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서술구들은 FDA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해당 제품은 어떠한 질병에 
대해 진단, 치료, 완쾌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용시 다음의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긴장감 해소*
건강한 코티졸 수치 유지*
세로토닌 수치조절*
정신적 스트레스 감소*
정신적 밸런스 유지*

•
•
•
•

장기적으로 사용시 다음의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다 편안한 수면 촉진*
스트레스 반응 완화*
건강한 피부를 위한 콜라겐 촉진*
일반적인 노화현상 감소*

•
•
•
•

에너지와 체력향상*
스테미나와 에너지 향상*
스테미나와 에너지 향상*
근육 상태 및 근력 향상*
성욕 증가*

•
•
•
•

정신적, 정서적 도움*
정신적, 정서적 도움* 
뇌 기능과 활동에 도움*
집중력 향상*
총체적 웰빙의 향상* 

•
•
•
•

OPTIMUM HEALTH 
AND

BALANCE AWAIT

LifePharm의 미션은 LifePharm OPT+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LifePharm OPT+은 정신적, 
육체적, 감정적 건강을 위한 자연적으로 생성된 
완벽한 보조식품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끝없는 
연구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제품사용자들의 
웰빙과 생활 방식을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WORKING TOGETHER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신다면 다음으로 연락주십시요:

Made in U.S.A.

Exclusively Distributed By:
LifePharm
Lake Forest, CA 92630 U.S.A.

www.Life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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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KEY TO

AWAITS INSIDE

ARE YOU READY
TO UNCOVER IT?

HEALTH
PERFECT

OPTIMUM HEALTH



THE ORIGIN
약 80년 전, 캐나다 의사인 John R. Davidson
은 닭의 수정란 부화과정이 특수한 물질을 
생성하며, 이를 추출하여 암 환자들에게 
투여하였을 때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닥터 데이비슨의 별세 후, 이 발견은 잊혀지는 
듯 했으나, 50년 후 노르웨이 박사인 Dr. 
Bjoedne Eskeland 도 동일한 결과를 척출해 
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후, LifePharm에서 
이 원료의 효과를 극대화 하여 LifePharm OPT+
의 포뮬러를 완성하여 전세계 특허 및 독점 
판매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PERFECT HEALTH UNCOVERED THE FORMULA
왜 어린아이의 몸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또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도 
곧바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또한 어린아이는 
빠른 속도로 언어를 습득하고 사소한 것까지 
기억할 수 있는지 궁금한 적이 없습니까?

해답은 배아 발달에 도움을 주는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FGF; Fibroblast Growth Factor)에 
있습니다.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FGF; Fibroblast Growth 
Factor) 란?

FGF는 이미 태반에 존재하고 있으나, 인체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합니다. 

LifePharm OPT+의 포뮬라는 성인을 위한 
유일무이한 FGF 섭취 원천 입니다.  

뇌 신경세포 기능 향상
세포막 속 아미노산과 펩타이드 증가
인체 밸런스를 위한 손상 장기 내 적절한 
줄기세포 배치

•
•
•

LIFEPHARM OPT+의 전매특허 포뮬라 
조합:

수정란 추출물, 해양 단백질 및 식물성 단백질이 
함유된 고유 포뮬라로써 세포건강에 필요한 
22개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인체에서 아미노산 연결고리들은 “강장제” 
역할을 하며 체내 정신적, 육체적 복구를 위해 
활동합니다.*

Marine Proteins

Phyto Proteins

Fertilized Avian
Egg Extract

THE SYMBOL OF LIFE & RENEWAL

LifePharm OPT+이 타사상품과 구별되는 이유는 
코티졸 레벨을 조율하는 역할 때문입니다. 

미국인 10명중 7명은 신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바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티졸 레벨을 감소함으로써 인체는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받는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코티졸 수위는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Lifepharm OPT+을 12일간 
지속적으로 복용하였을 경우, 코티졸 레벨이 
23% 감소하였습니다.*” 

Dr. Bjoedne Eskeland,
LifePharm Scientific Research Advisor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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