practice for the inhabitants of the Cederberg region 
to harvest the wild-growing Rooibos plants. The 
leaves and fine stems were chopped with axes and 
bruised with hammers before being left in heaps to 
ferment. Once fermented, the leaves and thin stems 
were spread out to dry in the hot African sun, ready 
for use in a thirst-quenching drink. Today, Rooibos is 
still processed in much the same way, but, of course, 
the methods are now mechanised and far more 
refined.

It was not until 1904 that a Russian immigrant, Benjamin 
Ginsberg, realised the marketing potential of 
Rooibos. Descended from generations of tea traders, 
Ginsberg had the background and experience to 
introduce the ‘secret of the Cederberg’ to a world 
far beyond the floral kingdom and majestic peaks of 
this region.

By 1930, Dr P le Fras Nortier, the local medical doctor 
and keen  botanist, had discovered the secret of 
germinating Rooibos seeds. Together with Olof Bergh, 
a commercial farmer, he developed new cultivation 
methods and soon the production of Rooibos began 
on a much larger scale along the slopes of the 
Cederberg mountains. It is still the only place in the 
world where Rooibos grows.

In 1954, the Rooibos Tea Control Board was 
established to regulate marketing and improve 
quality control. The Board was privatised in 1993 and 
Rooibos Limited was established. 

Rooibos Limited has established a worldwide 
distribution network to meet the ever-increasing 
demand for this popular product, and it can now 
be found in societies as diverse as Japan, China, 
Western and Eastern Europe, the UK, the USA, the 
Pacific Rim and Africa.

Through interaction with the global market, Rooibos 
Limited has identified opportunities to supply a wider 
range of products, unique to this part of Africa, to 
meet specific customer needs – from a selection 
of raw materials and extracts for blending, to final 
packaged products, including flavoured Rooibos, 
Honeybush, unfermented (‘green’) Rooibos and 
herbal blends.

PO Box 64, Clanwilliam, 8135, Western Cape, South Africa
Tel: +27 27 482 2155  •  Fax: +27 27 482 1844
Email: info@rooibosltd.co.za

www.rooibosltd.co.za
www.shoprooibos.com

WHAT ROOIBOS CAN DO FOR YOU
 •  Rooibos is completely pure and natural as it contains no 

additives, preservatives or colourants.

•  Rooibos is naturally caffeine free and has a soothing effect on 
the central nervous system. It is therefore highly recommended 
for people suffering from irritability, headaches, disturbed 
sleeping patterns, insomnia, nervous tension, mild depression 
or hypertension.

 •  Stomach and indigestive problems such as nausea, vomiting, 
heartburn, ulcers and constipation can also be relieved by 
drinking caffeine free Rooibos.

 •  Rooibos has anti-spasmodic properties, and can be used to 
relieve stomach cramps, colic and digestive discomfort in 
adults and infants.

 •  Rooibos has anti-allergenic properties that reduce the effects 
of allergies such as hay fever and asthma.

 •  Rooibos contains powerful antioxidants that fight free radicals 
(a by-product of normal cell function), which weaken the 
body’s natural defences and lead to premature ageing, the 
decline of the immune system and the onset of a wide variety 
of diseases.

 •  Rooibos has anti-carcinogenic properties.

 •  Rooibos has a soothing effect on the skin, relieving itching and 
certain skin irritations such as eczema, nappy rash and acne 
when applied directly to the affected area. 

 •  Rooibos contains natural non-nutritive sweeteners, which 
makes it ideal for people on a slimming diet.

 •  Rooibos contains little tannin and therefore does not inhibit 
the absorption of iron in the body. 

 •  Rooibos supplements the daily requirements of several 
minerals (e.g. magnesium, potassium, copper, manganese 
and fluoride), which are essential for metabolic function and 
the development of strong teeth and bones.

 •  Rooibos contains zinc and alpha hydroxy acid, which promote 
a healthy skin.

 •  Since Rooibos contains a very small amount of oxalic acid, it 
can be drunk freely by people suffering from kidney stones.

  For the latest product information, scientific research 
findings, Rooibos recipes and more, visit our website   
www.rooibosltd.co.za

THE HISTORY OF ROOIBO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