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JUVEN8 제품 정보

피부에 젊음을 되찾아!
고급 피부 회춘 세럼 구기자 줄기세포 기술을 통하여
아름답고 젊어 보이는 건강한 피부를 즐기십시오! REJUVEN8은 혁신적인 노화방지 스킨케어 제품으로 피부의
섬세한 줄기세포를 노화와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독점 제조방식은 실제 연구와 실제 추구 및 실제 결과로
뒷받침됩니다.
REJUVEN8로 당신의 피부는 가장 돋보이고 최고로 느껴집니다. 깊이 스며들고 촉촉한 콜라겐과 탱탱한 탄력은
다시 젊어지고,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처진 피부를 눈에 띄게 들어 올리며 잔주름과 깊은 주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우리의 강력하고 가벼운 일일 세럼은 피부를 크게 강화, 회복 및 개선하기 위해 여러 연구에서 발견 된 고품질
구기자 줄기세포 추출물에 의해 강화되어 외관, 상태 및 활력을 향상시킵니다. 30-45 일 이내에 눈에 띄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강화
• 미세한 주름과 깊은 주름을 최소화
• 피부 외관과 상태의 회복
• 처진 것을 확 줄이기 위해 피부를 단단히 하고 들어올림
• 건조해진 피부 보습, 연화, 진정
• 피부줄기 세포의 활력 및 수명을 증가

입증된 독점 구기자 줄기세포 기술
REJUVEN8은 B-Epic의 제품이며, 피부에서 민감하고 노화된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여러 연구에서 발견된
고품질의 구기자 줄기세포 추출물로 작동됩니다.
우리의 독창적이고 진보된 피부 회춘 세럼은 피부 줄기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 가능한 배양 및
대규모로 생산된 구기자 식물 줄기세포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독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성이 감소되어 처지고 주름진 피부가 생깁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부의 줄기세포는 자연적으로 재생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더욱 노화되고 손상된 피부가 됩니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REJUVEN8에 사용 된 독점적인 구기자 줄기세포 추출물은 피부 줄기세포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을 향상시켜 피부를 젊어지게 하고 재생시킵니다.
중요한 발견으로는 피부줄기세포 기능의 자극, 피부의 건강한 섬유밀도 향상(표피 + 진피), 잔주름과 깊은 주름의
가시적 감소, 피부 리프팅 및 굳히기가 있다(예: 턱선과 목을 따라 가시적으로 더 조이고 들어올려져서 윤곽이
잡힌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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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구기자 열매는 전 세계에서 주로 말린 형태로 섭취되며 노화방지, 면역력 증강, 기억력 향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기자 열매 보조식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전통의학에서 주장하는 건강상의 이점 때문에, 구기자 열매, 뿌리 및 식물의 다른 부분의 화학적 화합물들이
어느 정도 상세하게 연구되어 왔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해 구기자 식물의 치유 메커니즘이 인간의 피부 세포에
긍정적인 치유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REJUVEN8에서 그 효능을 접목했습니다.

실제 과학, 실제 연구, 실제 결과
다음은 REJUVEN8의 독점적인 구기자 줄기세포 추출물에 대해 이루어진 일부 연구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
결과는 중요하며 모든 경우에 위약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한 달 안에 초기 상태에 비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크고 한결같은 개선이 이뤄집니다.
눈에 띄게 펴지고 주름이 감소됨: 두 달 후 매일 두 번 시술하면 눈 부위의 주름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특히 눈 밑의 잔주름이 더 펴질
뿐만 아니라(상단 패널 참조), 더 깊은 선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하단 패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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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밀도 개선: 1개월 후에는 피부 밀도가 6% 향상되고, 노화와,

주름 깊이의 감소: 2 개월 후에는 초기 상태에 비해 주름 깊이가

자외선에 손상된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 구조가 개선됩니다.

평균 11% 감소하였고, 위약을 크게 능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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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