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삭 단백, 영양 담은 한끼

제품정보

밸런스 쉐이크 크런치 초콜릿맛은 균형 잡힌 영양에 바삭

한 식감을 더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입니다. 1포당 열량 

220kcal, 단백질 24g, 8종 비타민과 3종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분리유청단백, 분리유단백)과 식

물성 단백질(분리대두단백)을 5:5 비율로 균형있게 설계하

였으며, 단백질 크런치(*원료명: 두류가공품)로 씹는 즐거움

까지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원재료명

분리대두단백(미국산/분리대두단백, 레시틴), 결정과당, 코코아

분말(네덜란드산), 분리유단백분말(미국산), 분리유청단백분말

(미국산/유청단백분말, 레시틴), 식물성크림(물엿, 야자유, 카제

인나트륨, 제이인산칼륨, 제삼인산칼슘,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

르, 폴리인산칼륨, 스테아릴젖산나트륨), 난소화성말토덱스트

린, 제이인산칼슘, L-로이신, 두류가공품, 쵸코쿠키크런치[밀가

루(밀-미국산, 호주산), 쇼트닝{팜유(말레이시아산), 팜올레인유

(말레이시아산)}], 효소처리스테비아, 쵸코렛향분말혼합제제(분

말결정포도당, 프로필렌글리콜, 합성향료, 주정, 천연향료, 정제

수, 트리아세틴), L-시스틴, 사과식이섬유, 아몬드분말향혼합제

제(덱스트린, 프로필렌글리콜, 합성향료, 아라비아검), 카복시

메틸셀룰로스나트륨, 바닐라향혼합제제(덱스트린, 아라비아검, 

합성향료, 트리아세틴, 주정), 말토덱스트린혼합제제(덱스트린, 

사탕수수추출물, 당밀추출물, 합성향료, 글리세린), D-알파-토

코페롤혼합제제[덱스트린, d-α-토코페롤, 카제인나트륨, 글리

섭취대상

 • 체중 관리를 위해 칼로리 조절이 필요한 분

 • 운동과 식이 조절을 병행해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고 싶은 분

 • 굶지 않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

 • 휴대하기 좋은 식사 대용식이 필요한 분

 • 씹는 맛까지 느낄 수 있는 쉐이크가 필요한 분

 • 바쁜 일상 속 제때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분

 • 단백질, 비타민과 무기질을 골고루 함유한 식단이 필요한 분

 • 빠르고 간편하게 균형 잡힌 한끼를 섭취하고 싶은 분

섭취방법

제조원 : (주)서흥
판매원 : 시너지월드와이드코리아(주)
고객센터 : 1899-7600

23332

60g X 14포 

총 840g

1회 섭취량 : 1포(60g) / 1회 섭취량 당 함량 : 열량 220 kcal, 나트륨 250 mg (13 %), 탄수화물 23 g (7 %), 

당류 13 g (13 %), 지방 4 g (7 %), 트랜스지방 0 g, 포화지방 0 g (0 %), 콜레스테롤 5 mg 미만 (1 %), 단백질 24 g

(44 %), 비타민A 530 ㎍RE (76 %), 비타민B1 0.6 mg (50 %), 비타민B2 0.7 mg (50 %), 비타민B6 0.9 mg (60 %),

비타민C 35 mg (35 %), 비타민E 11 mgα-TE (100 %), 나이아신 8 mgNE (53 %), 엽산 145 ㎍ (36 %), 칼슘 630 mg

(90 %), 철 8 mg (67 %), 아연 5.7 mg (67 %), 식이섬유 2 g (8 %)

* ( )안의 수치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임

영양정보

세린지방산에스테르, 레시틴, 구연산삼나트륨, 메타인산나트

륨, 녹차엑기스분말(녹차엑기스, 덱스트린)], 글루콘산아연, 비

타민C, 피로인산제이철, 니코틴산아미드, 분말비타민A혼합제

제(포도당시럽, 옥수수전분, 아라비아검, 유성비타민A지방산에

스테르, 비타민E),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B1질산염, 비타민B2, 

엽산, 잇꽃씨앗추출물분말, 15곡발효효소분말, 녹차추출물, 포

도종자추출물, 올리브잎추출분말, 흰강낭콩추출물

1회 1포 물에 혼합하여 섭취1일 1~2회

200ml

1 DAY

BALANCE SHAKE CRUNCH
밸런스 쉐이크 크런치 초콜릿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