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맛있고 간편하게

하루 2번, 건강한 습관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Protein 단백질의 중요성

더블엑스로도 채울 수 없는 단백질, 일상생활에서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몸 곳곳에 영양소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

몸 곳곳에
영양소 운반

케라틴

헤모글로빈

콜라겐
엘라스틴

액틴 미오신

영양소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의 역할



매일매일 채우는 식물성 단백질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NUTRI
PHYTO PROTEIN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의

특징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은 빼고
양질의 단백질만을 공급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 제공

대두, 밀, 완두를 사용한
순식물성 단백질

1분 안에 쉽고 재미있게
푸로틴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푸로틴 1분 스토리 QR코드를 찍어보세요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 동봉한 스푼으로 1회 1스푼

•물이나 우유, 주스 등의 음료에 섞어 드십시오.

하루 2회 총 25g당 단백질 20g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스틱 - 1스틱 12.5g

12.5g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의 아미노산 스코어는 100입니다
단백질은 단 하나의 아미노산이라도 필요량보다 적으면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은 아미노산의 양을 판정하는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입니다.

아미노산 스코어의 최대값은 100이며, 이 수치에 가까울수록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NUTRI
PHYTO PROTEIN

원료명
분리대두단백질혼합물(분리대두단백질, 레시틴)
밀단백질, 완두콩단백질, 이산화규소

%영양소기준치

0.2%
17%

0%
5%

17%

영양정보
1회 분량당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조단백질

함량
45kcal
1g 미만

10g
0g

95mg
10g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11-0415K  [2012]
PV / BV : 24,810 / 38,200
      42,000원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스틱

11-1861K  [2112]
PV / BV : 12,990 / 20,000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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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y Beauty
체중관리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헬씨 뷰티 레시피



             재   료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25g(2T), 유자원 2TS, 샐러리 40g,
인테스티플로라7 프로바이오틱스1포, 사과 50g(1/4개), 이스프링물 200ml

             만들기

01      샐러리와 사과를 이스프링물로 깨끗이 씻어 적당한 크기로 썰어 믹서에 넣는다.
02      01에 유자원,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인테스티플로라7 프로바이오틱스, 이스프링물을
           넣고 믹서에 갈아준다.

FRESHNESS !
아침식사 대용으로 에너자이징 음료,

향이 마치 내 안의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느낌!

이선경 & 황영우 ABO

Healthy Beauty   [ 헬씨 뷰티 ] 1위

248Kcal

QR코드를 찍으시면
관련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   료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13g(1T), 퀜치8 탠저린/오렌지향 25g(2T), 
한라봉(오렌지) 1개, 이스프링물 100ml, 암웨이 연세우유 100ml

             만들기

01      한라봉(오렌지)의 껍질을 벗겨준다.
02      믹서에 암웨이 연세우유, 퀜치8 탠저린/오렌지향,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한라봉(오렌지), 이스프링물을 넣고 곱게 갈아낸다.

봉 봉 쥬스
예쁜 딸들을 위한 상큼하고 맛있는 음료!

김문옥 ABO

Healthy Beauty   [ 헬씨 뷰티 ]

398Kcal

QR코드를 찍으시면
관련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   료

뉴트리 푸로틴 녹차맛 단백질 24g(2T), 뉴트리 화이버 파우더 1포,
인테스티플로라7 프로바이오틱스 1포, 바나나 1/2개, 이스프링물 80ml,
암웨이 연세우유 200ml

             만들기

01      믹서에 이스프링물과 암웨이 연세우유, 바나나와 뉴트리 화이버 파우더,
           인테스티플로라7 프로바이오틱스, 뉴트리 푸로틴 녹차맛 단백질을 넣고 갈아준다.

파인 바나나
우유 쉐이크
유산균과 식이섬유로 장을 건강하게, 바나나와 암웨이 연세우유로

영양소의 균형을!

박홍구 & 서영선 ABO

Healthy Beauty   [ 헬씨 뷰티 ]

296Kcal



             재   료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13g(1T), 파지트림 드링크믹스 열대과일향 1포,
양상추 1장, 이스프링물 200ml 

             만들기

01      이스프링물과 디시드랍스를 이용해 양상추를 깨끗이 씻는다. 
02      믹서에 이스프링물 200ml, 양상추,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파지트림 열대과일향을 넣고 곱게 갈아낸다.

