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KETO 

케톤으로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세요!

초고속 케토시스 보충제 
외생 케톤 3000MG(BHB-BATM)

자세한 내용은 B-Epic 독립 브랜드 
파트너에게 문의하십시오.

케톤을 올리는 것의 이점을 경험해보세요! 탄수화물이 전혀 
없는 천연의 B-KETO 외생 케톤 보충제는 정신 및 신체 성능을 
빠르게 끌어올리며 체중 관리를 자연스럽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초고속 케토시스, 천연 에너지 음료는 식사와 상관없이 
케토시스를 유도하는 것으로 임상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맛이 좋고 10칼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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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설탕 B-KETO를 마시면 탄수화물을 끊지 않고도 체내의 
활성 케톤 수치를 높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많은 이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탄수화물이나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하고 있다면, B-KETO는 식이요법의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가 케토시스를 빠르게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B-KETO에는 획기적인 강력한 용량(3,000mg)의 
KETOBHBATM 복합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임상적으로 신체가 자연적으로 케톤을 
생성하고 케토시스에 기여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특허받은 외생 
케톤 제형입니다.  이것은 거의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효과가 오래 지속되며, BHB만으로 이루어진 다른 외생 케톤 
보충제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케토시스 및 케토생성을 촉진
• 지방 연소 및 체중 관리를 지원
• 식욕과 갈망을 억누르기
• 지속적인 자연 에너지를 
   제공하기(불안감 없이).
• 정신적인 명료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 체력과 지구력을 강화시키기
   (많은 프리워크아웃)

제품 세부 정보:  
• 속효성 탄수화물 제로 케톤 보충 음료
• 3,000mg의 KETOBHBATM가 함유 
   – 특허받은 외생 케톤 복합체
• 맛이 끝내주는 천연포도 맛
• 천연, 저칼로리, 무설탕, 무글루텐, 
   저나트륨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혜택을  직접  경험해보기 |  WWW.BEPIC.COM에서의  세부사항

TM



Lorem ipsum

B-KETO
초고속 케토시스 보충제 

B-EPIC 독점  |  WWW.BEPIC.COM

TM제품  세부  정보

안내사항: 8-12온스의 물에 하나의 스틱 팩의 내용물을 
첨가하세요; 젓거나 흔드세요.

권장 사용: 하루 종일 언제든지 마시거나 프리워크아웃에도 마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효과 전에 15분에서 30분 동안 마시세요. 
금식 상태에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단식에 방해하지 않음.)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취침 최소 6
시간 전에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주의: 건강 보조제를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특히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거나, 의학적 질환이 있거나, 처방약을 
복용 중이거나,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오.

보관: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미국산

Supplement Facts
Servings Per Container: 30
Serving Size: 1 stick (4.5 g)
Amount Per Serving % DV*

Sugars 
Includes 0g Added Sugars

Calcium
0%

0 g

KETOBHBATM Blend
(Beta Hydroxybutyrate-Butyric)

Caffeine (from green tea)

3,000 mg

13%
24%
7%

175 mg
100 mg
160 mg

65 mg

* Percent Daily Values (DV) are based 
on a 2,000 calorie diet.
† Daily Value not established.

Calories
†

†

†

10

Magnesium
Sodium

기타 재료: Natural Flavors, GlyviaTM (Glycoside 
Complex), Citric Acid, Malic Acid, Potassium 
Citrate, Fruit and Vegetable Juice (for color), 
and Stevia Leaf Extract

우유, 콩, 계란, 견과류, 밀을 가공하는 시설에서 
제조됩니다.

글루텐 없음, 유제품 없음, 비건, 유전자 변형 물질 
없음.

KETOBHBATM / BHBATM 특허 기술 및 상표는 
Biologic Pharmamedical Research Inc.에 등록 및 
소유됩니다.

cGMP 인증 및 FDA 등록 시설에서 제조됩니다. 
타사에서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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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별 효과는 다릅니다. 대체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건강보조식품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섭취는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건입니다.



KETOBHBATM 복합체(파란색 선): 약 30분 후, 

KETOBHBATM 복합체는 세포의 지방 공급으로부터 케톤 

생성을 활성화하고, 60분까지는 모든 농축 케이스에서 케톤 

생성 활동이 활발합니다. 각각의 경우 약 90분마다 케톤생성이 

느려지기 시작하는데, KETOBHBATM 활성은 케톤생성 식단이 

기대하는 케톤 생산을 지원하고 인체가 만든 케톤을 통해 

케토시스에 기여합니다. 

BHB 전용(빨간색 선)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실험에서 

케톤생성은 차단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케톤생성 식단에서 

기대되는 효과를 억제합니다.  허기진 상태에서는 약간의 

가벼운 케톤 생성(내부적으로 케톤 생성) 활동이 활성화되지만 

BHB 존재에 의해 빠르게 중단됩니다.  BHB  공급은 

케토시스에 기여하지만 신체에 의해 만들어진 케톤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KETOBHBATM, 신속한 케톤 생산 지원

KETOBHBATM 복합체(파란색 선): 15분 후, KETOBHBATM

복합체에 있는 BA가 지방 연소를 활성화시킵니다.  하지만 

BHB 수치가 상승하고 BHB 신호로 지속되면서, BHB는 지방 

연소를 억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BA 신호는 지방을 "ON" 

위치로 유지하고 33분에 BHB의 신호를 중단하므로, 지방 

연소가 케톤생성 식이요법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우세합니다. 

오직 BHB (빨간색 선)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5분에 

시스템이 즉시 지방산 산화를 준비하기 시작하지만, BHB는 

"꺼짐" 신호로 빠르게 차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BA 활성화 

신호 없이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이것은 케톤생성 식이요법 

또는 지방 감소 계획에 의해 예상한 결과와 엇갈립니다. 

KETOBHBATM이 더 오랜 지방 연소를 활성화

B-KETO
초고속 케토시스 보충제 

연구  세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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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ogenic Activity: Non-Starve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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