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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슈티컬즈  복합체

 갑상샘 [각인 ]
갑상샘은 다운 증후군, 점액 부종, 갑상선종 및 콜로이드 (거대 갑상선종), 신 생물 단계, 지방증, 간 및 신장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
되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다발성 경화증 [각인 ]
두뇌 기능과 정신력을 증가시키는 영양소의 조합. 그것은 피라세탐, 아세틸 L 카르니틴, 아르기닌, 뇌 유래 단백질 분해 펩티드, 대뇌
합성물 NM 및 포스파티딜세린을 포함합니다. 
성분:  아르기닌 피로글루타메이트 라이신  뇌 유래 단백질 분해 펩티드  대뇌 복합 NM  덱사메타손  포스파티딜세린 및 1
그 외...

 메뚜기의 유물 단백질 [각인 ]
유물 단백질은 생물학적 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단백질은 상어와 악어와 같은 유물 동물의 조직과 잠자리, 바퀴벌레,
메뚜기와 같은 유물 곤충에서 발견됩니다. 메뚜기의 유물 단백질은 방사능 방사선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종양 세포 성장을 억제
하고, 심장 마비와 뇌졸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개선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소화를 개선하고, 위산도를 줄이고, 비
피도 박테리아 성장을 촉진하고, 싸우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염증, 조직 재생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발기 부전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발기 부전으로도 알려진 발기 부전을 돕기위한 것입니다.

 방광신우신염 [각인 ]
방광신우신염은 방광과 신장의 염증입니다. 요로 독소 배설을 차단하고 신장 결석, 신장 부종, 전립선 비대 및 피부 애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복부협심증 [각인 ]
- 
성분:  드로타베린  오메프라졸  판크레아틴

 암 킬러 콤보 [각인 ]
- 
성분:  항 기생충  사이클로 포스파미드  다브라페닙  EGCg (녹차 추출물)  플루버말 플루벤다졸 및 1 그 외...

 유방 발달 문제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부족한 수유뿐만 아니라 미성숙한 유방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크로웨아 [각인 ]
크로웨아 꽃 에센스는 "뭔가가 맞지 않다"고 느끼고 자기의 삶이 약간 균형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특정
한 두려움 없이) 많은 것을 걱정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잘 못 받아드리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에센스는 걱정
과 고통의 감정을 줄이고 감정을 명확하게 하며 평화와 평온함을 제공하며 균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트라우밀 [각인 ]
트라우밀은 긴장, 염좌 및 타박상으로 인한 경미한 근육 및 관절 통증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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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브산 [각인 ]
풀브산은 영양분이 풍부한 부식질 (즉, 식물과 동물이 분해 될 때 생성되는 토양의 유기 성분)에서 발견되는 자연 발생 유기산입니다.
흔히“자연의 기적 분자”라고 불리며 강력한 항산화제 및 클렌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양소 흡수, 기억력 및 집중력 향상, 장 건강 개
선, 해독 개선, 면역 체계 강화, 피로 감소, 수면 개선, 에너지 수준 개선, 스트레스 수준 감소, 관절염 및 염증과 관련된 통증 감소, 테
스토스테론 생성, 암과 싸우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며 건강한 모발, 피부 및 손톱을 유지합니다.

 12 세포 염 [각인 ]
조직염으로도 알려진 세포염은 동종요법 의학에서 신체의 건강과 치유 과정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미네랄입니다. 신체에는 12개의
1차 세포염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적절한 세포 기능에 필요합니다. 12 세포 염은 신경 긴장 감소, 피로 감소, 세포 기능 지원 및 감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2 세포 염은 두통, 소화, 신경계 건강, 인지 기능, 신진대사, 주름, 만성 염증, 통증, 모발 및 손톱
건강, 여드름/습진, 수분 저류, 관절염, 다양한 기관(예: 신장, 췌장, 간), 속쓰림, 치아 문제, 정맥류, 혈액 순환...

 158Hz [녹음된]
158Hz의 주파수입니다.

 24시간 주기 콤플렉스 [PEMF]
일주기 리듬은 중요한 장기가 휴식을 취하거나 행동을 시작할 때 신호를 보내는 "신체의 시계"라고도 합니다. 신체가 24시간 주기로
겪는 신체적, 정신적, 행동 변화의 자연스러운 주기입니다. 24시간 주기 리듬은 대부분 빛과 어둠의 영향을 받으며 뇌 중앙의 작은 영
역에 의해 제어됩니다. 수면, 체온, 호르몬, 식욕 및 기타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24시간 주기 리듬은 비
만, 당뇨병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 우울증, 양극성 장애, 계절성 정동 장애, 불면증과 같은 수면 장애 24시간 동안 신체 과정이 다... 
성분:  1-3 a.m. Liver  1-3 p.m. Small Intestine  9-11 a.m. Spleen  7-9 a.m. Stomach  11 p.m. - 1 a.m. Gall
Bladder 및 7 그 외...

 2OH 에스트로겐 조절기 [각인 ]
- 
성분:  유방 방어  칼슘 D- 글루카레이트  EGCg (녹차 추출물)  고급 영양소 (아침 전용)  오메가 피쉬 오일

 2개의 에스트로겐 [각인 ]
투 에스트로겐은 에스트라디올(에스트로겐의 매우 강한 형태)과 에스트리올(좀 더 부드러운 형태의 에스트로겐)의 두 가지 유형의
에스트로겐의 조합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주로 여성에서 정상적인 성적 및 생식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그룹
입니다. 2개의 에스트로겐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갱년기 증상(일과성 열감 포함)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
인이 모든 유형의 ER+(에스트로겐 양성) 암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차 피부 및 상처 치유  [각인 ]
- 
성분:  아세틸살리실산  아르니카 몬타나 1M  코엔자임 합성물  필수 아미노산 복합체  오메가 -3 / 폴리페놀 조합 및 1 그
외...

 3- 버섯 블랜드 [각인 ]
3-버섯 블랜드는 하나의 느낌을 잘 유지하는 세 가지 면역 조절 버섯의 조합입니다.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강화하고 포도당 대사를
돕고 간, 심혈관 및 세포 건강을 돕습니다. 이 IC는 마이타케, 레이시 및 시타케 버섯으로 만들어졌습니다.

 40Hz [PEMF]
동물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 및 실험에 따르면 40Hz의 주파수로 깜박이는 빛으로 환자를 목욕시키면 뇌에서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징후를 역전시키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미토콘드리아 기능, 신경 가소성을 향상시키고 기타 인지적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https:// Clinicaltrials.gov/ct2/show/NCT03657745,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8-02391-6,
https://alzres.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s1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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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62Hz [녹음된]
429.62Hz의 주파수입니다.

 5 - 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  [각인 ]
이 조합에는 테스토스테론을 더 강력한 DHT로 전환시키는 효소인 5- 알파-환원 효소를 억제하는 몇 가지 식물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이것은 전립선 암 및 양성 전립선 비대 (BHP) 치료를 위한 핵심 요법입니다. 또한 다낭성 난소 증후군 (PCOS)과 같은 테스토스
테론 수치가 높은 상태의 치료에도 적합합니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각인 ]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은 아미노산 트립토판으로부터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됩니다. 그것은 호르몬 멜라토닌으로 전환
될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의 전구체입니다. 5-HTP는 우울증, 불안, 강박 장애(OCD), 불면증, 섬유 근육통, 편두통, 안면
홍조 및 체중 감소를 돕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그리포니아 심플리시폴리아 종자 추출물로 만들어졌습니다.

 50Hz [녹음된]
50Hz의 주파수입니다.

 528Hz [녹음된]
528Hz의 단일 주파수입니다.

 52Hz [녹음된]
52Hz의 단일 주파수입니다.

 633Hz [녹음된]
633Hz의 단일 주파수입니다.

 7- 버섯 혼합 [각인 ]
7-버섯 혼합은 약용 버섯의 혼합물입니다. 약용 버섯은 고대부터 각종 질병을 예방 및 치료하고 몸을 재충전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습
니다. 버섯 블렌드는 면역 체계의 균형을 잡고 회복하고, 통증과 염증을 완화하고, 감기와 독감 치료를 돕고, 세포로의 산소 흐름을
증가시킵니다. 즉,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신경계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혈당 수치를 유지하고, 모발과 피부 건강을 증진하고, 스트레
스 수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수면을 돕고 쇠약과 피로를 돕습니다. 이 IC는 영지, 칠면조 꼬리, 차가 버섯, 블레이 제이, 잎새 버섯, ...

 7.83Hz (2 분)  [PEMF]
이것은 슈만 공명 주파수의 2 분 버전이며 일반적인 웰빙과 신체 회춘을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72Hz [녹음된]
72Hz의 주파수입니다.

 777Hz [녹음된]
777Hz의 주파수입니다.

 888Hz [녹음된]
888Hz의 단일 주파수입니다.

 963Hz [녹음된]
이 주파수는 송과선의 활성화 및 더 높은 영적 발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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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형 간염 [각인 ]
A 형 간염은 A 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간세포를 감염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간 질환입니다.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오염
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거나 감염된 사람이나 물체와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전염됩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출처는 조리되지 않은 조
개입니다. A 형 간염 적응증에는 모든 간 장애,자가 면역 질환, 피로, 근육 및 관절통, 재발 성 및 만성 간염, 간경변, 간 기능 장애, 간
비대, 림프 염증 및 암, 황달, 다발성 경화증, 심한 가려움증,자가 면역 질환 및 만성 염증이 포함됩니다. (예 :갑상선, 췌장,...

 A 형 간염 [각인 ]
A 형 간염 징후에는 모든 간 질환, 자가 면역 질환, 피로, 근육 및 관절통, 재발 성 및 만성 간염, 간경변, 간 기능 장애, 간 비대, 림프
염증 및 암, 황달, 다발성 경화증, 심한 가려움, 자가 면역 질환이 포함됩니다. 및 만성 염증 (예 :갑상선, 췌장, 관절, 대장), 자기 억제,
조증과 번갈아 나타나는 우울증, 삶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낮은 자신감, 불안, 분노, 자기 성찰 부족, 실패에 대한 두려움, 충동 성, 경
직성, 자기 중심, 해리입니다.

 A/B형 간염 Vax 200K [각인 ]
A/B형 간염 Vax 200K는 A형 간염과 B형 간염 백신으로 만든 동종요법 치료제입니다.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을 낮추려면 "A/B형 간염 Vax 30K"를 사용하시오. 더 좋은 효능을 얻으려면 "A/B형 간염 Vax MK" 또는
"A/B형 간염 Vax XMK"를 사용하시오.

 A/B형 간염 Vax 30K [각인 ]
A/B형 간염 Vax 30K는 A형 간염과 B형 간염 백신으로 만든 동종요법 치료제입니다.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효능을 위해 "A/B형 간염 Vax 200K", "A/B형 간염 Vax MK" 또는 "A/B형 간염 Vax XMK"를 사용하십
시오.

 A/B형 간염 Vax MK [각인 ]
A/B형 간염 Vax MK는 A형 간염과 B형 간염 백신으로 만든 동종요법 치료제입니다.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을 낮추려면 "A/B Vax 30K 간염" 또는 "A/B Vax 200K 간염"을 사용하시오. 더 좋은 효능을 얻으려면
"Hep A/B Vax XMK"를 사용하시오.

 A/B형 간염 Vax XMK [각인 ]
A/B형 간염 Vax XMK는 A형 간염과 B형 간염 백신으로 만든 동종요법 치료제입니다.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낮은 효능의 경우 "A/B Vax 30K 간염", A/B 접종 200K 간염 또는 A/B 접종 MK 간염을 사용하시오.

 ACTH 축 [PEMF]
이 PEMF는 ACTH 축의 안정을 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성분:  뇌하수체 전엽  부신 피질 파워 2.0  부신 수질 PEMF  외상

 ADHD 키즈 [각인 ]
- 
성분:  아세틸 - L- 카르니틴   리라글루타이드  마인드 지원 포뮬라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지원  피라세탐 및 1 그 외...

 AHCC [각인 ]
AHCC (Active Hexose Correlated Compound)는 자연 살해 세포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밝혀진 버섯 추출물입니다. 감기와
독감의 예방 및 치료에 유용하며 폐렴, 헤르페스, HPV, 엡스타인-바/ 단핵구증, 심지어 라임병 및 기타 진드기 매개 질병과 같은 세균
또는 바이러스 감염의 경우에도 고려해야 합니다. 질병의 첫 징후에 사용하면 종종 병의진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암 치료에서 화
학 요법의 골수 억제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 암에서 PSA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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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K 액티베이터 [각인 ]
5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활성화 단백질 키나아제 (AMPK)는 에너지 균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효소입니다. 본질적으로
AMPK는 세포의 에너지 수준 (즉, ATP 분자 수)을 감지할 수 있으며 너무 높거나 낮을 때 반응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AMPK
활동이 증가하면 세포가 지방 저장 (특히 복부)을 중단하고 에너지로 연소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AMPK는 신진 대사를 자극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염증을 감소시키고, 간에서 포도당 생산을 촉진하고 근육으로 포도당을 흡수하며, 근육 성능을 개선하
고, 건강한...

 AOD-9604 펩타이드 [각인 ]
지방 연소 펩타이드라고도 알려진 AOD-9604는 인간 성장 호르몬 단편의 변형된 형태이며 원래 체중 감소를 돕기 위해 개발되었습
니다. 뇌하수체를 자극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지방을 태워줍니다. AOD-9604는 체지방 감소, 복부 지방 감소, 지방 분해 촉진,
지방 생성 억제, 혈당 조절, 인슐린 수치 관리, 심장 질환 위험 감소 및 근육 형성 강화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골관절염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AZ Vax 30C [각인 ]
이 IC는 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하는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백신의 고도로 희석된 용액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백신의 부작
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동종 요법 치료법은 최근에 개발되었으며 아직 임상 시험이 없습니다.

 AZ 백신 부작용 [각인 ]
이 IC 복합체는 AZ 백신 부작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분:  커큐민 플러스  MMXIX 30C  항바이러스/항박테리아/항진균  피크노제놀  AZ Vax 30C 및 1 그 외...

 Adrenal Liver Thyroid PEMF [PEMF]
[새로운] This PEMF Complex is for activation of the adrenal liver thyroid axis. 
성분:  갑상선  간 해독 및 간경변  부신 피로

 Amygdala Symphaticus Medulla Axis [PEMF]
[새로운] This PEMF is intended to relieve ASM Axis. 
성분:  편도체 튜너  외상  미주 신경 증폭기  교감신경 PEMF  부신 수질 PEMF

 Anxiety & Depression [각인 ]
This IC Complex may be used to help with anxiety and depression. 
성분:  피라세탐  발레리안  다이아제팜  플루옥세틴  브로마제팜 및 1 그 외...

 Anxiety & Panic Reliever [각인 ]
This IC Complex may be used to help with anxiety and panic. 
성분:  로라제팜  트리팔라 및 마그네슘  발레리안  플루옥세틴  브로마제팜

 Anxiety & Stress [PEMF]
This PEMF combination is structured to help reduce trauma, anxiety, and stress. You may try to play them all at
once to save time. One-by-one will be stronger but takes more time. 
성분:  미주 신경 증폭기  교감의 휴식  뇌간 튜너  인지 문제  편도체 튜너 및 1 그 외...

 Arsenic Detox [각인 ]
[새로운] This IC is meant to detoxify arsenic 
성분:  셀레늄 (셀레노메티오닌)  아르세니컴 앨범 30CH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EDTA)  알파-리포산  심장 건강을
위한 킬레이션 콤플렉스 및 1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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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ringent-Demulcent Balancing GI Complex [각인 ]
An anti-inflammatory, soothing mixed-action formula to restore normal GI physiology. 
성분:  인디언 구스베리 (암라)  감초  L- 글루타민  BPC-157 펩티드  알로에 베라 젤 및 5 그 외...

 B 형 간염 [각인 ]
B 형 간염은 B 형 간염 바이러스로 인한 간 질환입니다. 급성 및 만성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혈액 또는 기타 체액을
통해 사람간에 전염됩니다. B 형 간염 적응증에는 모든 간 질환, 자가 면역 질환, 피로, 근육 및 관절통, 재발 성 및 만성 간염, 간경변,
간 기능 장애, 간 비대, 림프 염증 및 암, 황달, 다발성 경화증, 심한 가려움증,자가 면역 질환 및 만성 염증이 포함됩니다. (예:갑상선,
췌장, 관절, 대장), 자아 억압, 조증과 번갈아 나타나는 우울증, 삶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낮은 자신감, ...

 BPC-157 + AOD-9604 + PEA 펩티드  [각인 ]
BPC-157 + AOD-9604 + PEA 펩티드는 운동 능력 향상, 에너지 수준 향상, 통증 및 염증 감소, 상처 치유 속도 향상, 건강한 체중 유
지를 돕기 위해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분:  AOD-9604 펩타이드  BPC-157 펩티드  페닐에틸아민(PEA)

 BPC-157 및 TB-500 펩타이드 블렌드  [각인 ]
벤 그린필드가 "울버린 펩타이드 스택"이라고 하는 BPC-157 및 TB-500 펩타이드 블렌드는 울버린과 같이 두 펩타이드의 이점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상처 치유를 자극하고 신체를 훨씬 빠르게 치유합니다. 이 혼합물은 힘줄, 근육, 뼈 및 인대의 치유를
자극하고 염증과 통증을 줄이는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BPC-157 펩티드 [각인 ]
BPC-157은 15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펜타데카펩티드로, 원래 장내에서 보호 화합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BPC는 신체 보호 화합
물의 약자로 치유력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BPC-157은 상처 치유(인대, 근육, 힘줄, 뼈 포함)와 회복 시간
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식도 역류 질환(GERD), 궤양, 체강 및 크론병, 염증성 장 증후군(IBS)과 같은 위와 장
의 상태와 장애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BPC-157은 또한 산화질소 생성을 개선하고, 뼈와 관절 치유를 ...

 Babesia (Rife) [PEMF]
[새로운] Rife frequencies that may help with Babesia (Babesiosis).

 Bartonella Quintana (Rife) [PEMF]
[새로운] Rife frequencies that may help with bacteria Bartonella Quintana.

 Breast Milk Harmonizer [각인 ]
[새로운] This IC is meant to support a healthy baby by optimizing breast milk. 
성분:  오메가 -3 / 폴리페놀 조합  올인원 영양소  칼슘 D- 글루카레이트  면역 강화 프리바이오틱 + 프로바이오틱  클로렐
라 및 1 그 외...

 CBD 오일 [각인 ]
CBD라고도 알려진 칸나비디올은 다양한 상태를 돕는데 사용되는 인기 있는 자연 요법입니다. 삼 나무 가족의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칸나비노이드입니다. 그러나 다른 인기 있는 칸나비노이드인 THC와는 달리 행복감을 주는 정신 활성 효과를 생성하지 않
습니다. CBD 오일은 대마초 또는 대마 (두 식물 모두 삼 계열에 속함)에서 CBD를 추출한 다음 코코넛 오일과 같은 캐리어 오일로 희
석하여 만듭니다. (만성) 통증 완화, 불안 및 우울증 완화, 암 관련 증상 완화, 염증 감소, 관절염 관리, 다발성 경화증, 여드름 감소,
간...

 CH3(철) GANS(플라즈마) [각인 ]
GANS 또는 나노고체 상태의 가스는 원자 수준의 물질 상태입니다. CH3 또는 철, GANS는 네 가지 주요 GANS 중 하나입니다. 신체
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뼈 건강을 지원하며 적혈구 생성을 개선하고 콜라겐 수치를 촉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CH3 GANS는 또한 혈액 시스템을 지원하고 신체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촉진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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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C-1295 DAC 펩티드 [각인 ]
CJC-1295 DAC는 성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GHRH)의 합성 유사체로, 약물 친화성 복합체(DAC)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혈류를
순환하는 동안 펩타이드를 보호하기 위해 펩타이드에 첨가되는 화합물입니다. DAC는 또한 분자의 반감기를 증가시킵니다. CJC-
1295 DAC는 성장 호르몬 분비 및 IGF-1 증가, 단백질 합성 강화, 근육 성장 촉진, 골밀도 증가, 부상 회복 시간 개선, 체지방 감소, 수
면 개선 및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OC Breast Cancer Protocol 2.0  [각인 ]
[새로운] This IC has been structured according to well-researched COC breast cancer therapy. 
성분:  아나스트라졸  아토르바스타틴  유방 방어  DCA  독시사이클린 및 2 그 외...

 COC 유방암 프로토콜 [각인 ]
이 IC는 잘 연구 된 COC 유방암 치료법에 따라 구성되었습니다. 
성분:  아토르바스타틴  유방 방어  DCA  독시사이클린  플루버말 플루벤다졸 및 1 그 외...

 COPD 폐 PEMF [PEMF]
이 PEMF는 폐 기능을 지원하고 만성 폐쇄성 폐 질환 (COPD)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IC 패드를 흉
골에 직접 놓습니다. 이것을 COPD IC 또는 앤더밸런스 감염 킬러와 결합십시오.

 CYPH 12C (시클로포스파미드)  [각인 ]
시클로포스파미드는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난소 암, 유방암, 소세포 폐암, 신경 모세포종 및 육종과 같은 여러 유형의 암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화학 요법 약물입니다. 또한 면역 체계를 억제하고 어린이의 특정 유형의 신장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Candida Destroyer [각인 ]
Low dose homeopathics, herbs, and nutrients to help obliterate candida overgrowths wherever they may lie. 
성분:  L- 글루타민  플루코나졸  니스타틴  창연  N- 아세틸시스테인 및 9 그 외...

 Clonazepam [각인 ]
Clonazepam is a drug used to prevent and treat seizures, panic disorder, anxiety, and insomnia. It is classified
under benzodiazepines, which are central nervous system depressants (i.e. they slow down the nervous system).

 CoQ10 + L- 카르니틴 푸마레이트 [각인 ]
CoQ10 + L-카르니틴 푸마레이트는 코엔자임 Q10과 L-카르니틴 푸마레이트를 결합하여 고급 심혈관 에너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심
혈관, 신진 대사 및 신경 건강을 돕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D-리보스 [각인 ]
D-리보스는 신체의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단순 당의 일종입니다. 그것은 리보핵산(RNA), 아세틸 조효소 A,
아데노신 삼인산(ATP)의 핵심 성분입니다. D-리보오스는 ATP 에너지 생산 지원, 에너지 부스트, 피로 퇴치, 만성 피로 증후군 지원,
심근 기능 장애 지원, 근육 기능 개선, 근육 회복 지원, 운동 성능 향상, 운동 후 회복 개선, 지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심장과 근육 조
직을 건강하게 하고, 피부의 질을 개선하고, 주름을 줄이고, 특정 통증 장애(예: 섬유근육통)의 증상을 개선합니다.

 D-만노스 [각인 ]
D-만노오스는 크랜베리, 복숭아, 사과, 브로콜리 및 녹두를 포함한 다양한 과일과 채소에서 발견되는 자연 발생 단순 설탕입니다. 그
것은 또한 포도당으로부터 체내에서 생성될 수 있습니다. D-만노스 보충제는 요로 감염(UTI) 및 방광염(방광 감염)을 치료하고 예방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수화물 소화를 돕고 탄수화물 결핍 당단백질 증후군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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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A [각인 ]
디클로로 아세테이트 (DCA)는 젖산 생성을 차단하기 때문에 대사성 산증 치료에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지난 10 년 동안
암의 대사 치료제로 활용되었습니다. 암세포는 다량의 젖산을 생산합니다. DCA는 암세포의 신진 대사를 전환하여 잠재적으로 그들
의 행동과 정체성을 정상 세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암, 특히 뇌암과 같은 신경계 암 및 편평 세포 암종의 치료에서
DCA를 복용해보시오.

 DHEA [각인 ]
DHEA 또는 디히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은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이자 테스토스테론의 전구체입니다. 혈청 값은 부신 건강 및 스테로
이드 색조의 대리 마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HEA는 우울증을 크게 개선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기억력에 도움이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일반적으로 노화 방지 보조 호르몬으로 간주됩니다.

 DL- 페닐알라닌 [각인 ]
DL- 페닐알라닌은 아미노산 페닐알라닌의 "D"와 "L"형태를 결합하여 신체가 카테콜아민이라고하는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을 생성
하도록 돕습니다. 기분 향상,인지 기능 향상, 우울증 퇴치, 에너지 증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 지원, 신경계 및 내분비
건강 지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DNA 복구 (솔페지오) [녹음된]
이 솔페지오 주파수는 "기적 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DNA를 복구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변화와 평화를 가져 오는데 사
용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4-6 주 동안 최소 15 분 동안 일주일에 3 번 이상이 IC를 들으시오. 볼륨을 편안한 중간 /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시오.

 DOXO 12C (독소루비신) [각인 ]
독소루비신은 유방암, 방광암, 카포시 육종, 림프종 및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과 같은 여러 유형의 암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화학 요
법 약물입니다. 암세포가 분열하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효소인 국소이성화효소 II를 차단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늦추거나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DT-IPV 200K [각인 ]
DT-IPV 200K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소아마비 백신으로 만든 동종요법 치료제입니다.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를 낮추려면 "DT-IPV 30K"를 사용하시오. 더 좋은 효능을 얻으려면 "DT-IPV MK" 또는 "DT-IPV
XMK"를 사용하시오.

 DT-IPV 30K [각인 ]
DT-IPV 30K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및 소아마비 백신으로 만든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효능을 얻으려면 "DT-IPV 200K", "DT-IPV MK" 또는 "DT-IPV XMK"를 사용하시오.

 DT-IPV MK [각인 ]
DT-IPV MK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및 소아마비 백신으로 만든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 낮추려면 경우 "DT-IPV 30K" 또는 "DT-IPV 200K"를 사용하시오. 더 좋은 효능을 얻으려면 "DT-IPV
XMK"를 사용하시오.

 DT-IPV XMK [각인 ]
DT-IPV XMK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및 소아마비 백신으로 만든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과 부작용을 완화하
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를 낮추려면 "DT-IPV 30K", "DT-IPV 200K" 또는 "DT-IPV MK"를 사용합니다.

 DTaP-IPV XMK [각인 ]
DTaP-IPV XMK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무세포 백일해(백일해) 및 소아마비 백신으로 만든 동종 요법 치료제이며 백신으로 인한 부
작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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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aP-IPV 부스터 200K  [각인 ]
DTaP-IPV 부스터 200K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무세포 백일해(백일해) 및 소아마비 부스터로 만든 동종 요법 치료제이며 부스터 주
사로 인한 부작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를 낮추려면 "DTaP-IPV Booster 30K"를 사용하시오. 더 높은
효능을 얻으려면 "DTaP-IPV Booster MK" 또는 "DTaP-IPV Booster XMK"를 사용하시오.

 DTaP-IPV 부스터 30K [각인 ]
DTaP-IPV 부스터 30K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무세포 백일해(백일해) 및 소아마비 부스터로 만든 동종 요법 치료제이며 부스터 주사
로 인한 부작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효능을 위해서는 "DTaP-IPV 부스터 200K", "DTaP-IPV 부스
터 MK" 또는 "DTaP-IPV 부스터 XMK"를 사용하시오.

 DTaP-IPV 부스터 MK [각인 ]
DTaP-IPV 부스터 MK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무세포 백일해(백일해) 및 소아마비 부스터로 만든 동종 요법 치료제이며 부스터 주사
로 인한 부작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낮은 효능의 경우 "DTaP-IPV 부스터 30K" 또는 "DTaP-IPV 부스터
200K"를 사용하시오. 더 높은 효능을 얻으려면 "DTaP-IPV 부스터 XMK"를 사용하시오.

 DTaP-IPV 부스터 XMK [각인 ]
DTaP-IPV 부스터 XMK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무세포 백일해(백일해) 및 소아마비 부스터로 만든 동종 요법 치료제이며 부스터 주
사로 인한 부작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낮은 효능의 경우 "DTaP-IPV 부스터 30K", "DTaP-IPV 부스터
200K" 또는 "DTaP-IPV 부스터 MK"를 사용하시오.

 DTaP-IPV-Hib MK [각인 ]
DTaP-IPV-Hib MK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무세포 백일해(백일해), 소아마비 및 유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만든 동
종요법 치료제이며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을 낮추려면 "DTaP-IPV-Hib 200K"를
사용하시오. 더 좋은 효능을 얻으려면 "DTaP-IPV-Hib XMK"를 사용하시오.

 DTaP-IPV-Hib XMK [각인 ]
DTaP-IPV-Hib XMK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무세포 백일해(백일해), 소아마비 및 유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만든
동종요법 치료제이며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을 낮추려면 "DTaP-IPV-Hib 200K"
또는 "DTaP-IPV-Hib MK"를 사용하시오.

 DTaP-IPV-Hib-HepB 200K  [각인 ]
DTaP-IPV-Hib-HepB 200K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무세포 백일해(백일해), 소아마비, 유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및 B형 간
염 백신으로 만든 동종 요법 치료제로 부작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을 낮추려면 "DTaP-IPV-Hib-HepB
30K"를 사용하시오. 더 좋은 효능을 위해 "DTaP-IPV-Hib-HepB MK" 또는 "DTaP-IPV-Hib-HepB XMK"를 사용하시오.

 DTaP-IPV-Hib-HepB 30K  [각인 ]
DTaP-IPV-Hib-HepB 30K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무세포 백일해(백일해), 소아마비, 유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및 B형 간염
백신으로 만든 동종요법 치료제로 부작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효능을 얻으려면 "DTaP-IPV-Hib-
HepB 200K", "DTaP-IPV-Hib-HepB MK" 또는 "DTaP-IPV-Hib-HepB XMK"를 사용하시오.

 DTaP-IPV-Hib-HepB MK  [각인 ]
DTaP-IPV-Hib-HepB MK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무세포 백일해(백일해), 소아마비, B형 유아 혈우병 및 B형 간염 백신으로 만든 동
종 요법 치료제이며 이로 인한 부작용 및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신으로. 더 낮은 효능의 경우 "DTaP-IPV-Hib-
HepB 30K" 또는 "DTaP-IPV-Hib-HepB 200K"를 사용하시오. 더 좋은 효능을 얻으려면 "DTaP-IPV-Hib-HepB XMK"를 사용하
시오.

 DTaP-IPV-Hib-HepB XMK  [각인 ]
DTaP-IPV-Hib-HepB XMK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무세포 백일해(백일해), 소아마비, 유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및 B형 간염
백신으로 만든 동종 요법 치료제이며 이로 인한 부작용 및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을 낮추려면 "DTaP-IPV-
Hib-HepB 30K", "DTaP-IPV-Hib-HepB 200K" 또는 "DTaP-IPV-Hib-HepB MK"를 사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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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aP-IPV-Hib200K [각인 ]
DTaP-IPV-Hib 200K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무세포 백일해(백일해), 소아마비 및 유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만든
동종요법 치료제이며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효능을 얻으려면 "DTaP-IPV-Hib
MK" 또는 "DTaP-IPV-Hib XMK"를 사용하시오.

 Detox Heavy Metals 3.0 [각인 ]
This IC Complex should support heavy metal detoxification. 
성분:  클로렐라  고급 영양소 (아침 전용)  디메틸설폭사이드(DMSO)  알파-리포산  심장 건강을위한 킬레이션 콤플렉스
및 1 그 외...

 Detox Heavy Metals 3.0 [각인 ]
[새로운] This complex contains ICs to detox heavy metals. 
성분: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EDTA)  알파-리포산  심장 건강을위한 킬레이션 콤플렉스  클로렐라  리포솜 글루타
티온 및 1 그 외...

 EBV 타겟 PEMF [PEMF]
이 PEMF는 EBV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헤르페스 IC 콤플렉스와 결합해주세요.

 EBV 타겟 컴플렉스 [각인 ]
이 IC 복합체는 EBV(모든 암 사례의 2%를 차지하는 바이러스이며 아무 증상 없어도 죽이는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하는 물질을 포함
합니다. 
성분:  베타 글루칸  단순 포진 (반전)  대상 포진  우미페노비르  발트렉스 및 1 그 외...

 EB가 있는 B 형 간염  [각인 ]
EB 징후가 있는 B 형 간염에는 모든 간 질환,자가 면역 질환, 피로, 근육 및 관절통, 재발 성 및 만성 간염, 간경변, 간 기능 장애, 간 비
대, 림프 염증 및 암, 황달, 다발성 경화증, 심한 가려움증, 자가 면역 질환 및 만성 염증 (예:갑상선, 췌장, 관절, 대장), 자기 억제, 조증
과 번갈아 나타나는 우울증, 삶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낮은 자신감, 안절부절 못함, 분노의 발작, 자기 성찰 부족, 실패에 대한 두려
움, 충동 , 비 유연성, 자기 중심, 해리입니다.

 EGCg (녹차 추출물)  [각인 ]
EGCg는 녹차에서 가장 활성적인 치료 성분입니다.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다양한 질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체중 감
소, 당뇨병, 고혈압, 고 콜레스테롤, 불안 및 우울증, 관절염에 대한 보충제를 고려하시오. 또한 암 치료에서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EGCg는 자체적으로 많은 항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유형의 화학 요법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EM 오염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전자기 오염의 영향을 상쇄합니다.

 Endobalance Anxiety and Panic [각인 ]
This IC Complex is designed to help with anxiety and panic. 
성분:  영지버섯 추출물  감마아미노부티르산(GABA)  발레리안  플루옥세틴  브로마제팜 및 1 그 외...

 Endobalance Estrogen Detox for Men 2.0  [각인 ]
[새로운] - 
성분:  풀브산  인돌-3-카비놀  아나스트라졸  유방 방어  칼슘 D- 글루카레이트 및 1 그 외...

 Endobalance Liver, Kidney, Pancreas [각인 ]
[새로운] Endobalance complex series. 
성분:  푸로세미드  신장 및 방광 지원  장 건강 ‒ 프로바이오틱  간 지원  췌장 효소 복합체 및 1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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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obalance Pankreas, Liver, Kidney [PEMF]
[새로운] This is a combination of PEMF ICs to support the pankreas, liver, and kidneys. 
성분:  췌장 재활  간 해독 및 간경변  신장 재활 PEMF

 Endobalance Stress & Testosterone for Men  [각인 ]
This IC Complex has been designed for men and may be used to help with endobalance stress and testosterone. 
성분:  포괄적 인 부신 지원 영양소  DHEA  성장 호르몬  최적의 영양소 (Cu / Fe / I 제외)  테스토스테론 및 1 그 외...

 FSME 진드기 바이러스 [PEMF]
이 PEMF는 바이러스 캡시드, 단백질 등을 파괴합니다. 현재까지 FSME에 대한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Female Fertility [각인 ]
This IC Complex has been created with substances to help support female fertility. 
성분:  당귀(암삼)  L- 티록신  인간 융모막 성선 자극 호르몬(HCG)  마카  플루옥세틴 및 1 그 외...

 GDF-8 펩티드 [각인 ]
GDF-8 펩티드 또는 재조합 미오스타틴은 근육량과 골밀도를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깊은 부상의 경우 근육과 뼈의 복구
및 재생을 증가시켜 근육 치유를 돕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GHK-Cu 펩티드 [각인 ]
GHK-Cu는 인간(혈장, 타액, 소변 등)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구리 복합 트리펩타이드이며 현재 뷰티 트렌드에 대해 가장 많이 언
급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GHK-Cu는 항산화, 항암 및 노화 방지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처 치유 촉진, 피부 건강 개선, 염증 감
소, 피부 혈액 순환 촉진, 주름 감소, 피부 탄력 및 탄력, 피부 톤 균일화, 광손상 및 피부 반점 감소, 색소 침착 감소, 콜라겐 생산에 도
움이 된다고 믿어집니다. 또는, 통증 및 불안 감소, 소화 시스템 보호, 모발 성장 촉진합니다.

 Glucosamine Chondroitin MSM Collagen [각인 ]
Assist with a back injury. 
성분: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MSM 포함)  완전한 콜라겐 펩타이드 블렌드  식물성 콜라겐 부스터

 H. 파일로리 치료제 [각인 ]
H. 파일로리 치료제는 몸에서 H. 파일로리 치료제(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제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항균 특성이 있는 허브의 혼
합입니다. 또한 속쓰림과 위산 역류를 돕기 위해 위산 생성을 조절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산마늘, 올리브, 감초, 허니부
시, 루이보스, 구아바, 워터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HIV (스펙트로노소드) [각인 ]
에이즈 바이러스 (HIV)는 면역 체계가 실패하기 시작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기회 감염으로 이어지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AIDS)
을 유발할 수있는 레트로 바이러스입니다. HIV는레트로바이러스 계열의 일부인 렌티바이러스 속의 일원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렌티
바이러스는 많은 일반적인 형태와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종이 렌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오랜 잠복기의 장기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HMG 펩타이드 [각인 ]
인간 갱년기 성선 자극 호르몬으로도 알려진 HMG는 남성과 여성 모두의 불임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합성 펩타이드입니
다. 남성의 경우 HMG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자극합니다. 여성의 경우 배란에 필요한 난포 자극 호르몬(FSH)과 황체 형성 호르몬
(LH)을 자극합니다.

 HPV 유형 1 PEMF [PEMF]
HPV 1 형은 발바닥 사마귀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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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V 유형 2 PEMF [PEMF]
HPV 2는 발바닥 사마귀와 생식기 부위의 피부 문제를 일으킵니다. 감염된 부위에 IC 패드를 놓고 PEMF를 실행하기만하면됩니다.

 HPV 자궁 경부암 PEMF [PEMF]
이 PEMF는 자궁경부암과 관련된 HPV 바이러스 유형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IC Pad를 복부의 가장 낮은 부분에 놓습니
다. 바이러스 IC와 함께 PEMF를 사용하시오. 또한 "기생충 공격자"를 사용하여 동시 감염을 제거하시오.

 HWS 목 통증 [PEMF]
이 PEMF는 경추의 목 통증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Happy Water Fear [각인 ]
[새로운] - 
성분:  발레리안  브로마제팜  다이아제팜  둘록세틴  플루옥세틴 및 1 그 외...

 IGF-1 DES 펩티드 [각인 ]
소마토메딘 C라고도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1(IGF-1)은 구조적으로 인슐린과 유사한 70개 아미노산의 폴리펩티드 호르몬입니
다. 주로 간에서 생산되며 반감기는 12-15시간입니다. IGF-1의 생산은 성장 호르몬(GH)에 의해 자극됩니다. IGF-1과 GH는 함께 질
소 보유와 단백질 합성의 증가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뼈와 조직 성장을 촉진합니다. IGF-1은 근육량 생성, 신체 능력 향상,
근육 회복 지원, 부상 후 회복 시간 단축, 인지 기능 개선, 골밀도 증가, 체지방 감소, 당 수치 조절, 신진대사 증가,...

 IGF-1 LR3 펩티드 [각인 ]
소마토메딘 C라고도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1(IGF-1)은 구조적으로 인슐린과 유사한 70개 아미노산의 폴리펩티드 호르몬입니
다. 그것은 주로 간에서 생산되며 그 생산은 성장 호르몬(GH)에 의해 자극됩니다. IGF-1과 GH는 함께 질소 보유와 단백질 합성의 증
가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뼈와 조직 성장을 촉진합니다. IGF-1은 근육량 생성, 신체 능력 향상, 근육 회복 지원, 부상 후 회
복 시간 단축, 인지 기능 개선, 골밀도 증가, 체지방 감소, 당 수치 조절, 신진대사 증가, 건강한 노화 촉진에 사용될 수 ...

 IP-6(이노시톨 헥사포스페이트)  [각인 ]
이노시톨 헥사포스페이트라고도 하는 IP-6은 포유동물 세포, 다양한 식물, 곡물, 콩류 및 견과류에서 발견되는 자연 발생 폴리인산화
탄수화물입니다. 암(전립선암, 유방암, 결장암, 간암 및 혈액암 포함)을 치료 및 예방하고 암 요법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
습니다. IP-6은 또한 신장 결석을 예방하고, 심장 건강을 증진하고, 당뇨병을 관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면역 체계를 강화
하고, 노화 관련 질병을 줄이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IgG 면역 글로불린 [각인 ]
26 개의 다른 병원성 박테리아에 대해 미리 형성된 면역 글로불린입니다. 이 치료제은 주로 위장 감염을 해결하는데 사용되지만 전신
감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12 종 이상의 연쇄상구균와폐렴막대균, 대장균, 살모넬라, H 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항체가
포함됩니다. 식중독, 여행자 설사, "24 시간 독감"의 경우 그리고 "새는 장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Immune [PEMF]
- 
성분:  마스터 에너지  면역 강화  면역  혈액 해독 PEMF  면역 킥 스타트

 Immune Regulator [각인 ]
Peptides, stem cells, hormones, adrenal support, and herbs to help regulate an overactive immune system. 
성분:  벤 그린필드의 줄기세포  알로에 베라 젤  L- 글루타민  미주 신경 증폭기  인삼 Panax 및 7 그 외...

