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적 불편과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완화하세요!  

ALLEVI8 PRO는 긴장, 쓰림, 경직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진정시켜 긴장을 풀어줍니다. 우리의 

고급적이고 자연적으로 스며드는 접착 패치는 신속하게 

반응하고 집중적인 자연 완화와 편안감을 주는 향기를 

밤낮으로 제공합니다.

아픈 몸이 당신이 느리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세요! 가장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쉬십시오. 피부에 적용할 때, 

ALLEVI8 PRO는 근육과 관절의 긴장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불편한 뻣뻣함과 통증을 줄여줍니다. 게다가, 

진정 효과는 스트레스 해소, 편안함, 그리고 휴식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ALLEVI8 PRO는 유해하거나 독성이 있는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인 부작용 

없이 신체적 불편과 스트레스에 대한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냈습니다. 생분해성 식물 기반 접착 패치에는 

유익한 건강 특성을 가진 아로마틱하고 치유적인 허브가 

강력하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ALLEVI8 PRO는 신체의 

열과 에너지를 패치가 적용된 부위로 전송하여 

자연스럽게 안도감과 편안함을 증폭시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속효성, 집중적인 자연 완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 긴장되고 피곤한 근육과 아프고 뻣뻣한 관절을 
   진정시킵니다

• 통증과 쓰림으로 인한 불편함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킵니다

• 스트레스 해소, 편안함, 휴식을 촉진시킵니다

제품  세부  정보:

• 속효성,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접착 패치입니다

• 김민수 박사에 의해 만들어냈습니다

• 신체의 열 에너지를 힐링에 돕도록 전송합니다

• 아로마틱 힐링 허브가 배어 있습니다

• 가정이나 이동 중에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편함 및 스트레스
자연스럽게 완화!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접착 패치

효과적인 안도감과 편안함을 선사함

ALLEVI8 PRO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혜택을  직접  경험해보기 |  WWW.BEPIC.COM에서의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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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B-Epic 독립 브랜드 
파트너에게 문의하십시오.



제품  세부  정보

Capsaicin, Korean Red Ginseng, 

Ginger. This product is latex free.

Ingredients
응용 프로그램 설명:
• 패치를 적용할 피부 부위를 세척하고 건조하게 합니다. 
• 뒷면을 벗겨내고 접착제 면을 피부에 직접 바르세요.
• 주름이나 에어 포켓을 펴줍니다. 
• 바른 후에는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 제거하려면 부드럽게 벗겨서 버리세요.

권장 사용:
• 각 패치는 일회용입니다.  
• 48시간 내에 하나의 패치만 사용하십시오.
• 외부 사용만 가능합니다.
• 머리와 얼굴을 제외한 신체 어느 부위에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처 및/또는 손상되거나 민감한 피부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크림 또는 오일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 12세 미만의 사용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에는 사용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 가벼운 피부 자극 또는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따가우면 사용을 중지하십시오.
• 제거 시 모발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보관: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ALLEVI8 PRO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접착 패치

한국 제조

이 성명들은 미국 식품의약국에 의해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개인별 효과는 다릅니다. 

김민수 박사의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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