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GENER8 

건강 개선 및 장수!

노화 방지 및 항염증
강황 커큐민 콜라겐 음료

자세한 내용은 B-Epic 독립 브랜드 
파트너에게 문의하십시오.

맛있는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당신의 건강과 수명을 
늘리세요! REGENER8™은 차맛의 강황 커큐민 콜라겐 
음료로 당신을 더 보기 좋고 느낌 좋게 만들뿐만 아니라 
맛도 좋습니다. 이 독점 혼합은 빠른 효과(일이 아니라 몇 
시간 안에 작용)가 있으며, 신체에 매우 유용하며, 노화 
방지 및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REGENER8™은 BioBDMC™에 의해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특허받은 강력한 천연 추출한 강황 커큐민 
추출물로 통증, 아픔, 붓기 및 전신 염증과 관련된 기타 
일반적인 질병으로부터 완화합니다. 또한 REGENER8™
은 피부, 모발, 손톱의 전반적인 건강과 외모를 개선하고 
뼈, 관절, 힘줄 건강을 증진시키는 등 건강 회복을 위해 
양질의 콜라겐 단백질로 만들어졌습니다.

맛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REGENER8™은 1
인분 당 5칼로리 밖에 되지 않으며 무설탕, 무카페인, 
무글루텐입니다.  추가적인 보너스로, 식욕과 탄수화물 
섭취를 억제하는 것을 돕는 것으로 밝혀진 천연 
무탄수화물 감미료인 글리비아™에 의해 달콤한 맛이 
납니다. 게다가 REGENER8™은 따뜻하거나 차갑게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항노화 및 면역체계 효율성 지원
• 관절 및 만성 염증 완화
• 건강한 뼈와 관절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됨
• 피부, 모발, 손톱, 결합 조직 강화
• 식욕 조절과 혈당 조절을 지원

제품 세부 정보:  
• 차맛, 강황 커큐민 콜라겐 음료 
• 단 5칼로리, 무설탕, 무카페인, 
   무글루텐 
• 빠른 효과 및 생체 활용, 몇 시간 
   이내에 효과 있음(일 단위 아님)
• 검증된 특허받은 강황 커큐민 추
   출물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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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방법: 6-10온스의 따뜻한 또는 차가운 액체(예: 물 또는 
차)에 하나의 스틱 팩을 넣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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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재료: Stevia Leaf Extract, Silicon Dioxide, and 
Natural Flavors

우유, 콩, 계란, 견과류, 밀을 가공하는 시설에서 
제조됩니다.
 
무글루텐 및 무유전자 변형 농산물

REGENER8TM 은 B-Epic Worldwide, LLC의 등록 
상표입니다.

BioBD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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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lement Facts
Servings Per Container: 30
Serving Size: 1 packet (3.1 g)
Amount Per Serving % DV*

Total Fat
Saturated Fat

Total Carbohydrate

Collagen Protein (Bovine)

0%

†

†
0%

0 g

400 mg

Proprietary Blend †180 mg

Turmeric Extract Curcumin
BioBDMCTM 30 (Curcuma 
longa root) (Standardized to
95% Curcuminoids)

†300 mg

0%
0%

0 g
0 g
0 g

* Percent Daily Values (DV) are based on a
  2,000 calorie diet.

† Daily Value not established.

Total Sugars
Includes 0g Added Sugars

Blueberry Powder, Calcium 
Ascorbate, Silicon Dioxide, 
Hyaluronic Acid, and D-Biotin

Calorie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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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큐민 BioBDMC™는 이부프로펜과 아스피린보다14배 더 효과적입니다

커큐민 BioBDMC™는 특허 약리학의 일종으로 새로운 연구 지원 메커니즘으로 제공되며, 동종업계 
평가와 발표를 거칩니다. 이는 이부프로펜과 아스피린보다 14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무엇보다 커큐민 BioBDMC™(통상적인 커큐민 95%)는 일 대신 보다 더 빠르게 (시간 
단위로)효과가 나타납니다.

기초 약리학 통상적인 커큐민 95% 대 커큐민 BioBDMC™

커큐민 BioBDMC™는 염증 경로에서 두 개의 핵심 조절 단백질(NF-kB & MSK1)을 억제합니다.  일반 
커큐민(95% 변동량)은 이들 중 하나(NF-kB)만 억제할 수 있습니다. 커큐민 BioBDMC™는 염증 활성화에 
관여하는 두 번째 핵심 단백질(MSK1)을 억제합니다. 동일한 그래프에 표시된 여러 유형의 일반 커큐민은 
이 단백질(MSK1)을 억제(중지)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커큐민 BioBDMC™는 두 가지 핵심 
단백질(MSK1및 NF-kB)을 억제하는 반면 일반 커큐민 95%는 일반적으로 항염증 메커니즘으로 알려진 
이들 중 하나(NF-kB)만 억제합니다.

REGENER8
강황 콜라겐 음료

연구  세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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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ENER8™에는 전신 염증과 관련된 통증, 붓기 및 기타 일반적인 질병으로부터 완화를 제공하는 특허 
받은 항염증, 천연 추출물 커큐민인 BioBDM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부프로펜과 아스피린보다 
14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고품질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이 몸과 뇌에 주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고 매우 강한 산화 방지제입니다. 커큐민은 
강황의 생체 활성 물질로 분자 수준에서 염증을 퇴치하는 역할을 하며,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강황은 또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체 고유의 항산화 효소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유리기를 스스로 중화시킵니다.

건강상의 이점을 추가하기 위해 REGENER8™에는 고품질 콜라겐 단백질이 함유되어 피부, 모발, 손톱의 
전체적인 건강을 개선하고 뼈, 관절, 힘줄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콜라겐은 피부 수분 회복, 
주름 감소, 탄력, 톤, 맥동 개선과 같은 노화의 효과를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관절, 
힘줄, 그리고 뼈 건강에도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 보충제가 근육량 증가, 골밀도 감소 방지,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REGENER8™은 설탕 맛이 나지만 칼로리와 혈당 상승은 없는 천연 제로 탄수화물 감미료인 글리비아에 
의해 달콤해집니다. 그것은 혈당 지수가 0이기 때문에 체내의 혈당 수치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인슐린 
활성과 혈당 제거를 돕는 연구 지원 약리학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또한 식욕과 탄수화물 섭취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추가  세부  정보 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