 Immune System Defense [각인 ]
[새로운] Immune System Defense may help boost the immune system, especially during times of stress and travel.
Also, it may help support overall well-being. This IC was made with the help of olive leaf, turkey tail mushroom,
reishi mushroom, maitake mushroom, shiitake mushroom, lemon peel, and orange p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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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글루타민 [각인 ]
L- 글루타민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아미노산입니다. 소장 세포의 주요 연료이므로 장 누수, SIBO 및 기타 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
수적입니다. 또한 화학 요법 관련 신경 병증의 치료를위한 암 치료에도 적용됩니다. L- 글루타민은 백혈구의 기능에 필요하므로 감
기, 독감 또는 기타 감염을 포함하여 면역력이 낮은 모든 조건에서 나타납니다. 근육량을 늘리고 전반적인 에너지를 향상시키는데 도
움이 될 수 있으며 글루타티온이라는 마스터 항산화 제를 만드는데 필요한 세 가지 아미노산 중 하나입니다.

 L- 라이신 [각인 ]
L- 라이신은 성장 및 조직 복구, 항체, 호르몬 및 효소 생산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또한 구순 포진을 예방하거나 완화 할 수
있습니다.

 L- 메티오닌 [각인 ]
L- 메티오닌은 황을 함유하고 육류, 생선, 계란 및 유제품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일부 과일과 채소에서도
발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낮은 수준에서. L- 메티오닌은 신체가 단백질을 만들고 사용하고, 지방을 대사하고, 자유 라디칼 손
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항산화 제이기 때문에), DNA 메틸화에 역할을하며,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생성하므로 정상적
인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합니다. L- 메티오닌은 간과 조직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관절통과 경직, 전신 통증, 두통, 메스꺼
움, 탈모...

 L- 아르기닌 [각인 ]
L- 아르기닌은 신체가 단백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입니다. 또한 혈관 확장제 (즉, 혈관 확장) 역할을하며 고혈압 및 관상
동맥 질환, 발기 부전 및 남성 불임과 같은 심장 및 혈관 상태를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티로신 [각인 ]
L- 티로신은 뇌, 기분 및 스트레스 반응을 향상시키는 아미노산입니다. 우울증을 완화시키고 주의력, 집중력, 정신 능력 및 기억력,
갑상선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L- 티록신 [각인 ]
L- 티록신은 갑상선 호르몬 결핍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종, 만성 림프 구성 갑상선염 및 점액 수종 혼수를 치료하는데 사용됩
니다. 특정 유형의 갑상선 종양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류신 [각인 ]
L-류신 또는 류신은 근육을 만들고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분지쇄 아미노산입니다. 혈당 수치 조절, 근육량 개선, 에너지 부스트, 운
동 능력 향상, 근육 회복 촉진, 단백질 합성 지원, 인간 성장 호르몬(HGH) 생산 증가, 체중 감소 지원, 운동 후 회복 개선을 위해 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L-시트룰린 [각인 ]
L-시트룰린 또는 시트룰린은 신체에서 독성 암모니아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대사 경로인 요소 회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또한 L-시트룰린은 혈관 확장(즉, 혈관 확장)을 촉진합니다. L-시트룰린은 운동 능력 향상, 운동 회복 향상, 산
화질소 생성 촉진, 발기 부전 치료, 심혈관 건강 지원, 혈류 증가 및 뇌 기능 향상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L-카르노신 [각인 ]
카르노신이라고도 알려진 L-카르노신은 아미노산 알라닌과 히스티딘으로 구성된 디펩티드입니다. 근육과 신경 조직에서 자연적으
로 고농도로 발견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러한 농도가 감소합니다. L-카르노신은 항산화 및 노화 방지 특성이 있으며 자유 라
디칼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운동 능력 향상(예: 지구력 연장, 회복 시간 단축 등), 혈당 수치 낮추기, 제2형 당뇨병 위험 감
소, 백내장 형성 위험 감소, 뇌 및 심장 건강 지원, 신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경계 기능, 자폐아를 돕고, 면역 체계를 지원
하고,...

 L-카르니틴 [각인 ]
카르니틴은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혈중 농도가 낮으면 근력 약화, 착란, 메스꺼움 및 구토, 심근병증, 저혈당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L-카르니틴은 카르니틴 결핍 치료에 사용됩니다. 또한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하고, 심장 및 골격근 기능
을 지원하고, 건강한 중성지방 수치를 유지하고, 정상적인 정자 수를 지원하고, 운동 후 회복 속도를 높이고, 운동 후 근육통을 줄이
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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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D-4033 펩타이드 [각인 ]
리간드롤로도 알려진 LGD-4033은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제(SARM)로 알려진 분자 부류에 속합니다. SARM은 스테로이드와
달리 특정 영역을 대상으로 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에 대한 훌륭한 대안으로 피트니스 업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
다. LGD-4033의 작용은 테스토스테론과 유사합니다. LGD-4033은 노화로 인한 골다공증 및 근육 소모를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
습니다. 또한 근육 치유 과정을 개선하고 체지방을 줄이며 제지방 근육량과 힘을 증가시키고 에너지 생산을 향상시키고 골밀도를 높
이고 성욕을 높...

 LL-37 펩티드 [각인 ]
LL-37은 카텔리시딘 계열에 속하는 37개 아미노산 길이의 항균성 펩타이드입니다. 카텔리시딘 펩타이드는 양친매성인 천연 항균성
펩타이드로, 분자의 한쪽 끝은 물에 끌리고 다른 쪽 끝은 지방과 단백질에 끌립니다. LL-37은 인간에서 발견되는 카텔리시딘 계열의
유일한 펩타이드이며 다양한 병원체와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인간 면역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체가 손상되거나 전염병, 면역 체계
기능을 강화하고 상처 치유를 가속화하며 조직 염증을 줄이고 암 성장을 억제하고 뼈 복구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LTP 1 및 LTP 2 단백질 셰이커  [PEMF]
이 PEMF에는 주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LTP1 및 LTP 2 단백질을 비활성화하는 주파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MK-677 펩티드 [각인 ]
이부타모렌으로도 알려진 MK-677 펩티드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1(IGF-1)을 증가시킵니다. 그것
은 호르몬 그렐린의 작용을 모방하고 뇌의 그렐린 수용체 중 하나에 결합하여 성장 호르몬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MK-677은 근육량
증가, 근육 소모 감소, 골밀도 향상, 식욕 증가, 운동 지구력 향상, 뇌 및 심장 건강 향상, 수면의 질 향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화
방지 및 장수 촉진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MMR 30C [각인 ]
MMR은 홍역/볼거리/풍진의 약자이며 백신으로 만든 동종 요법 치료제이며 치료제는 백신에 의한 부작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습니다.

 MMR 백스 200K [각인 ]
MMR Vax 200K는 홍역/볼거리/풍진 백신으로 만든 동종요법 치료제이며 백신으로 인한 부상이나 부작용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효능을 얻으려면 "MMR Vax MK" 또는 "MMR Vax XMK"를 사용하시오.

 MMR 백스 MK [각인 ]
MMR 백스 MK는 홍역/볼거리/풍진 백신으로 만든 동종요법 치료제이며 백신으로 인한 부상이나 부작용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낮은 효능의 경우 "MMR 백스 200K"를 사용하시오. 더 좋은 효능을 얻으려면 "MMR 백스 XMK"를 사용하시오.

 MMR 백스 XMK [각인 ]
MMR 백스 XMK는 홍역/볼거리/풍진 백신으로 만든 동종요법 치료제이며 백신으로 인한 부상이나 부작용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낮은 효능의 경우 "MMR 백스 200K" 또는 "MMR 백스 MK"를 사용하시오.

 MMXIX (라이프) [PEMF]
MMXIX (라이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MMXIX 2.0 [각인 ]
MMXIX PEMF와 함께 이 컴플렉스를 사용합니다. 
성분:  클로로퀸  MMXIX 30C  알리니아  우미페노비르  발트렉스 및 1 그 외...

 MMXIX 30C [각인 ]
이 IC는 MMXIX의 고도로 희석된 용액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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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XIX PEMF (긴 버전) [PEMF]
이 IC를 하루에 한 번 이상 사용하시고 매일 1리터의 "MMXIX 2.0" IC Compex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MMXIX PEMF (짧은 버전) [PEMF]
이 IC를 하루에 한 번 이상 사용하시고 매일 1리터의 "MMXIX 2.0" IC Compex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MMXIX 콤플렉스 [각인 ]
MMXIX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타민 E, 비타민 C, 아연 및 니타족사나이드를 포함하는 IC 복합체입니다. 
성분:  리포좀 비타민 C  알리니아  흉선 추출물  토코페롤 + 토코트리에놀 혼합물  전달 인자 및 1 그 외...

 MORB 200C (모빌리바이러스)  [각인 ]
홍역 결절인 모빌리바이러스은 홍역의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이 될 수있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또
한 피부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효능을 얻으려면 "모빌리바이러스 1M"을 사용하시오.

 Menopause and Sleep Optimizer 2.0 [각인 ]
This IC contains substances that may help improve sleep and menopause symptoms. 
성분:  블랙 코호시 뿌리  마그네슘 트레오네이트  이노시톨  멜라토닌  폐경 완화 및 1 그 외...

 Mod 백신 30K [각인 ]
이 IC는 mRNA 기반 백신의 고도로 희석된 용액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백신의 부작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더 높은 효능을 얻으려면 "Mod Vax 200K", "Mod Vax MK" 또는 "Mod Vax XMK"를 사용하시오.

 Mod 백신 MK [각인 ]
이 IC는 mRNA 기반 백신의 고도로 희석된 용액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백신의 부작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낮은 효능의 경우 "Mod Vax 30K" 또는 "Mod Vax 200K"를 사용하시오. 더 높은 효능을 위해 "Mod Vax XMK"를 사용하시
오.

 Mod Vax XMK [각인 ]
이 IC는 mRNA를 사용하는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백신의 고도로 희석된 용액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백신의 부작용과 부
작용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을 낮추려면 "Mod COVID-19 백신 30K", "Mod COVID-19 백신 200K" 또는 "Mod
COVID-19 백신 MK"를 사용하시오.

 Mod 백신 200K [각인 ]
이 IC는 mRNA 기반 백신의 고도로 희석된 용액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백신의 부작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더 낮은 효능의 경우 "Mod Vax 30K"를 사용하십시오. 더 높은 효능을 얻으려면 "Mod Vax MK" 또는 "Mod Vax XMK"를 사
용하시오.

 N- 아세틸시스테인  [각인 ]
아세틸시스테인으로도 알려진 N- 아세틸시스테인 (NAC)은 아미노산 시스테인의 유도체이며 신체의 해독을 돕는 강력한 항산화제
인 글루타티온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NAC는 아세트 아미노펜 중독을 관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 섭취와 관련된 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알코올 섭취 전에 복용 할 수 있습니다. NAC의 다른 용도로는 간 지원, 호흡기 질환 (예:기관지염)과 관련된 증
상 완화, 뇌 기능 향상, 수면 개선, 면역 기능 강화, 심장 질환 위험 감소, 폐 섬유증 치료 지원,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지원 등이 있습니
다....

 NAC + 밀크시슬  [각인 ]
[새로운] NAC + 밀크시슬은 NAC(N-아세틸 시스테인)와 밀크시슬을 결합하여 간 기능, 미토콘드리아 기능 및 해독을 지원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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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DH + [각인 ]
NADH는 "니코틴 아미드아데닌디뉴클레오티드 (NAD) + 수소 (H)"를 의미합니다. 이 화학 물질은 신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에너지를 생성하는 화학 과정에서 역할을합니다. 사람들은 NADH 보충제를 약으로 사용합니다. NADH는 정신 선명도, 주의력, 집
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병 치료에도 사용됩니다. 에너지 생산에서의 역할 때문에
NADH는 운동 지구력을 향상시키고 만성 피로 증후군 (CFS) 치료에도 사용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혈압, 고 콜레스테롤, 시차증,
우울증, 파킨슨...

 NAT 순수 치료 용 케톤 [각인 ]
케토 OS NAT는 시스템에 생체 이용 가능한 케톤을 제공하는데 유사한 제품보다 더 효과적인 작업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케토 보충
제입니다. 케토 OS NAT의 "NAT"는 "영양 학적 첨단 기술"의 약자입니다. 프루비트에 따르면 OS NAT는 다른 케토 보충제보다 식
욕 억제를 더 잘 수행 할 수 있으며, 이는 케토 다이어트 체중 감량 노력을 즐기려는 경우 핵심입니다. 장기적 성공 OS NAT에서 공급
하는 외인성 케톤은 케톤증에 빠질 때마다 신체에서 생성되는 내인성 케톤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신체가 지방을
...

 NF-카파 베타 차단제 [각인 ]
NF-카파 베타는 염증 신호의 긴 계단식 시작 부분에 있습니다. 이는 급성 및 만성 염증 상태에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암 및 암의 진행
에 도움이 되는 상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IC는 커큐민, 보스웰리아, 프로폴리스, 녹차, 생강, 로즈마리, 셀러리,편
두 및 파이퍼 니그룸의 추출물과 알파 리포산 및 트랜스-레스베라트롤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과민성 또는 염증성 장 질환, 관절염, 심
혈관 질환, 암, 자가면역 질환 및 기타 여러 질환과 같은 염증 질환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매우 강력한 조합입니다.

 NUX 보미카 [각인 ]
근육 고혈압, 소화 불량 변비, 두통, 발열 질환, 호흡기 염증, 소화관 염증 및 발작, 간 및 담낭 질환, 치질, 숙취, 음식 섭취 후 불평, 알
코올, 담배 및 약물; 요로 질환, 현기증, 협심증, 신경 및 류마티스 통증, 중공 기관 및 근육의 발작, 신경 과민성, 우울증을 치료합니
다. 또는, 위장 및 간 질환; 경련; 각성제 (니코틴, 흡연, 알코올, 초콜릿, 코카인) 오용의 결과 경련성 변비 치질; 임신 중 입덧; 월경 전
과민 반응 때 도움됩니다.

 NVC-CA 30C (뇌막염) [각인 ]
NVC-CA 30C는 수막염 백신으로 인한 부상이나 부작용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Nervous System Reset [각인 ]
Calming and balancing herbs, nutrients, and frequencies for decreasing sympathetic overdrive and increasing
parasympathetic tone. 
성분:  만삼(당삼)  피리독살 5'- 인산염 (활성 형태의 비타민 B6)  하이드록소코발라민(비타민 B12)  유기 리튬  미주 신경
증폭기 및 5 그 외...

 PCX 12C (파클리탁셀) [각인 ]
파클리탁셀은 난소 암, 유방암, 폐암, 카포시 육종, 자궁 경부암, 췌장암, 방광암, 전립선 암, 흑색 종 암 및 식도암과 같은 여러 유형의
암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화학 요법 약물입니다.

 PEG 파괴자 [PEMF]
이 PEMF는 많은 화장품 및 의약품에 사용되며 심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첨가제 PEG를 파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PQQ + CoQ10  [각인 ]
[새로운] PQQ + CoQ10은 피롤로퀴놀린 퀴논(PQQ)과 코엔자임 Q10을 결합하여 심혈관, 미토콘드리아 및 신경계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PT-141 펩타이드 [각인 ]
브레메라노티드라고도 알려진 PT-141은 성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펩타이드 호르몬 치료제입니다. 그것
은 발기 부전뿐만 아니라 남성의 발기 부전 및 조루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PT-141은 또한 여성의 여성 성기능 장애(FSD)와 폐
경 전 여성의 성욕 저하 장애(HSDD)를 개선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의 성욕, 각성 및 성적 욕망을
증가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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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inful Menstruation Mental Relax [각인 ]
[새로운] This IC Complex was developed to help with painful menstruation. 
성분:  야생 참마 뿌리  플루옥세틴  호밀  마카  나프록센 및 1 그 외...

 Parasite Buster [각인 ]
[새로운] This IC Complex is built to bust different parasites. 
성분:  향쑥 (훌다 클락)  오레가노 오일  항 기생충  알벤다졸  플루버말 플루벤다졸 및 1 그 외...

 Pent Vax(5-in-1 Vax) XMK [각인 ]
Pent Vax(5-in-1 Vax) XMK는 동종 요법 치료제로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백일해), B형 간염 및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
신으로 만들어지며 유발되는 부작용 및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낮은 효능의 경우 "Pent 백신(5-in-1 Vax) 30K",
"Pent 백신(5-in-1 Vax) 200K" 또는 "Pent 백신(5-in-1 Vax) MK"를 사용하시오.

 Pent 백신 (5-in-1 Vax) 200K [각인 ]
Pent 백신(5-in-1 Vax) 200K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백일해), B형 간염 및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만든 동종
요법 치료제로 부작용 및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낮은 효능의 경우 "Pent 백신(5-in-1 Vax) 30K"를 사용하시오.
더 좋은 효능을 얻으려면 "Pent 백신(5-in-1 Vax) MK" 또는 "Pent 백신(5-in-1 Vax) XMK"를 사용하시오.

 Pent 백신 (5-in-1 Vax) 30K [각인 ]
Pent백신(5-in-1 Vax) 30K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백일해), B형 간염 및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만든 동종 요
법 치료제로 부작용 및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효능을 위해서는 "Pent 백신(5-in-1 Vax) 200K", "Pent
백신(5-in-1 Vax) MK" 또는 "Pent 백신(5-in-1 Vax) XMK"를 사용하시오.

 Pent 백신 (5-in-1 Vax) MK [각인 ]
Pent 백신(5-in-1 Vax) MK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백일해), B형 간염 및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만들어진 동
종 요법 치료제로 부작용 및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낮은 효능의 경우 "Pent 백신(5-in-1 백신) 30K" 또는 "Pent
백신(5-in-1 Vax) 200K"를 사용하시오. 더 높은 효능을 위해 "Pent 백신(5-in-1 Vax) XMK"를 사용하시오.

 Pf Vax 200K [각인 ]
이 IC는 mRNA 기반 백신의 고도로 희석된 용액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백신의 부작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낮은 효능의 경우 "Pf Vax 30K"를 사용하시오. 더 높은 효능을 얻으려면 "Pf Vax MK" 또는 "Pf Vax XMK"를 사용하시오.

 Pf Vax 30C [각인 ]
이 IC는 mRNA 기반 백신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백신의 부작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동종 요법 치
료법은 최근에 개발되었으며 아직 임상 시험이 없습니다.

 Pf Vax 30K [각인 ]
이 IC는 mRNA 기반 백신의 고도로 희석된 용액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백신의 부작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더 높은 효능을 얻으려면 "Pf Vax 200K", "Pf Vax MK" 또는 "Pf Vax XMK"를 사용하시오.

 Pf Vax MK [각인 ]
이 IC는 mRNA 기반 백신의 고도로 희석된 용액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백신의 부작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낮은 효능의 경우 "Pf Vax 30K" 또는 "Pf Vax 200K"를 사용하시오. 더 높은 효능을 얻으려면 "Pf Vax XMK"를 사용하시오.

 Pf Vax XMK [각인 ]
이 IC는 mRNA 기반 백신의 고도로 희석된 용액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백신의 부작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낮은 효능의 경우 "Pf Vax 30K", "Pf Vax 200K" 또는 "Pf Vax MK"를 사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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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 백신 부작용 [각인 ]
이 IC 복합체는 Pf 바이언트 백신 부작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분:  베타 글루칸  MMXIX 30C  항바이러스/항박테리아/항진균  커큐민 플러스  덱사메타손 및 2 그 외...

 Post Training Recovery and Regeneration Drink  [각인 ]
[새로운] This complex is like a post workout shake. It contains substances to regenerate the body after training. 
성분:  올인원 영양소  BPC-157 및 TB-500 펩타이드 블렌드   포스파티딜세린 복합체  L- 글루타민  필수 아미노산 복합체
및 1 그 외...

 Pri-MMR 백신 200K [각인 ]
Pri-MMR 백신 200K는 홍역/볼거리/풍진 백신으로 만든 동종요법 치료제이며 백신으로 인한 부상이나 부작용을 치료하는 데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효능을 낮추려면 "Pri-MMR 백신 30K"를 사용하시오. 더 좋은 효능을 얻으려면 "Pri-MMR 백신 MK" 또는 "Pri-
MMR 백신 XMK"를 사용하시오.

 Pri-MMR 백신 30K [각인 ]
Pri-MMR 백신 30K는 홍역/볼거리/풍진 백신으로 만든 동종요법 치료제이며 백신으로 인한 부상이나 부작용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효능을 위해서는 "Pri-MMR 백신 200K", "Pri-MMR 백신 MK" 또는 "Pri-MMR 백신 XMK"를 사용하시오.

 Pri-MMR 백신 MK [각인 ]
Pri-MMR 백신 MK는 홍역/볼거리/풍진 백신으로 만든 동종요법 치료제이며 백신으로 인한 부상이나 부작용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을 낮추려면 "Pri-MMR 백신 30K" 또는 "Pri-MMR 백신 200K"를 사용하시오. 더 좋은 효능을 위해 "Pri-MMR 백
신 XMK"를 사용하시오.

 R-리포산 [각인 ]
알파-리포산은 항산화제이며 R-리포산과 S-리포산의 50/50 혼합물로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R-리포산은 그 자체로 에너지 생산에
관여하는 많은 효소의 필수 보조인자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R-리포산만 함유한 보충제가 R-리포산과 S-리포산을 모두 함유
한 보충제보다 더 잘 흡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리포산은 포도당 대사, 에너지 생성, 혈당 수치 조절, 제2형 당뇨병 관리, 신
경병증 증상 개선, 체중 감소 촉진, 염증 감소, 건강한 신경 기능 촉진 및 면역 체계 기능 향상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나트...

 RAD-140 + MK-677 펩티드 [각인 ]
RAD-140 + MK-677 펩티드를 함께 사용하여 마른 체형에 더 많은 근육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성분:  MK-677 펩티드  RAD-140 펩타이드

 RAD-140 펩타이드 [각인 ]
테스토론으로도 알려진 RAD-140 펩티드는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제(SARM)로 알려진 분자 부류에 속합니다. SARM은 안드
로겐 수용체에 결합하고 주로 근육과 뼈 조직을 표적으로 하며 전립선 및 기타 기관에는 최소한의 영향을 미칩니다. SARM은 스테로
이드와 달리 특정 영역을 대상으로 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에 대한 훌륭한 대안으로 피트니스 업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RAD-140은 테스토스테론을 모방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테스토스테론보다 동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AD-
140은 근육량을...

 Radiation Detox [각인 ]
[새로운] This Complex is built to detox the body from radiation used in cancer therapy. 
성분:  유방 방어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올리브 오일의 풀러렌  요오드 + 티로신  코엔자임 Q10 합성물
및 1 그 외...

 Raw Phytoplankton [각인 ]
[새로운] Raw phytoplankton is nutrient-dense containing various vitamins, minerals, essential fatty acids, and
amino acids. It may help boost energy, enhance mood, support detoxification, promote cellular health, and
improve mental focus. This IC was made with the help of Nannochloropsis gaditana algae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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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 Beet [각인 ]
[새로운] Beet, also known as beetroot, is a type of root vegetable with many health-boosting properties. They are
rich in various nutrients such as folate, manganese, copper, potassium, and fiber. Beets may help lower blood
pressure, boost endurance and athletic performance, fight inflammation, improve di...

 Respiratory Support [각인 ]
[새로운] Respiratory Support may help promote a healthy respiratory system, clear mucus buildup, and cleanse the
lung. This IC was made with the help of lovage root, eucalyptus leaf, peppermint leaf, lungwort leaf, lemon balm
leaf, orange peel, plantain leaf, chaparral leaf, elecampane root, lobelia leaf,...

 Risperidone [각인 ]
[새로운] Risperidone is an atypical antipsychotic medication that may help treat various mood and mental health
conditions including schizophrenia, bipolar disorder, and irritability associated with autistic disorder.

 Rosemary [각인 ]
[새로운] Rosemary (Rosemarinus officinalis) is a fragrant herb commonly used in cooking around the world. It is a
rich source of antioxidants and anti-inflammatory compounds. Rosemary may help boost immune system
function, improve blood circulation, enhance digestion, improve cognitive function, support b...

 S- 아데노실 메티오닌 [각인 ]
이 물질은 아미노산 메티오닌의 한 형태로 간 질환 (예:만성 간염, 간경변), 우울증, 섬유 근육통 및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됩니다.

 San Qi Hua [각인 ]
[새로운] San Qi Hua, also known as Panax notoginseng or Chinese ginseng, is a plant that is used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It may help improve blood circulation, reduce pain, stop bleeding, promote heart health, boost
energy, improve immune function, reduce muscle fatigue after exercise, reduce swe...

 Scar Release Extreme [각인 ]
This complex is for helping with scars. 
성분:  스킨 리프레셔  성장 호르몬  이파모렐린 펩타이드  완전한 콜라겐 펩타이드 블렌드  BPC-157 및 TB-500 펩타이드
블렌드 및 2 그 외...

 Selenium (From Mustard Seeds) [각인 ]
[새로운] Selenium is an essential trace mineral and powerful antioxidant that supports many bodily processes. It
may help support brain function, protect against heart disease, support thyroid function, boost immune system
function, and promote healthy bones and joints. This IC was made with the help of s...

 Siberian Rhubarb Root [각인 ]
[새로운] Siberian rhubarb root may help ease menopause symptoms, which include hot flashes, night sweats,
irritability, mood swings, sleep issues, exhaustion, joint and muscle, and vaginal dryness.

 Skeletal Pain, Healing and Mental Relax [각인 ]
This IC is meant to reduce joint pain and relax the mind at the same time. 
성분:  옥시코돈  알렌드로네이트 나트륨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소 혈액의 단백질이 제거 된 혈액 투석액
 플루옥세틴 및 1 그 외...

 Sleep Well [각인 ]
[새로운] Sleep Well may help promote sleep, improve sleep quality, increase total sleep time, and help reset the
body’s sleep-wake cycle. This IC was made with the help of melatonin and calc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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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rian Pumpkin Seed Oil  [각인 ]
[새로운] Styrian pumpkins, which are native to Styrian (Austria), contain large hull-less green seeds. The seeds are
rich in healthy fats, tryptophan, vitamin K, and vitamin E. Styrian pumpkin seeds may help promote weight loss,
support bladder and kidney health, protect against free radicals, and support...

 Swollen Fingers Complex [각인 ]
[새로운] This IC Complex is meant to reduce swelling of the finger joints. 
성분:  BPC-157 및 TB-500 펩타이드 블렌드   프레그네놀론  헤파린(국소)  프레드니솔론  림프계 조절기 및 1 그 외...

 T4 (티록신) [각인 ]
신스로이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처방되는 가장 인기 있는 합성 T4 브랜드입니다.

 TB-500 펩타이드 [각인 ]
TB-500 펩타이드는 동물과 인간 모두에게 존재하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치유 단백질인 티모신 베타 4(TB-4)의 합성 버전입니다.
TB-500은 대부분 연구 목적과 동물용으로 판매됩니다. TB-500 펩타이드는 근육 치유 및 회복을 돕고 새로운 혈관, 근육 조직 섬유
의 발달을 지원하고 세포 이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또한 상처 치유를 개선하고, 관절 염증을 줄이며, 회복 시간을 단축하
고 체력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Transfer Factor Advance [각인 ]
Transfer Factor Advance contains a blend of transfer factors, mushrooms, and zinc to help charge and boost the
immune system. It may be used to help recognize, respond to, and remember potential health threats. This IC was
made with the help of bovine colostrum, shiitake mushroom, maitake mushroo...

 Transfer Factor Immune Support [각인 ]
Transfer Factor Immune Support may be used to help boost immune system function by helping it to recognize,
respond to, and remember potential health threats. It may help the immune system recognize self from non-self
and therefore support healthy immune system function. This IC was made with the...

 Triphala [각인 ]
[새로운] Triphala is a combination of three different plants native to India: Indian gooseberry (Amla), Bibhitaki, and
Haritaki. This herbal remedy has been used in Ayurvedic medicine for thousands of years. It may help boost oral
health, control gingivitis, decrease blood sugar levels, improve peristalsi...

 Tulsi Blend [각인 ]
[새로운] Tulsi, also known as holy basil, is a plant that is referred to as the “queen of herbs” in Ayurvedic medicine.
Tulsi Blend is a combination of three types of tulsi and may help decrease stress, calm the mind, and promote
mental well-being. Also, it may help support mitochondrial and cellular heal...

 Urgent Urination Kids Night [각인 ]
- 
성분:  칸타리스  신장 및 방광 지원  사발 호맥코드  솔리다고 합성물  이노시톨 및 1 그 외...

 Urinary Incontinence (Rife) [PEMF]
Rife frequencies that may help with urinary incontinence, which is the loss of bladder control.

 Uterus and Ovaries [PEMF]
[새로운] This combination should support the uterus and ovaries. 
성분:  난소 치유  생리통 및 자궁 조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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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P 펩타이드 [각인 ]
혈관작용장펩티드라고도 알려진 VIP는 췌장, 장 및 중추 신경계에서 발견되는 펩티드 호르몬입니다. 그것은 신체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조절하고, 혈압을 낮추고, GI 관의 평활근을 이완하고, GI 관에서 방출되는 물의 양을 증가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VIP는 또한 신경 퇴행성 질환, 폐 섬유증, 염증성 장 질환 및 심장 섬유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Viral Complete [각인 ]
[새로운] Viral Complete is a homeopathic remedy that may help temporarily relieve symptoms related to viral
infections, which include coughing, congestion, muscle or joint pain, fatigue, fever, lesions, GI problems, and loss
of appetite. This IC was made with the help of Allium Sativum (3X); Echinacea (3X...

 Vision Support 2.0 [각인 ]
This IC Complex may be used to help support the eyes and vision. 
성분:  BPC-157 및 TB-500 펩타이드 블렌드   시력 지원  스트레스 시력 지원  루테인 + 제아잔틴  올인원 영양소 및 1 그
외...

 WBC 및 혈소판용 RNA 단편 [각인 ]
이 IC는 백혈구 (WBC)와 혈소판의 생성을 자연적으로 자극하는 RNA 단편의 혼합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혈소판 및 백혈구 수
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RNA 단편은 다른 세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신체의 면역 체계를 지원하여 세포를 증가시
켜 자연스럽게 백혈구와 혈소판 생성을 촉진합니다.

 Wild Mediterranean Oil of Oregano [각인 ]
[새로운] Oil of Oregano is extracted from oregano and is rich in powerful antioxidants. It may help boost immune
system function, support digestion, lower cholesterol levels, reduce inflammation, and relieve pain.

 Wood Ear Mushroom  [각인 ]
[새로운] Wood Ear Mushroom is a fungus that grows on many different types of wood and is known for its medicinal
properties. It is rich in nutrients and antioxidants. Wood Ear Mushroom may help decrease bad cholesterol levels,
promote brain health, boost the immune system, and reduce oxidative stress.

 Yarrow [각인 ]
[새로운] Yarrow is an herb that has been used medicinally for thousands of years due to its potential health-
benefiting properties. It may help stop bleeding and support wound healing, reduce inflammation, reduce
dysmenorrhea (painful menstruation) and menstrual cramps, improve symptoms related to irritab...

 Zinc + Selenium [각인 ]
[새로운] Zinc + Selenium may support cognitive function, thyroid function, bone health, and vision. It may also help
boost immune system function and fight colds and flu.

 gas [PEMF]
actions; reduce gas / air in gastrointestinal tract. relieve spasm. reduce irritation, alleviate pain. indication:
digestive upset, bloating, gas, spasm, burping, abdominal pain, constipation, reaction to food, food allergy
(reaction). may be run multiple times in a row. this complex is for sym...

 happy belly [PEMF]
actions: reduce chronic inflammation in GI tract, alleviate pain, reduce gas, reduce toxicity in digestion and blood,
bacterial imbalance in gut, candida balancing indications: acute or chronic digestive issues of any kind, digestive
pain, microbiome dysregulation, yeast overgrowth. frontal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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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느 다란 쌀꽃 [각인 ]
가느 다란 쌀 꽃 에센스는 인종 차별적이고 편협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본질은 개인의 자부심이 방해가 될
때 집단 화합과 갈등 해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간의 더 큰 협력을 허용합니다. 또한 이 본질은 모
든 사람의 공통 신성을 인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드 30C [각인 ]
가드 30C는 가다실 백신으로 인한 부상이나 부작용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가려움증 [각인 ]
- 
성분:  덱사메타손  프레드니솔론  세티리진 염산염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각인 ]
말라바 타마린드라고도 알려진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전통 약초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사용해 온 타마린드과의 이국적인 과일입니
다. 그것은 신체의 지방 연소 가능성을 높이는 하이드록시시트르산(HCA)이라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는 체중 감소, 식욕 감소, 운동 능력 향상 및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미소요산 [각인 ]
가미소요산은 중국 전통 의학에서 수세기 동안 열을 내리고 피를 식히고, 제한된 간 기를 이완시키고,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고 순환
시키며, 혈액 정체를 해소하고, 비장을 강화하고, 간기를 부드럽게 하고 간과 비장을 조화롭게 합니다. 또한 복부 팽만, 위산 역류, 분
노 폭발 또는 과민성, 불안, 식욕 부진, 유방 팽만 및 통증, 유방 덩어리(섬유낭포성), 간경변, 변비, 우울증, 현기증, 정서적 불안정, 적
색 눈, 두통, 만성 간염, 생식기 포진, 불임, 갱년기 증상, 소화불량, 월경불순, 월경통, 메스꺼움, 신경피로, 월경전증후군...

 가바펜틴 [각인 ]
가바펜틴은 당뇨병 신경 병증 및 기타 모든 종류의 신경 통증, 포진 후 신경통 및 모든 종류의 작열감 또는 쏘는 통증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통증 치료에 가장 인기 있는 약물입니다. 또한 하지 불안 증후군, 폐경으로 인한 홍조 및 간질의 치료에도 사용됩니다.

 가벼운 변비 완하제 (라이프)  [PEMF]
변비에 도움이 되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가스 및 팽만감 완화 [각인 ]
그렉 나이 박사는 SIBO 환자가 자주 경험하는 심한 가스와 복부 팽만감의 증상 완화를 제공하기 위해 이 혼합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것은 증상 완화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상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상태를 교정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소화
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종합 치료 프로그램의 일부로 이상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IC는 호로파 추출물, 클로렐라, 생강 뿌리 줄기 추
출물 및 바실러스 클라우시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시여지 [각인 ]
구아나바나라고도 알려진 가시여지는 슈퍼 푸드로 분류되는 열대 과일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감염과 싸우고, 위장 건강을 강화하
고, 체중 감량을 돕고, 류머티즘과 관절염 통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
다.

 각막 치유 [PEMF]
이 PEMF는 급성 및 만성 각막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각성 직감 (솔페지오) [녹음된]
이 솔페지오 주파수는 직관과 내면의 힘을 깨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주파수는 또한 세포 수준에서 에너지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이 IC를 4-6주 동
안 최소 15분 동안 일주일에 3번 이상 들으시오. 볼륨을 편안한 중간/낮은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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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인을 위한 대상 포진 [각인 ]
이것은 물에 각인하기 위해 채택된 대상 포진에 대한 FSM 프로토콜입니다. 전염된 스파이크 단백질로 인한 발진과 수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 [PEMF]
- 
성분:  간 해독 및 간경변  해독  간 보조  미생물 및 간 조절기

 간 기능 지원 [PEMF]
간 기능을 지원하고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로얄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간 및 담낭 지원 [각인 ]
이 간 및 담낭 지원 요법은 간 및 담낭과 관련된 증상을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간 병증, 담낭 병증, 결석, 담즙 분비 장애, 간염, 복부
부종, 조기 포만감, 식욕 부진, 입안의 쓴 맛, 헛배 부름, 변비, 식후 피로 및 심기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IC는 실리범 마리아
넘,애기똥풀속, china, cholesterinum, 콜로신스, 석송속, 마전자나무, 에탄올과 생수로 만들어졌습니다.

 간 바이러스 [각인 ]
- 
성분:  단순 포진 (반전)  대상 포진  간 및 담낭 지원  간 지원  날트렉손 및 2 그 외...

 간 보조 [PEMF]
이 IC는 간 생리적 과정, 영양소 대사, 호르몬 및 효소 관리, 열 생성, 독소 해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 수치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 정상화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간 기능 정상화, 해독 및 간경변 환자를 위한 것입니다.

 간 지원 [각인 ]
간 지원은 간을 치료하고 해독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IC는 감초 뿌리와 큰엉겅퀴로 만들어졌습니다.

 간 치유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간, 간경변 및 해독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간 해독 및 간경변 [PEMF]
이 PEMF는 간을 해독하고 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몸에서 독소와 불순물을 제거하여 에너지와 활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이 IC는 최근에 간경변에 대한 더 연장된 주파수 세트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간 흡충 기생충 [PEMF]
간디스토마 기생충에 대한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간경변 [각인 ]
- 
성분: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S- 아데노실 메티오닌  간 지원  가시여지

 간부전 [각인 ]
- 
성분: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S- 아데노실 메티오닌  간 지원  가시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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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 [각인 ]
이 IC는 뉴질랜드와 호주 사육 쇠고기의 모든 간 조직을 포함하는 쇠고기 간선입니다. 빈혈, 피로, 간 혼잡, 지방간 질환, 무월경 또는
호르몬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이것을 복용하시오.

 간염 [각인 ]
- 
성분: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S- 아데노실 메티오닌  간 지원  노니 및 1 그
외...

 간의 지방 변성 [각인 ]
- 
성분: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S- 아데노실 메티오닌  간 지원  가시여지

 갈륨 [각인 ]
갈륨은 만성 질환 및 감기와 독감을 포함한 바이러스 감염의 경우 방어 메커니즘을 자극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근 위축성 측삭 경
화증, 빈혈, 후각 상실 (후각 상실), 기저 세포 암종, 백내장 증상, 진주 종, 호산 구성 폐렴, 상피 종, 섬유종, 유방 섬유종, 과립구 감소
증, 육아종, 면역 결핍, 불임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백혈구 감소증, 지방종, 진행성 근이영양증, 점액 부종, 시신경염, 신경
종, 골연화증, 골다공증, 망막염 및 피지 낭종 치료에도 도움됩니다.

 갈매나무속 [각인 ]
갈매나무속은 췌장 및 비장 장애, 비장 비대, 몸 왼쪽 통증, 왼쪽 상단 모서리 및 결장의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경련, 겸상 적혈구 빈혈
을 돕는데 사용되는 허브입니다.

 감귤 바이오플라보노이드 믹스 [각인 ]
감귤류 바이오플라보노이드는 오렌지, 자몽, 레몬, 귤과 같은 감귤류 과일에서 발견되는 화합물입니다. 각 과일에는 다양한 농도의
다양한 유형의 바이오플라보노이드(예: 헤스페리딘, 루틴, 나린진 및 케르세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귤류 바이오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항염 및 세포 보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귤류 바이오플라보노이드 믹스는 혈액 모세관 강도 증가, 혈액 순환 개선, 이
명 관리, 면역 체계 기능 향상,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 지질 대사 개선, 염증 감소, 포도당 내성 및 인슐린 민감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

 감기 [각인 ]
- 
성분:  우미페노비르  아세틸살리실산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감기 - 어린이용 [각인 ]
- 
성분: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아지트로마이신  베타 글루칸  IgG 면역 글로불린  소화기 및 면역 건강을 위
한 프로바이오틱 지원 및 1 그 외...

 감기 및 독감 관리 [각인 ]
이 IC는 독감과 같은 증상, 재발 성 발열, 간헐적 발열, 한랭 떨림, 만성 저 등급 염증, 근육 및 관절통, 경증에서 중증 두통 및 요통, 신
체 통증, 목 통증 및 경직, 우울증, 불안, 과민성, 팽만감, 설사, 변비, 식욕 부진, 과민성, 불확실성에 도움 됩니다. 우유부단함, 선택을
할 수 없을 때나 어려움이나 대립에 대처할 수 없을때 도움 됩니다.

 감기 및 독감 완화 [각인 ]
이 감기 및 독감 치료제는 열, 인후통, 쉰 목소리, 감기 및 독감 증상, 콧물, 재채기 및 감기 및 독감과 관련된 몸살을 치료하는 데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아코니툼, 암모늄, 벨라돈나, 브리오니아, 기나피, 에키네이셔, 메르쿠리우스 및 옻나무 물질로 만들어졌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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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 및 독감 치료 [PEMF]
감기 및 독감 치료제는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 및 독감 증상으로부터 신체의 자연적인 회복을 가속화합니다. 피로를 덜어주고 배액을
촉진하며 세포 기능을 재조정 할 수 있습니다. 폐와 대장을 지원합니다.

 감기 및 독감 파이터 [각인 ]
[새로운] 감기 및 독감 파이터는 감기 및 독감과 관련된 증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말린 카라카라 오렌지 껍질
과 보드카로 만들어졌습니다.

