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SLIM

한 모금 마실 때마다
갈증을 줄이세요!

아프리카 망고 체중 관리 
수분 보충제 알약

자세한 내용은 B-Epic 독립 브랜드 
파트너에게 문의하십시오.

몇 초 안에 상쾌한 체중 관리 수분을 만들어보세요! 
B-SLIM 아프리카 망고 수분 보충제 수분 공급 알약은 
두 가지 강력하고 검증된 천연 성분으로 에너지를 공급: 
체중 관리를 위한 아프리카 망고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아슈와간다.

아프리카 망고(Irvingia gobonensis) 종자 추출물은 
효과적인 체중 관리 지원을 위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또한 배고픔과 체지방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SLIM은 
임상적으로 입증된 특허받은 Irvingia 씨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식욕 조절, 포만감, 체중 
관리 및 신진대사 건강에 대한 효능이 입증됐습니다.

아슈와간다는 진정되고 적응하기 쉬운 특성으로 알려진 
고대 약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것이 기력, 활력 및 
건강을 증진시키면서 스트레스와 피로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B-SLIM에는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아슈와간다인 Sensoril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몸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스트레스의 
악영향을 막아주는 기능을 입증했습니다.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효과적인 체중 관리 촉진 및 지원 
• 식욕 감소
• 스트레스 해소; 진정 효과
• 기분 개선, 집중력 향상, 수면 개선

제품 세부 정보:  
•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분 보충제; 
떨어뜨리고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 임상적으로 입증된 아프리카 망고 
복용량 함유 
• 또한 현재 시장에 출시된 제품 중 가장 
강력한 아슈와간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가득찬 물병에 1알 사용
•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B-Epic수화 
시스템(별도 판매)과 함께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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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LIM
수분 보충제 알약

TM제품  세부  정보  

권장 사용: 하루에 1-2알씩, 각각 가득 담은 물 한 병에 넣어 
사용하세요.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B-Epic 수화 시스템(별도 
판매)과 함께 사용하십시오. 

사용법:  병에 물을 채우고, 수분 보충제 1정을 파란색 알약 병가개에 
놓고, 병마개를 돌리십시오. 식사 30분 전에 섭취하십시오. Sensoril®
은 Natreon,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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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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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한 섭취는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건입니다.

기타 재료: Natural Mango Flavoring, Reb-A 98% (Stevia), 
Crosprovidone   

Sensoril®은 Natreon,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Supplement Facts
Servings Per Container: 15
Serving Size: 1 tablet
Amount Per Serving

300 mg  †

% DV

100 mg  †

Proprietary African 
Mango Blend (IGOB-131
Irvingia Gabonensis Seed Extract)

Sensoril® Ashwagandha

† Daily Value (DV) not established. 

B-EPIC 독점  |  WWW.BEPI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