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8 KIDS 제품 정보

모든 연령대를 위한 파워 영양!
과일과 채소를 먹는 가장 빠르고 맛있는 방법!
GR8 KIDS 는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적합합니다! 무가당이고, 칼로리가 없으며 편리하게 입 안으로 쏙
들어가는 스틱 팩에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어 매일 보충제, 건강 간식 또는 미량 영양에 적합합니다. 또한 건강한
영양 습관을 소개하고 유지하는 쉽고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영양가 있고 맛있는 GR8 KIDS로 직장과 학교와 체력단련과 놀이에서 활력을 강화하십시오! 신선한 과일과
야채의 과일 맛과 비타민으로 가득한 이 제품은 모든 연령대의 최고의 슈퍼 푸드입니다. 무가당으로 과일과
야채의 모든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GR8 KIDS 는 영양이 풍부하고 신체에 많이 흡수됩니다. 각 스틱 팩에는 4.5 회 분량의 100% 천연, 생물학적
이용이 가능한 전체 식품 식물 영양소가 들어 있으며 미량 미네랄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와 성인에게 좋습니다
• 맛있고 영양이 풍부하며, 설탕이 없고 칼로리가 없음
• 모두 천연이고 생체이용 가능한 비타민과 미네랄로 포장
• 100 % 천연 전체 식품과 과일 및 야채 혼합
• 편리하게 입 안으로 쏙 들어가는 스틱 (물 필요 없음)
• 놀라운 두 가지 맛 : 과일 블라스트와 로킨의 산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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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코르베이트라만 포함합니다. 그러나 아스코르브 산은 비타민 C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비타민 C 복합체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외부 고리만을 나타냅니다. 전체 식품에서 발견되는 실제 비타민 C에는 Bioflavonoids, Rutin,
Factor K, Factor J, Factor P, Tyrosinase, Ascorbinogen 및 Ascorbic Aci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성 비타민 C 알약이나 파우더에서 발견되는 아스코르빅 산만을 섭취할 때, 여러분의 몸은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 몸의 조직에서 전체 비타민 C 복합체의 다른 모든 성분들을 추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몸에 다른
성분이 충분히 함유되어 있지 않으면 아스코르빅 산 자체는 완전한 비타민 C 복합체가 제공하는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은 소변을 통해 사용하지 않은 아스코르빅산을 배출합니다.
GR8 KIDS의 모든 식품 영양 혼합물은 신선한 과일과 야채로부터 복잡한 영양분과 식물성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100% 천연이며, 모든 식품에서 추출됩니다.
GR8 KIDS는 영양이 풍부합니다. 최적의 생체 이용률 및 생체 흡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몸에 많이 흡수되어 몸에
아주 좋은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또한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하며, 가공에 화학 물질, 합성 물질 또는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면책 조항 : 미국 식품 의약국은 설명서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은 질병을 진단,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