 감기-인두 [PEMF]
이 PEMF에는 인두 부위의 감기를 죽이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C 복합체 "앤밸런스 감염 킬러"와 함께 사용하시오.

 감기-후두 [PEMF]
이 PEMF에는 후두 부위의 감기를 죽이는 주파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C 복합체 "앤더벨런스 감염 킬러"와 함께 사용하시오.

 감마아미노부티르산(GABA) [각인 ]
감마아미노부티르산(GABA)은 뇌에서 생성되는 신경전달물질입니다. 신경 세포 사이의 특정 자극을 차단하고 신경계 활동을 감소
시키기 때문에 천연 뇌 이완제입니다. GABA가 수용체에 부착되면 뇌와 신체에 진정 효과가 생성됩니다. GABA는 불안과 스트레스
감소, 발작 예방, 공포 감소, 기분 개선, 월경전 증후군(PMS) 개선, 수면의 질 개선, 염증 감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
치료, 혈압 감소, 근육량의 성장합니다.

 감성적인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  [PEMF]
이 IC는 감성적,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 전신을 지원합니다. 특히 소화관을 진정시키고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진정제도 자극제도
아닙니다. 이 IC는 과부하 및 감정 테이프 루프에서 과도한 감정 및 감각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여 평온한 정신 상태를 장려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정직함과 함께 머리-마음의 연결을 향
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능력이 손상되었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감염 및 면역 체계 [각인 ]
이 IC 복합체는 면역 체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분:  면역 시스템 부스트  최적의 영양소  면역을위한 버섯  소화기 및 면역 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 지원   우미페노비르
및 1 그 외...

 감염 바이러스 기생충 박테리아  [각인 ]
- 
성분:  알벤다졸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항 기생충  아지트로마이신  우미페노비르 및 1 그 외...

 감염 바이러스 기생충 박테리아  [각인 ]
- 
성분:  알벤다졸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항 기생충  아지트로마이신  소화기 및 면역 건강을 위한 프로바
이오틱 지원 및 2 그 외...

 감염 알레르기 건강 [각인 ]
- 
성분:  아지트로마이신  베타 글루칸  세티리진 염산염  소화기 복합 프로바이오틱스  최적의 영양소 (Cu / Fe / I 제외) 및
1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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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초 [각인 ]
감초는 다양한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온 허브입니다. 감초에는 300가지가 넘는 다양한 화합물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항바이러스 및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초는 습진과 같은 피부 상태를 개선하고, 소화를 개선하고, 위장 장애를 완화
하고, 속 쓰림을 진정시키고, H. 파일로리 박테리아와 제거하고, 소화성 궤양 질환을 치료하고, 면역 체계 기능을 강화하고, 구강(치
과) 건강을 개선하고, 코티솔 수치를 조절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후염, 기침, 천식, 기관지염 및 상부
호흡...

 갑상선 [PEMF]
이 PEMF는 갑상선의 건강과 기능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갑상선은 내분비 계의 일부이며 목 앞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신체
의 대사율은 물론 심장 및 소화 기능, 근육 조절, 뇌 발달, 기분 및 뼈 유지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생성하고 방출합니다.

 갑상선 1 [각인 ]
갑상선은 신체의 신진대사, 성장 및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박수, 피부 유지, 체온 관리, 생식력, 소화 등 다양한 신체 기능뿐
만 아니라 기분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갑상선은 내분비 기능을 지원하고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갑상선 추출물(돼지), 셀레늄 및 루비듐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갑상선 12CH [각인 ]
갑상선은 정상적인 대사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또한 두통, 피로, 메스꺼움 및 쇠약에도 나타납니
다. 더 낮은 효능을 위해서는 “갑상선 4CH”를 사용하시오.

 갑상선 4CH [각인 ]
갑상선은 정상적인 대사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또한 두통, 피로, 메스꺼움 및 쇠약에도 나타납니
다. 더 높은 효능을 얻으려면 “갑상선 12CH”를 사용하시오.

 갑상선 균형 및 정상화 [PEMF]
갑상선 기능의 균형을 맞추고 정상화하는데 도움이되는 로얄라이프 주파수입니다.

 갑상선 기능 [PEMF]
이 PEMF는 갑상선 기능을 지원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갑상선을 활성화시키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고 피로
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상 후 또는 15:00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저녁에 심한 피로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
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각인 ]
- 
성분: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L- 티록신  노니  가시여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각인 ]
- 
성분:  갑상샘  L- 티록신  셀렌  T4 (티록신)  비타민 D3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PEMF]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저하)에 도움이 되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과민성 갑상선)  [PEMF]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과민증)에 도움이 되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갑상선 및 삼중 버너 조절기 [PEMF]
이 IC는 갑상선, 뇌하수체 및 부신 피질의 완전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개골, 흉부 및 복부의 3 개의 체강
을 연결합니다. 이 IC는 자신감과 용기를 높이는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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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오징어 200CH [각인 ]
세피아 오피셜리스 (갑오징어 잉크)는 월경 중 팽만감과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있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또한 호
르몬 불균형, 산후 우울증 (PPD), 우울증, 불안, 월경 전 증후군 (PMS), 월경통 및 경련, 불규칙한 기간, 임신 중 메스꺼움 및 구토, 폐
경기 증상, 안면 홍조, 과민성, 자궁 탈출, 불임, 만성 피로, 두통 및 소화 장애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0CH 효능은
급성 질환 환자에게 유익합니다.

 강력한 복합 영양소 [각인 ]
강력한 복합 영양소는 더 많은 항산화 제, 코엔자임 및 미량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합 비타민이 아닙니다. 주로
과일과 채소로 만들어지며 전신 건강과 장수를 위한 모든 필수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건강한 DNA 및 세포 증식 촉진, DNA 구조 보
호, 대사 및 심혈관 건강 지원, 면역 체계 기능 강화,인지 기능 지원, 근육계 지원, 산화 스트레스 억제, 건강한 염증 반응 지원, 건강한
혈압 유지, 신경 세포를 보호하고, 해독을 돕고, 갑상선 기능을 지원하고, 시력을 향상시킵니다. 이 IC는 케르세틴, 델피니딘,...

 강박 장애(OCD) [각인 ]
이 IC 복합체는 강박 장애(OCD)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분: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아르세니컴 앨범 30CH  플루옥세틴  이노시톨  N- 아세틸시스테인

 개선된 유물 박테리아 효소 [각인 ]
개선된 유물 박테리아 효소는 "바오탄" 물질의 개선 된 유사체이며 최적의 건강과 활력을 촉진하는데 사용됩니다. 면역 체계 및 신체
대사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금속 염, 발암 물질을 제거하고 일부 강력한 약물의 부작
용을 줄이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거대 세포 바이러스 CMV 킬러  [PEMF]
이 PEMF는 거대 세포 바이러스로 알려진 헤르페스 5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바이러스 킬러"IC와 결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EBV, HPV, Herpes Zoster 등으로 인상적인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건 [PEMF]
이 PEMF는 건 건강과 힘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힘줄은 근육을 뼈에 연결하는 섬유질 콜라겐 조직입니다.

 건강 지원 [각인 ]
건강 지원은 최대 건강 잠재력을 달성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IC는 다양한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 루테인, 리코펜 및 레스베라트롤과
같은 생리 활성 식물 화합물, 석류, 블루베리, 녹차 잎 및 쓴 멜론의 식물 영양소로 만들어졌습니다.

 건강하고 탄력 있는 혈관 [각인 ]
이것은 혈관, 인대 및 힘줄, 피부 및 연골을 포함한 결합 조직 강화에 중점을 둔 영양소의 선택입니다. 부상 회복, 노화 방지 및 피부
건강, 모발 / 피부 / 손톱, 치질, 정맥류, 황반 변성, 잇몸 출혈, 만성 코피 및 쉽게 멍이들 때 고려하시오. 
성분:  비오틴  금루매  리포좀 비타민 C  메틸설포닐메탄  타우린 및 1 그 외...

 건강한 노화 [각인 ]
[새로운] 건강한 노화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일상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대응하며 정신력을 강화하고 에너지를 증가시켜 건강한 노
화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소 초유, 달걀 노른자, 마랄 뿌리, 녹차 잎, 아쉬와간다 뿌리, 강황 및 레스베라트롤
로 만들어졌습니다.

 건강한 뇌와 기분 [각인 ]
- 
성분:  인도 인삼  바흐 꽃 치료제  바코파 모니에리  베르베린 플러스  두뇌 부스트 및 15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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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소화기 계통 (무 프로바이오틱스)  [각인 ]
건강한 소화 시스템 (무 프로바이오틱스)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용하지 않고 소화 건강을 개선하려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이
복합체의 허브와 미네랄은 함께 작용하여 자연 장내 세균총의 불균형으로 인한 위장 불편을 완화합니다. 건강한 소화 시스템은 결장
과 장을 지원하고 소화관의 미생물을 위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칼슘 카프릴
레이트, 마그네슘 카프릴레이트, 브로멜라인, 칼슘 운데실레네이트, 베르베린 설페이트 및 자몽 종자 추출물로 만들어졌습니다.

 건강한 심장 유지 [각인 ]
- 
성분:  딜티아젬 염산염  노니  트리메타지딘

 건강한 오일과 지질 [각인 ]
- 
성분:  필수 오메가 -3  올리브 오일의 풀러렌  중쇄 중성 지방 (MCT)  오메가 -3 / 폴리페놀 조합  인지질 조합 및 7 그 외...

 건강한 장(프리바이오틱 + 프로바이오틱)  [각인 ]
건강한 장(프리바이오틱 + 프로바이오틱)은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및 효소의 조합으로 소화 건강 증진, 장내 미생물 지원,
정상적인 배변 촉진, 면역 체계 기능 개선 및 에너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이눌린, 아밀라아제, 브로멜라인, 파파인,
리파아제, 락타아제,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비피도박테리움 애니멀리스 락티
스,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 비피도박테리움 브레베 카제시, 락토바락트바리아, 김, 사과 펙틴, 생강 뿌리, 회향 씨앗, 심황 뿌리 및
박하 ...

 건선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피부에 붉고 비늘 모양의 패치를 유발할 수있는 만성 피부 상태인 건선을 치료를 합니다.

 건선, 여드름 및 습진 PEMF [PEMF]
이 PEMF에는 다양한 유형의 피부 문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부 문제를 치유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은 건포도 싹 [각인 ]
검은 건포도 싹은 비타민 C와 바이오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기와 독감을 퇴치하고 알레르기 증상을 완
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은 건포도 싹은 또한 부신 피로와 뇌안개를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검은 꽃 봉오리 [각인 ]
검은 건포도 꽃봉오리는 히말라야와 네팔 지역이 원산지입니다. 그 열매는 비타민 C, 바이오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고 검은 꽃 봉오
리는 전체 시스템을 정화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배수제로 간주되지만 순환기 건강에 유용합니다. 부신 지원에 사용돨 수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또한 급성 알레르기, 만성 통풍, 강직성 척추염, 관절염, 천식, 기관지염, 만성 두부 감기, 월경통, 폐기종, 섬유종, 위염, 건
초열, 편두통, 전립선 문제, 퀸케 부종, 비염 및 두드러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검은 수잔 [각인 ]
검은 수잔 꽃 에센스는 참을성이 없고, 항상 이동 중이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많은 활동에 너무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위
한 IC입니다. 이 본질은 사람이 속도를 늦추고 내면을 바라보며 평온함과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도움이됩니다.

 검은 호두 (훌다 클라크) [각인 ]
검은 호두와 검은 호두 잎을 사용한 구충은 호두가 시작된 페르시아와 소아시아에서 고대부터 입증되었습니다. 흑 호두 추출물의 효
능은 다양하며 클라크 박사의 구충 및 간 정화 치료제로 유명해졌습니다. 또한 생식기 포진, 구순 포진에 매우 효과적이며 신체의 기
생충과 성충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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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후추 [각인 ]
검은 후추는 인도에서 자생하는 검은 후추 식물의 열매이며 향신료와 약재로 사용됩니다. 흑후추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C, 비타민 B6, 비타민 K, 칼슘, 크롬, 철분, 섬유질, 엽산, 인, 망간과 같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슈퍼 푸드입
니다. 일반적으로 아유르베다 요법에 사용되는 후추와 관련된 건강상의 이점에는 소화 개선, 장 가스 감소, 감기 및 기침 치료, 신진
대사 촉진, 피부 문제 치료, 체중 감소 지원, 우울증 퇴치, 심장 건강 증진, 암 및 간 위험 감소 등이 있습니다. 치통 완...

 게르마늄 부스트 [각인 ]
게르마늄은 지각에서 발견되는 미량 원소이지만 버섯, 인삼, 밤, 클로렐라, 마늘, 알로에 등 건강에 좋은 모든 식품에서도 발견됩니
다. 게르마늄은 자가 치유 능력을 증가시키지만 그 이상입니다. 특히 모든 질병이 산소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면 게르마늄은 우
리가 먹을 수 있는 산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게르마늄은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각 세포에 빠르게 산소를 공급합니다. 또한 몸
을 막히는 카드뮴이나 수은과 같은 중금속과 결합합니다. 게르마늄은 혈압을 낮추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
고, 좋은 심장 건강...

 게실증 [각인 ]
게실증은 소화관 벽에 형성되는 게실이라는 주머니가 생기는 상태입니다. 이는 60 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흔합니다. 게실증은 결장
벽을 약화시키고 누공과 복강 내 농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비와 설사가 교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실증은 또한 고통스
럽고 빈번하고 불완전한 배뇨 (방광 게실), 설명 할 수 없는과 성장 / 감염 및 전 암성 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겔세뮴속 30CH [각인 ]
일반적으로 노랑 재스민으로 알려진 겔세뮴속은 몸의 무거움, 쇠약 및 무거운 눈꺼풀과 함께 감기와 독감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있
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무대 공포; 공황 발작; 수행 불안; 독감 중 약점; 여름에는 감기와 독감; 발열; 인후염; 오한; 복시로 인한
두통; 걱정; 신경질; 우려; 그리고 공포증을 치료하는데 도움됩니다.

 겨우살이 추출물 [각인 ]
겨우살이 추출물은 수십 년 전에 독일에서 개발된 암 치료법입니다. 겨우살이 류는 직접 살해, 염증 감소, 자연 살해 세포 활동의 자
극, 혈관 신생 억제 및 기타 메커니즘과 같은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동시에 암세포에 대해 작용합니다. 모든 유형의 암 치료에서
이것을 생각하시오. 라임 병 및 기타 만성 감염성, 염증성 및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에 겨우살이를 고려하시오.

 결장 및 변비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결장과 변비를 돕습니다.

 결합 조직 [PEMF]
이 IC는 전신 영역에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근막의 에너지 수준과 흐름을 복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소, 병원균 및 강한
정서적 문제를 다루는 동안 신체 에너지 수준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합 조직 PEMF [PEMF]
이 PEMF는 결합조직의 재활을 위한 것입니다!

 결핵 [각인 ]
- 
성분: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노니  가시여지

 경련 [각인 ]
- 
성분:  아세틸살리실산  드로타베린  신나리진

 경련 [각인 ]
- 
성분:  소 혈액의 단백질이 제거 된 혈액 투석액  델타 수면 유도 펩티드  노니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black-pepper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germanium-boost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diverticulosi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gelsemium-sempervirens-30ch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mistleto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olon-and-constipatio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onnective-tissu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onnective-tissue-pemf
http://www.infopathy.com/ko/combinations/tuberculosi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olyenylphosphatidyl-choli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minodigidroftalazindion-of-sodium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noni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soursop
http://www.infopathy.com/ko/combinations/spasm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spiri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drotaveri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innarizine
http://www.infopathy.com/ko/combinations/convulsion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rotein-free-dialysate-from-bovine-blood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deltara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noni


 경련(라이프) [PEMF]
경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주파수입니다.

 경직(라이프) [PEMF]
경직에 대한 주파수입니다. 경직은 장기간의 근육 수축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근육 긴장이 있는 상태입니다.

 경추 디스크 재생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경추 디스크 재생을 돕는 것입니다.

 경피증 [각인 ]
- 
성분: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가시여지  신나리진

 경화 [각인 ]
- 
성분:  아세틸살리실산  L-카르니틴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신나리진

 계피 & 포리아 블렌드  [각인 ]
계피 & 포리아 블렌드는 중국 의학에서 혈액을 활성화하고 혈액 정체를 변화시키며 고정된 복부 질량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허브
의 조합입니다. 또한 복부 팽만, 복부 압통, 무월경(통증 또는 팽창 포함), 요통, 자궁내막증, 치질, 불임, 갱년기 증상, 월경통, 불규칙
한 월경, 식은땀, 난소낭종, 만성 골반염 질병, 전립선 비대, 자궁 근종(출혈이 있거나 없는) 및 자궁 출혈(기능 장애)이 있습니다. 이
IC는 파오니아 기수, 소귀나무 종, 계지, 복령,작약, 복숭아 커널, 흰색 중국 작약, 중국 샐비어 뿌리, 대황 및 삼능으로...

 고관절 통증 (라이프) [PEMF]
고관절 통증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로얄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고급 다중 미네랄 포뮬라 [각인 ]
고급 다중 미네랄 포뮬라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균형 잡힌 미네랄 혼합물입니다. 미네랄 보충과 스포츠 영양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칼슘, 요오드,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구리, 망간, 크롬, 몰리브덴, 칼륨 및 리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고급 영양소 (아침 전용) [각인 ]
이 영양소는 메틸화 장애, 피롤 장애, 불안, 우울증, 기분 장애 및 피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비타민 C, 비타민 B6, 피리독신
-5- 인산염,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비오틴, 메틸코발린, 크롬, 메티오닌, 비타민 A, 비타민 D, 티아민 (B1), 리보플라빈 (B2), 리보플
라빈- 5- 인산염, 파토 텐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고급 영양소 (야간 전용) [각인 ]
이 영양소는 메틸화 장애, 피롤 장애, 불안, 우울증, 기분 장애, 피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비타민 C, 아연 피콜리안테, 비오
틴, 크롬, 메티오닌, 셀레늄 및 마그네슘과 같은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고도 30C [각인 ]
등산가의 치료법으로도 알려진 고도는 코카 잎으로 만든 동종 요법 치료법입니다. 고산병 및 심계항진, 호흡 곤란, 불안 및 불면증과
같은 관련 증상을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배고픔과 피로를 완화하고,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고, 위장 기능을 자극하고, 진정을
일으키고, 천식과 감기를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수 팅크 [각인 ]
실란트로는 염증 반응, 면역 체계, 해독, 콜레스테롤 유지, 위장 지원, 요로 지원, 월경 지원, 건강한 간 유지, 신진 대사 지원, 건강한
피부 유지, 곰팡이 방어, 항균 및 메스꺼움에 도움됩니다.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ramps-rif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spasticity-rif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ervical-disc-regeneration
http://www.infopathy.com/ko/combinations/scleroderma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olyenylphosphatidyl-choli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soursop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innarizine
http://www.infopathy.com/ko/combinations/sclerosi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spiri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l-carniti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minodigidroftalazindion-of-sodium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innarizi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innamon-poria-blend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hip-pain-rif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dvanced-multimineral-formula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dvance-nutrient-morning-only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dvance-nutrient-night-only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ltitude-30c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ilantro-tincture


 고시피움 스타르티아눔 [각인 ]
고시피움 스타르티아눔 꽃 에센스는 성적인 죄책감을 포함한 죄책감을 위한 것으로, 수많은 성적인 문제에 대한 정서적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내적 신념과 도덕성을 따르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본질은 과거에 죄책감을 느낄 수있는 행동으로 인해 파괴된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고양이 눈 석영 [각인 ]
고양이 눈 석영은 악을 물리치고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믿어지는 돌입니다. 또한 부와 번영을 가져오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며 집중력과 학습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양이 눈 석영은 신체의 크라운 차크라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면역결핍 바이러스(라이프)  [PEMF]
고양이에게 특정한 렌티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인 고양이 면역결핍 바이러스(FIV)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FIV는 고양이의
면역 체계를 공격합니다.

 고양이 발톱 [각인 ]
고양이 발톱은 아마존 열대 우림과 중남미의 다른 지역이 원산지인 열대 우거진 덩굴입니다. 남미에서 수세기 동안 전통 의학으로 사
용되었습니다. 북미와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고양이 발톱은 운카리아 토멘토사와 운카리아 기아넨시스의 두 종류가 있습니
다. 고양이 발톱은 면역 체계 강화, 골관절염 및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 감소, 염증 감소, 발열 감소, 암 퇴치, DNA 복구 강화, 고혈압
감소(고혈압), 크론병 증상 개선 및 위궤양 치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고양이 발톱(운카리아 토멘토사) 껍질의 도움으로 만
들어졌습니다.

 고음 테스트 [PEMF]
회로 IC Pad용 고음 테스트.회로 IC Pad를 연결하고 전송을 시작한 다음 휴대폰이나 노트북의 오디오 볼륨을 최대로 설정하시오. 회
로 IC Pad에서 나오는 고음이 들릴 것입니다. IC Pad를 귀에 더 가까이 둘 수 있습니다.

 고조파(고압) 해수 [각인 ]
고조파(고압) 바닷물은 전해질을 보충하고 수분의 균형을 맞추는데 사용되는 미네랄이 풍부한 액체입니다. 또한 에너지 증진, 신진
대사 증가, 피로 감소, 정상적인 신경계 및 심리적 기능 지원, 단백질 합성 및 정상적인 근육 기능 지원, 소화 기능 지원, 부신 기능 지
원, 건강한 뼈와 치아 유지, 세포 분열 지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식물과 토양의 경우 고조파 해수는 pH가 8.1에서 84 사이이므로
토양이 산성이 되었을 때 토양 항상성을 재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차가운 미세여과된 해수로 만들어졌습니다.

 고통스러운 월경 [각인 ]
- 
성분:  델타 수면 유도 펩티드  메베베린  드로타베린  가시여지

 고통스러운 월경 2.0  [각인 ]
이 IC 복합체는 고통스러운 월경을 피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성분:  드로타베린  인삼  호밀  마카  나프록센 및 2 그 외...

 고투 콜라 [각인 ]
"장수의 허브"라고도 알려진 고투 콜라는 파슬리과의 식물이며 잠재적인 건강상의 이점으로 인해 중국 전통 의학 및 아유르베다 의
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뇌 기능 향상, 피부 상태(예: 나병 및 건선) 치료, 간 및 신장 건강 증진, 스트레스 및 불안 감소, 우울
증 관련 증상 감소, 불면증 완화, 신경계 균형, 순환 개선, 감소 신체의 부종, 혈압 감소, 에너지 수준 향상, 설사 완화, 튼살 및 흉터의
출현 감소, 성기능 강화, 관절 통증 완화, 정신 선명도 향상, 신체 해독 및 상처 치유 촉진에 도움됩니다. 고투 콜라는 또...

 고혈압 [각인 ]
- 
성분:  딜티아젬 염산염  L- 아르기닌  마그네슘 구연산염  심장 건강을위한 킬레이션 콤플렉스  심장 효율

 고혈압 [PEMF]
고혈압의 라이프 로얄 주파수입니다.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sturt-desert-rose-australian-bush-flower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at-s-eye-quartz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feline-immunodeficiency-virus-rif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at-s-claw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high-pitch-test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hypertonic-seawater
http://www.infopathy.com/ko/combinations/painful-menstruatio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deltara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mebeveri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drotaveri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soursop
http://www.infopathy.com/ko/combinations/painful-menstruation-2-0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drotaveri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ginseng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hormeel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maca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naproxe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gotu-kola
http://www.infopathy.com/ko/combinations/high-blood-pressur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diltiazem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l-argini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magnesium-citrat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helation-complex-for-heart-health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heart-efficiency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hypertension


 고혈압 질환 [각인 ]
- 
성분:  L-카르니틴  딜티아젬 염산염  트리메타지딘  베라파밀

 고혈압 플러스(라이프) [PEMF]
고혈압에 대한 연장된 로얄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고환 지원 [PEMF]
이 PEMF는 고환 건강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킬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고환 합성물 [각인 ]
고환 합성물은 조루, 발기 부전, 체력 부족, 페이로니 병 (음경 경결), 양성 인자 증후군 및 안드로파스 및 피로와 같은 관련 장애와 같
은 남성의 성적 약화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치료법은 남성 호르몬 불균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골격 치유력 신경통 [각인 ]
이 IC는 장기, 뼈 및 감염된 상처를 포함한 급성 외상성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성분: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글루코사민 설페이트 / 콘드로이틴 설페이트  BPC-157 및 TB-500 펩타이드 블
렌드  네르보힐  신경계 지원 및 1 그 외...

 골다공증 [각인 ]
- 
성분: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알렌드로네이트 나트륨  가시여지

 골다공증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골다공증과 뼈 세포 재생을 돕는 것입니다.

 골다공증 및 칼슘 결핍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골다공증 및 칼슘 결핍에 도움을 줍니다.

 골다공증과 PEMF [각인 ]
- 
성분:  알렌드로네이트 나트륨  관절 연골  미네랄 컴플렉스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리세드로네이트 및 1 그 외...

 골다공증과 연골 [각인 ]
- 
성분:  알렌드로네이트 나트륨  붕소  갈륨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글루코사민 설페이트 / 콘드로이틴 설페이트 및 1
그 외...

 골든 베리 [각인 ]
잉카 열매로도 알려진 황금 열매는 남미에서 유래한 작은 황색 열매입니다. 이 베리는 항산화 제와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B1,
비타민 B6, 철분 및 비타민 K를 포함한 많은 영양소로 가득 찬 슈퍼 푸드로 간주됩니다. 황금 베리와 관련된 건강상의 이점에는 염증
감소, 면역 강화 등이 있습니다. 신체 해독, 당뇨병 관리, 심장 건강 증진, 간 및 신장 건강 개선, 소화기 건강 증진, 체중 감소 지원합
니다. 또한 황금 열매는 뼈 건강에 도움이되고 시력을 개선하며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골막 급성 [PEMF]
이 PEMF는 급성 골막 손상을 치료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골절(라이프) [PEMF]
골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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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팡이 및 균상종 일반 [PEMF]
이 PEMF는 어떤 곰팡이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 모든 유형의 곰팡이 및 균상종을 제거하기 위한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IC Pad는 장 부
위 또는 증상이 발생하는 기타 부위 또는 모든 유형의 곰팡이 발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PEMF를 PEMF "몰드 믹스"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몰드 / 펑 거스 관련 라이프 주파수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독 반응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합니
다. 이 IC는 적어도 몇 주 동안 매일 사용해야 합니다.

 곰팡이 및 효모 균형 [각인 ]
[새로운] 곰팡이 및 효모 균형은 신체의 건강한 미생물 균형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소화관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자몽씨 추출물, 포다르코 껍질, 포도씨 추출물, 마늘, 모링가 잎, 마그네슘 카프릴레이트, 쑥 허브, 흑
호두 잎, 베르베린 설페이트로 만들어졌습니다.

 곰팡이 바이러스 기생충 박테리아  [각인 ]
- 
성분:  알벤다졸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항 기생충  아지트로마이신  우미페노비르 및 2 그 외...

 곰팡이와 칸디다 [각인 ]
- 
성분:  아지트로마이신  칸디다 알비칸스  플루코나졸  자몽 종자 추출물  니스타틴 및 1 그 외...

 공액 리놀레산(CLA) [각인 ]
공액 리놀레산(CLA)은 많은 건강상의 이점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오메가-6 지방산의 한 유형입니다. 육류, 유제품, 해바라기유, 홍
화유에서 발견됩니다. CLA는 체지방 감소, 신진대사 건강 개선, 신체 구성 개선, 면역 기능 개선, 염증 감소, 심장 건강 지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홍화유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공포 완화 (라이프) [PEMF]
두려움을 줄이는데 도움이되는 로얄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공허 [각인 ]
- 
성분: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프로바이오틱 3  판크레아틴

 공황 발작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공황 발작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과급수 [각인 ]
수퍼차지드 워터는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 선명도를 높이고 면역 체계 기능을 지원하며 미네
랄/비타민 섭취를 늘리고 체중을 줄이고 에너지를 늘리고 운동 후 더 빨리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슈퍼차저드 워터
는 식물의 성장을 돕고 애완동물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결정질 구조의 형태로 물의 도움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과색소 침착 지원 [각인 ]
이 IC 복합체는 과다 색소 침착 또는 피부의 검은 반점 / 영역을 없애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분:  나이아신아미드  레스베라트롤  레티노산  비타민 C  솜틀 및 1 그 외...

 과유사 잎 [각인 ]
과유사 잎이 아마존 열대 우림에 자생하는 홀리 나무로 그 잎은 기분과 집중력 향상, 에너지 증진, 혈당 수치 낮추기, 꿈 해석 개선, 심
장 건강 지원, 체중 감소 촉진에 사용되었습니다. 과유사 잎은 항산화제와 항염증 특성이 풍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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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체중 및 비만 (라이프) [PEMF]
과체중 및 비만인 개인이 지방과 체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관계 재 연결 (솔페지오) [녹음된]
이 솔페지오 주파수는 관계 문제를 처리하고 의사 소통과 이해를 강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삶에 사랑과 연민을 가져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높이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4-6 주 동안 최소 15 분 동안 일주일에 3 번 이상이 IC를
들으시오. 편안한 중간 / 낮은 수준으로 볼륨을 조정합니다.

 관계 치료제 [각인 ]
관계 치료제는 모든 관계, 특히 친밀한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을 표현하고 의사 소통을 향상시
킬뿐만 아니라 원한을 풀어주고 감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치료는 혼란, 정서적 고통 및 불안정한 관계의
혼란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성인 관계를 방해 할 수 있는 초기 부정적인 가족 조건과 패턴을 깨는데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성적 치료"와 함께 사용하면 관계의 친밀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IC는 블루벨, 보아브, 바틀브러시, 부시 가
데니아,...

 관능 요법 [각인 ]
관능 치료법은 정서적, 육체적 친밀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습니다. 이 치료법은 정서적 친밀감, 열정 및 감각적 성취를
즐기는 능력을 장려합니다. 관능 치료제는 카카두플럼 ,부시 가데니아, 플라넬 꽃, 작은 플라넬 꽃, 몬테레이 사이프레스 및 등나무의
꽃 에센스의 조합입니다.

 관상 동맥 부족 [각인 ]
- 
성분:  아세틸살리실산  로수바스타틴 칼슘  딜티아젬 염산염

 관상 동맥 순환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관상 동맥 순환과 높은 콜레스테롤을 도와줍니다.

 관상 정맥 치유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관상 정맥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관절 [PEMF]
PEMF 1대1 컴플렉스 
성분:  외상  관절 빠른 치료  관절 연골  만성 관절 또는 인대 통증  관절과 조직의 관절염 및 체액

 관절 및 근육 및 신경 [PEMF]
근골격계, 관절, 추간판 및 신경을 위한 PEMF 복합체입니다. 
성분:  외상  급성 외상성 디스크 PEMF  관절 빠른 치료  전신 및 척추 교정 지압 요법 PEMF   신경 재활 (급성) 및 1 그 외...

 관절 및 근육 지원 [각인 ]
[새로운] 관절 및 근육 지원 관절과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동성과 유연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염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IC는 강황, 보스웰리아 세라타, 세이지, 레몬 밤, 백리향 및 후추로 만들어졌습니다.

 관절 및 척추 컴플리트 PEMF [PEMF]
이 PEMF는 모든 관절 및 척추 문제에 대한 조합입니다. 
성분:  급성 외상성 디스크 PEMF  관절 빠른 치료  근육 이완  신경 재활(급성)  외상 및 1 그 외...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overweight-and-obesity-rif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reconnecting-relationships-solfeggio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relationship-essence-australian-bush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sensuality-essence
http://www.infopathy.com/ko/combinations/coronary-insufficiency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spiri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rosuvastatin-calcium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diltiazem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oronary-circulatio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healing-the-coronary-veins
http://www.infopathy.com/ko/combinations/joints-6657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trauma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joint-quick-fix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joint-cartilag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hronic-joint-or-ligament-pai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rthritis-fluid-in-joints-and-tissue
http://www.infopathy.com/ko/combinations/joint-muscle-nerv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trauma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cute-traumatic-disc-pemf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joint-quick-fix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whole-body-and-spine-chiropractic-pemf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nervenrehabilitation-akut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joint-and-muscle-support
http://www.infopathy.com/ko/combinations/joint-and-spine-complete-pemf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cute-traumatic-disc-pemf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joint-quick-fix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muscle-relax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bandscheibenkern-akute-verletzung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trauma


 관절 빠른 치료 [PEMF]
관절통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요 건강 문제입니다. 관절을 지원하려면이 PEMF 프로토콜을 사용하시오. 항상 문제와 일치하는 IC를
PEMF에 추가하시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덱사메타손, DHA, 성장 호르몬, 아르니카, 콜라겐, 오메가 3 등! 관절통의 측면에서
건강한 움직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 트레이너 및 / 또는 치료사를 찾아 문제에 대한 개별 운동 계획을 세우시오. 관절을 움직여
야 치유됩니다.

 관절 연골 [PEMF]
이 PEMF는 과도한 사용, 오래된 부상 또는 반복적인 긴장으로 인한 관절 연골 통증을 돕는 필수 주파수로 만들어졌습니다.

 관절 재활 컴플리트 [PEMF]
이 IC 복합체는 공동 지원을 위한 PEMF 프로토콜의 조합을 포함합니다. 
성분:  관절 빠른 치료  전신 및 척추 교정 지압 요법 PEMF   신경 재활 (급성)

 관절 통증 [각인 ]
이 IC 복합체는 관절 통증을 줄이고 관절을 재활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분:  알렌드로네이트 나트륨  아르니카 몬타나 1M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MSM 포함)  옥시코돈  트라우밀 및 1 그
외...

 관절 통증 심리 [각인 ]
이 IC 복합체는 장기, 뼈 및 감염된 상처를 포함한 급성 외상성 부상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분: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소 혈액의 단백질이 제거 된 혈액 투석액  완전한 콜라겐 펩타이드 블렌드  글
루코사민 설페이트 / 콘드로이틴 설페이트  플루옥세틴 및 1 그 외...

 관절과 조직의 관절염 및 체액  [PEMF]
관절염과 관절 및 조직의 체액 축적을 돕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관절염 (관절 염증) [각인 ]
- 
성분:  아세틸살리실산  덱사메타손  디클로페낙  노니  이부프로펜

 관절염 고관절 통증(라이프) [PEMF]
관절염으로 인한 고관절 통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관절염 무릎 통증(라이프) [PEMF]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통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관절염 및 골관절염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관절염 및 골관절염 용입니다.

 관절염 및 신경 마비(라이프)  [PEMF]
관절염 신경계 마비를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수명 주파수입니다.

 관절염 통증 (라이프) [PEMF]
관절염 및 관절 문제로 인한 통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로얄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관절염 팔꿈치 통증(라이프) [PEMF]
관절염으로 인한 팔꿈치 통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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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절의 소금 침착 [각인 ]
- 
성분:  알로퓨리놀  아세틸살리실산  덱사메타손  디클로페낙  노니

 관절증 [각인 ]
- 
성분:  알렌드로네이트 나트륨  만성 관절 또는 인대 통증  디클로페낙  글루코사민 설페이트 / 콘드로이틴 설페이트  성장
호르몬 및 1 그 외...

 광과민성정도(라이프) [PEMF]
광 공포증이라고도 하는 광과민성정도(빛이 눈에 불편함을 유발하는 상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명 주파수입니다.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단백질 분해 효소  [각인 ]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단백질 분해 효소는 소화(특히 단백질 소화) 지원, 정상적인 대사 기능 촉진, 건강한 면역 체계 지원, 근육 회복
촉진, 염증 감소 및 통증 감소를 돕는데 사용할 수 있는 채식 단백질 분해 효소의 혼합물입니다. 이 IC는 브로멜라인, 파파인, 아밀라
아제, 리파아제, 중성 프로테아제, 곰팡이 프로테아제, 박테리아 프로테아제, 루틴 및 세라티오펩티다아제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
다.

 교감 신경계 균형 [PEMF]
이 PEMF는 교감 신경계의 조화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교감신경 PEMF [PEMF]
이 PEMF는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키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교감의 휴식 [PEMF]
이 짧은 PEMF는 교감 신경계의 이완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구기자 [각인 ]
종종 "슈퍼푸드"로 홍보되는 구기자는 수천 년 동안 중국 전통 의학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영양소가 풍부하고(구리, 비타민
A, 비타민 B2, 비타민 C, 철, 셀레늄과 같은 비타민과 미네랄 함유) 강력한 항산화제(카로티노이드, 리코펜, 루테인, 다당류 포함)로
가득 차 있으며 11가지 이상의 필수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구기자는 노화의 영향을 늦추고, 피부 건강을 개선하고, 암으로부터 보호
하고, 혈당 수치를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간 손상을 예방하고,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체중 감소를 돕고, 면역 체
계...

 구내염 [PEMF]
구강 내 구내염에 도움이 되는 로얄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구리 (구연산염) [각인 ]
구리 (구연산염)는 구연산을 사용하는 킬레이트화 된 형태의 구리입니다. 구리는 다양한 신체 기능에 필요한 필수 미량 미네랄입니
다. 심혈관 질환 예방, 에너지 대사 촉진, 골관절염 예방 및 관리, 콜라겐 및 엘라스틴 유지, 철 흡수 촉진을 통해 헤모글로빈 및 적혈
구 형성을 돕습니다.

 구리 GANS(플라즈마) [각인 ]
GANS 또는 나노고체 상태의 가스는 원자 수준의 물질 상태입니다. 산화구리(CuO2) GANS는 4가지 주요 GANS 중 하나입니다. 신
체, 근육 조직, 신경계, 림프계 및 면역계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CuO2 GANS는 에너지 생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균 및 항균 특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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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시인 과립 [각인 ]
구시인 과립은 중국 전통 의학(TCM)에서 비장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체 내부의 습기를 제거하며 피로를 줄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IC는 큰꽃삽주, 복령, 마속, 당신, 감초, 화이트 히아신스 콩, 연꽃씨, 의이인, 아모미 프럭투스, 도마뱀붙이뿌리, 맥아, 네룸비니스
폴리움 및 코엔자임 Q10으로 만들어졌습니다. Q10. 임산부, 감기,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분은 사용 전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
다.

 구아바 잎 [각인 ]
구아바 잎은 열대 구아바 과일만큼 건강에 유익합니다. 잎에는 항산화제, 항염증제, 항균제 및 탄닌이 풍부합니다. 구아바 잎은 설사,
비만, 당뇨병 및 고 콜레스테롤 치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 기능 향상, 산화 스트레스 퇴치, 식욕 억제, 염증 관리, 암 위험
감소, 신체 해독, 구강 건강 유지, 월경 증상 완화 및 심장 건강 증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역질 [각인 ]
- 
성분: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드로타베린  오메프라졸

 구취 (라이프) [PEMF]
구취 (즉, 만성 구취)에 도움이 돨 수 있는 로얄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궁극의 프로게스테론 크림 3.0  [각인 ]
이 IC에는 허브와 실제 미분화된 프로게스테론 크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공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프로게스테론 부스
터입니다. 코코넛 지방이나 바셀린 또는 순수한 기본 크림에 각인하고 거대한 혈관이 많은 무릎 뒤쪽에 바릅니다. 
성분:  프로게스테론 블렌드 크림  프로게스테론 크림 1  프로게스테론

 궤양 성 대장염 [각인 ]
- 
성분:  노니  오메프라졸  판크레아틴

 궤양 성 대장염 (대장) [PEMF]
궤양 성 대장염은 대장에 영향을 미치는 염증성 장 질환 (IBD)입니다. 이 PEMF IC는 대장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
니다.

 궤양 성 대장염 및 건강한 장 복합체  [각인 ]
이 IC 복합체는 건강한 대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분:  부티레이트  장 건강 ‒ 프로바이오틱  IgG 면역 글로불린  미네랄 그린 슈퍼 푸드  프레드니손 및 2 그 외...

 귀 감염 치료제 [각인 ]
귀 감염 치료제에는 두 가지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테리아와 곰팡이와 싸우는 항감염제인 클리오퀴놀과 염증과 가려움
증을 줄이는데 사용되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인 플루메타손입니다. 이 조합은 외이 염증 및 감염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지(라이프) [PEMF]
귀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로얄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규소 [각인 ]
이 유기 실리콘은 강한 손톱, 모발 성장 및 피부의 무결성을 촉진하는 유익한 역할로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또한 골감소증 및 골다공
증과 같이 칼슘이 나타나는 모든 상태의 실리콘을 고려하시오. 실리콘은 면역, 호르몬 균형, 해독, 결합 조직 무결성 등의 역할을하는
미량 무기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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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igg-immunoglobulin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mineral-green-super-food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redniso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ear-infection-remedy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earwax-rif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silicon


 규토 [각인 ]
이산화규소라고도 하는 실리카는 규소와 산소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천연 미량 광물입니다. 뼈 형성 및 유지 관리, 심장 건강 개선, 면
역 체계 기능 지원, 손톱 강화, 피부 품질 개선, 하지 불안 증후군 지원, 관절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발 성장을 증가시
키고 탈모를 줄이며 모발 건강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봄철 말꼬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균 상식육종 [PEMF]
이 PEMF는 곰팡이 감염의 일종인 균상식육종을 제거하기 위한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IC Pad는 장 부위 또는 증상이 발생하는 기타
부위 또는 모든 유형의 곰팡이 발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곰팡이 감염이 있는 경우 균상식육종을 먼저 치료해야 됩니
다. 해독 반응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 PEMF는 적어도 몇 주 동안 매일 사용해야합니다.

