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라이프 스타일 제품
B-Epic으로 날마다 서사시!
B-에픽의 최고급 라이프스타일 제품으로 날마다 서사시를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날 시장에 가장 혁신적인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수세기 동안 전통 의약에서 사용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입증된 천연 성분을
공급하여 현대 추출 기술을 통해 강화했습니다. 삶을 바꾸는 혜택을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B-Epic 30일 100%
환불보증을 통해 당사의 제품을 부담 없이 사용해 보십시오.
ELEV8 당신의 마음과 몸
세계에서 가장 앞선 성능의 제품
최적의 건강과 기능을 위해 고대 의약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ELEV8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작은 녹색 슈퍼 알약이며, 전인적인 건강과 높은 수준의 활동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강력하고 순수한 약초, 전체 음식 및 버섯 추출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항정신제와 강장제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독점적인 슈퍼 배합은 자연스럽게
인지 과정, 신체 성능 및 긍정적인 분위기를 향상 시키는 동시에 설탕 에너지
음료로 말미암은 두통, 우울증 및 혼미함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CCELER8 체중 감량
빠른 작동, 시너지효과가 있는 자연 체중 관리 및 수면과 연계
잠자는 동안 자연스럽고 간편하게 체중을 줄이십시오! ACCELER8은 인체가 건강한
균형을 되찾고 체중 감량 및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는 천연 건강 재생 성분으로
만들어진 시너지 효과가 있는 보충 콤보입니다. ACCELER8 RESTORE 는 부드러운
자연 해독 및 세정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미생물 군집에서 유익한 박테리아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CCELER8 SLEEP 은 세로토닌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유지하고 코르티솔을 낮추어 휴식을 촉진하고 혼미함이 없는 수면을 제공합니다.
GR8 KIDS 영양 강화
맛 좋고 영양강화된 파워 스틱(POWER STICKS);어린이와 성인에게 좋음
설탕 없이 과일과 야채의 모든 건강상의 이점을 누리십시오! GR8 KIDS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에서 나오는 풍부한 맛과 비타민으로 가득하여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최고의 슈퍼 푸드입니다. 설탕이 없고 칼로리가 없으며 편리하게 바로 입안으로
들어가게 영양이 가득한 스틱 팩으로 되어있어, 일일 보충제, 건강 간식 또는 미량
영양분에 적합합니다. 영양 밀도가 높은 각 스틱 팩에는 4.5회 분량의 100 % 천연,
생체 이용 가능한 전체 식품 식물성 영양소가 들어 있으며 미량 미네랄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HYDR8 알칼리수
천연 산호 미네랄 보충제; 탁월한 물맛의 알칼리수
맛있는 알칼리수로 수분을 공급하십시오! HYDR8에는 오키나와 인근의 깨끗한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하고 100 % 순수 천연 미네랄 복합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석화된 순수 산호 퇴적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됩니다. 사용하기 쉬운
용기는 일반 식수를 미네랄이 풍부한 알카리수로 변환합니다. 이는 최적의 건강을
위해 몸에 필수적인 70개 이상의 이온화 된 미량 미네랄이 풍부한 알칼리수입니다.
또한 HYDR8 물의 알칼리도가 높을수록 체내의 건강한 pH 균형이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그것은 상쾌한 자연의 물맛을 제공합니다.
REJUVEN8 당신의 아름다운 피부
구기자 줄기 세포 기술로 만든 고급 피부 회춘 세럼
당신의 피부가 최고로 보이고 느끼게 할 것입니다! REJUVEN8은 조기 노화와
햇빛에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섬세한 피부 세포를 활성화하고 보호하는
혁신적인 피부 관리 제품입니다. 강력하고 가벼운 데일리 세럼은 피부 외관, 상태
및 활력을 개선하는 고품질 독점 구기자 줄기 세포 추출물로 강화됩니다. 깊이
스며들고 촉촉한 콜라겐과 탄력을 북돋우는 엘라스틴은 노화 방지 효과가 있으며
처진 피부를 눈에 띄게 들어 올리고 잔주름과 깊은 라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설명서는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제품은 어떤 질병도 진단, 치료,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환불 보증은 일반 크기, 단일 단위 제품 구매에서만 가능합니다. 샘플, 패키지로 된 제품 및 다중 단위 구매 (예 : 2개 구매시 1개는 무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