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OYAL BLUE TEA

새로운 느낌 및 활력이
넘칩니다!

무카페인 천연 디톡스 티
나비콩 꽃 유기농 허브 차

자세한 내용은 B-Epic 독립 브랜드 
파트너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독특하고 활기찬 색감의 허브차 덕분에 새로움을 
느껴보세요!  B-Epic의 로얄 블루티 유기농, 무카페인 
허브차는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비콩 꽃으로 만든 로열 블루 티는 녹차와 
비슷한 흙맛, 나무맛, 약간 달콤한 식물성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끓이면 자연스럽게 놀라운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레몬이 첨가되면, 그것은 즉시 
주홍색으로 변합니다.

블루티는 동양에서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주기 위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산화 방지제가 
풍부하고(심지어 녹차보다 많음), 항염증 특성과 면역 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강력한 산화 방지제는 노화를 
늦추는 것을 도와 피부와 머리카락을 더 젊고 건강하게 
보이게 합니다. 자연적인 항정신제, 블루 티는 인지 기능과 
전반적인 뇌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또한 몸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휴식을 촉진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의 감정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독특한 차를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은 이상적인 무게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블루 티는 
신진대사와 지방 연소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결국 신체가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부드러운 
클렌징 효과도 있어 지속적인 체중 증가를 유발하고 체중 감량 
시도를 방해할 수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디톡스 과정을 지원합니다.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건강한 체중 관리 지원
• 자연스럽게 해독과 몸을 클렌징
• 인지력, 기억력, 집중력 향상
•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 강화
•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됨
• 전반적인 건강과 피부와 모발
    미관 개선

제품 세부 정보:  
• 나비완두꽃 유기농 허브차
• 천연 무카페인 및 파란색. 
• 항산화 물질,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함
• 녹차와 비슷한 흙맛/나무 맛
• 천연, 비건, 무글루텐 
• 뜨겁거나 차갑게 드실 수 있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혜택을  직접  경험해보기 |  WWW.BEPIC.COM에서의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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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AL BLUE TEA
천연 디톡스 티

Nutrition Facts
Servings Per Container: 32
Serving Size: 4 fl oz prepared tea

Amount Per Serving % DV*

Total Fat 0g 
Cholesterol 0g
Sodium 0g
Total Carbs 0g 
Protein 0g  

* The % Daily Value (DV) tells you how 
much a nutrient in a serving of food 
contributes to a daily diet. 2,000 calories 
a day is used for general nutrition advice.

Calories 0

  

Not a significant source of saturated fat, 
trans fat, dietary fiber, sugar, added sugars, 
vitamin A, vitamin C, vitamin D, calcium, 
iron, or potassium.

0%
0%
0%
0%

제품  상세  정보

권장 사용: 준비된 4-8온스 차를 하루에 두세 번 마시세요.  
매우 뜨겁거나, 따뜻하거나, 아이스 티를 맛보세요. 감미료, 
레몬, 천연 향료, 주스, 다른 차, 또는 당신이 선택한 음료와 
섞을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티백 2개가 준비된 차 1갤런을 만듭니다. 물 1
쿼트를 완전히 끓인 후 불을 끄세요. 2개의 티백을 뜨거운 
물에 담그세요; 뚜껑을 덮고 허브가 충분히 효력이 
발휘되도록 4시간에서 8시간 동안 담그세요. 티백을 포함한 
내용물을 갤런 용기에 붓고 물을 채웁니다. 마시거나 
냉장고에 보관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물이나 티백을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허브의 유익한 
특성이 파괴될 것입니다.

주의: 특히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거나, 의학적 질환이 
있거나, 처방약을 복용 중이거나,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 
약이나 건강 보조제를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보관: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재료: Proprietary herbal blend of American 
Persimmon (Diospyros virginiana), Blessed 
Thistle (Cnicus benedictus), Senna Alexandrina 
(Cassia acutifolia), Pawpaw (Carica papaya), 
Myrrh, Butterfly Pea Flower (Clitoria ternatea), 
Ginger, Marshmallow (Althaea officinalis)

표백하지 않은 티백에 싸여 있습니다.

인공 향료, 방부제, 카페인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채식 친화적, 무글루텐, 무MSG, 코셔식

FDA 등록 시설에서 제조되고 타사에서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Royal Blue TeaTM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B-Epic Worldwide,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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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

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