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B-Epic 독립 브랜드 
파트너에게 문의하십시오.

면역 반응을 강화하세요! ImmunoCodeTM은 면역 건강에 더 강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냈습니다. 매회분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생물학적으로 이용 가능한 
천연 활성 성분의 강력한 양을 제공합니다.’

ImmunoCodeTM은 자연스럽게 면역 체계를 양하기 때문에 
침입하는 감염 및 바이러스와 같은 무수한 건강 위협을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급 전달 인자 혼합은 
산모가 초유를 통해 아기에게 자연 면역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유리한 면역 체계 "지식"을 몸에 전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ImmunoCodeTM의 혁신적인 올리고당은 내장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단지 최근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내장 
마이크로바이옴과 면역 체계 사이의 중요한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내장에 있는 유익한 박테리아는 우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질병을 옮기는 병원체에 대한 면역 반응의 
균형을 잡도록 도와줍니다.

ImmunoCodeTM는 면역 건강을 더욱 보호하고 강화합니다. 이는 
또한 대사 촉진과 함께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지원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독점적인 슈퍼 버섯 믹스와 강력한 베타 
글루칸은 면역 체계를 깨어있고경각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연스러운 방어를 제공합니다. 각각의 성분은 몸이 튼튼하고 
빨리 낫도록 도와주는 독특한 유익한 프로필과 기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면역 반응을 강화한다
•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균형을 잡는다
• 내장 마이크로바이옴 건강에 도움이 된다
• 신체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도
   와준다

제품 세부 정보:  
• 연구 기반 고급 전달 인자 포뮬러
• 면역 체계 지원을 위한 글로벌 제제
• 강력한 면역 반응을 지원하기 위해 매일 
   복용 권장함
• 전달 인자, 올리고당, 베타글루칸 함유
• 산화 방지제, 아연, 비타민 C, D, B12가 
   풍부함

면역 반응을
강화하세요!

고급 전달 인자 포뮬러

자연 면역 지원

ImmunoCode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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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



기타 재료: Ascorbic Acid, Vegetable Cellulose 
capsule, Palm Oil Extract, Non-GMO Corn & 
Bamboo Fibers (natural flow agent). 

우유에서 유래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100% 천연 및 락토 비건 친화적입니다.

cGMP 인증을 받았으며 FDA 등록 및 검사 시설에서 
제조됩니다. 제3사에서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ImmunoCodeTM은 B-Epic Worldwide, LLC의 등록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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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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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V**Amount Per Serving

30 servings per container
Serving Size: 3 capsules

Supplement Facts

40 mcg      200%Vitamin D
60 mcg    2500%Vitamin B12 (Methylcobalamin)
15 mg      140%Zinc

Beta Glucans (from Saccharomyces cerevisiae), Agaricus 
blazei extract (Agaricus subrufescens fruiting body), Chaga 
extract (lnonotus obliquus mycelium), Coriolus extract  
(Trametes versicolor fruiting body), Poria mushroom extract 
(Wolfiporia extensa), Maitake extract (Grifola frondosa
fruiting body), Shiitake extract (Lentinula edodes fruiting
body), Reishi extract (Ganoderma lingzhi fruiting body)

415 mg            †Innate Immunity* Blend

470 mg            †
Transfer Factor (ultra-filtered bovine colostrum extract), 
Oligosaccharide Blend (fucosylated trisaccharides, 
short-chain galacstooligosaccharides, fucoidan/fructans)

Transfer Factor Blend

478 mg            †
Curcumin (turmeric root extract), Oleuropein (olive leaf 
extract), Pomegranate extract, Glutamine, N-Acetylcysteine, 
Alpha Lipoic Acid, Piperine (black pepper extract)

Antioxidant-Metabolic* Blend

권장 사용: 체중 50파운드 당 1캡슐을 매일 복용하십시오.  
추가적인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는 체중 25파운드 당 1캡슐을 
섭취하세요.

주의: 특히 임신 중, 수유 중, 질병이 있거나, 처방약을 복용 
중인 경우, 이 건강 보조 식품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보관: 시원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 신선함을 유지하세요.

제품  상세  정보

ImmunoCode
자연 면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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