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ND SYNERGY
안전섭취와 인체에 최적화된 포뮬러로써 
최상의 추출물 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Vitamin K2 뼈와 치아에 칼슘을 적절히 공급하며 
착장 후에는 동맥으로의 배출을 막습니다. 

Fertilized Avian Egg Extract 줄기세포 및 다른 
성분들이 적절히 인체에 배치되어 사용 될 수 
있도록 활성화합니다. 

CoQ10 ER 혈관의 산화를 방지하며 강력한 앤티 
옥시던트 역할을 하여 혈류를 원활히 흐르도록 
합니다. 

Omega-3s HDL(좋은 콜레스테롤)과 LDL(나쁜 
콜레스테롤)  레벨을 정상으로 유지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의 축척을 방해하며 
뇌가 인체 순환계에 적절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플라크의 누적 혈류 감소동맥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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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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신다면 다음으로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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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RCULATORY HEALTH



Laminine OMEGA+++는 양질의 오메가-3,6,9 
지방산(EPA 및 DHA), 연장방출성 CoQ10, 
비타민 K2, 및 수정란 추출물을 혼합한 보조제 
입니다. 

양질의 • 우수한 • 안전한 • 전매특허의 
건강보조제입니다

건강한 식생활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수위 조절
적절한 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하지 않다면 어떤 성공도 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하며 최상의 컨디션일 때 우리는 
개인의 삶, 전문가의 삶, 또한 금전적인 면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일까요?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선 어떠한 기초를 다져야 
할까요?

건강지침:

순환계 건강

LifePharm사의 주력상품인 LifePharm OPT+은 
건강에 최적절화 된 상품입니다. 

이에 더불어 최상의 원료만을 선정하여 독특한 
배합으로 탄생된. 

OMEGA+++는 LifePharm OPT+과 완벽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순환계 건강을 향상하려면?

•
•
•
•

건강한 순환계 시스템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전반적인 육체의 건강은 순환계의 원활함으로 
시작합니다. 

순환계가 원활하지 않다면, 육체는 질병에 
적절히 대항하지 못하여 항상성을 잃게 됩니다. 

뇌와 장기들에게 최적화된 혈류 제공
심장에 최적화 된 혈류 제공
육체노동 및 운동 후 빠른 회복

•
•
•

THE EQUATION IS S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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