그린 샐러드
드링크 믹스
신선한 샐러드 한 접시 먹은 듯 포만감과 맛 모두 만족

이지은 ABO

Healthy Beauty   [ 헬씨 뷰티 ]

222Kcal



             재   료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25g(2T), 딸기 100g(3~4개), 꿀 15g(1TS),
암웨이 연세우유 200ml

             만들기

01      믹서에 딸기와 암웨이 연세우유,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꿀을 넣고 갈아준다. 

나만의 근육
만드는 음료수
허기짐을 달래주는 영양 넘치는 한잔의 음료

김경희 ABO

Healthy Beauty   [ 헬씨 뷰티 ]

302Kcal



             재   료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25g(2T), 파지트림 드링크믹스 카페오레맛 25g(2T),
화이버 비츠 식이섬유 7g(1/2T), 암웨이 연세우유 200ml

             만들기

01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파지트림 카페오레맛, 화이버 비츠 식이섬유,
           암웨이 연세우유를 쉐이커에 넣고 흔들어 잘 섞어준다. 

완벽한
푸로틴 쉐이크
간단한 식사대용이자 가볍게 부족한 푸로틴을 보충해줍니다!

이종협 & 문영자 ABO

Healthy Beauty   [ 헬씨 뷰티 ]

338Kcal



             재   료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13g(1T), 파지트림 드링크믹스 카페오레맛 25g(2T),
호두 5알, 암웨이 연세우유 200ml, 송화소금 약간

             만들기

01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파지트림 카페오레맛, 암웨이 연세우유, 호두,
           송화소금을 믹서에 넣고 고르게 섞이도록 잘 갈아준다.

우리딸 아침
새벽에 학교 가는 딸을 위한 든든한 음료!

김미영 ABO

Healthy Beauty   [ 헬씨 뷰티 ]

536K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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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어린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키즈 레시피



             재   료

뉴트리키즈 푸로틴 베리 단백질 12g(1T), 퀜치 에이스 체리향 25g(2T), 딸기 100g(3~4개), 
바나나 50g(1/2개), 복분자원 40g(2TS), 암웨이 연세우유 100ml

             만들기

01      믹서기에 딸기, 바나나, 암웨이 연세우유, 복분자원, 뉴트리키즈 푸로틴 베리 단백질,
           퀜치 에이스 체리향을 넣고 곱게 갈아낸다.

베리베리
바나나 쉐이크
먹거리의 안전과 아이들 비타민 보충을 동시에!

서은미 & 마영진 ABO

Kids   [ 키즈 ] 1위

495Kcal

QR코드를 찍으시면
관련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   료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13g(1T), 뉴트리 푸로틴 녹차맛 단백질 12g(1T), 
5곡 미숫가루 25g(2T), 꿀 15g(1TS), 암웨이 연세우유 250ml

             만들기

01      쉐이커에 암웨이 연세우유와 뉴트리 푸로틴 녹차맛 단백질,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5곡 미숫가루, 꿀을 넣고 덩어리 지지 않게 흔들어 섞어준다.
          (꿀의 양은 기호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푸로틴과 친구들
두 가지 맛 푸로틴과 5곡 미숫가루 한끼로 든든해요!

이미경 ABO

Kids   [ 키즈 ]

435Kcal

QR코드를 찍으시면
관련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   료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13g(1T), 퀜치8 레몬/라임향 6g(1/2T), 망고 30g,
설탕 15g(1TS), 플레인 요거트 15g(1TS), 생크림 15g(1TS), 암웨이 연세우유 200ml

             만들기

01      믹서에 망고와 설탕, 플레인 요거트, 생크림,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퀜치8 레몬/라임향과 암웨이 연세우유를 넣고 갈아준다.

망고 쉐이크
여름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영양 쉐이크!

김진영 & 박재경 ABO

Kids   [ 키즈 ]

346Kcal



             재   료

뉴트리 키즈 푸로틴 베리 단백질 36g(3T), 플레인 요거트 1/2컵(90g),
인테스티플로라7 프로바이오틱스1포, 이스프링물 200ml

             만들기

01      이스프링물에 뉴트리 키즈 푸로틴 베리 단백질을 넣고 섞어준다.
02      1에 플레인 요거트와 인테스티플로라7 프로바이오틱스를 넣고 잘 저어준다.

마시는 딸기 요플레
누구나 간단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장까지 관리되는 음료!