 균형 신장 자오선 (라이프)  [PEMF]
신장 경락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되는 로얄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그라운딩 치료제 [각인 ]
그라운딩 치료제는 지구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균형을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은 지구, 전기 및 전자기 복사와 관련된 두려움과 고
통으로부터 구제를 제공하고 사람이 고갈되고 평평하다고 느끼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IC는 부시 후쿠시아, 크로웨아, 프린지
바이올렛 플라워 , 물라 물라, 파우 파우 및 워라타의 꽃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핀 산화물 PEMF [PEMF]
이 PEMF는 산화 그래핀의 해독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린 치료제 [각인 ]
그린 치료제는 꽃이 아니라 전통적인 녹색 허브의 줄기와 잎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내부 효모, 곰팡이 또는 기생충을 조화시키는
데 사용되어 신체와 동일한 진동을 갖습니다. 녹색 치료제는 장 및 피부 질환과 관련된 정서적 고통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되어 건강
재충전을 시킵니다.

 근골격계 회춘 및 회복 [PEMF]
이 IC는 조직에 저장된 대사성 폐기물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연성, 이동성 및 근육 / 뼈 / 관절 강도를 회복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막 복원 [PEMF]
이 IC는 합병증으로 인한 건강 문제와 상관 없이 신체 근막의 응급 교정 용입니다. 중금속의 생체 에너지 차단 효과를 극복하여 작동
합니다.

 근막 재활 PEMF [PEMF]
이 PEMF는 결합조직의 재활을 위한 것입니다!

 근막 재활 PEMF 2.0 [PEMF]
이 PEMF는 결합조직의 재활을 위한 것입니다!

 근막 통증 [PEMF]
근막은 근육, 신경 및 기관을 덮는 그물 모양의 섬유질 결합 조직입니다. 이 PEMF는 근막 통증과 기능 장애를 돕는 필수 주파수로 만
들어졌습니다.

 근육 위축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근육 위축, 음색 부족 및 근육 강화를 돕습니다.

 근육 이완 [PEMF]
이 IC는 피곤하거나 단단한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육에 딱딱한 부분이나 부드러운 부분이 있다고 느끼는 부분
에 IC 패드를 바르십시오. 또한,이 IC는 물에 옮겨서 깨끗한 기본 크림과 혼합하여 해당 부위에 도포할 수 있습니다.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silica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mycosis-fungoide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balance-kidney-meridian-rif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electro-australian-bush-flower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graphene-oxide-pemf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green-essenc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musculoskeletal-rejuvenation-recovery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restore-fascia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fascia-rehab-pemf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fascia-rehab-pemf-2-0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fascia-pai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muscle-atrophy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muscle-relax


 근육 이완제 (라이프) [PEMF]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근육 해독 [PEMF]
이 IC는 근육의 대사 오류를 수정하여 두통과 전신 통증을 유발하는 독소를 생성합니다.

 근육 해독 기능 지원 [PEMF]
이 IC는 잘못된 산소 섭취, 화학적 오염 및 일반 유기체의 잔류 물로 인한 막힘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이 칼
슘 및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을 흡수하고 근육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트라우마와 나쁜 기억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통 완화제 [각인 ]
운동이나 운동으로 인한 근육통 회복을 위한 조합입니다. 
성분:  아르니카  캡사이신  디클로페낙  이부프로펜  메틸설포닐메탄 및 1 그 외...

 근육통과 통증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근육통을 치료하는데 도움됩니다.

 글란둘라 수프라레날리스 [각인 ]
글란둘라 수프라레날리스는 아디나미아, 기관지 천식, 피로 상태, 애디슨 병 및 소진 부신과 관련된 기타 증상을 돕는데 사용할 수 있
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또한 만성 원발성 다발성 관절염, 근력 저하, 미주 신경 긴장증, 신경 피부염, 균열, 점막염 및 화상 후 경
련을 돕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루코사민 + 마그네슘  [각인 ]
글루코사민 + 마그네슘은 통증, 뻣뻣함 또는 유연성 및 움직임 감소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관절 및 결합 조직 구조를
유지하면서 골관절염의 진행을 늦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관절 연골 퇴화와 관련된 통증, 경직 및 부종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글루
코사민 + 마그네슘은 또한 연골을 형성하고 압통과 부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MSM 포함)  [각인 ]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은 연골 (관절을 보호하는 조직)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며 메틸 설포닐메탄 (MSM)은 일반적으로 관절염
과 관련된 통증을 완화하는데 사용됩니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MSM 포함)은 골관절염 증상 완화, 관절통 및 경직 완화, 무릎
및 허리 통증 완화, 연골 악화 방지, 건강한 관절 유지, 관절 기능 개선, 결합 조직 건강 지원 및 촉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골 강도
와 탄력성을 제공해줍니다.

 글루코사민 설페이트 / 콘드로이틴 설페이트  [각인 ]
글루코사민 설페이트와 콘드로이틴 설페이트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GAGs)이라는 분자 군에 속합니다. GAG는 신체의 모든 결합
조직의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GAG의 적절한 공급은 힘줄과 인대의 건강과 힘, 관절 내의 연골, 신체의 세포와 표면의 내벽 등을 유
지하는데 필요합니다.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보충은 류마티스 및 골관절염, 부상 및 수술 회복, "새는 장 증후군" 회복 및 소화
관 완전성 확립 모두에 나타납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 [각인 ]
십자화과 채소의 새싹은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이 높습니다. 이 황 함유 화합물은 체내에서 이소티오시아네이트 및 설포라판을 포
함한 매우 강력한 암과 싸우는 화합물로 대사됩니다. 설포라판은 암 줄기 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증거를 포함하여 암에 대한 많은 유
익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폐증 치료에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루타티온 (감소된) [각인 ]
글루타티온은 시스테인, 글루탐산 및 글리신의 세 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항산화 제입니다. 독소 대사, 면역 체계 기능, 산화 세포
손상 방지, 비타민 E 및 C 재활용과 같은 여러 생물학적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합니다. 글루타티온 (감소된)은 최적의 생체 이용률
을 위한 활성 형태입니다. 간 해독 지원, 산화 스트레스 감소, 면역 체계 기능 향상, 주름 개선,자가 면역 질환 퇴치, 상처 치유 지원,
피로 회복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muscle-relaxer-rif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es7-muscle-enzym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muscle-detox-functions-support
http://www.infopathy.com/ko/combinations/muscle-pain-reliever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rnica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ayen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diclofenac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ibuprofe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msm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muscle-aches-and-pain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glandula-suprarenali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glucosamine-complex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glucosamine-chondroitin-msm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glucosamine-chondroiti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ruciferous-sprouts-complex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reduziertes-glutathion


 글루텐 보조제 [각인 ]
프로바이오틱스와 효소의 포괄적인 조합은 글루텐에 민감한 개인이 식이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체강 질병이나 심각한 글루텐 반응성이 있는 사람이 글루텐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반응을 경험하는 것을 방
지하지 *않습니다*. 이 IC는 고초균, 바실러스 응고제, 사카로마이세스 보울라디, 곰팡이 프로테아제, 산성 프로테아제, 펩티다제,
프롤릴 엔도펩티다제, 리파제, 베타인 HCl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글리신 [각인 ]
글리신은 가장 작고 단순한 아미노산입니다. 신체는 자연적으로 소량의 글리신을 생성하지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통해서도 얻
을 수 있습니다. 글리신은 글루타티온(중요한 항산화제), 콜라겐, 크레아틴, 담즙, 헤모글로빈 및 대부분의 단백질을 생성하는데 필
요합니다. 글리신의 건강상의 이점에는 수면의 질 향상, 이완 촉진, 건강한 포도당 및 과당 대사 지원, 기분 개선, 인지 건강 지원, 정
신 능력 및 기억력 향상, 심장 보호, 근육 소모 감소, 노화 징후와 염증으로부터 피부 보호 등이 있습니다.

 글리코피로늄 [각인 ]
글리코피로늄은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합성 항콜린제입니다.

 글리클라자이드 [각인 ]
글리클라자이드는 제 2 형 당뇨병 관리에 사용되는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금루매 [각인 ]
정맥류, 정맥 정체, 정맥류 습진, 치질, 정맥 출혈, 정맥 염증 (종종 혈전증으로 인해 발생),순환 문제에 도움됩니다.

 금속 해독 [PEMF]
신체의 중금속은 건강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장기와 조직에 존재하는 중금속으로 인한 염증을 제거하
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성 골절 [PEMF]
골절은 PEMF로 치료하면 최대 87 % 더 빨리 치유됩니다. 이 사실은 전 세계의 연구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뼈가 빠르게 치유되는
데 필요한 많은 영양소를 항상 PEMF와 영양소와 결합하십시오. 미네랄, 성장 호르몬, 콜라겐은 몇 가지 옵션에 불과합니다. 모든 부
상에 대해 급성 골절과 같은 로컬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전에 항상 트라우마 PEMF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즉
시 치료를 받으십시오. PEMF - 펄스 전자기장

 급성 근육 손상 2.0 PEMF [PEMF]
이 PEMF에는 급성 근육 부상에 도움이 되는 주파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사용전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급성 반월판 2.0  [PEMF]
이 PEMF에는 급성 인대 손상에 대한 주파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급성 반월판 PEMF [PEMF]
이 PEMF는 반월상 연골 손상 직후에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부상이나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사용 전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
다.

 급성 외상성 디스크 PEMF [PEMF]
급성 허리 통증이 있다면 이 PEMF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펄스 전자기장은 디스크와 척추의 통증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이 IC는 트라우마,물리 치료, 급성 디스크와 같은 PEMF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IC는 통증과 염증을 치료하는데 돕습니다.

 급성 인대 손상 [PEMF]
이 PEMF에는 급성 인대 손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급성 통증 (로얄 라이프) [PEMF]
급성 통증 관리에 도움이 되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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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 호흡기 감염 [각인 ]
- 
성분:  우미페노비르  아세틸살리실산  디클로페낙

 기관염 [각인 ]
- 
성분:  우미페노비르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기관의 염증 [각인 ]
- 
성분: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가시여지  아지트로마이신

 기관지 경련 [각인 ]
- 
성분:  덱사메타손  메베베린  드로타베린  프레드니솔론

 기관지 천식 [각인 ]
기관지 천식은 기관지의 다양한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그 결과 기관지 기도가 발작성 수축됩니다. 기
관지 천식은 일반적인 형태의 천식에 대한 더 정확한 이름입니다. "기관지"라는 용어는 심부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별도의 상태인
"심장"천식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두 가지 유형의 천식은 천명음과 숨가쁨을 포함하여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지만 그 원인은
상당히 다릅니다. 기관지 천식은 호흡 통로의 폐쇄성 환기 장애가 숨가쁨을 유발하는 폐 질환입니다. 그 원인은 기도의 기류에 대한
저항력이 급격히 높아졌기...

 기관지 천식 [각인 ]
- 
성분:  델타 수면 유도 펩티드  덱사메타손  프레드니솔론  플루옥세틴  세티리진 염산염

 기관지 폐렴 (초점 폐렴) [각인 ]
- 
성분:  아지트로마이신  세티리진 염산염

 기관지 확장증 [각인 ]
- 
성분: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가시여지  아지트로마이신

 기관지염 [각인 ]
- 
성분:  아지트로마이신  세티리진 염산염

 기관지염 [각인 ]
기관지염은 기관지염, 독감, 흡연 및 상부 호흡기 염증과 관련된 기침을 일시적으로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기관지염 PEMF [PEMF]
이 PEMF는 천식뿐만 아니라 기관지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면역 PEMF 및 항생제, 항 바이러스제 및 면역 촉진제의 IC와 결
합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상태의 경우 항상 의학적 도움을 받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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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디톡스 [각인 ]
기본 디톡스는 몸을 해독하고 정화하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중금속의 몸을 완화하고,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활력과 웰빙을 개선하고, 장 건강을 증진 및 강화하고, 산-염기 균형을 조절하고, 자유 라디칼로부터 보호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제올라이트(천연 화산 광물)와 백운석(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암석)을 함유한 광물 화산석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분 (개선) [각인 ]
- 
성분:  델타 수면 유도 펩티드  플루옥세틴

 기쁨을 회복하다 [PEMF]
기쁨 회복은 기쁨을 회복하고 정서적 이완을 증가시키며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생충 - 만손주혈흡충 [PEMF]
만손주혈흡충에 대한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기생충 - 혈우병 주혈흡충  [PEMF]
혈주혈흡충(혈액 흡충)을 제거하기 위한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기생충 공격자 [각인 ]
이 IC 복합체는 기생충과 웜을 타케팅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면역 체계를 자극합니다. 
성분:  알벤다졸  항 기생충  베타 글루칸  플루버말 플루벤다졸  알리니아 및 1 그 외...

 기생충,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로부터의 정제  [각인 ]
- 
성분:  우미페노비르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노니  가시여지

 기생충,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로부터의 정제  [각인 ]
- 
성분:  알벤다졸  항 기생충  클라리스로마이신  플루버말 플루벤다졸  우미페노비르 및 1 그 외...

 기억력 향상 [각인 ]
- 
성분:  노니  신나리진

 기저 세포 피부 암종 [PEMF]
기저 세포 피부 암종에 대한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기종 [각인 ]
- 
성분: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가시여지

 기침 [각인 ]
- 
성분:  우미페노비르  아세틸살리실산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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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침 완화 [각인 ]
이 기침 완화 요법은 건조하고 자극적 인 기침, 가래가있는 젖은 기침, 흉부 울혈 및 쉰 목소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끈끈
이주걱속, 에리오딕티온, 국화과, 칼리요다툼, 스폰지아 토스타, 스티크타 불모나리아, 괵향 및 현삼과 같은 물질의 도움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기침 치료 [각인 ]
이 기침 치료제는 상부 공기 통로의 염증 보호, 특히 모든 단계에서 기관지염 및 백일해에 사용됩니다. 비 후두 인두염, 기관지 천식
및 기침 발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벨라돈나, 브라잉오니아, 선인장, 산호, 큐프럼 아세트산, 끈끈이주걱속, 토근, 동
물해면, 스티크타, 타임, 에탄올, 물로 만들어졌습니다.

 긴장과 흥분 [각인 ]
- 
성분:  델타 수면 유도 펩티드  신나리진

 깊은 수면 [각인 ]
[새로운] 깊은 수면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여 휴식을 취하고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IC는 산화마그네슘, l-
테아닌, 감마-아미노부티르산, 5-HTP 및 멜라토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꽃가루 19 30CH [각인 ]
꽃가루 19는 캐나다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알레르기 항원을 포함하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재채기, 가려움, 콧물과 같은 알레
르기 증상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습니다.

 꿀벌 꽃가루 [각인 ]
꿀벌 꽃가루는 동양 문화에서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온 영양이 풍부한 식물 꽃가루입니다.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슈퍼푸드로 간주됩니다. 꿀벌 꽃가루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아미노산, 효소, 비타민, 미네랄 및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습니
다. 꿀벌 꽃가루는 항균, 항진균, 항바이러스, 항염 및 면역 자극 특성이 있습니다. 체중 감소 촉진, 통증 감소, 갱년기 증상 완화, 감기
퇴치, 계절성 알레르기 증상 감소, 면역 체계 기능 강화, 심장 질환 예방, 상처 치유 촉진, 간 건강 지원, 뼈 건강 개선, 콜레스...

 끈끈이귀개속 [각인 ]
끈끈이귀개속 꽃 에센스는 모호하고 우유부단하며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특히 해야 할 일이 있
을 때 쉽게 "분리"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끈끈이귀개속 꽃 에센스는 꿈의 상태에 있거나 마약에 끌리는 경
향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본질은 현재에 집중하고, 미루는 것을 줄이고, 근거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이아신 [각인 ]
니아신은 높은 콜레스테롤, 알코올 중독, 정신 분열증, 염증 등을 치료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것은 세포 에너지 생산에 필수
적인 보조 인자이며 신체의 모든 메틸화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아신아미드 [각인 ]
나이아신아미드는 B 비타민 니아신의 아미드 형태입니다. 나이아신아미드는 신체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것은 벤조디아
제핀 약물과 동등한 항 불안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 생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실제로 모든 세포 ATP 생산에 관여
하는 핵심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나이아신아미드는 또한 암세포를 방사선의 영향에 민감하게 하므로 많은 보완적인 암 치료 프로그
램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나이젤라 씨앗 [각인 ]
블랙 커민 시드라고도 알려진 나이젤라 씨앗은 수천 년 동안 치료 효과로 유명한 향신료이며 투트 왕의 무덤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나이젤라 씨앗은 영양이 풍부하며 강력한 항산화, 항암 및 항염 작용으로 알려진 티모 퀴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나이젤라 씨앗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체중 감소를 돕고, 갑상선 기능 지원하고, 암으로부터 보호하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혈압을 유지하고,
염증을 가라앉게 합니다. 또는, 관절통을 완화하고, 치아 문제를 완화하고, 면역 체계 기능을 강화하고, 간을 촉진하고, 신장 건강, 불
임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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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토키나제 [각인 ]
나토키나제는 "나토"라고 불리는 일본 전통 음식에서 추출한 효소입니다. 낫토는 삶은 대두를 낫토 균인 바실러스 낫토로 발효시켜
만듭니다. 나토는 전통적으로 심장 및 혈관과 관련된 질병에 사용되었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흉통 (협심증)을
돕고, 죽상 경화증을 치료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이고, 혈액 점
도를 낮추고, 염증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트룸 뮤리아티쿰 30CH  [각인 ]
일반적으로 바다 소금이라고 불리는 나트룸 뮤리아티쿰은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두통, 편두통, 감기, 구내염, 구순 포진, 물집, 두드러
기, 건초열, 재채기, 건조한 코, 건조로 인한 콧물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기침, 속쓰림, 위통, 설사,
구토, 일사병, 우울증, 습진, 건선, 건성 피부, 백선 및 수분 정체 때 도움됩니다. 이 소금은 신체의 건조 함이나 과도한 체액에 대한 액
체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효능을 낮추려면 "나트룸 뮤리아티쿰 3X"를 사용하시오.

 나트룸 뮤리아티쿰 3X [각인 ]
일반적으로 바다 소금이라고 불리는 9 나트룸 뮤리아티쿰은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두통, 편두통, 감기, 구내염, 구순 포진, 물집, 두드
러기, 건초열, 재채기, 건조한 코, 건조로 인한 콧물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있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기침, 속쓰림, 위통, 설
사, 구토, 일사병, 우울증, 습진, 건선, 건성 피부, 백선 및 수분 정체 때 사용됩니다. 이 소금은 신체의 건조함이나 과도한 체액에 대한
액체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됩니다. 더 높은 효능을 얻으려면 "나트룸 뮤리아티쿰 30ch"를 사용하시오.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각인 ]
이 물질은 위장관 질환 (설사와 유기체 중독이 있음), 기회 감염, 호흡기 감염 (기관지염 및 폐렴 등), 비뇨 생식기 감염, 자가 면역 및
알레르기 질환을 포함한 급성 및 만성 감염 및 염증성 질환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또는 혈류의 외상성 및 외과적 합병증에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나트륨의 아미노디지 드로프탈라진디온은 패혈증 및 / 또는 빈혈 항균 요법, 항 결핵 요법, 방사선 요법, 면역 억제 요법 및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요법의 영향을 받은 수막, 심장, 폐, 관절, 간, 췌장 및 신장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트리움 술푸리쿰 6X [각인 ]
조직염은 19 세기에 동종 요법 치료제로 처음 사용 된 미네랄입니다. 그들은 세포 내 미네랄 수준을 조정하여 신체 건강과 치유를 지
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수 황산나트륨이라고하는 나트리움 술푸리쿰은 췌장, 간 및 신장을 청소하는데 사용됩니
다. 또한 습기뿐만 아니라 감기와 독감 및 류마티스 통증, 메스꺼움 및 구토를 포함하는 관련 증상으로 악화 된 기관지 자극을 치료하
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트리움 포스포리쿰 3X [각인 ]
일반적으로 인산 나트륨이라고 불리는 나트리움 포스포리쿰은 신체의 산도에 의해 유발되는 상태에 도움이 될 수있는 동종 요법 치
료법입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 (GERD), 소화 불량, 가스,과 산성, 메스꺼움 / 구토, 속쓰림, 설사, 팽만감, 트림 및 산 반사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류머티즘을 치료하고 근육과 관절의 뻣뻣함과 부종 증상을 완화 할 수 있습니다.

 나팔관의 염증 [각인 ]
- 
성분:  플루코나졸  아지트로마이신

 나프록센 [각인 ]
나프록센은 모든 종류의 염증성 통증 치료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NSAID 중 하나인 비 스테로이드 성 항염증제 (NSAID)입니다. 허리
통증, 건염, 활액낭염, 관절염은 물론 생리통, 통풍, 두통, 치아 통증 및 근육통 완화에 사용됩니다.

 낙엽송 [각인 ]
낙엽송은 자신이 다른 사람만큼 유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법입니다. 그들은 일을 잘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실패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종종 시도하는 것을 귀찮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느릅나무"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대조 할
수 있는데, 위기를 야기하는 너무 많은 것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의지입니다. 이 치료법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생각에 관계 없이 우리
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참여할 준비가 더되어 있으면 우리는 더 많은 삶을 얻습니다. 더 많은 자신
감이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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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소 낭종 [각인 ]
난소 낭종은 난소 안이나 위의 액체로 채워진 주머니입니다. 그들은 흔하며 일반적으로 배란 중에 형성됩니다. 난소 낭종은 일반적으
로 무해하며 많은 여성이 증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낭종이 크면 낭종 측면의 골반통, 팽만감, 복부 무거움, 불규칙하고 고통스러운
월경, 소변 문제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난소 지원 [PEMF]
이 PEMF는 난소 건강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에스트로겐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난소 치유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난소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난소의 염증 [각인 ]
- 
성분:  플루코나졸  아지트로마이신

 난청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청각 장애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난청 (전 아이시를 완료하는 부분)  [PEMF]
청각 장애를 돕기 위한 로얄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전 아이시를 완료하는 부분입니다).

 날트렉손 [각인 ]
날트렉손은 아편 중독 치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그러나 저용량 날트렉손 요법 (LDN)에서는 광범위한 자가 면역 질
환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암 치료에도 사용됩니다. LDN은 면역 조절제이므로 불균형 면역 반응을 특징으로하는 모든
조건에서 나타납니다. LDN의 생리적 효과는 신체의 자연적인 "느낌이 좋은"분자인 엔돌핀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식
으로 LDN은 우울증과 일반적인 웰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남성 종합 비타민 [각인 ]
남성 종합 비타민은 추가적인 영양 공급이 필요한 남성을 위해 고안된 종합 비타민입니다. 면역 기능을 지원하고, 시력을 유지하고,
건강한 피부와 손톱을 촉진하고, 정상적인 근육 기능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비타민 A, 티아
민(비타민 B1), 리보플라빈(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1, 비오틴, 엽산, 나이아신
아마이드, 판토텐산, 칼슘, 구리, 크롬, 마그네슘, 셀레늄, 아연 및 리코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남성 호르몬 부스터 [각인 ]
- 
성분:  아나스트라졸  테스토스테론  선 뇌하수체 및시상하부  프레그네놀론  DHEA

 남성 활력 [PEMF]
이 IC는 남성용으로 설계되었으며 자신감, 사교성, 매력, 성기능 및 건강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분비 조직의 해독
촉진을 포함하여 내분비 기능을 교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을 위한 내분비성 갑상선 및 테스토스테론 엔도밸런스 [각인 ]
이 IC 복합체는 갑상선과 건강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분:  아나스트라졸  DHEA  테스토스테론  L- 티록신  프레그네놀론 및 1 그 외...

 남성을 위한 부스트 [각인 ]
남성을 위한 부스트는 남성의 성기능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고, 체력을 향상시키며, 성욕을 증가시
키고, 혈류를 촉진하고, 산화질소 생성을 자극하고, 천연 도파민 수치를 개선하고, 호르몬 수치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통캇 알리, 시스탄체, 삼지구엽초속, 점액 및 실라짓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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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을 위한 성적 각성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남성이 성적 각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막염 [각인 ]
- 
성분:  아세틸살리실산  트리메타지딘

 내분비계통 시스템 (기능 활성화)  [각인 ]
- 
성분: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노니  가시여지

 내장 복원 스파크 워터 [각인 ]
- 
성분:  소화기 및 면역 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 지원   자몽 종자 추출물  칸디다 알비칸스

 냉정함(라이프) [PEMF]
냉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복되는 주파수- 성교 중 또는 여성이 성적 욕망이 없고여성이 오르가즘에 도달할 수 없을 때 사용됩니다.

 너도밤 나무 [각인 ]
바흐 박사는 '그들을 둘러싼 모든 것에서 더 좋은 것과 아름다움을 볼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법으로 묘사했습니다. 너도
밤 나무 상태의 사람들은 차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길에 대한 연민과 이해가 부족하고 그들
도 자신의 방식으로 완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너도밤 나무 편협함이 과민 반응의 폭발로 나타납니
다. 치료법은 관용과 이해를 장려하는 데 도움이되며, 이로 인해 과민 반응도 사라집니다.

 네거티브 에너지 지우개 (솔페지오)  [녹음된]
이 솔페지오 주파수는 부정성을 해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를 촉진하고 과거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
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4-6 주 동안 최소 15 분 동안 일주일에 3 번 이상이 IC를 들으시오. 편안한 중간 / 낮은 수준으로 볼
륨을 조정합니다.

 네라르고 렘 [각인 ]
네라르고 렘은 신경통, 연조직의 류머티즘, 관절염 증상 및 추간판 불만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동종 요법 치료법입니다.

 네르보힐 [각인 ]
네르보힐은 신경질, 불안, 안절부절 못함, 정신적 피로, 정서적 고통 및 과민 반응을 완화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우울증, 야간 공포,
불면증, 불안한 손과 다리, 언어 장애, 신경통 및 월경 전 증후군 및 폐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모난 원숭이 꽃 [각인 ]
정사각형 줄기 원숭이 꽃 에센스는 학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고 활기찬 활력과 온전함을 되찾도록 돕는데 사용될 수 있
습니다. 또한 아동 학대 문제를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비볼롤 [각인 ]
네비볼롤은 베타 차단제로 분류되는 약물이며 주로 고혈압(고혈압) 치료에 사용됩니다.

 노니 [각인 ]
노니는 당뇨병, 고혈압, 통증, 관절염, 염증, 생리통, 장 이상, 간 질환, 요로 감염, 종양 및 심혈관 질환과 같은 다양한 건강 관련 문제
를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기분을 개선 할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알고리즘 [PEMF]
이 PEMF는 위장 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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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화 방지 & 노화 반전  [각인 ]
이 IC 복합체는 신체의 생물학적 연령을 되돌리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분:  DHEA  성장 호르몬  메트포르민  흉선 추출물  비타민 D3

 노화 방지 지원 [PEMF]
노화 방지 지원은 세포 재생을 돕고, 근육 스트레스를 줄이고, 디하이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 (DHEA) 및 뇌 내인성 아편을 방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화 방지 항암 복합체 [각인 ]
- 
성분:  알파-리포산  인도 인삼  베르베린 플러스  생물 작용 동물 펩티드  차가 버섯 + 실라짓 및 16 그 외...

 녹나무속 [각인 ]
녹나무속은 월경 과다 (월경이 심한 출혈), 출혈을 돕고 출혈 경향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있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
다.

 녹용 벨벳 [각인 ]
녹용 벨벳은 13개의 성장 인자, 21개의 아미노산, 20개의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및 많은 미네랄과 미량 원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강장제입니다. 근육 발달, 힘 및 지구력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 개선; 염증을 예방
하고 감소시킵니다. 성 건강 개선; 혈압을 낮추십시오. 뼈와 관절 건강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면역 체계를 자극합니다.

 높은 콜레스테롤 [각인 ]
- 
성분:  로수바스타틴 칼슘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S- 아데노실 메티오닌

 뇌 감마 (집중) [녹음된]
뇌 상태인 집중에 해당하는 35-45Hz의 바이노럴 비트입니다. 35Hz에서 시작하여 45Hz로 이동합니다. 감마 뇌파는 뇌 내부에서 생
성되는 가장 빠른 뇌파입니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35Hz 이상에서 최대 100Hz에 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뇌 구조 지원 [각인 ]
이 IC 복합체는 뇌의 가소성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분:  두뇌 부스트  NADH +  알파 GPC  선 뇌하수체 및시상하부  신경 지원 및 1 그 외...

 뇌 델타 (수면) [녹음된]
뇌 상태-수면에 해당하는 0.5-4Hz의 바이노랄 비트입니다. 4Hz에서 시작하여 0.5Hz로 이동합니다. 델타 뇌파는 느리고 시끄러운
뇌파 (드럼 비트처럼 저주파 및 깊이 관통)입니다. 그들은 가장 깊은 명상과 꿈없는 수면에서 생성됩니다. 델타 파는 외부 인식을 중
단하고 공감의 원천입니다. 이 상태에서 치유와 재생이 자극되기 때문에 깊은 수면이 치유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뇌 유래 단백질 분해 펩티드 [각인 ]
뇌 유래 단백질 분해 펩티드 (돼지 유래)는 중추 신경계의 신경 영양 조절을 자극하는데 사용됩니다. 허혈성 및 출혈성 뇌졸중, 외상
성 뇌 손상, 다양한 형태의 치매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병),인지 장애를 치료하고 뇌 손상 후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뇌 티타 (깊이 이완됨 상태)  [녹음된]
뇌 상태에 해당하는 4-8Hz의 바이노럴 비트 (깊이 이완되고 안쪽으로 집중됨)입니다. 8Hz에서 시작하여 4Hz로 이동합니다. 테타
뇌파는 수면 중에 가장 자주 발생하지만 깊은 명상에서도 우세합니다. 테타는 학습, 기억 및 직관으로가는 관문입니다. 테타에서 우
리의 감각은 외부 세계에서 벗어나 내부에서 발생하는 신호에 집중됩니다. 우리가 깨어나거나 잠으로 떠날 때 우리는 보통 덧없는 경
험을 하는 황혼의 상태입니다. 테타에서 우리는 꿈 속에 있습니다. 생생한 이미지, 직관, 우리의 정상적인 의식을 초월한 정보들이 떠
오를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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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간 튜너 [PEMF]
이 PEMF는 뇌간의 치유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뇌막염 Vax 30K [각인 ]
수막염 백신 30K는 수막염 백신으로 인한 부상이나 부작용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더 높은 효능을 위
해서는 "뇌막염 Vax 200K", "뇌막염 Vax MK" 또는 "뇌막염 Vax XMK"를 사용하시오.

 뇌성마비(라이프)) [PEMF]
뇌성마비에 대한 수명 주파수입니다. 뇌성마비(CP)는 균형과 자세를 유지하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그룹입니
다.

 뇌염 [PEMF]
뇌염 (뇌 조직의 염증)에 도움이 되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

 뇌의 혈관 경화증 [각인 ]
- 
성분:  아세틸살리실산  플루옥세틴  신나리진

 뇌졸중 마비(라이프) [PEMF]
뇌졸중 마비에 도움이 되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뇌졸중 후 말하기 문제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뇌졸중으로 인한 말하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뇌진탕 프로토콜과 슈만 공명 [PEMF]
이 PEMF는 부상 PEMF 및 해피 워터와 결합되어야 합니다. 이 조합은 행복을 매우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성분:  Concussion Protocol  7.83Hz (2 분)

 뇌하수체 전방 조율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뇌하수체 전방을 조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뇌하수체 전엽 [PEMF]
이 PEMF는 뇌하수체 전엽의 치유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누공/궤양(라이프) [PEMF]
누공/궤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눅스 모샤타 30CH [각인 ]
눅스 모샤타는 변비와 함께 복부 팽창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육두구로 만든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또한 기분이 매우 변덕
스러운 사람(갑작스러운 웃음에서 울음으로) 및 몽환적이거나 혼란스럽거나 졸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눈 염증(라이프) [PEMF]
눈의 염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눈 장애 (라이프) [PEMF]
백내장, 흐린 시력, 교차 눈 (사시), 복시 및 감염과 같은 안구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눈 치유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눈을 치유하고 시력을 맑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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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위해 [각인 ]
순환을 개선하고 세포를 재생하기 위해 
성분:  아세틸 - L- 카르니틴   아르기닌 피로글루타메이트 라이신  비오틴  대뇌 복합 NM

 느릅 나무 [각인 ]
느릅 나무는 압도적인 책임감으로 인해 일시적인 자신감 상실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법입니다. 진짜 느릅 나무 유형은 성공
하고 자신이 믿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부담이 가해져 대처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치료법은 이러한 감정을 없애고 실
패를 생각하지 않고 삶을 재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느릅 나무 상태는 "낙엽송"상태와 유용하게 대조 될 수 있습니다. 전자의 사
람들은 기꺼이 도전을 하고 가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위기를 일으키는 것은 일을 잘하는 것의 어려움이 아니라 일의 규모입니
다. 낙엽송 사람들은...

 느린 COMT 조절기 [각인 ]
느린 COMT는 가장 흔한 유전자 결함 중 하나입니다. 에스트로겐과 스트레스 호르몬의 축적을 유도하며,이 IC는 느린 COMT 돌연변
이를 지원합니다. 
성분:  안티스트레스 콤플렉스  유방 방어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포스파티딜콜린  S- 아데노실 메티오닌 및 1 그 외...

 늑간 신경통 [각인 ]
- 
성분:  아세틸살리실산  디클로페낙  이부프로펜

 니스타틴 [각인 ]
니스타틴은 피부, 입, 질 및 식도 칸디다 감염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항진균제입니다.

 니코티노 일-감마-아미노 부티르산  [각인 ]
니코티노 일-감마-아미노 부티르산은니아신 (비타민 B3)과 γ- 아미노 부티르산 (GABA)을 결합한 소련에서 개발 된 합성 약물로, 후
자는 항 불안 효과가 있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두 가지를 결합하면 GABA가 뇌로 이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니
코티노 감마-아미노 부티르산는 기억력 향상, 치매 예방, 뇌 건강 증진, 기분 장애 치료, 불안 완화, 우울증 완화, 혈압 저하, 기억력 향
상, 운동 능력 향상, 알츠하이머 병 예방 및 편두통 때 도움됩니다. 또한 간질, 황반 변성 및 파킨슨 병 치료에도 사용될 수...

 니코틴 아미드 리보사이드 [각인 ]
니코틴아미드 리보사이드는 비타민 B3의 대체 형태이며 신체에서 신진 대사에 필수적인 코엔자임인 니코틴 아미드 아데닌 디뉴클
레오티드 (NAD +)로 전환됩니다. NAD +는 음식을 에너지로 변환하고, 손상된 DNA를 복구하고, 세포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고, 신체
의 내부 시계 또는 일주기 리듬을 설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니코틴 아미드 리보시드는 신체 내부의 노화 징후를 역전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NAD +의 생성을 자극하여 일반적인 피로와 싸우고, 건강한 세포 대사와 에너지 생성을 촉진하며, 젊은인지 기능을 장
려하고, 장수...

 니코틴 중독 [각인 ]
- 
성분:  델타 수면 유도 펩티드  노니

 니코틴아미드 모노뉴클레오티드(NMN) [각인 ]
니코틴아미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NMN)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비타민 B3의 형태입니다. 간과 근육 내에서 NAD+라는 중요한 분
자의 수준을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NMN은 일반적으로 심혈관 건강, 일반 에너지 생산 및 피로 치료뿐만 아니라 뇌, 눈 및 뼈
의 건강한 기능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DNA 복구에 역할을 하여 건강한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니트로푸란토인 [각인 ]
니트로푸안토인은 요로 감염이나 방광 감염을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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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의 피로와 부기 [각인 ]
- 
성분:  아세틸살리실산  디클로페낙  푸로세미드  신나리진

 다미아나 [각인 ]
다미아나는 최음제 역할을하며 성적 문제를 치료하는데 도움이되는 야생 관목입니다. 소화 불량, 설사 및 변비와 같은 위장 문제를
치료하고 폐경기 및 월경 전 증후군과 관련된 증상을 개선하는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미아나는 신장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발 관절염 (라이프) [PEMF]
다발성 관절염에 도움이 될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다발성 경화증 (예방) [각인 ]
- 
성분: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노니  가시여지

 다발성 관절염 [각인 ]
- 
성분:  아세틸살리실산  덱사메타손  디클로페낙  프레드니솔론

 다발성 관절염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관절염이 5 개 이상의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다발성 관절염으로도 알려진 다발성 관절염을 위한 것입니다.

 다발신경병증 [각인 ]
이 IC는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분:  혈당 균형  혈당 지원  알파-리포산  커큐민 + 포스파티딜콜린  NF-카파 베타 차단제 및 1 그 외...

 다브라페닙 [각인 ]
다브라페닙은 "BARF" 유전자의 돌연변이 버전과 관련된 암 치료 용 약물입니다. 흑색 종 (피부암)을 치료하기 위해 단독으로 또는
트라메티닙이라는 다른 약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라메티닙과 함께 사용하면 비소 세포 성 폐암 유형을 치료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이아제팜 [각인 ]
다이아제팜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처방되는 항불안제 중 하나입니다. 또한 근육 경련 및 통증, 알코올 금단 증상 및 다리 불안 증후군
을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다이크로뮴산칼륨 30CH [각인 ]
다이크로뮴산칼륨 (통칭 중크롬산 칼륨)은 점막 질환에 도움이 될 수있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또한 감기와 독감, 두꺼운 분비물
로 인한 코 막힘, 두꺼운 황색 분비물로 인한 기침, 부비강 문제 및 두꺼운 황색 점액으로 인한 호흡기 감염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중 광물 지원 [각인 ]
신체는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미네랄을 필요로합니다. 그러나 음식에서 적절한 양을 정기적으로 얻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중 광물 지원에는 생리 기능과 일상적인 건강을 지원하고 고갈되었을 수있는 미네랄을 보충하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킬
레이트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IC는 칼슘, 마그네슘, 크롬, 철, 요오드화 칼륨, 구리, 망간, 셀레늄, 크롬 및 아연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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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검 하케아 [각인 ]
단검 하케아 꽃 에센스는 가족, 친구, 연로한 연인과 같이 매우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원한과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적합합니다. 이 본
질은 종종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원한을 극복하고 주변 사람들을 용서할 힘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검
하케아 꽃 에센스는 자신을 용서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와줌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공개적으로 독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습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 [각인 ]
암 치료에 매우 높은 용량의 췌장 효소를 사용한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이 효소 공식은 독일에서 개발 된 오리지널 우벤자임 공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것은 각 복용량의 효소 양을 크게 줄이라는 독일 정부의 명령 이전의 공식입니다. 판크레아틴 4X, 트립신, 키모트
립신, 브로멜라인, 파파인, 리파아제, 아밀라아제, 수퍼 옥사이드 디스뮤타아제 및 카탈라아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암 치료 외에도
이 효소 포뮬러는 강력한 항염증제이며 관절염, 스포츠 부상, 수술 회복 및 일반적인 해독의 일부로 이러한 상태의 치료에 고려해야
합니다. 효...

 단센 뿌리 [각인 ]
레드 세이지 또는 단삼으로도 알려진 단센은 허브이며 그 뿌리는 중약에서 매우 가치가 높습니다. 순환 문제, 뇌졸중, 흉통 (협심증),
고혈압 및 기타 심장 및 혈관 질환을 돕기 위해 수년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빠른 심장 박동과 단단한 가슴으로 인한 월경 장
애, 만성 간 질환, 유산 및 불면증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포진 (반전) [각인 ]
단순 포진은 다음과 같은 증상들로 표현됩니다: 고통스럽고 타는 듯한 가려운 피부 발진; 독감과 유사한 증상; 정서적 및 스트레스 민
감성; 기분 변화, 수두; 불쾌; 미열; 피로; 구역질; 식욕 부족; 고통스러운 근육; 두통 신경 염증; 피부 애정; (심한 가려움, 고통스러운
발진, 융기, 물집, 농포) 점막 애정 (입과 목구멍 및 생식기의 물집과 고통스러운 궤양); 만성 신경통; 감각 상실; 안면 마비; 다발성 경
화증; 자궁암입니다.

 단순 포진 유형 1  [PEMF]
이 IC는 입술 헤르페스를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로 헤르페스 1형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합니다.

