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LER8 제품정보

체중 감량을 가속화하십시오!
자연 체중 관리와 수면과의 조합
잠자는 동안 자연스럽고 쉽게 살이 빠집니다! ACCELER8은 체내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유지시켜 전반적인 건강을
자연스럽게 회복시켜주는 시너지 보조 콤보로서 체중 감량과 건강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두 캡슐
(Restore & Sleep) 모두 건강 회복 효과가 뛰어난 고품질의 천연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ACCELER8 RESTORE 는 자연적으로 몸을 정화하여 건강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해독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미생물의 유익한 박테리아를 보충하여 전반적인 건강에 필수적이며 소화 및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ACCELER8 SLEEP 은 자연적으로 세로토닌의 균형을 잡고 코티솔을 낮추어 휴식과 수면을 촉진합니다. 또한 살을
빠지게 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꿀잠을 자는 동안, 더 없이 행복하게
체중과 스트레스를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보고 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중 감량 및 체중 관리 촉진
• 자연적으로 몸을 정화하고 해독함
• 정신 및 신체 이완 촉진
• 수면 향상과 혼미한 상태가 없이 잠에서 깨어남
• 소화 건강 및 건강한 미생물군집을 지원함
• 면역 체계와 전반적인 건강을 강화함

ACCELER8 RESTORE
ACCELER8 RESTORE 는 자연스럽게 건강한 균형을 회복하고, 필요 없는 체중을 감량하여 신체를 지원합니다.
독소가 몸에 가득 차면 무기력해지고, 몸이 붓고 무수히 많은 다른 문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ACCELER8
Restore는 건강을 회복시키는 영양소로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최적의 건강과 체중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갱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독점적인 영양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CCELER8 RESTORE 는 자연적으로 몸을 정화하고 소화 건강과 활력을 증진시키는 부드러운 해독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천연으로 된 식물성 생리활성 물질과 유기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에
유익한 수준의 좋은 박테리아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품질의 자연적으로 안정적인 프리바이오틱스, 활생균
및 효소가 함유되어있어 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고 면역력과 정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ACCELER8 SLEEP
ACCELER8 SLEEP 은 정신적, 육체적 휴식을 촉진하고 수면의 향상을 촉진한다. 몸에 대한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세로토닌을 감소시킨다. 이 두 가지 모두 수면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ACCELER8 SLEEP 은 자연적으로 세로토닌과 하부 코티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조화롭게
작용하는 질 좋은 천연 성분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신체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편안함을 느끼도록
도와주고 체중 감량을 촉진할 수 있다.
ACCELER8 SLEEP 은 또한 빠르게
잠들게 하고, 숙면을 취하게 하며,
혼미한 기분이 없이 잘 쉬었다는
느낌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숙면의
밤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일 중 하나입니다. 적절한
수면은 건강한 생활방식의 중요한
부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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