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R VELVET,
HERB & RED GINSENG
V-SPORTS 3000(VELVET+HERB+RED GINSENG)

DEER VEL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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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액티브 녹용과 다양한 약재의 조화
바이오 액티브 녹용 - 녹용에는 콜라겐, 인산칼슘, 탄산칼슘, 단백질 교질, 호르몬 및
연골질, 인, 칼슘, 마그네슘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반 녹용은 단백질 분자
구조가 너무 커 신체 흡수가 어려워 대부분 복용과 동시에 몸 밖으로 배출 되어
버립니다. 유비바이오만의 특허공법으로 제작된 바이오 액티브 녹용은 분자구조를
미세하게 분리하여 우리 몸에 흡수가 용이하게 제작되었습니다.
홍삼 - 홍삼은 항암제 치료를 받는 환자, 노인, 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한사람이
복용을 하면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홍삼의 사포닌 성분이
바이러스에서 발생될수 있는 감염들을 사전에 예방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 귀 - 한방에서 당귀는 모든 처방에 거의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약재입니다. 동의보감 <본초강목>에 의하면 당귀의 주된 약성은 혈(血)을 보하고
음(陰)을 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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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초 - <중약대사전>에는 감초가 부신 피질 호르몬 작용, 항염증 및 알레르기 작용,
해독 작용, 지질대사 촉진 작용, 진통 및 항경련 작용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화씨 - 파혈(破血)과 생혈(生血)을 동시에 해내는 거악(去惡), 생신(生新)의 양약
이며 뼈에 필요한 성분인 칼슘, 마그네슘 등이 다량 함유 되어 있으며 특히 희귀
원소인 백금의 성분이 함유되어 뼈의 질병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골다공증,
퇴행성관절염, 뼈가 약한 어린이, 골절시 접골 및 산후 조리에도 아주 좋습니다.

브이스포츠 3000
[원재료] 바이오 액티브 발효 녹용, 홍삼, 당귀, 감초, 홍화씨
[제품크기] 750mg X 100캡슐
[섭취방법] 하루 2회, 2캡슐씩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용이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습기에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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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 넘치는 일상으로
브이스포츠 3000은 바이오 액티브 녹용과 홍삼, 당귀, 감초, 홍화씨 분말을 유비바이오의
전문기술로 배합한 제품입니다. 기력 회복과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녹용은 사슴의
어린 뿔로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한방 강장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비바이오는 바이오
액티브 공법의 발효과정을 거쳐 녹용의 분자구조를 미세하게 분리하여 단백질의 체내
흡수율을 최대 80%까지 높여 우리 몸에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브이스포츠 3000은 운동량이 많은 분들에게 관절 및 근육 보호 뿐만 아니라 지구력과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해 지친 현대인들에게 일상에 활기를
불어 넣어 기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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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스포츠 3000 효과
피로회복에 도움

손상된 신체 조직 회복에 도움

온 가족 체력 증진 효과

관절 건강에 도움

면역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