이미영 & 박창기 ABO

Kids   [ 키즈 ]

187Kcal



             재   료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13g(1T), 퀜치 에이스 체리향13g(1T), 딸기 100g(3~4개),
메이플 시럽 15g(1TS), 이스프링물 1컵(200ml)

              만들기

01      믹서에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퀜치 에이스 체리향, 이스프링물,
           딸기와 메이플시럽을 넣고 잘 갈아준다. (기호에 따라 퀜치8 레몬/라임향을 넣으면

            상큼한 맛이 난다. 퀜치8 레몬/라임향을 넣으면 메이플 시럽을 조절한다)   

파이토 
베리베리 스트로 베리
딸기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고 달콤해서

양질의 단백질을 맛있게 즐길 수 있음

전월평 ABO

Kids   [ 키즈 ]

164K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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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y Life
중, 장년 이상의 건강을 위한

헬씨 라이프 레시피



             재   료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13g(1T), 비트 80g, 퀜치8 탠저린/오렌지향 20g(1+1/2T),
인테스티플로라7 프로바이오틱스 1포, 이스프링물 200ml

             만들기

01      비트를 물에 깨끗이 씻어 찜기에 10분 정도 찐다.
02      껍질을 벗긴 비트와 이스프링물 100ml을 넣고 믹서에 곱게 간다.
03      곱게 갈아진 비트에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과 퀜치8 탠저린/오렌지 향,
           이스프링물 100ml을 넣고 다시 한번 믹싱한다.
04      완전히 믹싱된 후 인테스티플로라7 프로바이오틱스 1포를 넣고 스푼으로 저어서 음료를 완성한다.

빨간선물
a PRESENT of RED
단백질 보충을 위한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과 다양한 효능이 있는

빨간색 비트를 재료로 40~50대에게 건강을 선물하는 음료!

황인숙 ABO

Healthy Life   [ 헬씨 라이프 ] 1위

165Kcal

QR코드를 찍으시면
관련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   료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13g(1T), 파지트림 드링크믹스 열대과일향 1포, 매실원 15g(1TS),
이스프링물 200ml

             만들기

01      쉐이커에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파지트림, 매실원, 이스프링물을 넣고
           잘 흔들어 섞어 준다.

매실원맛
파지트림
매실원과 함께하는, 우유를 소화하기 힘든 장년층을 위한 음료!

육현옥 ABO

Healthy Life   [ 헬씨 라이프 ]

246Kcal

QR코드를 찍으시면
관련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   료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13g(1T), 퀜치8 레몬/라임향 6g(1/2T),
인삼 1뿌리, 꿀 15g(1TS), 암웨이 연세우유 200ml

꿀 삼 쉐이크
환절기 면역력에 좋은 콩과 인삼의 만남!!

안소연 & 최장현 ABO

Healthy Life   [ 헬씨 라이프 ]

295Kcal

             만들기

01      인삼 1/2뿌리를 채썰어 꿀과 퀜치8 레몬/라임향에 재워둔다.
02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과 인삼 1/2뿌리, 꿀 1/2T, 암웨이 연세우유를 믹서기에 갈아준다.  
03      컵에 01을 먼저 담은 후 갈아놓은 02를 부어준다.



50대 건강 지킴이
피로에 지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건강 지킴 음료!

유미애 ABO

Healthy Life   [ 헬씨 라이프 ]

316Kcal

             재   료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13g(1T), 파지트림 드링크믹스 열대과일향 1포,
퀜치 에이스 체리향 25g(2T), 이스프링물 200ml

             만들기

01      쉐이커에 이스프링물과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파지트림 열대과일향,
           퀜치 에이스 체리향을 넣고 잘 흔들어 섞어준다.



오디스무디
노화방지로 알려진 달콤한 오디와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의 건강한 만남!

육현옥 ABO

Healthy Life   [ 헬씨 라이프 ]

123Kcal

             재   료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13g(1T), 퀜치 에이스 체리향 13g(1T),
냉동 오디 50g(1/2컵), 얼음물 200ml

             만들기

01      믹서에 얼음물,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퀜치 에이스 체리향,
           냉동 오디를 넣고 곱게 갈아낸다.



한국암웨이(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고객센터 1588-0080

전화주문 080-080-4949

한국암웨이 www.amwaykorea.co.kr

인터넷주문 www.abnkorea.co.kr

뉴트리라이트 www.nutrilit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