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미노 수면 다이어트

㈜삼성에프앤비



당신의 다이어트는 원활하십니까?

아미노 수면다이어트는 체지방 감소 · 배변활동 원활 · 항산화 관리 ·영양소 보충 등을

케어하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입니다.

삼성에프앤비의 제안

아미노 수면 다이어트
Diet & Detox & Antioxidation & Vitamin supplementation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하고 맛있게 즐기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한눈에 보는 아미노수면다이어트

제품 개요 영양 정보아미노수면
다이어트

제품명 아미노수면다이어트

유형 체중조절용조제식품

내용량 30g X 30포[900g(3,150Kcal)]

원재료명

폴리덱스트로스, 분리대두단백(싱가포르산), 결정과
당, 탈지분유(국산,우유), 말토덱스트린, 구아검, 프락
토올리고당, 해조칼슘, 차전자피분말, 메이플시럽혼합
분말,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
출물, 비타민C, 아미노산혼합분말(L-페닐알라닌,L-로
이신,L-메티오닌,L-라이신염산염,팔라티노스,L-이소로
이신,L-발린,L-히스티딘,L-트레오닌,L-트립토판),녹차
추출물분말, 감초추출물분말, 팽이버섯추출물분말, 마
테추출물분말, 울금추출물분말, 식물추출물발효분말
(토마토,대두), 당귀추출물분말, 효소처리스테비아, 비
타민E혼합제제분말(DL-알파-토코페릴아세테이트,변
성전분,말토덱스트린,이산화규소), 인산철, 니코틴산
아미드, 비타민A혼합제제분말(말토덱스트린,아라비
아검,옥수수전분, 비타민A아세테이트, DL-알파-토코
페롤), 산화아연,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B1, 염산염, 
비타민B2, 엽산, 보리젖산발효추출물(GABA)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

1일 1~2회, 1회 1포(30g)를 우유 200ml에 타서 섭
취하십시오. 개인의 취향에 따라 우유의 양을 조절
하셔도 됩니다.(우유 120Kcal/200ml)

1회 제공량 : 1포당(30g) 총 30회 제공량(900g) 

1회 제공량 당 함량 %영양소기준치

열량 105Kcal

탄수화물 20g                       6%

당류 13g

단 백 질 6g                       11%

지 방 0g                        0%

포화지방 0g                       0%

트랜스지방 0g

콜레스테롤 0mg                       0%

나트륨 120mg                      6%

비타민A                      380.2μgRE 54%
비타민B1                       0.45mg                      38%
비타민B2                       0.43mg                      31%
비타민B6                       0.64mg                      43%
비타민E                         2.86mgα-TE               26%
비타민C                           42mg                      42%
나이아신 5.8mgNE              39%
엽산 155μg                      39%
아연 3.8mg                      45%
칼슘 122mg                      17%
철 2.8mg                      23%



아미노 수면 다이어트
주요성분

성분 이야기

식이섬유
(폴리덱스트로스,

차전자피,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단백질
(분리대두단백)

HCA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영양소
(비타민A, B1, B2, B6, 
E, C,나이아신, 엽산, 

아연, 칼슘, 철)

보리젖산
발효액 GABA

(100mg 함유)
(1일 2포 기준)



성분 정보
1번

식이섬유가 분변량을 증가시키는 기작 (2가지)

1. 식이섬유는 수분보유능력 (water holding capacity; WHC)가 높아 물을 흡수하고 보유하여 소화물 의 부피를
증가시키고 분변량을 증가시켜준다

2. 식이섬유는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는데, 이 때 발효의 부산물로 가스가 생성되고 생성된 가스는 대장을
확장시키며 대장 근육을 팽 창시킨다

식이섬유가 분변의 이동시간을 단축시키는 기작 (3가지)

1. 장내 점막하 조직(submucosa) 수용기 자극-> 대장 운동 ▲
2. 소장의 담즙산염, 지방산 발효 ->대장으로 이동시켜

S자 결장 부위의 운동성 향상 ▲
3.    식이섬유는 대장에서 여러 균들에 의하여 발효->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사물들을 생성 (Cherbut, C., 1995).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인체내 효소에
의해서는 분해되지 않으나
구조적인 특징에 따라 식이
섬유의 일부는 대장내 미생
물의 발효과정에 기질로 이
용되어 대장 미생물의 증식
에 영향을 준다.