 단풍 [각인 ]
단풍 에센스는 상대방의 의사 소통을 듣고 보고 느끼고 의사 소통에 마음이 열려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나 감정을 보
내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감각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 본질은 또한 물리적 차원에서 영적 세계로 넘어가는 전환에 도와 줄 수도 있
습니다.

 달맞이꽃 오일 [각인 ]
달맞이꽃 기름은 북미가 원산지인 식물의 꽃 씨앗으로 만들어지며 다양한 건강 상태를 치료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
인 감마리놀렌산(GLA)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달맞이꽃 기름은 피부 건강 개선, 여드름 및 습진 감소, 월경 중 유방 통증 감소, 월경
전 증후군(PMS) 관련 증상 감소, 폐경기 증상(예: 안면홍조) 감소, 심장 건강 개선, 혈압 감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치, 신경통 감
소,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감소, 관절염과 관련된 조조 경직 감소, 이동성 개선, 염증 감소, 자궁 경부 점액 증가, 호르몬 균형...

 달콤한 밤 [각인 ]
달콤한 밤은 지구력의 한계에 도달한 사람들을 위한 치료제입니다. 그들은 모든 길을 탐험했으며 어려움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
했습니다. 그들은 소멸과 공허함 밖에 남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가시금작화"상태의 사람들은 시도하지 않은 해결책이 있을 때 포기
하기로 결정하는 반면, 달콤한 밤 상태의 사람은 진정으로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의 것은 끔찍한 마지막 절망입니다. 이 극
단적인 상태에서 치료법은 사람이 삶의 주인공이 되도록 돕고 희망과 힘을 새롭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적게 예상 할 때에도
앞의 길이 열릴 수 있...

 담관염 [각인 ]
- 
성분: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간 지원  노니  가시여지 및 1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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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낭 PEMF [PEMF]
[새로운] 이 PEMF는 담낭의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담낭 선근증 [각인 ]
선근종증은 담낭 벽을 포함하는 알려지지 않은 병인의 과형성 변화와 점막의 과잉 성장, 근육 벽의 두꺼움을 유발하고 담낭 게실 (주
머니)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양성 상태입니다.

 담낭 지원 [각인 ]
담낭 지원은 담낭 건강을 돕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 전통 의학에서 "명예로운 장관"으로 알려진 담낭은 지방을 소화하는데
사용되는 담즙을 분비하고 근육계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합니다. 담낭 지원은 간 담관, 총 담관 및 담낭에서 최적의 담낭 기능
과 담즙 정화를 촉진하는 부드러운 프로바이오틱 공식입니다. 이 IC는 유기농 우유 엉겅퀴, 아티 초크 추출물, 인도네시아 계피 나무
껍질, 유기농 강황, 유기농 비트 뿌리로 만들어졌으며 모두 프로바이오틱 배양에서 발효되었습니다.

 담낭 통증(라이프) [PEMF]
담낭 통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담낭염 [각인 ]
- 
성분: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간 지원  노니  가시여지 및 1 그 외...

 담낭염 [각인 ]
담낭염은 담낭의 염증입니다. 소화 불량, 무력감, 생명력 억제, 과민성, 압통, 통증이나 복통, 오른쪽 어깨 뼈 아래 통증, 복부 불편 감
및 팽만감, 트림, 헛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담도의 운동 이상증 [각인 ]
- 
성분:  메베베린  드로타베린  판크레아틴

 담배 200CH [각인 ]
담배는 신선한 공기로 개선된 식은 땀으로 멀미를 완화하는 데 사용되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또한 냉증, 입덧, 멀미, 배멀미, 인
지 문제, 현기증, 메니에르 병, 속쓰림 등으로 메스꺼움과 구토를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담배는 또한 금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담석 IC [각인 ]
담석은 신장 결석, 죽상 동맥 경화증, 소화 장애, 과민성, 담낭 염증, 췌장 및 총 담관, 동맥 고혈압, 심계항진, 동맥 플라크, 섬유 성 종
양, 어깨 뼈 사이와 오른쪽 아래 복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견갑골, 불면증에 도움 됩니다.

 담석(라이프) [PEMF]
담낭에서 형성되는 담즙의 고형 침전물인 담석(담석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담석증 [각인 ]
- 
성분:  메베베린  S- 아데노실 메티오닌  드로타베린

 담수 망그로 [각인 ]
담수 망그로 에센스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경험과 사람에 대해 정신적, 정서적으로 개방 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편견을 극복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본질은 또한 마음을 열고 전통적인 표준과 신념에 대한 건전한 질문을 장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편견을 풀어주고 치유 할 수 있으므로 자기 마음을 듣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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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즙산 통 [각인 ]
- 
성분:  메베베린  노니  드로타베린  이부프로펜

 담즙성 간경변 [각인 ]
담즙성 간경변은 간에서 담관의 만성 염증 및 진행성 흉터입니다. 담즙 흐름 감소, 고혈압 및 중성 지방 수치, 가려운 피부, 극심한 피
로,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 손바닥의 붉은 반점, 메스꺼움, 가스, 팽만감, 속쓰림, 설사, 식사 후 복부 불편감, 확대를 초래할 수 있습
니다. 간, 비장 비대, 부종, 근육 손실, 하지불온상태, 검은 소변, 간경변에 도움 됩니다.

 당귀(암삼) [각인 ]
일반적으로 당귀 또는 암삼으로 알려진 당귀는 수천 년 동안 중국 전통 의학에서 사용되어 온 뿌리입니다. 그것은 호르몬 조절을 조
절하여 자궁을 강화하고 강화시키는 강력한 여성 불임 강장제입니다. 갱년기 증상(안면 홍조 포함) 감소, 월경 주기 증상(경련 및 편
두통 포함) 감소, 월경 주기 조절, 혈액 건강 구축, 혈액 순환 개선, 면역 체계 강화, 조루 감소, 장 이완, 통증 완화, 혈전 감소, 혈압 감
소, 심장 건강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귀는 자궁 근육이 수축하도록 자극할 수 있으므로 임산부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근 IC [각인 ]
당근은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B6, 비타민 K, 칼슘, 마그네슘, 칼륨, 엽산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 슈퍼 푸드입니
다. 당근과 관련된 건강상의 이점에는 눈 건강 지원, 콜레스테롤 감소, 심장 건강 증진, 뇌졸중 위험 감소, 건강한 치아 및 잇몸 지원,
뇌 건강 및인지 기능 개선, 암 퇴치, 더 나은 소화 촉진, 젊은 연령 유지, 건강한 모발 촉진 및 피부, 당뇨병 발병 위험을 낮추고, 면역
체계 기능을 강화하고, 신체에서 독소를 제거합니다.

 당뇨병 [각인 ]
- 
성분: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메트포르민  간 지원  판크레아틴 및 2 그 외...

 당뇨병 2.0 복합체  [각인 ]
- 
성분:  메트포르민  간 지원  판크레아틴  리라글루타이드  혈당 균형 및 1 그 외...

 대뇌 복합 NM [각인 ]
소아, 다리 무력증, 식물성 근긴장 이상, 우울증, 동맥 경화증, 뇌진탕 후, 뇌염 후, 신경통, 초조 상태, 근 위축성 측삭 경화증,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 병, 기억력 결핍, 신경 피로 및 기타의 이상 발생에서 방어 기전 자극 노인 징후 때 도움됩니다 .

 대마초 [각인 ]
대마초는 삼과 계통의 꽃 피는 식물의 속입니다. 23 가지 가능한 건강상의 이점이 다음과 같습니다. 녹내장 치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담배의 발암 효과를 역전시키고 폐 건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질 발작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드라벳 증후군으로 알려진 중증 발작 장애의 증상을 감소시킵니다. 마리화나에서 발견 된 화학 물질은 암이 퍼지는 것을 막습니
다.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THC는 알츠하이머 병의 진행을 늦춥니다. 다발성 경화증의 통증을 완화합니다. 다른 유형의 근
육 경련도 도...

 대사 증후군 보조제 [각인 ]
대사 증후군 보조제는 심장병, 뇌졸중 및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건강 문제 군인 대사 증후군 환자에게 유익합니다. 대사 증후군은
고혈압, 고혈당 수치, 높은 중성 지방, 낮은 HDL 콜레스테롤, 허리 주변의 지방이 너무 많음 (즉, 허리 둘레가 너무 큼)의 세 가지 상태
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됩니다. 대사 증후군 보조제는 지질 매개 변수의 균형을 회복하고 지방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마늘의 활성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대상 포진 [각인 ]
대상 포진 치료제는 대상 포진의 초기 단계 (즉, 질병 시작 후 약 10-14 일)를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동종 요법 치료법입니다. 또한 포
진 후 신경통뿐만 아니라 포진이나 대상 포진과 유사한 다른 질병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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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포진 IC [각인 ]
대상 포진은 사람의 신체 내에서 수두 대상 포진 바이러스가 재 활성화되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이것은 수두를 일으키는 동일한 바
이러스입니다. 수두 감염이 끝난 후에도 바이러스는 수년간 신경계에서 비활성 상태로 남아 포진으로 재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대
상 포진은 국소 부위에 붉은 발진과 고통스러운 피부 물집이 특징입니다. 다른 증상으로는 발열, 오한, 두통, 피로, 메스꺼움, 신경 염
증, 감각 상실, 안면 마비, 다발성 경화증, 근육 약화, 정서 및 스트레스 민감성, 기분 변화 및 피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상 포진 PEMF [PEMF]
이 PEMF는 전달된 스파이크 단백질로 인한 발진과 수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 포진 일명 대상 포진 [PEMF]
이 PEMF는 인간 헤르페스 바이러스 3으로 알려진 수두 바이러스를 파괴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대상 포진 치료제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고통스러운 피부 발진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감염인 대상 포진을 치료합니다.

 대장균 [PEMF]
대장균을 치료하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대장염 [각인 ]
- 
성분:  메베베린  드로타베린

 대장염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결장 내부 내벽의 염증을 특징으로하는 상태 인 결장염을 돕습니다.

 대추 [각인 ]
대추는 대추야자나무의 열매로 따뜻한 기후에서 자랍니다. 대추는 항염증, 항산화 및 항종양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상태를 치료하는
데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추는 뇌 기능 개선, 뼈 강화 지원, 혈당 수치 조절, 염증 감소, 소화기 건강 개선, 변비 완화, 피
부 건강 개선(피부 탄력 유지), 심장 건강 지원, 눈 및 시력 건강 지원,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임신 마지막 몇 주 동안 복용하면 임
산부의 자연 분만을 촉진하고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덩굴 꽃 [각인 ]
덩굴 꽃 은 자신의 마음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뭐가 제일 좋은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강하고 권력
을 즐기지만, 부정적인 상태에서는 힘만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압제적인 아버지와 위압적인 상사는 다른 사람들의 절대적
인 순종을 기대하고 그들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덩굴 꽃의 대표적인 예
입니다. 이 점에서 덩굴 꽃은 "마편초"와 매우 다릅니다. 마편초는 다른 사람을 자신의 사고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덩굴은 단
순한 징계에 만족합니다...

 데슬로라타딘 [각인 ]
데슬로라타딘은 재채기, 가려움증 / 콧물, 눈 가렵고 / 물이 많은 눈, 가려운 구개등을 포함한 계절 및 연중 알레르기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항히스타민 제입니다. 나무, 풀, 잡초 (돼지 풀 등) 꽃가루가 계절성 알레르기 유발 요인으로 장 흔합니다.

 데저트피 [각인 ]
데저트피는 깊은 상처, 고통, 슬픔, 슬픔을 해결하는 강력한 꽃 에센스입니다. 최근 또는 오래된 상처와 슬픔의 슬픈 기억을 확산시키
는데 도움이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또는 외완 동물의 별거 또는 상실로 인한 정서적 고통에 탁월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놓아주게 하
여 동기를 부여하고 다시 활력을 줍니다. 이 치료법은 바이러스에서 기생충 및 박테리아 통해 생긴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shingle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shingles-pe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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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e-c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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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sturt-desert-pea-flower-essence


 덱사메타손 [각인 ]
덱사메타손은 혈액 / 호르몬 / 면역계 장애, 내분비 장애, 류마티스 문제, 특정 피부 및 눈 상태, 심한 알레르기, 특정 위장 질환, 호흡
기 문제 및 뇌부종을 포함한 여러 질환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델타 수면 유도 펩티드 [각인 ]
합성 델타 수면 유도 펩타이드는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과 관련된 금단 증상을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상
태, 신경성 장애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 (예:수면 장애, 집중력 저하 등)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성 델타 수면
유도 펩티드의 또 다른 용도는 스트레스 반응 증후군 및 우울증, 긴장 및 불안을 포함하는 증상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뎅기 바이러스 (라이프) [PEMF]
뎅기열 바이러스 1, 2, 3, 4 및 뎅기열에 도움이되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도코사헥사엔산(DHA) [각인 ]
도코사헥사엔산(DHA)은 연어와 같은 기름기 많은 생선에서 많이 발견되는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입니다. 심장 건강 개선, 시력 향
상, 염증 퇴치, 태아 발달 지원, 우울증 예방, 뇌 건강 지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 관련 증상 완화, 운동 후 근육 회복 지
원, 혈액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순환, 혈압을 낮추고 남성의 생식 건강을 지원합니다. DHA는 또한 임신과 유아기의 두뇌 발
달에 중요합니다.

 독감 [각인 ]
독감은 콧물, 인후통, 기침, 피로, 두통, 근육통, 떨림, 몸살 및 미열과 같은 감기 및 독감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만성 또는 재발 성 감염뿐만 아니라 기관지염과 관련된 증상을 치료하는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감 복합제 [각인 ]
- 
성분:  우미페노비르  아세틸살리실산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독감 완화 [각인 ]
독감 완화는 머스코비 오리의 심장과 간에서 준비된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두통, 몸살, 오한, 피로, 발열과 같은 감기 및 독감과 관
련된 증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독감, 가슴 감기, 기침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독감, 흉부 감기 및 기침에 도움이 됩니다.

 독감, 흉부 감기 및 기침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독감, 흉부 감기 및 기침에 도움이 됩니다.

 독시사이클린 [각인 ]
독시사이클린은 다양한 세균 및 원생 동물 감염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호흡기 감염, 세균성 폐렴, 요로 감염, 여드름, 주사비, 골
반 염증성 질환, 클라미디아 감염, 초기 라임 병, 콜레라 및 매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토마토 추출물 [각인 ]
독특한 토마토 추출물은 카로티노이드 리코펜과 같은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신체에 유익합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
고, 죽상 동맥 경화증을 예방하고, 호흡기 이환율을 낮추고, 활력을 촉진하고, 종양 과정의 발달을 늦추고 심지어 막을 수 있으며, 남
성의 성기능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결 건조 오미자 추출물 [각인 ]
오미자는 수백 가지의 고전적인 중국 약초 공식에 사용됩니다. 주된 오미자 용도 및 적응증에는 야행성 방출, 야뇨증, 잦은 배뇨, 만
성 기침, 결핍 형 천식, 자연 발한, 야간 발한, 체액 손실로 인한 갈증, 만성 설사, 약한 맥박을 동반 한 숨가쁨, 내부 열로 인한 당뇨병,
심계항진 및 불면증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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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doxycycli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unique-tomato-extract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freeze-dried-schizandra-extract


 동맥염 [각인 ]
- 
성분:  딜티아젬 염산염  트리메타지딘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동상(라이프) [PEMF]
피부와 기본 조직의 동결로 인해 발생하는 동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동요 완화 [PEMF]
불안, 신경질, 제대로 쉬지 못 함을 치료 하기 위한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동종 요법 페놀 화합물 [각인 ]
페놀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음식을 통해 그것들에 노출되며 심지어 정상적인 생리학의 일부로 만듭니다. 그러나 일부
개인은 많은 페놀 화합물에 민감하며 이러한 민감성은 초조, 자극, 과잉 행동, 주의력 결핍, 두통, 알레르기, 피로, 불면증 및 기타 문
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IC로 각인 된 물은 하루에 세 번, 이상적으로는 다른 음식과 음료에서 15 분 정도 떨어져서 섭취해야 합
니다.

 동충하초 [각인 ]
동충하초는 곤충의 유충에서 자라는 약용 버섯의 일종입니다. 그것은 천연 에너지 부스터이고 항산화, 노화 방지 및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 중국 의학(TCM)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400종 이상의 동충하초가 있으며 동충하초는 건강 목
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동충하초는 운동 능력 향상,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혈압 감소, 심장 건강 증진, 혈당 수치 관리,
성욕 증진, 활력 지원, 면역력 향상, 피로 감소 및 전반적인 웰빙 개선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두뇌 건강 [각인 ]
[새로운] 두뇌 건강은 뇌의 건강과 기능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허브, 비타민 및 미네랄의 조합입니다. 인지 기능을 개선하
고 신경 세포를 지원하며 신경 신호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비타민 B6(피리독신 HCl), 비타민 B12(메틸코발
라민), 바코파, 알파-GPC, 예르바 마테, 테오브로민, 포스파티딜 세린, l-테아닌, 후페르진 A 및 후추로 만들어졌습니다.

 두뇌 부스트 [각인 ]
두뇌 부스트는 성인의 인지 기능을 지원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됩니다. 이 IC는 포스파티딜세린, 알파-리포산, 은행 나무,
바코파, 알파-글리세로포스포릴콜린, 비타민 B6, 비타민 B12 및 엽산을 포함한 다양한 허브와 영양소로 만들어졌습니다.

 두뇌 알파 (평온) [녹음된]
뇌 상태에 해당하는 8-12Hz의 바이노럴 비트는 매우 편안하고 수동적 인주입니다. 12Hz에서 시작하여 더 느린 비트인 8Hz로 이동
합니다. 알파 뇌파는 조용히 흐르는 생각과 일부 명상 상태에서 지배적입니다. 알파는 현재의 '지금 순간의 힘'입니다. 알파는 뇌의 휴
식 상태입니다. 알파 파는 전반적인 정신 조정, 평온함, 각성, 마음 / 신체 통합 및 학습을 돕습니다.

 두뇌 향상 [각인 ]
- 
성분:  노니  신나리진

 두동 복합제 [각인 ]
슈퍼 두통 조합 
성분:  아세틸살리실산  대마초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  페니부트 (4- 아미노 -3- 페닐부티르산 HCl)  및 1 그 외...

 두려움 [각인 ]
- 
성분:  델타 수면 유도 펩티드  플루옥세틴

http://www.infopathy.com/ko/combinations/arter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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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과 죄책감 제거제 (솔페지오)  [녹음된]
이 솔페지오 주파수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제거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4-6 주 동안 최소 15 분 동안 일
주일에 3 번 이상이 IC를 들으시오. 편안한 중간 / 낮은 수준으로 볼륨을 조정합니다.

 두송 [각인 ]
두송 (일반 주니퍼)는 소나무 가족에 속하는 상록수입니다. 팽만감, 간경변 증후군 및 주요 간 기능 부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통 [각인 ]
- 
성분:  디클로페낙  노니  신나리진

 두통 (라이프) [PEMF]
두통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는 로얄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두통 치료 [PEMF]
두통 치료제는 부비강 두통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두통과 편두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록세틴 [각인 ]
둘록세틴은 우울증, 불안 장애, 신경통, 만성 근골격 통증 (예 : 골관절염) 및 섬유근통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둘록세틴은 수면,
기분, 식욕 및 에너지 수준을 개선하고 긴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듀라 PEMF [PEMF]
이 PEMF는 경막을 조화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PEMF 전후에 경추 가동성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아틀란토 후두 관
절"PEMF와 결합하시오.

 듀라 컴플리트 [PEMF]
이 PEMF는 경막을 치료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드로타베린 [각인 ]
드로타베린은 일반적으로 위와 심장에서 평활근의 경련을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직장염, 긴장, 유문 경련, 위 십이지장 염, 위 십이
지장 궤양과 관련된 경련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로타베린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월경 기간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는데 사용되
었으며 분만 중 자궁 경부 경련을 완화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또한 흉통, 복통, 결석으로 인한 신장 통증, 신장 산통 및 기타 상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림 허브 [각인 ]
드림 허브(칼레아 자카테치치)는 멕시코에서 자라는 식물로 전통적으로 토착민들이 수면 개선과 환각 효과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드
림 허브는 정신 선명도를 개선하고, 꿈을 꾸는 가능성을 높이고, 인지 기능을 향상하고, 이완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통, 과민성 대장 증후군(IBS) 및 설사와 같은 소화기 문제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들장미 [각인 ]
들장미 꽃 에센스는 공포를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테러 아닌 공포). 두려움을 극복하면 생명력의 흐름, 삶의 질, 용기 및 자존감이
증가합니다. 이 에센스는 수줍음이 많거나 불안하거나 긴장한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메틸설폭사이드(DMSO) [각인 ]
디메틸설폭사이드(DMSO)는 소나무에서 추출한 유기황 화합물입니다. 관절과 근육의 통증 완화, 반사 교감신경 위축증(RSD) 개선,
면역 체계 강화, 신체 해독에 사용되었습니다. DMSO는 또한 관절염, 요통, 켈로이드, 여드름, 사마귀, 화상, 흉터, 방광 통증 증후군,
근골격계 문제, 부비동염, 두통, 염증, 틱 둘로루(심각한 안면 통증), 헤르페스 및 백내장, 신경학적 손상과 같은 다양한 상태를 치료
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fear-guilt-remover-solfeggio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juniperus-communis
http://www.infopathy.com/ko/combinations/headach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diclofenac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noni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innarizi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headache-rif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headache-remedy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duloxeti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dura-pemf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dura-complet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drotaveri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dream-herb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dog-rose-australian-bush-flower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dimethyl-sulfoxide-dmso


 디메틸아미노에탄올(DMAE)  [각인 ]
디메틸아미노에탄올(DMAE)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화합물로 정어리, 연어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에서도 발견될 수 있
습니다. 기억력 향상, 기분 향상, 뇌 기능 향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DMAE는 신경 세포가 신호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기억력 지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 관리, 운동 능력 향
상, 기분 향상, 우울증 관련 증상 관리, 건강한 뇌 기능 지원, 집중력 향상, 주름 감소 및 피부 외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디멘히드리네이트 [각인 ]
디멘히드리네이트는 메스꺼움, 구토 및 현기증뿐만 아니라 멀미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디발프로엑스 나트륨 [각인 ]
디발프로엑스 나트륨은 항경련제이며 일반적으로 간질이 있는 사람의 발작을 치료하고, 특정 정신 질환(조울증의 조증 단계)을 관리
하고, 기분 장애를 돕고, 편두통을 예방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리튬에 대한 금기 또는 과민증의 경우 양극성 장애의 조증 삽화를 치
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커스 콤포지툼 N mit 칼미아  [각인 ]
디스커스 콤포지툼 N mit 칼미는 관절과 결합 조직 (예 :관절염, 관절증, 관절 주위염, 힘줄과 인대, 혈관 골막 및 결합 조직)의 염증
제거를 돕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 및 류마티스 장애, 피로 및 쇠약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척추 급성 [PEMF]
이 PEMF IC는 전체 추간판 재활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디아민 산화효소 [각인 ]
DAO(디아민 산화효소)는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히스타민 섭취로 인해 유발된 음식 과민증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
니다. DAO는 히스타민 수치 상승으로 인한 히스타민 불내증의 증상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히스타민 불내증의 증상에는
두통, 피부 발진, 소화 장애 등이 있습니다.

 디카페인 녹차 [각인 ]
디카페인 녹차에는 다량의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EGCG)를 포함하여 녹차에서 발견되는 건강 증진 폴리 페놀이 포함되어 있지
만 카페인은 없습니다. 뇌 기능을 개선하고, 암 위험을 낮추고, 신경 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염
증을 관리하고, 건강한 세포 성장과 세포막 무결성을 지원하고, 간 해독을 촉진하고, 징후를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
제입니다. 노화 방지, 장수 촉진에 도움되고 면역 기능 강화합니다.

 디클로페낙 [각인 ]
디클로페낙은 통증 및 염증성 장애를 돕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급성 편두통, 월경통 및 자궁 내막증 치료
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톡스 중금속 2.0  [각인 ]
- 
성분:  알파-리포산  심장 건강을위한 킬레이션 콤플렉스  리포솜 글루타티온  고급 다중 미네랄 포뮬라  미네랄 그린 슈퍼
푸드

 디펜히드라민 [각인 ]
디펜히드라민은 주로 눈이 가렵고 재채기, 콧물과 같은 알레르기와 관련된 증상 및 알레르기를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
입니다. 경미한 인후 자극으로 인한 기침 완화, 멀미 예방 및 치료, 수면 유도(불면증 도움), 파킨슨병의 특정 증상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히드로미리세틴(DHM) [각인 ]
암펠롭신으로도 알려진 디히드로미리세틴(DHM)은 일본 건포도 나무와 암펠롭시스 그로세덴타타를 비롯한 독특한 식물 종에서 생
산되는 식물 플라보노이드입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숙취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최근 DHM은 항산화, 항미생물, 항염증,
항암, 항당뇨병 및 신경보호를 포함하는 수많은 건강상의 이점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DHM은 알코올 숙취 예방, 알코올
분해 촉진, 알코올 중독 및 금단 증상 감소, 간과 뇌 보호, 불안 감소, 심장 건강 지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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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각인 ]
딜 잡초라고도하는 딜은 셀러리 계열의 향기로운 허브이며 수백 년 동안 요리 및 의약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딜은 에너지를
높이고 식욕 부진, 장 가스 (고창) 및 간 문제와 같은 소화 문제를 돕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로 장애, 신장 질환, 고통 스럽거
나 어려운 배뇨, 감기 및 열, 면역 체계 기능 향상, 신경통, 관절염 통증, 월경 경련, 우울증 및 수면 장애 (불면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
니다.

 딜티아젬 염산염 [각인 ]
딜티아젬 염산염은 고혈압, 흉통 및 비정상적인 심장 리듬을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딥 레드 프랜지파니 [각인 ]
딥 레드 프랜지파니 꽃 에센스는 감정의 강렬함, 관계가 끝날 때, 하던 일의 끝이 가까워지거나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어려움에
대처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 기 때문에 느끼는 엄청난 초기 고통과 슬픔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
다. 이 에센스는 평온함과 양육을 느끼게 해줄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대처할 힘을 가집니다.

 딸꾹질(라이프) [PEMF]
횡격막의 비자발적 수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딸꾹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라미프릴 [각인 ]
라미프릴은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ACE) 억제제로 혈관을 이완시켜 혈액이 더 쉽게 흐르도록 합니다. 고혈압 (고혈압), 심부전 및 당
뇨병 성 신장 질환 치료에 사용됩니다. 고위험군의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반딘 [각인 ]
[새로운] 라반딘은 라벤더(트루 라벤더)와 활엽수 라벤더 (스파이크 라벤더)를 교배하여 생산되는 잡종 식물입니다. 우울증 퇴치, 불
안 감소, 통증 및 염증 감소, 감염 예방, 흉터 감소, 신경계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우월피아 [각인 ]
라우월피아는 현기증, 심근 약화 또는 동맥 경화를 동반하는 고혈압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동종 요법 치료법입니다.

 라우월피아 보미토리아 뿌리 껍질  [각인 ]
라우월피아 보미토리아는 2000 년 이상 고혈압 및 정신 장애와 같은 질병을 관리하는데 사용되어 온 약초 (주로 서 아프리카에서 재
배 됨)입니다. 일반적으로 소화기 및 호르몬 시스템의 조절 제로 사용됩니다. 라우월피아 보미토리아의 뿌리 껍질은 건강한 세포 조
절을 촉진하는 세포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호르몬 시스템에 문제가있을 때).

 라임 [각인 ]
- 
성분:  바튼 헨스 30C  덱사메타손  독시사이클린  허브 라임 포뮬러  라임 병 및 1 그 외...

 라임 병 [각인 ]
라임 병은 감염된 진드기에 의해 전파되는 박테리아 보렐리 아에 의해 발생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라임 병의 증상에는 면역 결핍,
독감 유사 증상, 림프절 부기, 위장 장애, 심한 피로, 염증, 근육통 및 쇠약, 근육 경련 및 경련, 신경 손상 및 신경 기능 상실, 수면 장애
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라임 보렐리아 [PEMF]
이 PEMF는 라임스병(보렐리오증)과 통증 및 염증과 같은 동반 문제에 대해 설계되었습니다. 라임스 및 면역 강화 IC와 결합하십시
오. 또한 절차에 항생제 복합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즈베리 [각인 ]
라즈베리는 비타민, 미네랄 및 항산화 물질로 가득 찬 식용 베리입니다. 라즈베리는 슈퍼푸드로 간주되며 혈당 수치 관리, 암 예방,
심장 건강 증진, 관절염 개선, 염증 감소, 체중 감소, 소화기 건강 지원, 노화 방지(노화 방지 속성), 기억력 및 뇌 기능 향상합니다. 라
즈베리는 또한 대사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레드 라즈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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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lyme-diseas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lyme-borrelia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raspberry


 라케시스 뮤투스 200CH [각인 ]
라케시스 뮤투스는 남미 부시 마스터 뱀의 독에서 파생 된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폐경기 증상, 안면 홍조, 생리통 및 경련, 월경 전
증후군 (PMS), 두통 및 편두통, 출혈, 염증, 선 질환 및 류머티즘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락 캐니넘 200k [각인 ]
락 캐니넘 또는 일반적으로 암컷 개의 우유로 알려진 월 경전 증후군 (PMS), 월경통, 월경 문제, 월경주기 중 가슴 통증, 사마귀, 현기
증, 두통, 편두통, 통증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동종 요법 치료법입니다. 인후, 디프테리아 증상, 류머티즘, 관절염, 좌골 신경통 및
쇠약. 낮은 자신감, 낮은 자존감, 두려움 및 불안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각인 ]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는 장에 서식하는 프로바이오틱 박테리아의 일종입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러리 수치 감소, 장 건강 개선, 건강한
담즙 대사 지원,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면역 체계 기능 강화, 심장 건강 지원, 염증 감소, 감염 퇴치, 피부 및 모발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락토바실러스 루테리i와 비타민 D3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락토페린 [각인 ]
락토페린은 인간과 소의 우유에서 발견되는 자연 발생 단백질입니다. 그것은 아기가 태어난 후 생산되는 첫 번째 유형의 우유인 초유
에서 가장 높은 농도로 발견됩니다. 락토페린은 타액, 눈물, 점액 및 담즙과 같은 다른 체액에서도 발견됩니다. 락토페린의 역할 중
하나는 몸 전체에 철분을 결합하고 운반하는 것이므로 특히 임신한 여성의 철분 수치를 높이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락토페린의 다
른 용도로는 철분 흡수 지원, 감염(예: H. pylori, 간염 등)으로부터 신체 보호, 여드름 감소, 뼈 건강 개선 및 골다공증 예방, 위 및 ...

 러시아 슌지트 [각인 ]
슌지트는 카렐리야(러시아)의 한 마을인 슌지트에서 발견되는 희귀한 검은색의 탄소가 풍부한 돌입니다. 슌지트의 탄소 원자는 "풀
러렌"으로 알려진 클러스터로 배열됩니다. 슌지트는 치유 특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불면증 감소, 통증 및 염증 감소, 전자기장 방출
(예: EMF 노출)로부터 보호, 스트레스 감소 및 불안, 정신 맑음 촉진,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감염 퇴치, 관절염 증상 감소, 산화 스트레
스 감소 또한 몸과 마음의 해독과 접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러프 블루벨 [각인 ]
러프 블루벨 플라워 에센스는 사랑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교활한 사람과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사
람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무의식적으로 다치게 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을 위한 캥거루 발과는 다릅
니다. 러프 블루벨 플라워 에센스는 더 자비롭고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느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둠 팔류스트레 30C [각인 ]
습지 차 또는 야생 로즈마리라고도 알려진 레둠 팔류스트레는 저성장 상록 관목이며, 동종 요법 치료법으로 찔린 상처 (예 : 손톱으로
인한 상처), 곤충과 동물의 물린 상처, 찌르는 상처, 백신 후 통증을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멍든 눈, 관절통 및 출혈에 도움 됩
니다. 레둠 팔류스트레는 안티 파상풍 특성으로 유명합니다.

 레드 그레빌레아 [각인 ]
레드 그레빌레아 꽃 에센스는 상황에 갇혀 있거나 갇혀 있다고 느끼고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정적 또는 정서적 이유로
넘어갈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IC는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타인에게 너무 의존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대담
함, 불쾌한 상황을 떠나는 힘, 타인의 판단에 무관심함을 제공합니다. 이 치료법은 또한 황색 포도상 구균 감염을 제거하는데 사용되
었습니다.

 레드 라즈베리 잎 [각인 ]
레드 라즈베리 잎은 라즈베리 식물의 일부로 여성에게 인기 있는 약초입니다. 수백 년 동안 여성의 건강을 개선하고 월경 및 임신과
관련된 문제를 줄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생리통을 줄이고, 분만을 단축하고, 수유를 지원하고, 출산 중 합병증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드 라즈베리 잎은 가벼운 입과 목의 염증, 체중 감소 및 설사를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lachesis-mutus-200ch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lac-caninum-200k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lactobacillus-reuteri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lactoferri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russian-shungit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rough-bluebell-australian-flower-essenc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ledum-palustre-30c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red-grevillea-flower-essenc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red-raspberry-leaf


 레드 클로버 [각인 ]
레드 클로버는 다양한 장애에 대해 동서양 문명의 전통 의학 문헌에 언급된 콩과 식물에 속하는 꽃 피는 식물입니다. 식물성 에스트
로겐(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식물성 화학 물질)으로 작용하는 화합물인 이소플라본의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월경 및 갱년
기 증상, 골다공증, 관절염, 심장병, 암, 여성의 불임, 습진 및 건선과 같은 피부 질환, 천식 및 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과 같은 여
성의 건강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드 클로버는 또한 여성의 호르몬 균형을 촉진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레드 헬멧 오키드 [각인 ]
레드 헬멧 오키드 에센스는 남성이 자녀 또는 자녀와의 유대감을 돕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
다.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나 권위자에 대해 반항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레드 헬멧 오키드 에
센스는 더 존중하게 행동하고 배려심을 재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몬 [각인 ]
레몬은 꽃이 만발한 루타세아 계통의 밝은 노란색 감귤류 과일입니다. 구연산이 풍부하여 독특한 신맛이 나고 비타민 C의 훌륭한 공
급원입니다. 레몬은 심장 건강 지원, 뇌졸중 위험 감소, 체중 관리, 염증 감소, 소화기 건강 개선, 신체 보호, 뇌, 신장 결석 예방, 암 위
험 감소, 혈압 감소, 식욕 억제, 철분 흡수 증가, 면역 체계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몬 라임 홉 [각인 ]
홉은 홉 식물의 꽃이 피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맥주를 양조하고 음식에 풍미를 더하는데 사용됩니다. 홉은 또한 불안, 불
면증 및 기타 수면 장애, 안절부절, 긴장,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 흥분성, 신경과민, 염증, 폐경기 증상(안면 홍조 등 및
야간 발한), 우울증, 기분 및 소화 불량. 이 IC는 전체 콘 홉, 레몬 및 라임 추출물로 만들어졌습니다.

 레몬 밤 [각인 ]
레몬 밤은 스트레스와 불안 감소, 위장 건강 개선(예: 팽만감, 메스꺼움, 소화 불량, 속쓰림, 변비 등), 염증 감소, 인지 기능 및 집중력
향상, 마음 진정, 이완 지원, 월경전 증후군(PMS) 증상 완화, 혈당 수치 감소, 바이러스 감염(예: 단순 포진 바이러스 1형 및 2형) 퇴치
, 근육 이완, 치통 감소, 수면 촉진(예: 불면증에 도움)을 합니다.

 레몬그라스 (시트랄 75 %) [각인 ]
레몬 그라스 에센셜 오일은 다양한 전통적 용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최근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레몬 그라스
는 건선 및 피부염과 같은 피부 질환에 사용되며, 불안과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는 신경질이며, 가스, 팽만감, 염증성 장 질환에 도움
이 되는 황 고정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이 IC는 100 % 유기농 레몬 그라스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레스베라트롤 [각인 ]
레스베라트롤은 적 포도, 일본 매듭 풀, 땅콩, 블루베리, 뽕나무와 같은 다양한 식물에서 발견되는 천연 화합물입니다. 레스베라트롤
은 항산화제와 같으며 세포 손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할 수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증진하고, 뇌를 보호하고, 노화
관련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관절통과 염증을 완화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
스베라트롤은 노화 방지 특성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레이온 X 200CH [각인 ]
레이온 X 200CH는 특히 유방암에서 방사선 요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종양학에서 사용되는 동종 요법 치료법입니다.

 레티노산 [각인 ]
모든 트랜스 레티노산 (ATRA)은 전 골수성 백혈병 치료에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ATRA는 강력한 차별화 요소입니다. 따라서
ATRA는 특히 IC 의약품의 맥락에서 많은 암에서 치료법으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TRA는 레티노 산 수용체에 결합하여
DNA 전사 활성을 활성화하여 미성숙 (예:악성) 세포를 정상적인 성숙으로 이동시킵니다. 폴립, 광선 각화증 등을 포함한 암 및 전 암
성 병변의 경우 ATRA 사용을 고려하시오.

 렙토스피로스 카니콜라 [각인 ]
렙토스피로스 카니콜라의 주요 징후로는 렙토스피라병 (바일병), 독감 유사 증상, 두통, 발열, 극심한 피로, 복통, 메스꺼움, 설사, 관
절통, 두근 거림, 호흡 곤란, 황달, 림프선 비대, 비장 비대, 비대가 있습니다. 간, 청력 상실, 발진, 혈관 염증, 심장 애정, 저혈압, 낮은
혈소판 수, 출혈, 빈혈, 간 및 신장 손상, 불안, 기분 변화, 과민성 및 혼란에 도움 될 수 있습니다.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red-clover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red-helmet-orchid-australian-essenc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lemo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lemon-lime-hop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lemon-balm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lemongras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resveratrol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rayons-x-200ch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retinoic-acid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leptospirose-canicola


 렙틴 지원 [각인 ]
렙틴은 주로 지방 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식욕을 감소시키고 체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렙틴 수치는 식욕, 음식
갈망, 신진대사에 영향을 주어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로디올라 로제아 [각인 ]
황금 뿌리 또는 북극 뿌리라고도 알려진 홍경천은 유럽과 아시아의 춥고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자라는 허브입니다. 그것은 특히 러시
아와 스칸디나비아에서 수백 년 동안 전통 의학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뿌리는 신체가 스트레스 요인에 저항하거나 대처하는데 도움
이되는 물질인 강장제로 간주됩니다. 로디올라 로제아는 스트레스 감소, 피로 퇴치, 우울증 증상 감소, 뇌 기능 향상, 기억력 증가, 운
동 성능 향상, 당뇨병, 불안 감소, 간 건강 지원, 스트레스 유발 섭식 장애 감소, 면역 기능 지원 및 통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로라제팜 [각인 ]
불안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우울증으로 인한 불안이나 불안의 증상을 단기적으로 완화하는데 사용됩니다. 로라제팜
은 불안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뇌에서 작용하는 벤조디아제핀입니다. 벤조디아제핀은 중추 신경계 (CNS) 진정제입니다.

 로벨리아 [각인 ]
인도 담배라고도 알려진 로벨리아는 오랫동안 약초로 사용되어 온 식물입니다. 활성 성분인 로벨린은 니코틴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
며(비록 덜 강력하지만) 금연을 위한 다양한 치료법에 사용되었습니다. 로벨리아는 천식, 기관지염, 백일해, 숨가쁨(무호흡), 불면증,
우울증, 약물 중독 및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
니다. 이 IC는 로벨리아로 만들어졌습니다.

 로수바스타틴 칼슘 [각인 ]
로수바스타틴 칼슘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낮추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죽상 동맥 경화증의 진행을 늦추고 당뇨병, 관상
동맥 심장병 또는 기타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들의 뇌졸중, 심장 마비 및 기타 심장 합병증의 위험을 낮추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열 젤리 [각인 ]
로열 젤리는 꿀벌이 여왕벌에게 먹이기 위해 생산하는 유백색 분비물입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아미노산, 지방산, 비타민 및 미네랄
이 풍부합니다. 로얄 젤리는 폐경기 증상 감소, 염증 감소, 피부 복구 지원, 상처 치유 개선, 에너지 증진, 심장 건강 증진,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혈당 조절 개선, 당뇨병 관리, 인슐린 민감성 증가, 기억력 향상, 부스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는, 뇌 기능 향상, 안구
건조 개선, 노화 징후 감소, 면역 기능 강화, 뼈 건강 지원, 장수 촉진, 전반적인 건강 및 활력 지원합니다.

 로즈 오라 쿼츠 [각인 ]
로즈 오라 쿼츠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성에 대한 연결의 돌입니다. 그것은 의식을 확장하고 육체와 영적 몸을 치유합니다. 로즈 오
라 쿼츠는 정서적 치유, 신체 균형 및 에너지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세 번째 눈과 심장 차크라를 연결합니다.

