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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HⅠ. 신제품 개요

제품 개요

Concept 클린업다이어트

식품 유형 건강기능식품

포장 650mg*3정+500mg*3Cap (2구멀티PTP)/90정+90캡슐 : 1개월분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3정+3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주요원료

1) 체지방감소 :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판토텐산칼슘,니코틴산아미드
2) 장건강(면역/디톡) :  락토바실러스아시드필러스,유산균혼합분말9종,락토바실러스불가리커스,락토바실러스퍼멘툼,바실루스코아글란스
3)부원료 : 치커리추출물,프락토올리고당,갈락토올리고당,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뽕나무잎추출물분말,해조분말,탈지달맞이꽃종자추출물,강남콩추출
물분말,채소혼합농축액분말,세븐베리혼합분말,키토산 등…

기능성
1)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줌
2) 유산균 : 유산균증식에도움을줌, 유해균억제에 도움을줌,배변활동원할에도움을줌

권장대상

- 간편하게 체지방 감소를 하고자 하시는 분
- 장건강을 통해 체질개선을 원하시는분
- 면역 관리가 필요하신 분
- 장속 유익균증식을 통한 해독 다이어트를 원하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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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HⅡ. 신제품 특징

2가지 주원료, 2가지 기능성을 한 제품에 담았습
니다.

2구멀티PTP를 통해 함께 섭취 시너지 효과!

장건강(면역증강/디톡)과 다이어트를 한 번에 할 수 있
는 진짜 건강한 해독 다이어트!

하루 섭취 3정+3캡슐로 간단하게

믿을 수 있는 제조업체에서 생산

1

2

3

4

5

하드캡슐 : 프로바이오틱스

정제 : 
가르시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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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HⅢ. 주원료 소개(가르시니아)

■ 가르시니아란?

▪ 지표성분(기능성분) : 총(-) -Hydroxycitric acid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원료)

▪ 기능성내용 :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줌”

▪ 일일섭취량 : 총(-) -Hydroxycitric acid 로서 750~2,800/일 섭취

▪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추출물 : 

- Garcinia cambogia는 인도 남서부 산지에서 서식하는 과일인 가르시니아
-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HCA함량이 다른 과일에 비해 높아

전세계적으로 연구되어온 과일!

-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다이어트 제품에 사용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Garcinia cambo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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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HⅢ. 주원료 소개(가르시니아)

■ 가르시니아 성분 및 효능

피하지방/내장지방/체지방량 감소 확인!

출처: 식품 의약품 안전처

과체중 또는 비만(BMI 26이상)인 성인을 대상으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추출물
의 보충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추출물은

피하지방, 내장지방을 포함한 체지방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하지방 피하지방내장지방 내장지방

* 복부 피하지방, 내장 지방의 구조를 이미지화 한 표현, CT 아님

Source: Heymsfield 등(1998), Mattes 등(2000), Hayamizu 등(2003), Onomura 등(2000)의 이중맹검, 병행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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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HⅢ. 주원료 소개(가르시니아)

■ 가르시니아 성분 및 효능

체중 감소 확인!

GroupA(HCA-SX, n=29) Group B (HCA-SX formula, n=28) GroupC(placebo, n=25)

Initial Final Initial Final Initial Final

167.55 158.73 165.35 155.43 192.9 187.29

160.94 154.32 171.96 164.24 197.31 196.21

171.96 162.04 174.17 165.35 216.05 207.23

175.27 167.55 177.47 165.35 206.13 199.52

174.38 167.55 179.68 169.76 207.23 209.44

167.99 157.62 178.57 165.35 201.72 201.72

173.06 158.73 167.55 154.32 201.72 196.21

174.16 165.35 179.67 159.83 186.29 184.06

165.35 153.22 173.06 159.83 180.78 174.17

165.35 152.12 180.78 165.35 176.37 173.06

Average 169.6 159.72 174.83 162.48 196.65 192.9

%weight loss 5.82% 7.06% 1.95%

Source: Int.J.Clin.Pharmacology Research [2005.25(3):133-144]

21-50세 평균81.8KG(BMI 29.9이상), 인도남녀 82명 대상, HCA 2,800mg 8주 섭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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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HⅢ. 주원료 소개(가르시니아)

■ 가르시니아 성분 및 효능

인체시험으로 허리 둘레 감소 확인!

Source: Physiology & behavior, vol71 (2002)87-94
18~65세평균 75.5kg(BMI 29.9이상), 과체중 미국 여성 89명 대상, 섭취 42명, 

HCA 1,200mg 12주 섭취결과. 대조군 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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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HⅢ. 주원료 소개(가르시니아)

■ 가르시니아 성분 및 효능

인체시험으로 엉덩이 둘레 감소 확인!

Source: j.oleo sci., vol.50, no.10(2001)
일본, BMI 지수 25~35(평균 74.4kg). 과체중인성인 남녀 169명대상(15~65세)

섭취군 20명 8주 1,000mg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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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HⅢ-2. 주원료 소개_19종혼합유산균(2,500억)

종 류

Lactobacillus
L.acidophilus, L.casei, L.gasseri, L.delbrueckii ssp. bulgaricus, L.helveticus, L.fermentum, L

.paracasei, L.plantarum, L.reuteri, L.rhamnosus, L.salivarius

Lactococcus Lc. lactis

Enterococcus E.faecium, E.faecalis

Streptococcus S.thermophilus

Bifidobacterium B.bifidum, B.breve, B.longum, B.animalis ssp. lactis

1) 제조기준
(1) 원재료 : 다음의 미생물 또는 이를 혼합한 균과 균 또는 배양체를 배양시키기 위한 배지 및 보호제

(2) 제조방법 : 상기 미생물을 배양․건조하여 제조하여야 함.
(3)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 생균을 100,000,000 CFU/g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함

2)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2) 프로바이오틱스 수 : 표시량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3) 최종제품의 요건
(1) 기능성 내용 :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일일섭취량100,000,000 ~ 10,000,000,000 CFU

4) 시험법
(1) 프로바이오틱스 수
(가) 유산간균 및 구균 : 제 4. 3-58 유산간균 및 구균
(나) 비피더스균(Bifidobacterium) : 제 4. 3-59 비피더스균(Bifidobacterium)
(2) 대장균군 : [별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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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H

유산균(Probiotics)이란? 

건강한 사람의 장에 살고있는 균들로 “적절한 양을 섭취하였을 때 체내

에 들어가서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을 말한다.

출처: FAO/WHO (세계건강기구)

√

유산균(Probiotics)의 기능√

유산균
증식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
원활

Ⅲ-2. 주원료 소개_프로바이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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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H

유산균(Probiotics)을 왜 먹어야 할까요?√

1 면역세포의 약 80%가 장에 존재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서 80%는 장 점막에 있다. 따라서 장 건강이
나쁘면 장 속의 유해균이 독소를 만들어 과민성장증후군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 질환이 생긴다.

2 장 건강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가 중요

스트레스, 인스턴트식품 등의 영향으로 장내세균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장건강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 증가와 유해균
감소에 도움을 주어 장내 균총의 정상을 돕는다.

3 나이가 들수록 유해균의 비율이 높아짐

나이가 들수록 장속의 유해균은 증가한다. 하지만, 일반 식생활에서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유산균 제품을
섭취하여 장내 유익균의 수를 늘려주는 것이 장건강에 도움이 된다.

Ⅲ-2. 주원료 소개_프로바이오틱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