섭취전 섭취후

경도 감소

잔변감 개선



성분 정보
2번

※ 아미노 수면 다이어트는 소고기보다 효율이
높은 분리대두단백질 사용

(단백질의 질을 평가하는 표준 측정법인
단백질 효율비(PER)가

분리대두단 백질 2.4, 소고기 2.3, 밀 단백질은 0.4)

단백질

분리대두단백이란 : 대두(콩)에 함유된 여러 성분 중에서
단백질만을 정제, 건조시켜 만든 제품.

분리대두단백 장점 :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 있는 단백질을 ‘완전한 단
백질’이라고 부릅니다. 대두는 식물로서는 유일하게 완전한 단백질 급원일
뿐 아니라 품질 역시 육류, 계란, 우유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 급원 만큼이나
납니다.
동물성 단백질 급원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함유하고 있기때문에 분리대두
단백질은 지방, 포화지방산 또는 콜레스테롤이 없는 고품질의 단백질을 제
공한다.



성분 정보
3번

HCA

HCA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로서, 원재료는 열대 과일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의 열매껍질

HCA 특징
· 식약처 인증 체지방 감소 생리활성 기능 최초 1등급
· 탄수화물에서 지방으로의 합성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줌
·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한국인을 위한 다이어트



성분 정보
4번

영양소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 비타민E, 비타민C, 
나이아신, 엽산, 아연, 칼슘, 철 함유

비타민B2,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칼슘: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비타민C: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엽산: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E: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B6: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B1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
지 생성에 필요

아연: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철:
1. 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
2.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A: 
1.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2.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3.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성분 정보
5번

보리젖산발효액
GABA

발효 보리 추출물을 젖산발효 시켜 얻은 GABA.
GABA란?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자연계에 폭넓게 존재하는 비단백성 아미노산의 일종. 
생체 내에서는 뇌와 척추 등에 넓게 분포해, 억제성의 신경전달물질로서 작용. 
보리젖산발효액 GABA의 효능 : 활력 ∙ 활기 (평상시 수면불순 및 피로를 느끼는 분의 활기 활력을 서포트.)

<<유효성 근거 데이터>>
수면의 문제나 스트레스, 피로를 느끼고 있는 성인노동자에게
GABA함유식품(1일 1회, 취침 30분~1시간전 ; GABA 100mg/day)
을 12주간 연속 섭취한 때의 스트레스, 수면의 질, 피로의 주관적
평가에의 영향에 대하여, 프라세보를 대조로서 비교검토.

[피험자 선택 기준]
1) 연령: 30세이상 60세 이하의 남녀
2) 노동자(풀타임)
3) 사전검사시의 아테네식 불면척도 점수가 6점이상
4) POMS2 단축판의 [피로-무기력]의 T스코어가 50점이상,

또한 활기-활력 T스코어가 50점 이하인 자

[주요 평가 항목]
POMS2(활기 프로필 검사) – 기분상태를 7가지의 척도로 스코어화
[분노-적의] [혼란-당혹] [억울-침체] [피로-무기력] [긴장-불안] [활기-활력] [호조]

PSQI-J(피츠버그 수면질문표) – 수면상태를 7가지 요소로 스코어화

[수면의 질] [잠드는 시간] [수면시간] [수면효율] [수면곤란] [수면제 사용] [일상중 각성곤란]

[POMS2 단축판] 활기-활력(VA)의 변화량

출처 : 삼화주류주식회사 기능성 표시제도 대응소재
[보리젖산 발효액 GABA]의 제안



아미노 수면 다이어트
제품특징

제품 이야기

저칼로리
우유 200ml+아미노 1포

=225Kcal

수면
수면불균형 및

피로 개선

EASY
(더 쉽게 다이어트

하도록 도움)

영양소 보충
+

체지방 감소



제품 정보
1번

저칼로리

우유 200ml
(120Kcal)

+

아미노 1포(30g)
(105Kcal)

=

저칼로리 식사대용식
(225Kcal)



제품 정보
2번

수면

아미노 수면 다이어트에 함유 된 보리 젖산 발효추출액GABA가
수면 불균형 및 수면 후에도 피곤 하신 분들의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

≫ ≫



제품 정보
3번

EASY

기존 다이어트

배고프고 지치는 다이어트는
STOP

아미노 수면 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배변활동원활에
도움을 주는 원료들이 듬뿍
다이어트를 더 쉽게 도와준다

ｘ



제품 정보
4번

영양+다이어트

기존 다이어트

영양까지 챙길 순 없던
기존 다이어트

아미노 수면 다이어트

다양한 비타민이 함유되어
다이어트로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 보충

체지방
감소

영양소 보충 체지방
감소

영양소
보충



이런분께 권합니다

굶으면서
다이어트하기 싫으신 분

운동하기 싫어하는
체지방 감소가 필요한 분

배변활동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