 로즈 쿼츠 [각인 ]
로즈 쿼츠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알려진 분홍색 형태의 쿼츠입니다. 관계에서 신뢰와 조화를 회복하고 마음을 정화하고 열며 슬픔
의 시간에 위안을 제공하고 자기 관리, 자기 사랑, 자기 용서와 수용을 장려합니다. 로즈 쿼츠는 또한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심장과 목 차크라에 붙어 있습니다.

 로즈메리 [각인 ]
로즈메리(로즈마리 어린 새싹)는 지중해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입니다. 주로 간 재생기이며 간 및 담낭 배출제 역할을 하며 신장에 약
간의 친화력이 있습니다. 담즙산 통, 만성 알레르기, 만성 담낭 장애, 변비, 간 기능 부전, 노화 및 성적 장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로페라미드 [각인 ]
로페라미드는 가벼운 여행자 설사를 포함한 갑작스런 설사를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염증성 사발 질환 (예 :크론 병 및 궤양 성
대장염)이 있는 사람들의 만성 설사를 관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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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로즈 [각인 ]
록 로즈는 두려움에 대한 구제책이며, 따라서 바크 박사의 전통적인 위기 조합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록 로즈 상태는 더 일상적인
"물꽈리아재비속"또는 "붉은 밤나무"상태로 시작될 수 있지만,이 상태와 달리 공포에 휩싸여 의식적인 생각과 결정을 거의 불가능
하게 만듭니다. 이 치료법은 차분하함과 용기를 줍니다. 용기를 얻으면 두려움을 잊을 수 있습니다. 공포를 느끼거나 악몽을 꾼 후에
제안됩니다.

 록 워터 [각인 ]
록 워터는 극단으로 자아 억압과 극기를 취하는 사람들을위한 치료법입니다. 이 상태의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완벽하게
하려고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규칙과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엄격하고 가혹합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
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보통 행동의 제외일뿐입니다. 그들은 ''너도밤 나무'' 사람처럼 소리내어 비판하지 않으며 설득
("마편초속")하거나 명령( "포도나무")하지도 않습니다. 록 워터 치료법은 우리가 높은 이상을 갖거나 그것을 충족시키려는 시도를
막지 않습니다. 그것은...

 루르드 샘물 (프랑스 루르드 출신)  [각인 ]
치유의 물과 기적으로 유명한 루르드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루르드 동굴의 샘
물은 건강에 대한 진정한 미덕을 가지고 있으며 이 건강에 좋은 영향를 과학적으로 설명 할 수 없습니다. 뤼크 몽타니에 박사는 물의
초 저주파 전자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물을 둘러싼 환경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습
니다. 북미 류마티스 전문의인 에스더 M. 스턴버그는 "연민의 분위기 (루르드를 둘러싼)는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뇌에도 영향
을 미친다"고 말했...

 루스 톡시코덴드론 30CH  [각인 ]
포이즌 아이비라고도 알려진 루스 톡시코덴드론은 관절통과 같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된 증상을 완화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또한 운동 개선, 요통 및 뻣뻣함 감소, 습진 증상 감소, 가려움증 완화, 특정 유형의 구순포진 완화,
과민성 및 안절부절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루스 톡시코덴드론는 또한 피부 자극, 대상 포진 및 헤르페스를 관리하는데 사용
될 수 있습니다.

 루타 그레이브올렌스 30C [각인 ]
루타 그레이브올렌스는 장기간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염좌, 타박상, 뼈 부상 및 눈의 피로를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동
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또한 염증이 있는 관절, 통증, 통증 및 뻣뻣함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루타 그레이브올렌스는 관절염 통
증, 염좌 및 파행으로 애완 동물에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루테인 + 제아잔틴  [각인 ]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천연 카로티노이드 (즉, 식물에서 생성되는 색소)이자 강력한 항산화 제입니다. 이 두 가지 카로티노이드는 눈
을 보호하고 눈 건강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루테인 + 제아잔틴은 시력 상실, 노화 관련 황반 변성, 백내장, 당
뇨병 성 망막증, 눈 박리 및 포도막염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활성 산소 손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태양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루트 차크라(라이프) [PEMF]
물라다라라고도 알려진 루트 차크라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는 척추 기저부에 위치하며 위의 모든 차
크라에 대한 견고한 기초를 만듭니다.

 룸브로키나제 [각인 ]
[새로운] 룸브로키나제는 섬유소 분해 및 단백질 분해 특성을 가진 지렁이에서 파생된 효소입니다. 혈액 응고 예방, 염증 퇴치, 부신
피로 관련 증상 개선, 위 건강 지원, 심장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류 셴완 [각인 ]
류 셴완은 한약(TCM)에서 구내염, 인후염, 구순염 및 위열로 인한 기타 부종을 완화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IC는 인공 칼큘루수
스 보비스, 마가리타, 베놈 부포니스, 계관석, 보르네오룸 및 인공 모스쿠스로 만들어졌습니다. 류 셴완은 임신 중에 금지됩니다.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rock-ros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rock-water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lourdes-water-from-lourdes-franc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rhus-toxicodendron-30ch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ruta-graveolens-30c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lutein-zeaxanthi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root-chakra-rif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lumbrokinas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liu-shen-wan


 류 웨이 디 황완 [각인 ]
류 웨이 디 황완은 중국 전통 의학(TCM)에서 음과 신장에 영양을 공급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쇠약, 허리 통증, 다리
의 쇠약, 열, 야간 발한, 현기증, 정액 배출 및 소모성 갈증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류 웨이 디 황완은 활력과 신체 활력을
위한 것입니다. 이 IC는 레마니아 뿌리, 산수과 열매, 천산룡, 알리스마티스 리조마, 백복령 및 무탄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라이프) [PEMF]
류마티스 관절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복합체 [각인 ]
이 IC는자가 면역을 유도하는 장 투과성, 류마티스 관절염의 근본적인 면역 불균형 및 조절 장애가 있는 면역 활동으로 인한 염증을
해결합니다. 모든 유형의자가 면역 질환, 특히 근골격계와 일반적으로 통증이 관련된 질환에 대해이 IC 복합체를 고려하시오. 
성분:  IgG 면역 글로불린  메틸설포닐메탄  날트렉손  오메가 피쉬 오일  포자 기반 프로바이오틱

 류마티스 관절염 복합체 2.0  [각인 ]
이 IC는자가 면역을 유도하는 장 투과성, 류마티스 관절염의 근본적인 면역 불균형 및 조절 장애가있는 면역 활동으로 인한 염증을
해결합니다. 모든 유형의자가 면역 질환, 특히 근골격계와 일반적으로 통증이 관련된 질환에 대해이 IC 복합체를 고려하시오. 
성분: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덱사메타손  IgG 면역 글로불린  메틸설포닐메탄  날트렉손 및 1 그 외...

 류마티스 성 심장병 [각인 ]
- 
성분:  시프로플록사신  디클로페낙  트리메타지딘  아지트로마이신

 르닐 [각인 ]
르닐은 비뇨 생식기 (특히 요로)의 염증과 신장 결석으로 인한 손상된 요로를 돕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방광염 및 신결석증과 같이 결
석증이 있거나 없는 비뇨 계통 부위의 염증성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리라글루타이드 [각인 ]
리라글루타이드는 제 2 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데 사용됩니다. 비만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세드로네이트 [각인 ]
리세드로네이트는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하는 약물에 속하며 연령, 폐경 또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약물 (예:프레드니손)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있는 성인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뼈의 파 제트 병 (뼈 형성이 비정상적 임)을 치
료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리세드로네이트는 뼈 손실을 늦추어 강력한 뼈를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  [각인 ]
이 IC는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의 도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또한 환각제인 "산"으로 구어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효과
에는 일반적으로 변경된 생각, 감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환각제에서 기록된 최초의 IC이며 아직까지 그
효과에 대한 연구나 사용자 피드백이 없습니다.

 리스테리아 증 [각인 ]
리스테리아 증은 일반적으로 델리 육류, 부드러운 치즈, 저온 살균되지 않은 우유, 조리되지 않은 야채,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게네
스 박테리아에 오염 된 냉장 해산물과 같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식품 매개 질병입니다. 증상으로는 열, 근육통, 설사, 구토,
두통이 있습니다. 리스테리아 증은 임산부와 신생아, 노인,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에게 패혈증이나 수막염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리신 30C [각인 ]
광견병 결절에서 준비된 리신은 광견병 백신으로 인한 건강 또는 행동 문제를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또한 광
견병 백신을 준비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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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티로닌 나트륨 [각인 ]
리오티로닌 나트륨은 갑상선 호르몬인 트리요오드티로닌(T3)의 합성 버전입니다. 이 약물은 갑상선이 충분한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
하지 못하는 상태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비대해진 갑상샘(갑상선종)의 크기를 줄이고 갑상샘암을 치
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리포솜 글루타티온 [각인 ]
리포솜 글루타티온은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자유 라디칼과 중금속을 제거하며 염증을 조절하며 해독제이자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그것은 DNA를 만들고, 정자 세포를 형성하고, 비타민 C와 E를 재생하고, 간과 담낭이 지방을 처리하도록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
니다.

 리포좀 비타민 C  [각인 ]
비타민 C는 신체에 중요한 비타민이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기를 예방하며 천연 항히스타민 제이며 피부 건강을 개선하고 암과
싸우며 부신을 지원하며 집중력 부족을 완화하고 상처 치유에 필수적입니다.

 리포좀 비타민 D3 + K2  [각인 ]
리포솜 비타민 D3 + K2 조합은 뼈와 치아 지원을 제공하고 심장 건강을 증진하며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기분을 개선하고
뇌 안개를 없애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림프 및 부종 [각인 ]
이 IC 복합체는 부종과 부종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분:  민들레 잎 추출물  푸로세미드  림프계 조절기  림프절  쐐기풀 잎 및 1 그 외...

 림프 부종 림프 활성화 제 PEMF [PEMF]
이 PEMF는 모든 림프 문제를 치료하고 복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림프 흐름을 지원하고 막힌 림프 조직을 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은 다리를 돕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항상 PEMF를 전체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IC와 결합하시오.

 림프계 조절기 [PEMF]
이 IC는 림프 배수, 노드 및 림프구를 복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신, 뇌하수체 및 갑상선과 같은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하
고 방광 및 요도를 돕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림프계 지원 [PEMF]
림프계를 지원하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림프절 [각인 ]
림프절염은 선 질환 (림프 기관의 과도한 발달, 부종 및 감염 경향), 땀샘의 부종, 편도선 비대, 만성 편도선염, 습진, 두드러기, 다발성
비염 및 기관지 천식을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림프절 토닝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림프절 (임파선이라고도 함)을 조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림프절염 및 편도선염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림프절염과 편도선염에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 [각인 ]
마그네슘은 신체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고 뼈 건강에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은 보충제로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
들은 건강한 균형 잡힌 식습관에서 필요한 모든 마그네슘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그네슘 건강상의 이점 및 용도:마그네슘 및 기
타 미네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압을 낮출 수 있다는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일부 심장병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영국의학저널은 "마그네슘을 복용하는 것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 보려면 더 큰 연구가 필요
합니다."라고 경고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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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그네슘 구연산염 [각인 ]
마그네슘 구연산염은 구연산을 사용하는 킬레이트화 된 형태의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정상적인 생리 기능에 필수적인 미네랄
입니다. 혈압을 낮추고, 기분을 좋게하고, 혈당 수치를 관리하고, 갑상선 기능르 지원하며 심장병 위험을 줄이고, 편두통을 개선하고,
우울증을 치료하고, 수면 문제를 치료하고, 소화를 개선하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제산제와
완하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각인 ]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흡수하기 쉽고 위장에 부드럽게 작용하는 킬레이트화 된 형태의 마그네슘입니다. 혈압 수준을 낮추고, 심
장 건강을 지원하고, 제 2 형 당뇨병 위험을 줄이고, 골절 및 골다공증 위험을 낮추고, 편두통 빈도를 줄이고, 불면증을 완화하고, 기
분을 개선하고, 다음의 신진 대사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아미노산, 지방 및 에너지 생산에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 말레이트 [각인 ]
말산 마그네슘은 사과와 같은 많은 과일에서 발견되는 마그네슘과 말산의 조합입니다. 말산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흡수 개선, 두통 발
생 감소, 기분 향상, 에너지 생산 지원, 운동 수행 향상, 혈당 수치 관리, 만성 통증 감소, 섬유 근육통 퇴치, 만성 피로 증후군 퇴치 및
독성 금속 제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오로테이트 [각인 ]
마그네슘 오로테이트는 마그네슘과 오로트산(DNA 및 RNA 형성에 관여하는 천연 물질)으로 구성된 복합체입니다. 운동선수에게 인
기 있는 마그네슘 형태이며 심장병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오로테이트는 마그네슘의 가장 쉽게 흡수되는 형태입
니다. 심혈관 건강 지원, 체력 및 지구력 향상, 운동 성능 향상, 심장 에너지 생산 증가, 비정상적인 심장 박동 빈도 감소, 혈압 (고혈
압) 감소, 수면 개선, 소화 지원, 신경 및 근육 기능 지원, 뼈 건강을 촉진합니다.

 마그네슘 트레오네이트 [각인 ]
마그네슘 트레오네이트는 뇌에서 최적으로 흡수되고 활용되는 마그네슘의 형태입니다. 또 다른 성분은 마그네슘 리시네이트 / 글리
시네이트입니다. 이 제품에 포함 된 두 가지 형태의 마그네슘은 떨림, 파킨슨 병, 다발성 경화증 등과 같은 신경 학적 상태뿐만 아니라
불안을 치료하는데 최적입니다.

 마그네슘 플러스 [각인 ]
마그네슘 플러스에는 건강에 필수적인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은 생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킬레이트 형태
입니다. 마그네슘 플러스는 정상적인 산-염기 대사, DNA 합성, 전해질 균형, 결합 조직 형성 및 에너지 대사를 유지하는데 사용됩니
다. 또한 뼈와 치아의 발달 및 유지, 피부 건강, 면역 체계 조절, 정상적인 혈당 수치 및 근육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마
그네슘, 칼슘, 아연, 구리, 붕소, 망간, 몰리브덴, 크롬 및 셀레늄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마그네시아 포스포리카 3X [각인 ]
일반적으로 인산 마그네슘이라고 불리는 마그네시아 포스포리카는 주로 경련, 경련 및 통증에 사용되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근
육 경련, 근육통 및 경련, 작가의 경련, 좌골 신경통, 신경통, 생리통 및 경련, 마른 기침 (경련성 기침), 딸꾹질, 복통 및 근육 경직 (특
히 목)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누카 꿀 [각인 ]
마누카 꿀은 뉴질랜드와 호주가 원산지인 검은 꿀로 마누카 덤불의 꽃을 수분시키는 꿀벌에 의해 생산됩니다. 항박테리아, 항바이러
스, 항염, 노화방지, 항산화 특성이 있습니다. 항균 효과는 메틸글리옥살(MGO)로 알려진 활성 성분에서 비롯됩니다. 마누카 꿀은 영
양소가 풍부하고 구강 건강 개선, 치태 형성 방지, 치은염 치료 및 예방, 에너지 증진, 해독 지원, 인후통 진정, 상처 치유 개선, 염증
감소, 소화 문제 개선, 완화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위궤양 및 과민성 대장 증후군(IBS), 면역 체계 기능 지원, 수면 개선, 낭포...

 마늘 [각인 ]
마늘은 부추 속에 속하며 지하에서 전구 모양으로 자라는 식물입니다. 전통적으로 마늘은 수많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특성으로 인해
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늘은 죽상 동맥 경화증, 고 콜레스테롤, 관상 동맥 심장병, 고혈압, 감기 및 감염과 같은 여러 질환을 치료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신체의 독소를 정화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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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린 콜라겐 펩타이드 [각인 ]
[새로운] 마린 콜라겐 펩타이드는 생선, 특히 피부와 비늘에서 추출한 콜라겐입니다. 피부 건강을 지원하고, 머리카락과 손톱을 강화
하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눈에 보이는 노화 징후와 싸우고, 뼈 손실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이고,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뇌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스터 에너지 [PEMF]
이 IC는 모든 화학 및 에너지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복원하고 만성 질환으로 인해 신체가 고갈 될 때 신체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 정신적 피로, 호흡 곤란, 독성 노출, 스트레스 및 박테리아, 바이러스 및 곰팡이로 인한 손상을 돕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에너지는 장기의 모든 세포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로를 완화하고 에너지를 보충하는 다른 프
로토콜보다 먼저이 IC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시멜로 뿌리 [각인 ]
마시멜로 뿌리는 약용 특성으로 인해 수천 년 동안 약초로 사용되어 온 식물입니다. 소화기, 호흡기 및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침과 감기 치료, 염증 감소, 상처 치유, 피부 건강 증진, 통증 감소, 이뇨제 역할(수분 저류 감소), 소화 개선,
내장 내벽 복구 및 장 누수 증후군 예방, 심장 지원 건강, 구강 건조 및 타액 생성 개선, 위역류로부터 인후 보호, 박테리아 감염(방광
감염, 요로 감염 등) 퇴치, 피부 자극 진정에 도움이 됩니다.

 마음 치유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심장을 치유하고 심장 근육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과 정서적 지원 (라이프)  [PEMF]
정신적, 정서적 웰빙을 지원하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PEMF]
이 PEMF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호미니스 [각인 ]
마이코플라스마 호미니스는 질에 존재하는 박테리아 균주이며 골반 염증성 질환 및 기타 비뇨 생식기 감염의 원인입니다. 또한 융 모
양 막염과 산후 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호미니스는 인간의 병원성 가능성이 확실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마이코
플라스마 생식기 및 우레아플라스마 종과 같이 임상 적으로 가장 중요한 감염을 일으키는 4 가지 유형의 유기체 중 하나입니다. 마이
코플라스마 호미니스는 우레아플라즈마 우레알리티쿰과 마찬가지로 성인의 공생 비뇨 생식기 식물상의 일부를 형성 할 수 있는 기회
주의적 마이코플라스마입니다.

 마인드 지원 포뮬라 [각인 ]
마인드 지원 포뮬라는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물질인 등방성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인드 지원 포뮬라는 업무 성과
및 생산성을 높이고, 집중력을 높이고, 기억력을 날카롭게 하고,인지 능력 저하를 늦추고, 긍정적 인 생각을 촉진하고, 기억 상실의
진행을 늦추고, 신경 성장을 촉진하고, 정신 에너지를 강화하고, 활동을 증가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파 뇌파 (각성 이완 및
창의력 향상과 관련됨),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적 저항력 강화, 평온한 사고 방식 지원, 뇌 에너지 증가 및 기분 향상을 제공합니다. 이
IC...

 마전 30C [각인 ]
독 너트라고도 알려진 마전은 숙취와 풍부한 음식에 대한 과도한 방종에 대한 인기 있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이 치료법은 종종
매우 쌀쌀하고 긴장하고 짜증이 나고 과민한 경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이 치료법은 임신 중 소화 불량, 변비, 메스꺼움
및 구토, 스트레스, 두통, 편두통, 위염, 궤양, 속쓰림 및 비 효과적인 촉구로 인한 요로 감염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카 [각인 ]
페루 인삼이라고도 하는 마카는 페루 중부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리비도 / 성욕을 강화하고, 남성의 생식력을 높이고, 폐경기 증상
을 완화하고, 기분을 개선하고, 에너지와 지구력을 높이고, 기억력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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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키베리 [각인 ]
마키베리는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원산지인 짙은 보라색 과일이며 높은 항산화 함량과 건강에 유익한 특성으로 인해 슈퍼푸드로 간주
됩니다. 마키베리는 염증 퇴치, 혈당 수치 관리, 만성 질환 위험 감소, 심장병 예방, 눈 및 시력 건강 지원, 안구 건조 개선, 에너지 증
진, 장내 미생물총 개선, 피부 건강 지원 및 촉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노화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마편초 [각인 ]
마편초는 예리한 정의 감각을 가진 완벽주의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청신 에너지가 많고 일을 시작하면 그 에너지 끝까지 사용
하려고 합니다. 마편초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관점으로 설득해야 할 강한 욕구를 느낍니다. 그러
나 극단적으로 그들은 광신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고, 다른 관점을 들을 수 없으며, 휴식을 취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태에 있을 때이 치료법은 몸과 마음이 회복 될 수 있도록 균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항상 활동
할 필요를 느끼...

 만삼(당삼) [각인 ]
만삼라고도 알려진 당삼은 인삼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고(더 부드럽지만) 저렴하기 때문에 "가난한 인삼"이라고도 불리는 중국식
말린 뿌리입니다. 당삼은 비장을 강화하고, 기를 강화하고, 소화를 개선하고, 면역 체계 기능을 강화하고,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으로
부터 암 환자를 보호하고, 혈압을 조절하고,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고, 갈증을 줄이고, 폐를 강화하고 호흡을 개선하는데 사용될 수 있
습니다. 또한 쇠약, 식욕 부진 및 식욕 부진, 만성 설사, 심장 두근거림, 당뇨병 및 천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관절 또는 인대 통증 [PEMF]
이 PEMF는 만성 관절 또는 인대 통증을 돕는 필수 주파수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만성 방광염(라이프) [PEMF]
만성 방광염(방광 염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만성 속쓰림(만성) [PEMF]
만성 속쓰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만성 신장 질환 [각인 ]
- 
성분:  매자나무  포괄적 인 부신 지원 영양소  인삼  신장 및 방광 지원  태반 합성물 및 3 그 외...

 만성 십이지장 염 [각인 ]
- 
성분:  드로타베린  판크레아틴

 만성 턱 골염 [각인 ]
만성 턱 골염의 주요 징후에는 증상이 있거나 없는 만성 턱뼈 붕괴 (통증, 부기, 고름 형성), 일반적인 뼈 애정 (염증, 괴사, 부식), 피
로, 근육 및 관절통, 편두통, 고혈압 또는 저혈압, 심계항진, 신장 및 심장 질환, 만성 전신 염증 및 알레르기, 자율 신경 기능 장애, 수
면 장애, 불안, 민감성 및 무력감입니다.

 만성 폐색성 폐질환 [각인 ]
- 
성분: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아지트로마이신  쇠고기 폐선  기관지 천식  데슬로라타딘 및 1 그 외...

 만성 피부 궤양 [각인 ]
- 
성분:  알로에 베라 젤  클라리스로마이신  완전한 콜라겐 펩타이드 블렌드  성장 호르몬  프레드니솔론 및 1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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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 피부 상태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만성 피부 질환과 질병에 도움을 줍니다.

 만족 (서드 아이 차크라) [PEMF]
제 3의 눈 차크라는 자율 신경계 / 뇌하수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령력, 정신적인 에너지, 더 높은 직관 및 빛의 중심입니다.
서드 아이 차크라는 뇌하수체, 송과선, 두개골, 눈, 뇌, 신경계 및 감각을 관리합니다. 이 비장과 위 경락의 중심입니다. 만족스러운 상
태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긍정적인 삶의 방식과 긍정적인 의사 결정, 통찰력, 직관, 인식 및 안내로 전환됩니다. 서드 아이 차크라의 문
제는 투시력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 IC는 녹내장, 두통, 신경 학적 문제, 소뇌, 코, 뇌하수체, 중추 신경계 및 왼쪽 눈에...

 말꼬리 [각인 ]
말꼬리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부터 약용으로 사용되어 온 허브입니다. 말꼬리와 관련된 건강상의 이점 중 일부에는 상처 치유 촉
진, 요로 감염 도움, 이뇨제 역할, 손톱 건강 개선, 감염 퇴치, 출혈 중지, 통증 감소, 모발 성장 촉진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 탈
모, 결핵, 황달, 간염, 신장 및 방광 문제, 관절 질환, 통풍, 골관절염, 동상, 체중 감소 및 월경이 많은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꼬리는 항 염증 및 항산화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더듬 (라이프) [PEMF]
일상적인 유창함과 말의 흐름에 문제가 있는 언어 장애인 말더듬 (말더듬기 또는 담화 부전라고도 함)을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
파수입니다.

 말라르-N 200C (말라리아)  [각인 ]
말라르-N은 말라리아 노조드를 사용하여 준비되며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도록하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말라리아 전염이 발생하
는 곳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말라세지아 푸르푸르(라이프) [PEMF]
말라세지아 푸르푸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말린 아보카도 [각인 ]
말린 아보카도에는 지방산 산화를 억제하고 포도당 내성과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진 아보카도에서만 발견할 수 있
는 지방 분자의 혼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린 아보카도는 당뇨병 퇴치, 신진 대사 개선, 에너지 수준 향상, 체중 관리 지원, 비만
퇴치 및 면역 체계 기능 향상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말린 아보카도(페르시아 아메리카나)와 크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말차 녹차 [각인 ]
말차는 동백나무 식물에서 나오는 일종의 녹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르게 재배되고 일반적인 녹차와 비교하여 독특한 영양 프로
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차는 일반 녹차와 달리 찻잎 전체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더 많은 양의 카페인과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
고 있습니다. 말차는 간을 보호하고, 혈압을 낮추고, 집중력과 인지력을 높이고,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고, 심장 건강을 촉진하고, 콜
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암을 예방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중 감소를 촉진하고, 에너지를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IC...

 망간 (구연산염) [각인 ]
망간 (구연산염)은 구연산을 사용하는 킬레이트화 된 형태의 망간입니다. 망간은 신체의 다양한 효소 과정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뇌
기능에 필수적인 미량 무기질입니다. 뼈 건강 개선 (발달 및 유지), 염증 감소, 혈당 수치 관리, 세포 건강 지원, 심장 건강 지원, 영양
소 대사 촉진, 뇌 기능 증진, 갑상선 건강 지원 및 상처 치유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망막 치유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망막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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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독 [각인 ]
매독의 징후에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면역 억제가 포함됩니다: 생식 기관, 신경, 뼈 및 점막의 애정; 불면증; 심한 불면증(너무 일찍 또
는 한밤중에 깨는 것); 정신적 육체적 피로(특히 아침에); 요실금(빈도, 극심한 통증, 요실금); 두통; 만성 염증(성기, 뇌, 신경, 심장, 혈
관, 눈, 귀, 코, 인후/편도선, 성대, 위, 간, 림프계, 피부, 뼈 및 관절); 궤양; 피부 발진, 모든 부위의 통증, 신경 손상 및 마비; 감각 상실;
근육 조절의 어려움; 경련 수축 및 경련; 다리 및 음식 경련; 얼굴과 혀의 경련 또는 마...

 매일 B와 함께 [각인 ]
매일 영양 지원입니다. 
성분:  필수 오메가 -3  미네랄 그린 슈퍼 푸드  고급 다중 미네랄 포뮬라  알파-리포산  비오틴 및 4 그 외...

 매자나무 [각인 ]
경련, 산통 및 불편함을 포함하여 비뇨 생식기 부위의 경미한 염증 및 자극을 일시적으로 완화합니다. 간 및 담낭 질환, 류마티스 및
대사성 관절 질환, 건성 피부 발진, 신장 및 방광 질환 (신염, 신 결석증, 방광염, 요도염), 간 및 신장 염증, 신장 및 방광 장애, 요산 침
착 신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맥스 콤플렉스(동물용) [각인 ]
맥스 콤플렉스는 중국 전통 수의학에서 개, 고양이, 말의 종양, 덩어리, 결절 및 피부 덩어리를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한약을 혼합한 것
입니다. 이 IC는 쌍떡잎식물, 황대차, 도라지, 물리, 하늘타리, 프루넬라, 중국 현삼, 패모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맨 파워 2.0 [각인 ]
- 
성분:  DHEA  프레그네놀론  아나스트라졸  실데나필  테스토스테론

 맹 다 크라톰 [각인 ]
크라톰은 동남아시아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열대 나무이며 그 잎은 전통적으로 약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편 유사 제 및 각성제
와 유사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크라톰 잎에는 뇌의 오피오이드 수용체와 상호 작용하여 진정, 즐거움을 유발하고 통증을 줄
이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라톰에는 다양한 계통이 있으며 모두 신체에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맹 다 크라톰은 매우 강력
하고 알칼로이드가 풍부한 크라톰의 인기있는 유형입니다. (만성) 통증 완화, 에너지 증진, 이완, 집중력 및 집중력 향상, 기분 향상,
수면 장애 치료, ...

 맹장염 괴사 [각인 ]
맹장염 괴사는 위장관의 만성 염증이며 소화 장애, 기억력 및 집중력 문제, 장내 세균총의 불균형, 만성 변비, 설사, 가스, 림프절 비
대, 백혈구 증가, 오른쪽 아래의 압통 및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복부, 발열, 식욕 부진 및 크론 병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머스타드 [각인 ]
겨자는 맑고 푸른 하늘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내려 오는 깊은 우울과 우울증에 대한 치료법입니다. 이주의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행
복하고 만족해야 하는 모든 이유를 나열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검게 보이고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겨자 치료법은 우리 삶의 기쁨과
평화를 다시 한 번 감사 할 수 있도록 구름을 없애는데 도움이 됩니다. 명백한 이유 없이 우울함을 느낄 때 제안됩니다.

 머위 [각인 ]
머위는 다년생 식물로 중국 전통 의학과 서양 약초학에서 주로 호흡기 감염, 인후통 및 만성 기침을 치료합니다. 또한 염증을 줄이고
면역 체계 기능을 강화하며 뇌 건강을 증진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멀구슬 오일 [각인 ]
멀구슬 오일은 약용 식물로 알려진 열대 님 나무에서 추출됩니다. 멀구슬 오일은 혈당 수치 감소 (제 2 형 당뇨병), 위궤양 치료, 박테
리아 죽이기, 구강 내 플라크 형성 방지와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중국 전통 의학 및 아유르베다 의학 종사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듬, 손발톱 및 발 곰팡이, 여드름, 눈 문제 및 건성 피부를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멀구슬 오일은 모발 건강과 성장을
촉진하고, 주름을 줄이고, 흉터를 줄이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식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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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린 잎 [각인 ]
뮬레인은 수천 년 동안 약초에서 사용되어 온 식물입니다. 잎은 완화제 역할을 하며 이는 신체 점막의 자극을 완화시키는 물질입니
다. 멀린 잎은 상기도 감염, 기침, 기관지염, 귀 통증, 감기, 오한, 독감, 발열, 편도선염, 폐의 점액, 천식 및 피부 상태를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안을 줄이고 진정을 촉진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멀미 [각인 ]
이것은 멀미에 대한 조합입니다. 
성분:  신나리진  디멘히드리네이트  생강 뿌리  NUX 보미카  트리메타지딘 및 1 그 외...

 메도리눔 [각인 ]
메도리눔은 골관절염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치료법으로 허리 통증, 어깨 통증, 다리 통증, 걸을 때 회전하
는 발목, 손과 발의 타는듯한 통증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도리눔은 또한 약한 면역 체계, 만성 골반 장애, 난소 통증, 고
통스러운 월경, 성관계 때 아픔 (여성), 위궤양, 조직 변화, 낭종, 폴립, 전립선 비대, 신장 및 복부의 복통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
다. 만성 습진, 담낭 및 간 문제, 근육 및 신경통, 당뇨병, 불면증, 포기에 대한 두려움, 균형 잡힌 삶을 위한 능력 부족...

 메도리눔 30CH [각인 ]
임질 결절에서 준비된 메도리눔은 부인과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동종 요법 치료법입니다. 악취와
함께 생리 마노은 양으로 고통받는 여성에게 탁월한 치료법입니다. 그러한 여성은 또한 부드러운 유방을 가진 동안 자궁 경부에서 강
렬한 민감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메도리눔은 또한 분홍색 눈, 결막염, 임질, 사마귀, 습진, 라이터 증후군, 관절염, 천식, 두통, 난소
통증, 만성 골반 질환, 요로 감염, 고환 통증, 생식기 사마귀 및 헤르페스, 비염과 부비강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메르쿠리우스 [각인 ]
메르쿠리우스는 화농 (예:고름 형성 과정), 농양, 치은염, 구내염 (예:입과 입술의 염증), 비 인두 카타르, 부비강 카타르 및 담관염에
도움이되는 동종 요법 치료법입니다.

 메모리 부스트 - 40Hz 바이노럴 비트  [녹음된]
40Hz의 바이노럴 비트는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기분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모리 인핸서 [각인 ]
이 IC는 빈포세틴, 아세틸 L 카니틴, 후페리진 A, L-글루타민, L-타이로신, 포스파티딜세린, 피리독신하이드로클로라이드, 메틸코발
아민의 조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뇌보약의 에이전트는 인지 기능, 기억력, 창의성 및 경영진 수준의 뇌 기능의 기타 측면을 향상시
키는 것으로 밝혀진 영양소입니다. 이 공식은 뇌 기능을 최적화하고, 뇌의 에너지 활용을 향상시키고, 일반적으로 정신 기능을 최적
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향제를 결합합니다. 단기 또는 장기 기억 장애, 알츠하이머 병 또는 기타 형태의 치매, 그리고 일반적인 기억
력과 창의력...

 메모리 지원 [PEMF]
기억력 지원은 인지 부족 문제 제거, 스트레스 감소, 장기 기억 및 인지 기능 지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메모리(라이프) [PEMF]
기억과 뇌 안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메베베린 [각인 ]
메베베린은 복통 및 경련, 팽만감, 설사 또는 변비, 헛배와 같은 과민성 보울 증후군 (IBS)과 관련된 증상을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메스꺼움 (라이프) [PEMF]
메스꺼움, 구토 및 경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메스꺼움 및 구토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메스꺼움과 구토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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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돈 [각인 ]
메타돈은 만성 통증 관리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오이드 진통제입니다. 또한 남용되는 다른 오피오이드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하는데 사용됩니다. 알코올과 함께 메타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음주 후 6 시간 이내에
메타돈 IC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메토트렉세이트 [각인 ]
메토트렉세이트는 일부 암 및 자가면역 질환의 치료를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면역억제제입니다. 백혈병, 신생물 또는 양성 종양에
대한 화학요법 치료에 고용량으로 처방됩니다. 소량의 메토트렉세이트는 건선, 류마티스 관절염 및 크론병을 포함한 염증 상태에 가
장 자주 투여됩니다.

 메트로 아드넥스 [각인 ]
메트로 아드넥스는 팽만감, 월경통, 질염을 포함한 경미한 월경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소염 및 골반 염증성 질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트로니다졸 [각인 ]
메트로니다졸은 항생제 및 항원충제입니다. 심장, 위, 대장, 간, 폐, 질, 피부, 뇌, 척수 및 관절의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또한 경미한 C. 디피실리, 편모충증, 트리코모나스 증(기생충에 의해 유발되는 성병) 및 기타 원충 감염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트로니다졸은 개, 고양이 및 말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트포르민 [각인 ]
메트포르민은 제 2 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관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틸렌 블루 [각인 ]
메틸렌 블루는 특정 미생물을 염색하고 비활성화하기 위해 처음 개발된 염료입니다. 또한 1891 년에 말라리아를 치료하는데 사용 된
최초의 인간 시험 화학 요법 약물 중 하나였습니다. 대체 방법으로 대체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조직 병리학에서 염색 준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메틸렌 블루는 고리 시스템이 감소된 다른 많은 페노티아진 약물과 달리 산화된 페노티아진 고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
다. 이 차이는 화학 구조의 각도를 증가시키고 링 시스템에 양전하를 부여하기 때문에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메틸렌 블
루가 막 및 세포 내...

 메틸설포닐메탄 [각인 ]
메틸설포닐메탄 (MSM)은 모든 유형의 통증, 특히 관절염 통증에 사용됩니다. 또한 알레르기 및 건초열 치료에도 필수적입니다.
MSM은 암 환자의 체중 감소로 이어지는 사이토 카인을 억제하기 때문에 암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MSM은 모발 성장을 촉진하고 스
포츠 부상으로 인한 회복 속도를 높이며 간질 성 방광염이라고하는 만성 방광 통증 상태를 치료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메틸코발라민 E [각인 ]
메틸코발라민 E는 활성화 된 형태의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는 세포 분열과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B12가 더 많이 필
요할 수 있으므로 채식주의 자뿐만 아니라 노인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메틸 코발라민 E는 에너지 대사에 중요하며 적혈구 생성, 비타
민 b12 결핍 예방, 면역 체계 기능 강화, 피로 감소, 지방 및 탄수화물 대사 지원, 뇌 및 심장 건강 지원, 심리적 웰빙 지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경계 기능도 지원합니다.

 메틸코발라민(비타민 B12) [각인 ]
[새로운] 메틸코발라민은 천연 형태의 비타민 B12이며 건강한 신경계 기능 지원, 적혈구 생성, DNA 생성 지원, 에너지 증진에 도움
이 될 수 있습니다.

 메틸프레드니솔론 [각인 ]
메틸프레드니솔론은 관절염 및 기타 관절 장애로 인한 통증과 부종을 치료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합성 글루코코르티코이드입니다.
체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방출을 막는 스테로이드입니다. 메틸프레드니솔론은 또한 혈액 장애, 특정 암, 눈 상태, 피부/장/신장/
폐 질환 및 면역 체계 장애와 같은 다양한 기타 상태를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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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틸화 지원 [각인 ]
메틸화 지원은 최적의 메틸화를 지원하고 건강한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가 탄수화물, 지
방 및 단백질을 대사하고 조직과 적혈구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메틸화 지원은 심혈관 및 신경 건강을 지원하고 에스
트로겐, 도파민, 에피네프린, 중금속 및 환경 독소의 건강한 메틸화를 유지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IC는 칼슘 폴리네이트, 트리메틸글
리신, 비타민 B12, 비타민 B6 및 비타민 B2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멜라노탄 II 펩타이드  [각인 ]
멜라노탄 II 펩타이드는 알파-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α-MSH)의 합성 유사체입니다. 근육 경도 증가, 제지방 체중 증가, 체중 감소
증가, 배고픔 감소, 멜라닌 생성 증가, 어두운 피부 색소 침착 촉진, 성욕 증가, 남성 발기 강화, 강박/중독 행동 감소, 어린 아동의 자
폐증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멜라토닌 [각인 ]
멜라토닌은 인간의 송과선에 의해 합성되어 동물과 식물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의 효과는 복잡하고 잘 이해되지 않
지만, 수면 및 깨어남주기 및 기타 일주기 리듬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은 일주기 리듬 장애의 가능한 치료법으로
연구되었으며 시차로 인한 수면 장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장려하기 위해 뇌의 화학 수용체를 촉발
하여 작동합니다. 멜라토닌은 알레르기가 있거나 약물 성분에 민감하거나 면역 체계, 신장 또는 간 문제가있는 사람들에게는 권장되
지 않습니다. 멜라토닌을 복용...

 멜라토닌 [각인 ]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암, 특히 호르몬에 민감한 암의 예방과 치료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는 매우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세포 수용체에서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의 작용을 유익하게 조절합니다. 멜
라토닌은 또한 암 줄기 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억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뇌 항산화 제, 수은 킬레이트 제 및 일주기 조절제로서 멜
라토닌의 역할 이외에도 있습니다. 이 특정 IC에는 암 및 관련 멜라토닌 혜택에 적합한 용량 인 60mg 멜라토닌에 대한 정보가 있지
만, 수면 유도에...

 면역 [PEMF]
이 PEMF는 면역 체계 기능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과 싸우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역 PEMF
와 트라우마 PEMF를 결합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면역 지원을 위해 베타글루칸, 날트렉손, 우미페노비르와 같은 IC
를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마시오.

 면역 강화 [각인 ]
이 컬렉션은 세포 및 체액 성 면역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것이며 급성 및 만성 감염성 질환 모두에 적합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종
류의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에게도 표시됩니다. 또한 여행 관련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여행 전과 여행 중에 이것을 고려하시오. 
성분:  AHCC  L- 글루타민  유기 게르마늄 (게르마늄 세스퀴옥사이드)  포자 기반 프로바이오틱  흉선 추출물 및 1 그 외...

 면역 강화 [PEMF]
이 IC는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 감염과 싸우기 위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면역 강화 포뮬라 [각인 ]
- 
성분:  커큐민 + DHA + 생강  펩타이드-미네랄 연체 동물 가수 분해물  해양 식물성 플랑크톤  슈퍼 버섯 콤플렉스  차가 버
섯 + 실라짓 및 10 그 외...

 면역 강화 프리바이오틱 + 프로바이오틱  [각인 ]
면역 강화 프리바이오틱 + 프로바이오틱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건강한 소화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
바이오틱스의 혼합물입니다. 이 IC는 LH01-미오바이러스과, LL5-시포바이러스과, T4D-미오바이러스과, LL12-미오바이러스과,
고초균 (DE111), 바실러스 응고제,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및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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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 밸런서 [각인 ]
엔돌핀을 지원하는 Th1 / Th2. 
성분:  L- 글루타민  리포솜 글루타티온  날트렉손  나이아신아미드

 면역 부스터 익스트림 [각인 ]
이 IC 복합체는 면역 체계를 자극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기와 독감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및
면역 지원 I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분:  아지트로마이신  우미페노비르  IgG 면역 글로불린  베타 글루칸  갈륨 및 1 그 외...

