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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개요

제품 개요

Concept 수면앤 다이어트

식품 유형 건강 기능 식품

포장 1,000mg x 60포 ( 60g )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하십시오.

주요원료

감태추출물 정제 : 양파추출물분말, 쥐오줌풀뿌리추출분말, 유청칼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칼슘,이산화규소,우유함유, 
와일드망고종자추출물 정제 : 와일드망고종자추출물 IGOB131, 결정셀룰로오스, 칼라만시농축분말, 아미노산혼합제제,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분말,
토마토농축분말, 단호박추출물분말, 치커리식이섬유, 치커리추출물분말, 당근농축분말, 사과식이섬유, 과일야채혼합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숨, 히드록
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칼슘, 이산화규소, 토마토 함유

요약 수면의 질 개선과 체지방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제품 요약

- 늘어난 체중과 체지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 늦은 저녁 야식을 자주 하시는 분
- 여러가지 다이어트를 반복하셨던 분
-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주 뒤척이시는 분
- 수면이 부족한 수험생,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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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특징

와일드 종자 추출성분사용: 제지방 감소에 도움.

감태추출물 :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

2가지 주원료가 식약처 기능성을 인정받음.

건강한 웰빙 다이어트 건강 기능 식품.

1

2

3

4

5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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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품 보기

색상 랜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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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원료 소개 : 감태 추출물, 와일드망고 종자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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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원료 소개 : 감태 추출물

• 감태 추출물 – 수면의 질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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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원료 소개 : 수면개선 감태 추출물 개발 과정

• 수면개선 감태추출물 개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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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원료 소개 : 감태 추출물 수면 개선 효과

• 수면개선 감태추출물 개발 과정



10

4. 주원료 소개 : 감태 추출물 수면 개선 건강기능식품

• 수면개선 감태추출물 개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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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원료 소개2 : 와일드망고종자 추출물 , 식약처 인증

• 식약처에서 인체 시험을 통해 기능성을 인증받은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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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원료 소개 : 와일드망고종자 추출물 , 대외 성분

• 대외적으로 인기 많은 주원료✓ 아프리카 서부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의 열매로 보통 아프리카 망고, 야생 망고, 부쉬 망고라고 불림

✓ 최근 식약처로부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개별인정 획득

✓ 1일 섭취량 – 아프리칸망고종자추출물로서 300mg/day 

✓ 미국의 인기 토크쇼 '닥터 오즈쇼‘, ABC NEWS, FOX NEWS , 

호주ABC Radio, REUTERS 에 소개되며 관심 집중

✓ 각종 매스컴과 토크쇼 등에 ‘놀라운 체중감량 비법’으로 소개

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끔

✓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증진시켜주며 지방을 분해해주는

혁신적인 다이어트 신소재

✓ 체중 조절 시스템에 관여하는 2가지 호르몬을

변화시켜 체중, 허리둘레, 체지방 감소에 도움

* 식욕억제호르몬(렙틴)과 지방분해호르몬(아디포넥틴)

✓ 아마존, 이베이 등의 사이트와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에서

인기리에 판매 중

해외 언론에 소개된 와일드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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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원료 소개 : 와일드망고종자 추출물
지방산 축적 저해 및 지방세포분화 저해 지방산화 촉진 및 혈당조절

✓ 지방세포에서 지방세포 분화 전사인자인 PPARγ, C/EBP, 

SREBP의 유전자 발현 억제하여 지방세포 내 지방산 축적 저해

및 지방세포 분화 억제

✓ 지방세포 내에서 아디포넥틴의 발현을 증가시켜 FAS와

LPL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지방산 합성 억제와

지방 산화 촉진 및 혈당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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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원료 소개 : 와일드망고종자 추출물

인체적용시험 결과

✓ 10주 동안 섭취 결과, 혈중 렙틴 함량과 혈당 모두 유의적인 감소 효과를 보임

✓ 아디포넥틴의 경우 유의적인 증가 양상

✓ 아디포넥틴의 발현을 증가시켜 혈중 콜레스테롤 및 혈당을 감소시키며

지방산 합성 및 축적을 저해하여 체중 감소에 도움

체지방 관련 호르몬 변화 확인 (렙틴,아디포넥틴)
*렙틴 : 식욕억제호르몬 / *아디포넥틴 : 지방분해호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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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원료 소개 : 와일드망고종자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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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원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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