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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큐머슬은
장기간의 임상 연구를 통해 설계된 고함량 로이신 함유 BCAA 보충제
근육의 생성과 회복에 도움
근육 손실에 따른 위험을 낮춰주어 삶의 질을 개선
운동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전해질 및 비타민 B6, B12 보충
1회용 포장의 발포성 산제로 간편한 휴대와 빠른 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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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레스큐머슬

식품의 유형

음료베이스(분말)

내

201.6g (7.2g * 28포)

용

량

포 장 단 위

영양기능정보

7.2g x 28포 / Box
1포(7.2g) 당 함량 : 25kcal
1포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탄수화물 2.93g(0.9%), 단백질 2.84g(5.2%), 지방 0g(0%),
콜레스테롤 0g(0%), 나트륨 180mg(8.9%), 당류 0.50g(0.5%)
아미노산류
L-로이신 1,260mg, L-라이신 420mg, L-이소로이신 315mg,
L-발린 315mg, L-트레오닌 315mg, L-페닐알라닌 210mg

섭 취 방 법

1일 2포(1포 7.2g) 섭취(운동 전, 후 1포씩)가 적당하며
1포당 200 ~ 500ml의 물에 잘 녹여 섭취하십시오.
복용 시 흔들어서 물에 잘 녹여 복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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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큐머슬은 노화에 따른 근육 손실을 막아주는 BCAA 보충제
30대부터 근육량 및 근력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60세 이상에서는 전체 근육량의 약 30%가 소실되며,
70세 이후에는 더욱 빠른 속도로 감소됩니다.
연령 증가에 따른 근육량과 근력의 변화
연령

근육량의 감소

근력의 감소

40 - 70세

8% / decade

10-15% / decade

≥ 70세

15% / decade

25-40% / decade
US Pharm. 2010;35(9):24-30.

레스큐머슬은 장기간의 임상연구를 통해 설계된
근육량, 근력 및 신체능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BCAA 보충제
외부로부터 섭취해야하는 9종의 필수아미노산 중 로이신, 이소로이신, 발린을
BCAA(Branched Chain Amino Acids: 분지사슬아미노산)라 합니다.
BCAA는 근육내 단백질 합성의 증가와 근육의 분해 대사 억제를 통해 우리 몸의
근육량을 유지시킵니다.

로이신
트립토판

근육세포대사
단백질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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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cle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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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린
근육세포대사
피로감소

메티오닌
히스티딘

Aging & Supplementation

레스큐머슬은 BCAA 보충제로 근육량과 근력의 유지를 통하여
건강한 신체의 지속과 활동적인 생활에 도움을 줍니다.
75세 이상의 근감소증 여성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 운동(1시간/회, 주2회)과
필수 아미노산(로이신 42%가 함유된
필수 아미노산 제재 6g/일)을 섭취한 결과,
하지 근육량과 근력, 보행 속도가
개선 되었습니다.
4년 후 상기 복용군과 비복용군을 비교한
결과에도 아미노산복용군이
하지 근육량, 근력, 보행 속도가 감소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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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량 및 근력의 감소는
근골격계, 심혈관계, 대사계 및 정신계통에서 위험성의 증가로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 근골격계 : 운동성 저하, 낙상, 골다공증, 골절 등
▶ 심혈관계 및 대사 : 체중증가, 비만, 폐기능 저하, 심혈관 및 대사질환 등
▶ 정신 . 심리계 : 우울증 등

연령 증가에 따른 근육량

및 근력 감소를 방지 하기 위하여

혈중에 충분한 양의 아미노산(특히 로이신)을 보충하여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WHO,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