 면역 세포 부스터 [각인 ]
면역 세포 부스터는 특히 스트레스가 증가할 때 면역 체계 기능을 강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L-글루타민, L-아르기닌,
N-아세틸 L-시스테인, L-알라닐 L-글루타민, 알파 리포산 및 소 초유로 만들어졌습니다.

 면역 시스템 2.0  [PEMF]
이 PEMF는 면역 체계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면역 시스템 부스트 [각인 ]
면역 시스템 부스트는 건강한 면역 체계를 촉진합니다. 격렬한 운동 중과 운동 후 면역 세포 활성화, 정상적인 기능 면역 체계 유지,
감기 및 독감 퇴치,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비타민 C, 비타민 D3, 아연, 시트러스 바이오
플라보노이드, 엘더베리, 레몬 밤, 알로에 베라, 잎새 버섯, 타이가 뿌리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면역 증진-천심련 [각인 ]
천심련은 중국 전통 의학과 아유베르다에서 오랫동안 사용되는 허브입니다. "인도 에키네시아"라고도합니다. 항 바이러스, 항 박테
리아, 항진균, 항 염증, 항산화, 항 당뇨, 면역 강화 작용을 합니다.

 면역 지원 [PEMF]
이 IC는 외부 침입자와 내부 교란의 영향에 저항하는 방어 시스템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 세포 생성을 돕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면역 지원 [각인 ]
면역 체계는 신체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합니다. 이는 충분한 에너지와 비타민, 미량 원소 및 식물성 영양소 (미
량 영양소로 알려짐)의 공급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균형 잡힌 식습관은 면역 체계에 필요한 미량 영양소가 공급되도록 보장합
니다. 그러나 특정 스트레스 상황은 급성 및 만성 감염의 경우, 화학 요법 및 방사선 요법 후, 수술 후 또는 회복기 노년기와 같은 미량
영양소의 필요성을 증가시킵니다. 면역 지원은 면역 체계에 필요한 비타민, 미량 원소 및 식물성 영양소의 조합을 제공하므로 영양
관련 면역 ...

 면역 체계 [각인 ]
- 
성분: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노니  가시여지

 면역 체계 지원 [각인 ]
면역 체계 지원은 특히 계절 변화 동안 건강한 면역 체계를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및 셀레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면역 체계 화성화 [PEMF]
면역 체계를 화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면역 킥 스타트 [PEMF]
이 IC는 면역 관련 문제에 적합합니다. 병원체 저항성과 환경 독소를 다룰 때 면역 기능을 재확립하고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
니다. 이 IC는 또한 전자기 방사선에 과다 노출 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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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을위한 버섯 [각인 ]
면역을위한 버섯은 건강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10 가지 이상의 약용 버섯의 조합입니다. 자연 살해 세포, T 세포, 대 식세포 활동
및 사이토 카인 생산을 지원할뿐만 아니라 면역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아몬드, 노루궁뎅이버섯, 팽이버섯,
아티스트 콘크,흰목이버섯추출물, 아삼 버섯, 중국 루트, 그리폴라, 굴,마이타케, 동충하초, 칠면조 꼬리, 표고버섯, 담자균 추출로 만
들어졌습니다.

 명상 주파수 369Hz [녹음된]
이 녹음된 IC에는 명상 중에 사용할 수 있는 369Hz의 단일 주파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차분한 상태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상 주파수 432Hz [녹음된]
이 녹음된 IC에는 명상이나 요가 중에 사용할 수있는 432Hz의 단일 주파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상 주파수 444Hz [녹음된]
이 녹음된 IC에는 명상 중에 사용할 수 있는 444Hz의 단일 주파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평화를 느끼며, 몸과
마음에 기분 좋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명상 치료제 [각인 ]
명상 치료제는 자신의 자신을 깨우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종교적 또는 영적 실천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합니다. 또한이 치료법
은 심령 보호를 제공하면서 '상위 자아'에 대한 접근을 개선합니다. 명상 치료제는 또한 오라를 치유하고, 직관력을 높이고, 텔레파시
의사 소통을 개선하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도록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명상을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극 권장됩니다. 이 IC는 로벨
리아, 보로니아, 부시 후쿠시아, 부시 아이리스, 프린지 바이올렛, 그린 스파이더 오키드, 리드 릴리의 꽃 에센스로 제작되었습니다.

 모기 구충제 [각인 ]
모기 구충제는 모기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로즈마리 오일, 제라늄 오일, 민트 오일, 시트로넬라
오일, 페퍼민트 오일, 정향 오일 및 계피 오일을 포함한 다양한 천연 에센셜 오일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더나 백신 부작용 감소기 4.0  [각인 ]
이 IC는 모더나 mRNA 백신 부작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분:  피크노제놀  우미페노비르  헤파린(주사)  덱사메타손  세티리진 염산염 및 1 그 외...

 모든 관절의 통증 [PEMF]
이 PEMF는 만성 관절통을 치료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외상, 척추 및 관절통과 같은 PEMF를 결합합니다. 어떤 관절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IC를 아프게하는 관절에 IC Pad를 올려 놓기만 하면됩니다. 이것은 공동 지원 IC와 결합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석류 [각인 ]
모든 석류에는 석류의 과일, 꽃 및 씨앗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류는 가장 건강에 좋은 과일 중 하나이며 영양소 (섬유질, 칼륨, 비타
민 C, 비타민 K 등)와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염증 감소, 고혈압 감소, 전립선 및 유방암 퇴치, 노화 징후 감소, 장수 촉진, 관절염 및
관절통 퇴치, 심장 질환 위험 감소, 발기 부전 치료, 혈당 수치 관리, 박테리아 퇴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는, 곰팡이 감염, 기억력
향상, 운동 성능 향상, 호르몬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모르빌리넘 1M [각인 ]
홍역 결절인 모르빌리넘은 홍역의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또한
피부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낮은 효능을 얻으려면 "MORB 200C"를 사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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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핀 [각인 ]
오피오이드 진통제입니다. 아편 유사 제는 때때로 마약이라고합니다. 모르핀은 중등도에서 중증의 통증을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통증에 필요한 경우 단기 작용 제제를 복용합니다. 심한 천식이나 호흡 문제, 위 또는 장의 막힘, 마비 성 장폐색이라고하는 장폐색이
있는 경우 모르핀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링가 잎 [각인 ]
"기적의 나무" 또는 "드럼스틱 나무"라고도 알려진 모링가 나무는 인도 북부가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이 식물의 잎, 꽃, 씨앗 및 뿌리
는 약효로 인해 수세기 동안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슈퍼 푸드로 간주되며 아유르베다 치유의 일부입니다. 잎에는 비타민, 영양소
및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모링가 잎은 에너지 증진 및 피로 해소, 혈압 감소, 염증 감소, 건강한 노화 촉진, 모유 생산 증가, 근육 회
복 및 생성, 관절 통증 감소, 관절염 관련 증상 감소, 소화기 건강 개선, 변비 완화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는 갑상선 건강 개선...

 모모르디카 [각인 ]
모모르디카는 소화 불량, 설사, 메스꺼움, 구토, 헛배 부름, 위 및 십이지장 궤양, 산통, 상복부 통증, 팽만감 및 소화 불량과 같은 췌장
기능 장애와 관련된 증상을 일시적으로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췌장 섬유증, 췌장염 및 혈소판 감소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
다.

 모발 성장 [각인 ]
모발 성장에 초점을 맞춘 영양 셀렉션입니다. 
성분:  5 - 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  비오틴  피나스테리드  아르기닌 피로글루타메이트 라이신  성장 호르몬

 모발 성장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모발 성장과 모발 재생을 돕습니다.

 모세 혈관 장애 [각인 ]
- 
성분:  아세틸살리실산  디클로페낙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모터 재활 [PEMF]
이 PEMF는 인간의 운동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목과 어깨 긴장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목과 어깨의 긴장을 위한 것입니다.

 목마황속 [각인 ]
목마황속 에센스는 여성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웰빙 감을 가져 오는데 유용합니다. 또한이 에센스는 불임에 대해 고민하는 여성에게
도 도움이 됩니다. 이 IC는 참나무 꽃을 플란넬 꽃과 함께 사용하면 임신을 방해하는 업장 패턴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목
마황속 꽃 에센스를 사용하여 여성의 균형을 회복 할 수 있습니다.

 목향 [각인 ]
말-치유라고도 알려진 목향은 해바라기과의 식물 종입니다. 이 식물의 뿌리는 약효로 알려져 있으며 호흡기 강화 및 지원, 기침 예방,
가래 완화, 위장 기능 개선, 메스꺼움 및 설사 치료, 장에 서식하는 기생충 제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몬테레이 사이프레스 [각인 ]
몬테레이 사이프레스 꽃 에센스는 지치고 낡은 느낌을 받는 사람들에게 탁월합니다. 이 에센스는 새로운 열정, 지구력 및 내면의 힘
을 가져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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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드 믹스 [PEMF]
이 PEMF는 어떤 금형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 모든 유형의 금형을 제거하기 위한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IC Pad는 장 부위 또는 증상이
발생하는 기타 부위 또는 모든 유형의 곰팡이 발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PEMF를 PEMF "금형 및 곰팡이 일반"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금형 관련 라이프 주파수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독 반응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물을 마셔야합니다. 이 IC는 적어
도 몇 주 동안 매일 사용해야합니다.

 몰드 바인더 [각인 ]
마이코톡신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요법입니다. 
성분:  활성탄  바이오필름 버스터  콜레스티라민  디클로페낙  플루코나졸

 몰리브덴 [각인 ]
몰리브덴은 많은 효소의 적절한 기능을위한 필수 미량 영양소입니다. 구리 및 자유 라디칼 해독을 돕고 치아를 강화하며 암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몰약 껌 [각인 ]
몰약이라고도 알려진 몰약껌은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의 일부가 원산지인 콤미포라 속의 꽃이 만발한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과 같
은 물질입니다. 그것은 항산화 및 항암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전통 중국 의학과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
다. 몰약 껌은 염증 감소, 감염 퇴치, 통증 및 부종 감소, 잇몸 건강 개선, 간 보호,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상처 치유 지원, 피부 상태
(예: 습진, 욕창, 여드름 등)를 개선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양, 천식, 인후통, 소화기 문제, 근육 경련, 구내염 및 심한 ...

 몸 소금 정화 [각인 ]
- 
성분:  알로퓨리놀  알렌드로네이트 나트륨  노니

 무 코르 무세도 [PEMF]
이 PEMF는 곰팡이 (곰팡이) 감염의 일종인 털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한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IC Pad는 장 부위 또는 증상이 발생하
는 기타 부위 또는 모든 유형의 곰팡이 발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곰팡이에는 몇 가지 다른 유형이 있으므로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
면이 PEMF를 다른 PEMF (아래에 나열 됨)와 함께 다음 순서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털곰팡이 뮤세도 2. 털곰팡이 플람베
우스 3. 털곰팡이 라세모시스 4. 균상식육종 (털곰팡이 가족과는 다르지만 털곰팡이 감염이 발생할 때 종종 나타남) 해독 반응을 피...

 무게 정상화 [각인 ]
- 
성분:  델타 수면 유도 펩티드  메트포르민  체중 정상화

 무릎 통증 완화 [PEMF]
무릎 통증 완화는 염증을 제거하고 활력을 회복하며 활액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사용되는 일련의 빈도로 구성된 무릎 통증 치료제입
니다. 또한 근육, 활막 및 결합 조직, 관절낭, 말초 신경, 연골 및 골막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뼈 골절이나 반월 상 연
골 파열로 무릎이 손상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월경 (로얄 라이프) [PEMF]
무월경 (생리 없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물라 물라 [각인 ]
물라 물라 꽃 에센스는 열이나 화재로 인한 파괴적인 화상으로부터 개인적인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 에센스는 불이나 화염 (종종
전생)을 두려워하고 불과 태양 광선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불과 열에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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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시나제 억제제 [각인 ]
그레그 나이 박사는 뮤시나제라고 하는 박테리아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이 허브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 효소는 소화관을 둘
러싸고 있는 점액에서 발견되는 황을 추출하여 황화수소 가스를 생성하는데 사용합니다. 식사 후에도 가스와 복부 팽만감을 느낄 때
이 뮤시나제 효소의 활성이 근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생강 뿌리 추출물, 오레가노 추출물, 블랙 커민 가루, 후추 추출물 및
감초 뿌리 추출물로 만들어졌습니다.

 미끄러운 느릅나무 껍질 [각인 ]
미끄러운 느릅나무 또는 울무스 루브라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느릅나무의 일종으로 나무 껍질은 수세기 동안 아메리카 원주민에
의해 약초로 사용되었습니다. 완화제로 식도, 위, 내장의 점막을 덮을 수 있습니다. 느릅나무 껍질은 스트레스와 불안 완화, 건선 증
상 치료, 소화 개선, 위식도 역류 질환(GERD) 감소, 과민성 대장 증후군(IBS) 및 염증성 장 질환(IBD) 증상 감소, 기침 진정 및 인후
염, 요로 및 방광 감염을 치료합니다.

 미네랄 그린 슈퍼 푸드 [각인 ]
이 IC는스피룰리나, 클로렐라, 조류, 알팔파 잔디, 민들레 잎, 소화 효소 및 프로바이오틱스의 혼합과 같은 녹색 슈퍼 푸드 영양 미네
랄 보충제로 만들어졌습니다.

 미네랄 컴플렉스 [각인 ]
미네랄 콤플렉스는 건강을 악화시킬 수있는 미네랄 결핍을 예방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IC는 비타민 D3, 붕소, 칼슘, 크롬, 구리, 요오
드, 마그네슘, 망간, 몰리브덴, 칼륨, 셀레늄, 실리콘, 바나듐 및 아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미물루스 [각인 ]
미물루스는 알려진 두려움에 대한 치료법입니다. 무언가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 할 때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설명할 수있을 때
미물루스가 취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미물루스의 두려움은 대중 연설에 대한 두려움, 어둠에 대한 두려움, 공격적인 개에 대한 두
려움, 질병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 등 일상의 두려움입니다. 공포증의 원인 (거미, 새 또는 열린 공간)을 지정할 수 있다면 공포증은 미
물루스 공포일 수도 있습니다. 공포증이 실제 공포를 일으키는 곳에서는 "록로즈"가 선호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모호하고 특별히
명명된 원인 ...

 미생물 및 간 조절기 [PEMF]
이 IC는 다양한 곰팡이 왜곡 후 미생물 질병 및 간 조직의 에너지 장을 복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력, 가슴 및 호르몬
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미세 소관 기능 [PEMF]
이 IC는 중요한 셀룰러 프로세스 및 기능을 지원합니다.

 미세조류 혼합 [각인 ]
미세조류 혼합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활력을 높이며 노화 방지를 지원하고 체력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웰빙을 촉진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스피루리나 파시피카, 스피루리나 플라텐시스, 두날리엘라 살리나 및 헤마토코쿠스 플루비아리스(아스타잔틴
함량)로 만들어졌습니다.

 미엘린 지원 및 회복 [각인 ]
수초는 중추신경계(CNS)와 말초신경계(PNS) 내의 뉴런 주위에 형성되는 지방 조직입니다. 수초는 신경 세포를 지원하고 보호하며
영양을 공급합니다. 이 IC 복합체는 수초(예: 재수초화)를 복구하고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분:  비타민 D3  인도 인삼  비오틴  필수 오메가 -3  엽산 + 비타민 B12 및 1 그 외...

 미역 [각인 ]
미역은 요오드, 망간, 엽산, 철, 칼슘, 비타민 B2, 비타민 A, 비타민 K와 같은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식용 해초의 일종입니다. 미역
과 관련된 건강상의 이점에는 빈혈 치료, 소화 보조 및 팽만감, 정상적인 갑상선 기능 지원, 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심장 건강
증진, 골다공증으로부터 뼈 보호, 호르몬 균형 조절, 혈당 수치 감소 및 인슐린 저항 개선,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미역은 또한 항
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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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신경 증폭기 [PEMF]
이 PEMF는 미주 신경의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IC Pad를 위 부위에 넣고 들어야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부스터 [각인 ]
이 IC는 미토콘드리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성분:  메틸렌 블루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지원  NADH +  니코틴 아미드 리보사이드  사노팔 A5H 및 1 그 외...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지원 [각인 ]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지원은 에너지 부스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그것은 건강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장려하고, 세포
당화 및 산화를 억제하고, 세포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고, 새로운 미토콘드리아의 생성을 촉진하고, 자유 라디칼의 효과를 억제하여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고, 세포 건강을 지원하는 염증 인자를 억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카르노 신, l- 타우린, 벤포 티
아민, R- 리포산, 피 롤로 퀴놀린 퀴논 (PQQ) 및 피리 독살 5'- 포스페이트로 만들어졌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지원 [각인 ]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지원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강화하고 ATP 생산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증가, 해
독 지원, 세포 재생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특정 풀빅산 추출물로 만들어졌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최적화 [각인 ]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최적화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및 건강 지원, 건강한 인지 기능 촉진, 기억력 향상 및 심혈관 건강 증진에 도움
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아세틸-L-카르니틴, 은행잎, 장근, 코엔자임 Q10, R-알파 리포산, 포도씨 및 피로로퀴놀린 퀴논으로 만들
어졌습니다.

 민들레 꽃 에센스 [각인 ]
민들레 꽃 에센스는 노화의 전환을 포함하여 영적 또는 육체적 변화의 모든 과정을 통해 이동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
템을 정화하고 근육통과 통증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들레는 좌절감과 분개함의 감정을 돕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
다.

 민들레 잎 추출물 [각인 ]
민들레 잎은 빈혈, 괴혈병, 피부 문제, 혈액 장애 및 우울증 치료와 같은 다양한 건강 관련 목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것은 또한 소화 촉진 및 자극, 신장의 수분 보유 방지, 수분 무게 감소, 신체 해독, 항산화 활동 촉진, 혈당 수치 조절, 고혈압 관리, 콜
레스테롤 수치 감소, 담낭 보호, 감소 암 위험, 염증 퇴치, 면역 체계 강화, 건강한 간 촉진, 요로 감염 예방 및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됩니
다.

 민들레(잎과 뿌리) [각인 ]
많은 사람들이 잡초로 간주하지만 민들레는 실제로 허브입니다. 뿌리에서 꽃까지 민들레의 모든 부분은 오랫동안 약효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민들레는 비타민, 미네랄 및 항산화 물질로 가득 차 있으며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촉진합니다. 염증 감소, 혈당 수치 감
소, 인슐린 감수성 개선, 콜레스테롤 및 트리글리세리드 수치 감소, 혈압 감소, 심장 건강 지원, 간 건강 증진, 체중 감소 지원, 소화 개
선, 변비 완화,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암, 수면의 질 향상, 면역 체계 기능 향상, 건강한 뼈 지원, 피부 건강 개선. ...

 민트 부시 [각인 ]
민트 부시 플라워 에센스는 혼란스러울 때 도와줍니다. 영적 시련과 환난은 새로운 영적 수준으로 나타나기 직전에 겪는 것이며, 종
종 자신의 한계까지 시험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많은 혼란과 모든 것이 처리하고 해결하기에는 너
무 어렵고 너무 많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또한 이혼, 심각한 질병 또는 사고 등과 같은 삶의 격렬한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본질은 사람이 평온함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명확성과 대처 능력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밀 새싹 [각인 ]
밀싹은 엽산, 철분, 비타민 C, 아연, 마그네슘, 이눌린 및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심장 건강을 지원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체중
감소를 돕기 위해 복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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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누아투 보로고루 카바 뿌리 [각인 ]
바누아투 보로고루 카바 뿌리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약초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깊게 행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부드럽고 편안한 카바입니다. 바누아투 보로고루 카바 뿌리는 진정, 행복감 효과를 제공하며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불면증을 완화하
고, 통증을 줄이고, 우울증과 관련된 증상을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바다 갈매 나무속 [각인 ]
바다 갈매 나무속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슈퍼 푸드이며 오랫동안 아유르베다와 중국 전통 의학에서 약초로 사용되어 왔습니
다. 심장 건강, 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피부 상태 개선, 부종 및 염증 감소, 면역 체계 강화, 간 기능 지원, 암 예방, 폐경기 관련
증상 감소, 소화 개선, 시력 지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눈 건강, 노화 늦추기, 비뇨 생식기 계통 지원, 정신 선명도 향상, 우울증 증상
감소를 합니다. 바다 갈매 나무속은 관절염, 당뇨병, 습진, 주사비, 체중 감소 및 상처 치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다 스폰지 200CH [각인 ]
볶은 계피 바다 스폰지는 건조하고 짖는 기침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있는 동종 요법 치료법입니다. 크룹, 백일해, 천식, 기관지
염, 갑상선종, 호흡 곤란 / 호흡 곤란, 점막 건조 (입, 코, 인후 및 후두), 부어오르거나 염증이 있는 땀샘, 갑상선 비대 / 경련에도 도움
이 될 수 있습니다.

 바디 얼라이너 [PEMF]
이 IC는 신체 모두 정렬하고 통합을 위해 심장 통신 주파수를 전체 신경계와 정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결과는 깊은 이완입니다.

 바디 클렌징 (라이프) [PEMF]
몸을 해독하고 정화하는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로얄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바리오리눔 [각인 ]
바리오리눔의 주요 징후는 대상 포진, 칼슘 대사 장애, 독감 유사 증상, 예방 접종에 대한 반응, 화학적 민감성, 정서적 충격, 장기간의
스트레스, 안절부절 함, 괴도한 책임감, 기억력 문제등입니다.

 바리올리늄 200K [각인 ]
바리올리늄 200K, 원형질은 천연두 환자의 농포의 고름에서 준비된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천연두를 예방하고 천연두 증상을 치
료하는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을 낮추려면 "바리올리늄 30K"를 사용하시오. 더 좋은 효능을 위해 "바리올리늄 MK" 또는
"바리올리늄 XMK"를 사용하시오.

 바리올리늄 30K [각인 ]
바리올리늄 30K, 원형질은 천연두 환자의 농포의 고름에서 준비된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천연두를 예방하고 천연두 증상을 치료
하는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효능을 위해서는 "바리올리늄 200K", "바리올리늄 MK" 또는 "바리올리늄 XMK"를 사용하
시오.

 바리올리늄 MK [각인 ]
바리올리늄 MK, 원형질은 천연두 환자의 농포의 고름에서 준비된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천연두를 예방하고 천연두 증상을 치료
하는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을 낮추려면 "바리올리늄 30K" 또는 "바리올리늄 200K"를 사용하시오. 더 높은 효능을 위해
"바리올리늄 XMK"를 사용하시오.

 바리올리늄 XMK [각인 ]
바리올리늄 XMK, 원형질은 천연두 환자의 농포의 고름에서 준비된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천연두를 예방하고 천연두 증상을 치료
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을 낮추려면 "바리올리늄 30K", "바리올리늄 200K" 또는 "바리올리늄 MK"를 사용하시오.

 바리조딜 [각인 ]
바리조딜은 노인의 혈액 순환 장애, 정신적 피로, 기억력 약화 및 우울한 기분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 가장 유용합니다. 바리
조딜의 개별 동종 요법 성분에 따라 치료 가능성에는 동맥 경화증, 동맥 경화성 치매, 운동 부위의 경련 및 불면증, 아침에 기억할 수
없는 몽유병, 노년기 기억력 부족, 동맥 경화증으로 인한 현기증 등이 포함됩니다. 사후 사멸성 마비, 주관적이명, 땀샘의 땀샘 부종,
성장 장애 및 어린이의 정신 발달 장애에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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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실러스 파에칼리스 [각인 ]
바실러스 파에칼리스는 간 독성 상태와 문맥 기능 부전 및 고립된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장 비강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바이노럴 비트 (두 귀용) 데모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바이노럴 비트가 어떻게 들리는지 보여주기 위한 IC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헤드폰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작하려면 양
쪽 귀에서 동일한 주파수를 듣게 됩니다. 그다음 왼쪽 귀의 주파수는 감소되고 오른쪽 귀의 주파수는 그대로 유지될겁니다. 그래야
바이노럴 비트를 듣기 시작합니다. 이 비트의 주파수는 두 주파수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왼쪽 귀의 주파수가 90Hz이고 오른쪽 귀
의 주파수가 100Hz이면 10Hz의 주파수로 비트가 들립니다.

 바이러스 감염 차단제 [각인 ]
이 화합물은 과학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의 여러 단계를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MMXIX 2.0" IC를 사용하여 "MMXIX
PEMF" 및 "염증 및 통증" PEMF와 결합합니다. 
성분:  항 염증 복합체  시나몬  커큐민 플러스  EGCg (녹차 추출물)  프랑스 해양 소나무 껍질 추출물 및 2 그 외...

 바이러스 버스터 노소드 [각인 ]
이 IC 복합체는 동종 요법의 보호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노소드의 조합입니다. 
성분:  항바이러스/항박테리아/항진균  허브 면역 및 혈액 지원  대상 포진  MMXIX 30C  우미페노비르

 바이러스 킬러 [각인 ]
이 IC에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바이러스 작업을 줄이기 위한 물질 및 바이러스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IC를 적절한 바이러스
특정 PEMF 프로그램과 결합하시오. 
성분:  아데노바이러스  클로로퀸  단순 포진 (반전)  우미페노비르  발트렉스 및 1 그 외...

 바이오플라보노이드 복합체 [각인 ]
바이오 플라보노이드 복합체는 시베리아와 다우르스카야 낙엽송에서 얻은 세 가지 바이오 플라보노이드인 디하이드로케르세틴
(DHQ), 디하이드로캄페롤, 나링인을 포함하는 항산화 제입니다. DHQ는 종양 세포의 발달을 억제하고 손상되거나 돌연변이 된 세
포의 세포 사멸을 유발하는 천연 종양 보호제입니다. 바이오플라보노이드 복합체는 신장, 방광 및 전립선의 염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세포의 신진 대사를 정상화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필름 버스터 [각인 ]
이 IC는 리소자임, 세라티오펩티다제, 베타글루카나제, 리파아제, 프로테아제, 셀룰라아제, 헤미셀룰라아제, 크랜베리 추출물, 베르
베린, 로즈마리추출물, 페퍼민트 오일 파우더, NAC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형은 부비강 또는 소화관 내의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
된 생물막을 분해하고 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생물막의 존재는 SIBO, 라임병, 만성 부비강염, 곰팡이 관련 질병 및 기타
여러 만성 질환의 치료 성공에 중요한 제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바정산 [각인 ]
영어로 "8가지 약초 분말"로 알려진 바정산은 고대 중국 의학에서 비뇨기 건강을 지원하는데 사용된 9가지 약초의 조합입니다. 방광
의 열과 습기를 제거하고 건강한 배뇨를 촉진하며 요통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정산은 또한 비뇨기 문제와 관련된 다음
과 같은 증상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둡고 탁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배뇨, 구강 및 목구멍 건조. 이 IC는 패랭이꽃, 다
포니움 정맥류, 종자, 감초 뿌리, 가르데니아 과일, 산예무통, 대황 뿌리, 활석 및 등심초로 만들어졌습니다.

 바코파 모니에리 [각인 ]
브라흐미라고도 알려진 바코파 모니에리는 항산화 성분이 있는 허브로 수세기 동안 아유르베다 의학에 사용되었습니다. 기억력 향
상, 불안 및 스트레스 감소, 간질 치료, 뇌 기능 향상, 신경계 기능 지원, 집중력 증가, 염증 감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
증상 감소, 혈압 수준 감소, 기분 향상 및 수면을 돕습니다.

 바클로펜 [각인 ]
바클로펜은 근육 경련 및 경련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근육 이완제입니다. 또한 다발성 경화증 및 기타 신경계 질환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만성 근육 경련 환자에게도 사용됩니다. 이 IC는 음주 후 6 시간 이내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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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튼 헨스 30C [각인 ]
바튼 헨스 30C는 바르토넬라 및 라임 감염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가다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바흐 꽃 치료제 [각인 ]
응급 처치에는 8 % 브랜디 알코올 용액에 체리 자두, 봉선화, 클레 마티스, 베들레헴 꽃의 별, 바위 장미 및 아르니카가 포함됩니다.
이 혼합물은 충격, 사고 및 부상과 같은 긴급 상황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신체 에너지를 자극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체 건강
네트워크에 따르면 응급 치료는 사건의 스트레스와 충격 값을 줄입니다.

 박새 30CH [각인 ]
박새는 백합과에 속하는 식물의 뿌리로 만든 동종 요법 치료제로, 구토와 땀을 많이 흘리는 설사를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로, 일사병, 메스꺼움, 경련, 기침 및 월경 불편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랑겐 [각인 ]
반랑겐은 중국 전통 의학(TCM)에서 독성 열을 제거하고 혈액의 열을 낮추며 인후통을 완화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바이러스 관련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기수 이사티디스로 만들어졌
습니다.

 반코마이신 염산염 [각인 ]
반코마이신 염산염는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 및 황색포도구균로 인한 감염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글리코펩티드 항생제입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에 의한 장의 감염(대장염)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 물집(라이프) [PEMF]
발 물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발 영양 궤양 [각인 ]
- 
성분:  아세틸살리실산  덱사메타손  디클로페낙  프레드니솔론  가시여지 및 1 그 외...

 발가락 손톱 곰팡이 [각인 ]
이 IC 복합체는 손톱 곰팡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분:  클로트리마졸  플루코나졸  글루타티온 (감소된)  칼슘 D- 글루카레이트  니스타틴 및 1 그 외...

 발기 기능 3.0 [각인 ]
- 
성분:  인삼 Panax  실데나필  테스토스테론  DHEA  L- 아르기닌 및 2 그 외...

 발기 부전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발기 부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파수와 같이 약간의 음악을 포함합니다.

 발레리안 [각인 ]
역사를 통틀어 발레리안 뿌리는 수면 보조제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불안을 치료하고 근육 이완제로 사용되었습니다. 발레리안은
월경 중 일부 여성이 경험하는 자궁 근육 수축을 진정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발리 크라톰 [각인 ]
크라톰은 동남아시아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열대 나무이며 그 잎은 전통적으로 약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편 유사제 및 각성제
와 유사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크라톰 잎에는 뇌의 오피오이드 수용체와 상호 작용하여 진정, 즐거움을 유발하고 통증을 줄
이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라톰에는 다양한 계통이 있으며 모두 신체에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발리 크라톰은 매우 강력한
크라톰의 인기 있는 유형입니다. (만성) 통증 완화, 우울증 치료, 행복감 효과 경험, 기분 개선, 정신 기능 향상, 소화 문제 지원, 이완
및 아편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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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바닥 사마귀 (라이프) [PEMF]
발바닥이나 발가락의 바닥에 발생하는 사마귀인 발바닥 사마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발열 (라이프) [PEMF]
발열을 목적으로 하는 로얄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발작 (라이프) [PEMF]
발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발트렉스 [각인 ]
발라시클로버 염산염은 구순 포진, 수두, 생식기 포진 및 대상 포진과 같은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을 치료하는데 사용됩니
다.

 발효 겨우살이 D6 [각인 ]
겨우살이는 사과, 참나무 및 기타 활엽수에 자라는 기생 식물로 겨울에 흰 열매를 맺습니다. 발효된 겨우살이에는 세포 증식 억제 및
면역 자극 물질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종양을 치료하고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발효 밀 배아 추출물 [각인 ]
발효 밀 배아 추출물 (FWGE)은 암,자가 면역 질환 및 만성 염증 상태에 대한 대사 요법입니다. 헝가리에서 개발 된 FWGE는 세포 에
너지 생산, 프로그램된 세포 사멸, 사이토 카인이라고하는 염증성 화학 물질 생산의 강력한 조절제입니다.

 발효 비트 [각인 ]
비트 뿌리라고도 알려진 비트는 영양소와 항산화 제가 풍부한 채소입니다. 비트를 발효시키면 프로바이오틱스의 양이 증가하고 장
내 세균총을 개선하고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발효 된 비트는 혈압을 낮추고, 운동 능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고, 면
역 기능을 개선하고,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효 엘더베리 [각인 ]
[새로운] 발효 엘더베리는 면역 체계, 호흡기 체계 및 심혈관 체계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스트레스 반응,
건강한 세포 노화 및 향상된 운동 능력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발효 흑마늘 [각인 ]
발효 흑마늘 또는 흑마늘은 신선한 마늘을 발효시켜 만듭니다. 발효 과정은 생체 활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항산화 특성을 향상시
킵니다(흑마늘은 생마늘보다 항산화 특성이 2배 높습니다). 흑마늘은 혈당 수치 조절 및 당뇨병 관리, 면역 체계 기능 향상, 혈압 감
소,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심장 보호, 위험 감소 및 일부 암 퇴치, 건강한 인지 기능 지원, 뇌를 보호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기
억 상실, 알츠하이머병 및 파킨슨병 위험 감소, 염증 감소, 간 보호합니다.

 밤나무 새싹 [각인 ]
밤나무 새싹은 삶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동일한 작업을 연속해서 취하고 각자가 성취되지 않는 것
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삶에 교훈을 적용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같은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과거를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 좋지만 밤나무 새싹 상태
에서 우리는 이것을 할 준비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아서 배우지 못하고 실패를 반복 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밤나...

 방광 감염 [각인 ]
- 
성분:  카네프론 N  시프로플록사신  크랜베리  방광신우신염  플루코나졸 및 1 그 외...

 방광 및 킨디 감염 [각인 ]
- 
성분:  알칼리성 복합물  아지트로마이신  시프로플록사신  사이클로 포스파미드  방광신우신염 및 1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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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광 복합제 [각인 ]
- 
성분:  알칼리성 복합물  시프로플록사신  방광신우신염  IgG 면역 글로불린  페나조피리딘 염산염 및 1 그 외...

 방광 염증 (방광염) [각인 ]
- 
성분:  델타 수면 유도 펩티드  아지트로마이신  시프로플록사신

 방광염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방광의 염증인 방광염에 도움을 줍니다.

 방광염 방광 감염 PEMF [PEMF]
이 PEMF는 건강한 방광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항상 이 IC와 일치하는 IC와 결합하시오.

 방광주혈흡충 [각인 ]
방광주혈흡충은 아열대 및 열대 지역의 담수에 서식하는 기생 온난화이며 감염 주혈 흡충증 (빌하르지아라고도 함)을 유발합니다. 기
생충은 아프리카, 남미, 카리브해 및 중동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됩니다. 주혈 흡충증은 오염 된 담수를 마시거나 목욕, 수영, 세탁 등
과 같은 활동으로 오염 된 담수와 접촉하여 발생합니다. 성적으로 성숙한 주혈 흡충은 인간의 골반 정맥을 기생시킵니다. 임상 과정
에는 급성, 만성 및 탈출 단계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증상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동반되는 일반적인 약점, 두통이 포
함됩니다. 두...

 방사선 해독 [PEMF]
방사선 해독을 위한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백내장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백내장에 도움이 됩니다.

 백두옹 [각인 ]
백두옹은 염증, 감염, 만성 질환 및 만성 점막 분비물에서 비특이적 방어 메커니즘을 자극하는데 사용되는 동종 요법 치료법입니다.

 백리향 [각인 ]
백리향은 요리에 향신료로 자주 사용되는 민트과에 속하는 허브입니다. 요리에 풍미를 더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건강 증진 효과가 있
습니다. 면역 체계 기능 강화, 기분 개선, 호흡기 건강 개선, 기침 완화, 가슴 울혈 완화, 소화 개선, 식욕 증가, 건강한 간 기능 지원합
니다, 혈액 순환 개선, 뭉친 근육 이완, 여드름 퇴치, 혈압 저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준, 박테리아 및 효모 감염 예방, 염
증 감소 및 불안 감소합니다.

 백색광 [각인 ]
이 IC는 사람, 동물, 식물 및 공간을 청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백신독소 30CH [각인 ]
백신독소 30CH는 천연두 백신에서 발견되는 백신독소균주로 만든 동종요법 치료제입니다. 헤르페스, 구강 헤르페스, 대상 포진, 구
순포진, 발열 물집, 피부 발진(가려움증 동반) 및 수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효능을 얻으려면 "백신독소 MK"를 사용하시
오.

 백신독소 MK [각인 ]
백신독소 MK는 천연두 백신에서 발견되는 백신독소 균주로 만든 동종요법 치료제입니다. 헤르페스, 구강 헤르페스, 대상 포진, 구순
포진, 발열 물집, 피부 발진(가려움증 동반) 및 수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효능을 낮추려면 "백신독소 30CH"를 사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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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일해 [각인 ]
- 
성분: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노니  세티리진 염산염

 백일해 [각인 ]
백일해라고도 알려진 백일해는 박테리아 백일해균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성이 높은 호흡기 감염입니다. 박테리아는 감염된 사람의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 전염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은 감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가벼운 기침이 지나면 고음의 뿅 소리가 뒤 따르
는 장기간의 기침 에피소드로 바뀝니다. 다른 증상으로는 상부 호흡기 염증, 경련성 기침, 인후 간지럼, 두껍고 끈적한 점액, 호흡 곤
란, 재채기, 식욕 부진, 쇠약 및 피로, 췌장 내분비 기능 장애 (저혈당증, 당뇨병), 알레르기, 심계항진, 관절통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뻣뻣함...

 백일해 치료제 [각인 ]
[새로운] 백일해 치료제는 기침과 발열을 포함하는 백일해로도 알려진 백일해 관련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또한 백신의 반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백혈병 [각인 ]
- 
성분:  L-카르니틴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가시여지

 베나제프릴 염산염 [각인 ]
베나제프릴 염산염은 개의 울혈성 심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수의학 의약품입니다. 또한 고양이의 만성 신부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
습니다.

 베들레헴의 별 [각인 ]
베들레헴의 별은 전통적인 위기 공식의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예상치 못한 나쁜 소식이나 예상치 못 하거나 반갑지 않은 사건으로
인한 충격의 후유증에 대한 구제책입니다. 그것은 수년 전, 심지어 아주 어린 시절에받은 충격의 영향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
은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이사를 갈 때 때때로 발생하는 공허함과 상실감에 대한 치료법입니다. 베들레헴의 별은 그러한 상황
에서 취할 수있는 위로가 되는 치료법입니다. 사람들이 충격적인 경험을 처리하도록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베라파밀 [각인 ]
베라파밀은 고혈압 및 흉통 (협심증) 치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칼슘 통로 차단제입니다. 또한 빠른 심박수 (빈맥) 치료에도 사용됩
니다. 베라파밀은 편두통 예방 치료제로 오프라 벨로 사용되며 종양 진행을 중단시키는 화학 요법의 효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증거
가 있습니다.

 베르가못 [각인 ]
베르가못은 시트러스 베르가미아 식물에서 나오는 작은 감귤류 과일입니다. 껍질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과 주스에서 추출한 추출
물은 일반적으로 약초 요법에 사용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통증과 염증을 낮추고, 소화를 개선
하고,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하고, 피부 건강을 지원하고,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베르베린 플러스 [각인 ]
베르베린 플러스는 몸, 마음, 정신에 훌륭합니다. 포도당 수치, 심혈관 건강, 콜레스테롤 수치, 소화, 고혈압, 염증 반응 및 기분을 좋
아지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베르베린 식물 알칼로이드로 만들어졌습니다.

 베리 플러스 [각인 ]
베리 플러스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건강한 세포 기능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IC는 아사이 베리, 블루베리, 석류, 크랜베리
추출물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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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시카 우리나리아 [각인 ]
베시카 우리나리아는 신장 배설 장애, 옥살루리아, 요독증, 신 결석증, 방광염, 수면 신증, 사구체 신염 및 신증, 방광의 유두종, 방광
성 테네 스무스 및 전립선 선종과 같은 비뇨기 계통과 관련된 문제를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동종 요법 치료법입니다. 이 치료법은 신
장 배설 및 전반적인 해독에 대한 자극 작용을 발휘합니다.

 베이 잎 (월계수) [각인 ]
월계수의 월계수 잎은 지중해 지역이 원산지이며 일반적으로 향신료로 사용됩니다. 월계수 잎에는 항산화제, 미네랄, 비타민이 포함
되어 있으며 소화기 건강 개선, 당뇨병 관리, 호흡기 질환 치료, 모발 건강 개선, 콜레스테롤 저하, 심장 건강 증진, 암 예방, 스트레스
감소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몸에 호르몬을 공급하고 관절통과 관절염으로 인한 염증을 줄입니다. 또한 월계수 잎은
수렴성, 이뇨제 및 식욕 자극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타 글루칸 [각인 ]
베타 글루칸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심장 건강을 증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수용성식이 섬유의 한 형태입니다. 또한 혈당 수
치를 조절하고 면역 체계를 개선하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베타인 HCl [각인 ]
[새로운] 베타인 HCl은 위산 생산 증가, 가스 및 팽만감 완화, 위산 역류 감소, 속쓰림 감소 및 소화 개선에 도움이 되는 소화 보조제입
니다.

 베타히스틴 [각인 ]
베타히스틴은 메니에르 병과 관련된 균형 장애 또는 현기증을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메니에르 병, 현기증, 귀 울림 및 청력 상실 경
우에도 도움 됩니다.

 벤 그린필드의 사전 운동 믹스  [각인 ]
운동 전 사용하기 좋은 믹스! 에너지와 신체 해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분:  크레아틴  운동 선수를 위한 에너자이저  필수 아미노산  NAT 순수 치료 용 케톤  탄산 수소 나트륨

 벤 그린필드의 줄기세포 [각인 ]
줄기세포는 신체가 필요로 할 때 근육 세포, 혈액 세포, 뇌 세포 등 다양한 세포 유형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미분화 세포입니다.
줄기 세포는 신체의 복구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줄기 세포는 배아와 성체 세포 모두에 존재합니다. 줄기 세포 기반 치료는 줄기 세포
또는 그 파생물을 사용하여 병에 걸리거나 결함이 있거나 손상된 조직의 복구 반응을 촉진합니다. 의사들은 골수 이식으로도 알려진
줄기 세포 이식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 절차에서 줄기 세포는 화학 요법이나 질병으로 손상된 세포를 대체하거나 기증자의
면역 체계가 일...

 벤라팍신 [각인 ]
벤라팍신은 의료 시장에서 가장 널리 처방되는 항우울제 중 하나입니다. 선택적 세로토닌 및 노르에피네프린 재 흡수 억제제의 부류
입니다. 우울증 치료에 사용하는 것 외에도 당뇨병 성 신경 병증, 편두통 두통 및 갱년기 안면 홍조 치료에 "오프라벨"로 널리 사용됩
니다.

 벨 마비 (라이프) [PEMF]
특정 형태의 얼굴 마비인 벨 마비의 주파수입니다.

 벨라도나 1M [각인 ]
때때로 치명적인 밤나무라고도 불리는 벨라도나는 아시아와유럽의 일부 지역에 서식하는 독성 식물입니다. 벨라도나 1M은 동종 요
법 치료제이며 땀을 동반하는 갑작스런 고열 (최대 39도)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낮은 효능을 원하시면“벨라도나
30ch”를 사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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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라도나 30CH [각인 ]
때때로 치명적인 밤나무라고도 불리는 벨라도나는 아시아와 유럽의 일부 지역에 서식하는 독성 식물입니다. 벨라도나 30CH는 발
열, 독감, 편도선염, 인후통, 말하기 시작하면 심해지는 기침, 귀의 통증, 욱신 거리는 통증, 차가운 사지로 붉어진 피부의 갑작스런
발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있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또한 두통, 편두통, 복통, 치통, 신장 염증, 유행성 결막염, 열사병, 고
혈압 및 코피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모유 수유로 인한 유방 감염, 월경 경련 및 자극 받은 젖꼭지를 치료
하...

 변비 [각인 ]
- 
성분:  메베베린  드로타베린

 변비 [PEMF]
변비에 대한 로얄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변비증 완화 [각인 ]
[새로운] 변비 완화는 때때로 변비를 완화하고 장의 규칙성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산화마그네슘, 대황 뿌리,
회향 열매, 생강 뿌리 줄기, 감초 뿌리, 아니스 씨, 캐러웨이 씨 및 카모마일 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변이균(대장균) [각인 ]
변이균(대장균)은 증상의 변이 또는 교대(예: 천식 증상이 있는 피부 발진)가 있는 경우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장 비강 동종 요법 치
료제입니다. 변이균은 대장균와 진정한 비유당 발효 간균 사이의 중간 형태입니다.

 보내버리는 것 [PEMF]
명상은 과거의 관련 사건, 가족, 기억 재생이 문제로 나타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 을지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
록 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과 같은 치유, 진정 효과를 받기 위해 세포 수준의 튜닝 바디를 지원하고 차크라 제거를 활성화합니
다. 이 IC의 메시지는 ''미안해요. 용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입니다.

 보두나무 [각인 ]
보두나무는 세인트 이그나티우스 콩에서 추출한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그것은 또한 마전자나무, 겔세뮴속 및 스피겔리아속 치료
제를 생산하는 마전과 계통에 속합니다. 보두나무는 슬픔, 충격, 두려움, 분노, 우울증, 당황 또는 조롱과 같은 정서적 혼란으로 인한
상태를 돕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낭만적인 실망이나 배우자, 친척, 친구 또는 애완 동물의 상실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게 종종 권장됩니다. 또한 보두나무는 피로, 감각의 과민증, 편두통, 불규칙한 월경, 경련성 통증, 위장 염증 및 산통, 치질, 직장 탈출,
가스...

 보두나무 200CH [각인 ]
보두나무는 스트리크노스 이그나티이 식물에서 추출한 것으로 일상 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는데 도움이되는 동종
요법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고통 및 기타 관련 증상, 불안, 우울증, 신경질, 두통 및 수면 장애를 돕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보두나무는 슬픔, 사별 및 진드기를 돕는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보라색 9X 죽염 [각인 ]
보라색 9X 죽염은 80 가지 이상의 미량 미네랄이 포함된 건강 소금입니다. 보라색 9x 죽염과 관련된 건강상의 이점에는 신체 내 pH
균형 형성, 당뇨병 관리, 체중 감소 지원,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혈압 안정화, 신체의 독소 제거, 귀 건강 증진, 관절 및 근육통 감소,
소화 및 장 기능을 개선하고, 변비를 돕고, 화학 요법 부작용을 줄이고, 박테리아 및 곰팡이 감염을 예방하고, 치통을 완화하고, 가슴
통증을 치료하고, 민감한 피부를 개선합니다. 또한 비염 및 부비동염, 인후염, 신장 질환, 피부 질환, 백내장 및 안구 ...

 보렐리아 200K [각인 ]
보렐리아 200K는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전염되는 라임병 치료에 사용되는 박테리아 보렐리아 노소데에서 준비된 동종 요법 치료제
입니다. 더 좋은 효능을 얻으려면 "보렐리아 MK" 또는 "보렐리아 XMK"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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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borrelia-200k


 보렐리아 MK [각인 ]
보렐리아 MK는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전염되는 라임병 치료에 사용되는 박테리아 보렐리아 노소데에서 준비된 동종 요법 치료제입
니다. 낮은 효능의 경우 "보렐리아 200K"를 사용하시오. 더 좋은 효능을 얻으려면 "보렐리아 XMK"를 사용하시오.

 보렐리아 XMK [각인 ]
보렐리아 XMK는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전염되는 라임병 치료에 사용되는 박테리아 보렐리아 노소데에서 준비된 동종 요법 치료제
입니다. 낮은 효능의 경우 "보렐리아 200K" 또는 "보렐리아 MK"를 사용하시오.

 보로니아 [각인 ]
보로니아 꽃 에센스는 사건, 이별, 아이디어 또는 생각에 대한 집착을 해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하는데 필요한 명확성과
집중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 브러시"꽃 에센스와 함께 사용하면 오래된 습관과 중독을 깨고 관계가 끝났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리 잔디 [각인 ]
보리 잔디로도 알려진 보리 풀은 보리 식물의 잎입니다. 영양소, 항산화제,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슈퍼푸드로 불리기
도 합니다. 보리 잔디는 면역 기능 개선, 혈당 수치 균형, 체중 감소 촉진, 피부 건강 증진, 소화 촉진, 신체 해독, 심장 건강 개선, 전반
적인 건강 및 활력 지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스웰리아 [각인 ]
인도 유향이라고도 알려진 보스웰리아는 보스웰리아 세라타 나무에서 추출한 수지로,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만성 염증 상태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근골격, 위장 및 세포 건강을 지원하며 염증 감소, 골관절염 및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궤양
성 대장염 및 크론 병과 같은 염증성 장 질환 (IBD)에 도움됩니다. 천식 치료, 관절 기능 증가, 혈액 순환 개선, 통증 완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부를 보호하고, 잇몸 염증을 예방하고,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불안과 우울증에 도움을 줍니다.

 보압 [각인 ]
보압 플라워 에센스는 대대로 전해내려 오는 부정적인 감정과 가족의 사고 패턴을 극복하기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그것은 가장 강력
한 본질 중 하나이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학대 또는 편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보압 플라워 에센스는 부정적인 생각의 마
음을 해방하고 사람들 사이의 부정적인 업장을 정리하는데 이상적입니다. 이 본질은 모든 어두운 생각, 감정 및 기억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청기 [PEMF]
이 IC는 청력 과정 및 조기 청력 발달에 대한 외상 효과를 방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IC는 청각 및 언어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사용
될 수 있습니다.

 보툴리누스 중독 [각인 ]
보툴리누스 중독은 박테리아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에 의해 생성되는 마비 신경 독소입니다. 질병은 쇠약, 흐린 시력, 피곤함, 말
하기 어려움으로 시작됩니다. 다른 증상으로는 구강과 목의 건조, 근육 약화 및 마비, 순환 쇠약, 눈의 빛 민감성, 느린 심장 박동, 자
세 저혈압, 변비, 위의 경련과 통증, 손과 발의 냉증, 뻣뻣함, 무감각, 관절 등이 있습니다. 보툴리누스 중독의 증상은 라임 병과 유사
합니다.

 보틀 브러시 [각인 ]
보틀 브러시 플라워 에센스는 은퇴, 폐경, 청소년기, 죽음 등과 같은 주요 삶의 변화와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
다. 또한 임산부와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새로운 산모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틀 브러시 플라워 에센스는 출산 후까지 임신 기간 동
안 사용할 수 있으며 산모와 아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로니아" 꽃 에센스와 함께 사용하면 오래된 습
관과 중독을 깨고 관계가 끝났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히니아 [각인 ]
보히니아 꽃 에센스는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본질은 새로운
개념과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마음을 더 잘 열고, 주변 사람들을 더 잘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borrelia-mk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borrelia-x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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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botulism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bottlebrush-australian-bush-essenc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bauhinia-australian-bush-flower


 복강 조절기 [PEMF]
이 IC는 위 점막, 근육, 결장 근육 및 식도를 복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비강, 기관지 및 횡경막을 안정화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강 조절기는 평온한 상태에 도달하고 자신감을 높이며 강박 행동의 균형을 맞추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 꽃차 나무 [각인 ]
복숭아 꽃차 나무 에센스는 기분 변화가 심한 사람, 연골 염증이 있는 사람, 특히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
것은 또한 열광적이다가 명확한 이유 없이 그 열정을 잃는 사람들에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와 신념을“따르지 않는”사
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도전이 지나면 그들은 지루해지고 흥미를 잃습니다. 이 본질은 안정성, 일관성, 추진력 및 헌신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복통 (로얄 라이프) [PEMF]
복통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볶은 커피 콩 [각인 ]
커피는 볶은 커피 원두에서 나오는 음료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료 중 하나입니다. 커피 원두에는 카페인뿐만 아니라 클
로로겐산을 포함한 다양한 강력한 항산화 제가 포함되어 있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고 신경계를 보호 할 수 있습니다. 커피 콩은 염
증을 줄이고, 두통을 줄이며, 제 2 형 당뇨병의 위험을 줄이며, 심장 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특정 유형의 암 (예:간, 대장, 전립선 등)의
위험을 낮추고, 파킨슨 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질병,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 감소,인지 기능 지원, 간 건강 증진 및 간경변 ...

 봉선화 [각인 ]
봉선화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종종 그와 함께하는 성급함과 좌절감 및 과민성에 대한 치료법입니다. 누구나이 마음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지만, 서둘러 삶을 살고 더 체계적인 사람들에 의해 억제되는 것을 싫어하는 진정한 봉선화 유형도 있습니다. 이 짜증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혼자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봉선화 상사는 직원을 일찍 집으로 보내 자기가 일을 더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이 치료법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 성급하고 편안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또한 바흐 박사의 원래 위기 공식
의 성분으로, ...

 부갑상선 [PEMF]
관절염 관절염 및 칼슘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갑상선 장애의 수명 주파수입니다.

 부미 암라 [각인 ]
부미 암라는 아시아, 아프리카 및 남미 의학에서 수천 년 동안 전반적인 웰빙을 촉진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에서는 찬카
피에드라라고 불리며 쇄석기로 번역됩니다. 부미 암라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항 바이러스, 항 박테리아 및 항 암 작용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간, 담낭, 신장 및 호흡기의 건강한 기능과 정화를 지원합니다. 식욕, 소화 및 신진 대사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부미 암라
는 담낭 및 신장 결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비강 감염 치료 [각인 ]
이 부비강 감염 치료법은 코 막힘, 부비강 막힘, 부비강 압력, 콧물 및 재채기를 돕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양봉꿀벌, 밥티시
아속, 에키나세아, 헤파르 술피쿠스, 중크롬산 칼륨,라케시스 무투스, 스펀지 오이, 요오드화 수은, 메큐리우스 술파라투스 루부스,
실리세아 및 스폰지에 토스타로 제작되었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무릎 통증 [PEMF]
부상으로 인한 무릎 통증에 도움이 되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부시 아이리스 [각인 ]
부시 아이리스 꽃 에센스는 사람들의 영성을 높이고“상위 자아”에 접근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종종 명상에 사용되는 부시 아이
리스 꽃 에센스는 삼위 일체가 사람을 통해 흐르도록하면서 물질주의, 무신론 및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부정적인 모드를 극복하는데
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에센스는 기본 차크라 및 신뢰 센터의 블록을 제거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bdominal-cavity-regulator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each-flowered-tea-tree-australian-bush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bdominal-pain-r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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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bhumi-amla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sinus-infection-remedy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knee-pain-caused-by-injury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bush-iris-australian-bush-flower


 부시 자홍색 [각인 ]
부시 자홍색 꽃 에센스는 직감을 향상하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직관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논리적 / 합
리적 및 직관적 / 창조적 간의 균형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본질은 대중 연설에서 용기와 명확성을 제공하고 자신의 의견
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게 만듭니다.

 부시 치자 나무 [각인 ]
부시 치자 나무 플라워 에센스는 오래된 관계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새롭게 하기 위한 IC입니다. 또한 떨어져 성장한 가족 또는 파트
너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도움됩니다. 이 치료제는 다른 사람들과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사랑의 관계를 장려합니다. 또한 오래
된 관계를 다시 활성화하고 파트너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새롭게하며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부식제 [각인 ]
부식제는 방사능 노출, 화상 상처, 피로, 약한 기운, 만성 감염 및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쇼크) 면역 기능 장애로 인한 손상에 대한
치료제입니다.

 부신 [각인 ]
부신은 각 신장 위에 위치한 두 개의 작은 삼각형 모양의 기관입니다. 그들은 코티솔, 알도스테론,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에스
트로겐,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다양한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이 모든 호르몬들은 건강한 삶을 사는데 필요합니다. 부신 선은 부신 기
능 개선, 피로 퇴치, 에너지 부스트, 스트레스 감소, 부신 피로 감소, 습진 및 건선과 같은 특정 피부 상태 개선, 뇌안개 감소를 돕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신 소진과 관련된 증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살충제, 성장 호르몬, 항생제 및 화...

 부신 수질 PEMF [PEMF]
부신 수질은 스트레스 반응의 중심 영역이며 만성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고통받습니다. 트라우마 프로토콜을 실행하고 그 후에 이
PEMF를 실행합니다. 또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신 지원 IC 및 해피 워터 IC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신 자극제 [PEMF]
부신을 자극하는데 도움이되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부신 지방 우울증 프로게스테론  [각인 ]
- 
성분:  포괄적 인 부신 지원 영양소  DHEA  플루옥세틴  피라세탐  프로게스테론 블렌드 크림 및 1 그 외...

 부신 지원 [각인 ]
부신 지원 IC는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부신과 신체를 돕는데 사용됩니다. 부신은 신체의 항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생성하고 분
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IC에 포함된 허브는 코티솔,기분,인지, 스트레스 저항 및 면역력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부신
지원 IC는 스트레스나 피로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에너지 부스트가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인도 인삼, 오미자,
시베리안 인삼, 돌꽃, 황기, L-타이로신, 비타민 B5 및 비타민 B6를 포함한 다양한 허브와 영양제로 만들어졌습니다.

 부신 지원 2.0 [각인 ]
- 
성분:  DHEA  오메가 -3 / 폴리페놀 조합  인삼 Panax  프레그네놀론  체력과 부신 지원 및 1 그 외...

 부신 지원 플러스 갑상선 [각인 ]
- 
성분:  아나스트라졸  포괄적 인 부신 지원 영양소  DHEA  L- 티록신  프레그네놀론

 부신 피로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부신 땀샘과 부신 피로를 치료합니다. 이 IC에는 초 저주파의 일부 음향 파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저주파들은 안 들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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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신 피로 [PEMF]
이 PEMF는 부신 피로를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부신은 각 신장의 상단에 있으며 아드레날린, 알도스테론 및 코티솔을 포함한 다
양한 호르몬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신 피로는 장기적인 정신적, 육체적 또는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부신 피로의 증상에는 피로, 낮은 수면, 소금과 설탕 갈망, 설명 할 수 없는 체중 감소, 비특이적 소화 문제 및 카
페인과 같은 각성제에 대한 의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신 피질 파워 2.0  [PEMF]
이 PEMF는 부신 기능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부신피질을 활성화시키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고 피로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상 후 또는 15:00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저녁에 심한 피로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
다.

 부어 있는 눈 로션 [각인 ]
이 IC 복합체를 사용하면 모든 유형의 로션이나 크림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며 붓기와 염증을 줄여줍니
다. 
성분:  아세틸살리실산  덱사메타손  브로멜라인  헤파린(국소)  세티리진 염산염 및 1 그 외...

 부은 다리와 발을 위한 로션 [각인 ]
이 IC는 모든 종류의 로션이나 크림을 프로그래밍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환에 도움이 되고 붓기와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성분:  아세틸살리실산  푸로세미드  브로멜라인  덱사메타손  헤파린(주사) 및 1 그 외...

 부종 및 부기 (라이프) [PEMF]
부종과 부기에 도움이 되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부탈 비탈 [각인 ]
부탈 비탈은 두통이나 근골격계 통증 치료를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바르비투르산 진통제입니다. 보다 포괄적인 통증 완화
효과를 위해 종종 아세트아미노펜 또는 아스피린과 결합됩니다. 가벼운 진통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독립형 IC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더 강력한 효과를 위해 다른 소염제와 함께 복합체를 만드시오.

 부티레이트 [각인 ]
부티레이트는 가용성 섬유의 발효를 통해 대장의 건강한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됩니다. 이는 대장 세포의 주요 연료이며 장 내벽의 완
전성을 유지하고 "장 누수"를 예방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부티레이트는 또한 대장 세포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여 대장 암 위험을 줄
입니다. 대장 암 세포를 정상 표현형으로 되돌리는 능력은 광범위하게 문서화되었습니다. 부티레이트는 신체 전체의 결합 조직의 건
강과 완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를 활성화합니다. 부티레이트는 크론 병, 궤양 성 대장염 또는 IBS와 같은 소화기 염증의
모든 경우에 고려되어야...

 부틸화 하이드록시톨루엔(BHT)  [각인 ]
부틸화 하이드록시톨루엔(BHT)은 식품 방부제로 널리 사용되는 합성 화합물입니다. 항산화제이며 B형 간염, C형 간염, 엡스타인 바
바이러스, 헤르페스 바이러스, 생식기 포진 및 구순포진에 대한 항바이러스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IC는 BHT와 비타민 C의 도움으
로 만들어졌습니다.

 분노 관리 (로얄 라이프) [PEMF]
분노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2-3 회 또는 필요한만큼 반복합니다. 고양이와 개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지 사슬 아미노산 (BCAA) [각인 ]
BCAA (분지 사슬 아미노산 )는 류신, 이소류신 및 발린의 세 가지 필수 아미노산으로 구성됩니다. BCAA는 근육 성장을 증가시키고,
제 지방 근육량을 지원하고, 운동 중 근육 기능을 촉진하고, 운동 후 근육통을 줄이고, 운동 피로를 줄이고, 근육 소모 또는 쇠약을 예
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BCAA는 근육에 연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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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면증 [각인 ]
- 
성분:  델타 수면 유도 펩티드  노니

 불면증 (라이프) [PEMF]
잠들기 어렵게 만들거나 잠을 자지 못하게 하거나 너무 일찍 일어나서 다시 잠들지 못하게 만드는 일반적인 수면 장애인 불면증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불멸 진주 굴 추출물 [각인 ]
이 추출물은 장수명을 위해 특별히 선별된 산란 수컷의 신 세뇨관 (큰가시고기)과 대서양 연어의 길 추출물 (육봉형 연어)의 생물학적
외분비 분비물로 만들어지며 특히 긴 수명주기에 활성화 됩니다. 불멸 진주 굴 추출물은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종양 질환
을 앓고있는 환자; -신경계 질환 치료제: 식물성 혈관성 긴장 이상증; 시상 하부 및 히스테리 증후군; 수면 장애, 우울증에 매우 유익
함-신경 내분비 질환 치료: 갱년기 증후군, 유행병, 자궁 근종, 아나 프로디 시아, 갑상선 기능 이상, 탄수화물 및 지방 대사 장애; ...

 불소 해독제(라이프) [PEMF]
불소 해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불안 [각인 ]
- 
성분:  델타 수면 유도 펩티드  플루옥세틴

 불안과 우울증 (로얄 라이프)  [PEMF]
불안과 우울증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로얄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불안과 진정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불안과 진정을 돕는 것입니다.

 불안한 수면 [각인 ]
- 
성분:  델타 수면 유도 펩티드  노니

 불알 [PEMF]
이 PEMF는 고환 건강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불임 (라이프) [PEMF]
불임에 대한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불임 (여성 및 남성) [각인 ]
- 
성분:  노니  플루옥세틴  소 전립선 추출물

 불화 [각인 ]
불소는 다양한 음식과 물에서 발견되는 천연 미네랄입니다. 불소는 치아와 뼈의 형성과 발달에 중요합니다. 충치 및 충치 형성을 예
방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붉은 건포도 [각인 ]
붉은 건포도 또는 레드 커런트는 구스베리 가족의 일원이며 서유럽이 원산지입니다. 비타민 C의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붉은 건포도
는 적혈구 형성 촉진, 면역 기능 강화, 피부 상태 개선, 변비 완화, 뼈 강도 증가, 심장 건강 촉진, 신진 대사 증가 및 노화 징후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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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밤나무 [각인 ]
붉은 밤나무는 타인의 좋은 삶을 살려고 하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어두워진 후에 혼자 외출하는 아내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남편입니다. 학교에서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걱정하는 어머니입니다. 붉은 밤나무 공포는 자연스럽고 정상
적인 관심사로 확대되어 관심 대상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신감을 약화시킵니다. 우리가 이 상태에있을 때 붉은 밤
나무 치료법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차분하고 걱정하지 않는 생각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므로 모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대신 다
른 사람들이 기댄 바위가 됩니...

 붉은 백합 [각인 ]
붉은 백합 꽃 에센스는 영성과 신과의 연결에 기초하여 사용되며, 육체적, 정서적 삶의 균형을 개발하고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
고 영성에 온전함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 에센스는 끈끈이주걱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흩어져 있고, 단절되고, 몽상적이며, 모
호한 느낌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돕습니다.그러나 끈끈이주걱은 일상 생활에 적용되고 붉은 백합은 자신의 영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붉은 시금치 [각인 ]
아마란스라고도 불리는 붉은 시금치는 인도의 여러 지역에서 주식으로 사용되는 채소입니다. 붉은 시금치는 영양의 좋은 공급원이
며 의약 목적으로도 사용됩니다. 소화 개선, 빈혈 치료, 시력 개선, 신장 장애 예방, 모발 건강 개선, 이질 치료, 체중 감소 보조, 피부
외관 개선, 다크 서클 감소, 면역 체계 기능 강화, 뼈 강도 개선, 에너지 증진, 조기 회색화를 방지하고 심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붕사 30CH [각인 ]
붕사 (통칭 붕산 나트륨)는 구강 궤양 (암 궤양)을 치료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붕소 [각인 ]
붕소는 신체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붕소는 뇌 건강, 암 예방 및 치료, 호르몬 조절, 뼈 건강 및 면역에
중요합니다. 그것은 몸에 항염 작용을하며 갑상선 호르몬과 인슐린을 포함한 여러 호르몬의 활동을 향상시키는 흥미로운 능력을 가
지고 있습니다. 붕소 보충제는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관절염, 골다공증 및 골감소증뿐만 아
니라 낮은 테스토스테론, 낮은 DHEA, 낮은 코티솔 등과 같은 낮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있는 상태에서도 나타납니다.

 붕소1 [각인 ]
붕소는 녹색 잎 채소, 견과류 및 콩과 같은 다양한 식품뿐만 아니라 환경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신진 대사, 뼈 결핍, 월
경 경련 및 질 효모 감염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능력, 골관절염, 골다공증,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병, 암 예방, 갱년
기 증상, 면역 및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뷰티 부스터 [PEMF]
이 IC는 피부 보습과 질감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콜라겐 생성을 활성화하고, 피부 내부에서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
를 통통하게 만들고, 피부 안색에 젊음의 빛을 드러내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브라이오니아 30CH [각인 ]
브라이오니아 알바 또는 화이트 브라이오니아로도 알려진 브라이오니아는 유럽과 이란 북부에 서식하는 박과 계통의 포도 나무입니
다. 동종 요법 치료법으로서, 그 주요 적응증은 종종 운동, 요통, 염좌, 긴장, 섬유근통 통증, 관절염, 변비, 좌골 신경통 및 기관지염으
로 악화되는 근육 및 관절 통증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브레인 베타(경고) [녹음된]
12-35Hz의 바이노럴 비트는 정신적, 지적 활동 및 외부적으로 집중된 집중 상태에 해당합니다. 12Hz에서 시작하여 더 빠른 비트인
35Hz로 이동합니다. 뇌파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리듬으로 간주되며 기민하거나 불안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배적인 리듬입니다.
우리 주변의 세계에 대한 분석적 문제 해결, 판단, 의사결정, 정보처리 과정에서 눈을 뜨고 듣고 생각하고 있을 때 대부분의 뇌가 있는
상태입니다.

 브레인 부스터 [각인 ]
- 
성분:  아세틸 - L- 카르니틴   두뇌 부스트  메모리 인핸서  NADH +  NAT 순수 치료 용 케톤 및 1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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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인 웨이크 [각인 ]
브레인 웨이크는 두뇌 건강과 기능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력과 학습을 개선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데 사
용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바코파, 은행나무, 후퍼진C, 소 초유 및 달걀 노른자로 만들어졌습니다.

 브로마제팜 [각인 ]
브로마제팜은 벤조디아제핀으로 알려진 약물 종류에 속합니다. 불안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불면증의 단기 치료, 과도
한 불안이나 공황 발작 증상의 단기 완화, 알코올 및 아편류 금단과 관련된 증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브로멜라인 [각인 ]
브로멜라인은 파인애플의 열매와 줄기에서 발견되는 효소입니다. 약효로 인해 수세기 동안 사용되었습니다. 소화 개선, 염증 감소,
부비강 문제 완화, 건강한 근골격 조직 유지, 근골격 기능 지원, 무릎 통증 감소, 골관절염 증상 완화, 조직 부종 및 관절 경직 감소, 체
중 감소 지원, 생식력 지원, 부스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면역력과 심장을 보호합니다.

 브로콜리 [각인 ]
브로콜리는 양배추과의 채소이며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및 항산화 제가 풍부합니다. 브로콜리는 슈퍼 푸드이며 소화 개선, 변비 감
소, 만성 질환 예방, 간 건강 증진, 뇌 건강 증진, 당뇨병 조절, 신진 대사 개선, 성기능 개선, 신체 해독, 피부 건강 개선, 면역 강화와
같은 많은 건강상의 이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암 위험 감소, 심장 건강 증진, 뼈 및 치아 건강 개선, 혈압 조절에 도움 됩
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항 염증 및 노화 방지 특성이 있습니다.

 브릴리아 [각인 ]
브릴리아는 뇌의 S-100B 단백질에 특이적인 항체로 만든 동종요법 치료제입니다. 태아 알코올 증후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브
릴리아는 또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 장애(ADHD)의 증상을 줄이며 집중력과 선명도를 향상시키는데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블랙 울프베리 [각인 ]
[새로운] 블랙 구기자 열매라고도 알려진 블랙 울프베리는 잠재적인 건강상의 이점으로 인해 슈퍼 푸드로 간주됩니다. 강력한 항산화
제인 안토시아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블랙 구기자 열매는 소화 지원, 월경 및 갱년기 증상 감소, 나쁜 콜레스테롤 감소, 간 건
강 지원, 속쓰림 감소, 에너지 증진, 눈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블랙 커민 씨 오일 [각인 ]
블랙 커민 씨 오일이라고도 알려진 블랙 씨 오일은 수천 년 동안 치료 특성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검은 씨앗은 흑종초라고 불리는
작은 꽃 관목에서 자랍니다. 검은 씨앗에는 항산화 및 항 염증 화합물 인티모퀴논이 포함되어있어 종양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체
중 감소를 돕고, 피부 상태 (습진, 여드름, 건선 등)를 개선하고,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암과 당뇨병을 치료하고, 간
및 신장 기능을 돕고, 염증을 줄이고, 고혈압을 낮추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갑상선 기능 지원, 천식 증
상...

 블랙 코호시 뿌리 [각인 ]
블랙 코호시는 북미 동부가 원산지인 다년생 식물로 아메리카 원주민이 오랫동안 다양한 질병에 대한 약초로 사용했습니다. 주로 흑
코호시뿌리는 생리통, 갱년기증상(안면홍조, 발한과다, 식은땀, 기분변화, 질건조증 등), 분만 곤란 등의 부인과 질환에 사용됩니다.
또한 호르몬 균형 지원, 정신 건강 개선, 편두통 감소, 관절염과 관련된 통증 감소, 수면의 질 향상 및 우울증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
습니다.

 블루 로터스 [각인 ]
블루 이집트 연꽃 또는 푸른 수련으로도 알려진 블루 연꽃은 이집트가 원산지인 수련의 일종입니다. 그것은 행복감을 줄 수 있는 향
정신성 식물입니다. 블루 로터스는 수면, 불안, 우울증 및 발기 부전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각몽을 강화하고, 내면의
평온을 촉진하고, 기분을 고양시키고, 명상을 개선하고, 깊은 이완을 촉진하는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란 연꽃은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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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베리 [각인 ]
블루베리는 종종 슈퍼 푸드로 간주되며 어떤 과일보다 항산화 가치가 가장 높습니다. 섬유질, 비타민 C, 비타민 K, 망간은 물론 항산
화제인 안토시아닌이라는 화합물이 풍부하여 블루베리에 청색을 부여합니다. 블루베리는 노화 방지, 암 예방, 혈압 저하, 심장 질환
예방, 뇌 기능 유지, 기억력 향상, 혈당 수치 저하, 인슐린 민감도 개선, 요로 감염 퇴치, 격렬한 운동 후 근육 손상 감소, 염증을 낮추
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며 소화를 돕습니다.

 블루베리가 함유된 발효밀 추출물  [각인 ]
블루베리가 함유된 발효밀 추출물은 밀의 공생 그람음성균에서 유래한 지질다당류인 IP-PA1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면역 체계를 강
화하고 강화하고, 위궤양을 예방하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피부의 발적과 가려움증을 줄이고, 상처 치유를 개선하고, 세
포를 복구하고, 노화되고 비정상적인 세포를 제거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발효밀 추출물과 블루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블루벨 [각인 ]
블루벨 플라워 에센스는 자신의 감정에서 단절된 기분을 느끼는 사람들과 감정이 유한하거나 재생 불가능하다는 것을 두려워하여 무
의식적으로 기쁨과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본질은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여
마음을 열고 자신을 믿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환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비건 단백질 블렌드 [각인 ]
비건 프로틴 블렌드는 영양소, 아미노산, 단백질, 섬유질 및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그것은 신체의 단백질을 증가시키고 근육 성장
(즉, 근육 비대)을 촉진하고 근육 회복을 지원하고 운동 후 회복을 개선하고 체중을 관리하고 배고픔을 줄이고 고혈압을 낮추는데 사
용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호박씨, 아마씨, 해바라기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비대 부스터 [각인 ]
이 IC 복합체는 운동으로 인한 근육 세포의 증가 및 성장인 비대증을 증가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분:  소마트로핀  테스토스테론  아나스트라졸  아미노산 복합체  올인원 영양소 및 2 그 외...

 비대 부스터 펩티드 [각인 ]
이 IC 복합체는 운동으로 인한 근육 세포의 증가 및 성장인 비대증을 증가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 복합체는 펩타이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성분:  소마트로핀  테스토스테론  아나스트라졸  아미노산 복합체  올인원 영양소 및 1 그 외...

 비만 [각인 ]
- 
성분:  판크레아틴  플루옥세틴  체중 정상화

 비만세포 억제 PEMF [PEMF]
이 PEMF는 비만세포의 기능을 조화시키고 비만세포 활성화 증후군(MCAS)을 치료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비바톤 추출물 [각인 ]
비바톤 추출물은 다양한 약용 식물에서 생산되며 207 개 성분 (이 중 33 개는 항산화제)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항 바이러스제 및 항균
제로 간주됩니다. 항산화 효소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피부 모세 혈관에서 림프와 혈액의 미세 순환을 개선하고, 조직을 복원하고, 호
흡을 개선하고, 전신의 회춘을 촉진하고, 신경계에 진정 효과를 생성하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줄이고, 염증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증뿐만 아니라 피부 세포, 근육 및 뼈 조직의 회복을 촉진합니다. 또한 다양한 질병으로 인한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과부하
후 신...

 비사코딜 [각인 ]
비사코딜은 변비와 불규칙의 일시적인 완화에 사용되는 자극성 완하제입니다. 장 근육을 자극하여 배변 속도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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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오틴 [각인 ]
비오틴은 비타민 B 군에 속합니다. 모발과 손톱을 강화하고 피부 결을 개선하는 기능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비오틴은 또한
세포 에너지 생산 캐스케이드 내의 필수 영양소입니다. 비오틴은 당뇨병 및 퇴행성 신경 장애 치료에 유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탈모와 피로의 치료에서도 사용하시오.

 비옥 [각인 ]
- 
성분:  플루옥세틴  인간 융모막 성선 자극 호르몬(HCG)  마카  노니  인삼 Panax 및 4 그 외...

 비장 비대(라이프) [PEMF]
비장 비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비장 조절기 [PEMF]
이 IC는 붕괴, 충격 또는 피로 후 신체를 복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 효소, 췌장 당 대사를 조절하고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 인한 독성 영향으로 인한 치유 과정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비장 지원 [PEMF]
이 IC는 림프계와 면역계를 모두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체의 선 과정의 완전성을 회복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
다.

 비타민 B 복합체 [각인 ]
비타민 B 콤플렉스는 세포, 심혈관, 신경 및 심리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비타민 B의 조합입니다. 에너지 증진, 신진 대사 개선, 신경
계 건강 증진, 정서적 웰빙 지원, 적혈구 생성 지원, 심혈관 건강 유지 및 월경 불편 감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비타민 B1 (티
아민),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비타민 B3 (니아신), 비타민 B5 (판토텐산),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오틴 및 엽산으로 만들어졌습
니다.

 비타민 B 복합체 + 벤포티아민  [각인 ]
[새로운] 비타민 B 복합체 + 벤포티아민은 신경계, 인지 기능, 면역 체계 기능, 에너지 생산, 장기 및 조직 건강, 세포 대사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비타민 B의 조합입니다. 이 IC는 비타민 B1(티아민), 비타민 B2(리보플라빈), 비타민 B3(니아신), 판토텐
산, 비타민 B6(피리독신), 비타민 B12, 엽산, 비오틴 및 벤포티아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비타민 B1 [각인 ]
티아민 또는 티아민으로도 알려진 비타민 B1은 최초로 발견된 비타민 B입니다. 그것은 신체가 음식(탄수화물)을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연료(포도당)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B1은 또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신체가 스트레
스 상황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예방, 건강한 신경계 지원, 에너지 생산 촉진, 인슐린 수치 개선, 심장병
위험 최소화,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 [각인 ]
코발라민이라고도 불리는 비타민 B12는 수초 합성과 적혈구 형성을 통해 뇌와 신경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용
성 비타민입니다. 8 가지 B 비타민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인체의 모든 세포의 대사에 관여하며, 특히 DNA 합성, 지방산 및 아미노산
대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곰팡이, 식물, 동물도 비타민 B₁₂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박테리아와 고세균만이 합성에 필요한 효소
를 가지고 있습니다. B12의 실질적인 공급원에는 동물성 제품, 강화 식품 및식이 보조제가 포함됩니다. B12는 가장 크고 구조적으
로 복잡...

 비타민 B2 [각인 ]
리보플라빈으로도 알려진 비타민 B2는 신체의 다양한 기능에 중요한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그것은 계란, 견과류, 녹색 채소 및 육류
와 같은 다양한 식품 공급원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됩니다. 비타민 B2는 성장과 전반적인 건강에 필요합니다. 포도당 대사를 치료하
고, 신체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고, 적혈구 생성을 지원하고, 눈 건강과 시력을 증진하고, 편두통을 완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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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 B6 [각인 ]
피리독신 하이드로코라이드라고도 알려진 비타민 B6은 호모시스테인과 염증, 빈혈, 우울증, 수면 문제, 피부 문제, 갑상선 기능, 혼
란, 불안 및 피로의 상승 된 수준을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비타민 C [각인 ]
비타민 C, 아스코르브산은 아마도 모든 비타민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졌지만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것 중 하나 일 것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라이너스 파울링 박사의 옹호를 받고 많은 영양 애호가들의 지지를 받는 비타민 C는 실제로 인간의 삶에 필요한 매력적이
고 중요한 영양소 (또는 미량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C는 세포를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부, 뼈, 혈관을
포함한 조직과 기관의지지와 구조에 중요한 건강한 결합 조직을 유지하는 콜라겐 생성에도 관여합니다. "비타민 C는 상처 치유에 도
움이 되며 비...

 비타민 D + 비타민 K + 비타민 E  [각인 ]
[새로운] 비타민 D + 비타민 K + 비타민 E 조합은 칼슘 흡수 촉진, 건강한 뼈와 치아 지원, 기분 개선, 면역 체계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비타민 D(콜레칼시페롤), 비타민 K(메나퀴논-4) 및 비타민 E로 만들어졌습니다.

 비타민 D3 [각인 ]
비타민 D3는 건강한 면역 체계, 뼈 건강, 갑상선 기능 및 치아 건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비타민 D3는 칼슘의 흡수를 돕습
니다.

 비타민 E [각인 ]
비타민 E는 다양한 신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력한 항산화 특성을 지닌 필수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8가지 화학 형태 중 알
파-토코페롤은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입니다. 비타민 E는 면역 체계 기능 강화, 산화 스트레스 지표 감소, 심장 질환 위험 요인 감
소, 시력 개선, 염증 퇴치, 상처 치유, 피부 건강 개선, 월경통(심각하고 빈번한 생리통이 특징인 상태) 관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리고 고통). 이 IC는 알파 토코페롤 형태의 비타민 E로 만들어졌습니다.

 비타민 K [각인 ]
비타민 K는 건강의 여러 측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그것은 뼈 단백질과 혈액 응고 인자의 형성을
돕습니다. 비타민 K는 튼튼한 뼈를 만들고, 건강한 혈액 응고를 보장하고, 심장 건강을 증진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
니다.

 비타민 K2 [각인 ]
[새로운]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같은 다양한 신체 과정에 필요한 필수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K에는 두 가지 주요 형태가 있
습니다. 잎이 많은 녹색 채소와 같은 식물성 식품에서 발견되는 비타민 K1(필로퀴논); 동물성 제품 및 발효 식품에서 발견되는 비타
민 K2(메나퀴논). 비타민 K2는 뼈를 강화하고 골밀도를 개선하며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치아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
습니다.

 빈혈(라이프) [PEMF]
빈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주파수입니다.

 빈혈증 [각인 ]
- 
성분: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간 지원  노니

 빌라스틴 [각인 ]
빌라스틴은 재채기, 가려움증 및 콧물, 피부 발진, 가려움증, 충혈 및 눈물과 같은 계절성 알레르기와 관련된 증상을 치료하는데 사용
되는 항히스타민제입니다. 또한 만성 두드러기 및 가려움증을 포함하는 알레르기성 피부 상태로 인한 증상을 돕는데 사용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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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 염소 자두 [각인 ]
빌리 염소 매화 꽃 에센스는 종종 수치심, 자기 혐오감을 극복하는데 사용됩니다. 그것은 더러움을 느끼지 않고 성적 쾌락을 경험하
도록 돕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빌리 염소 매화 꽃 에센스는 여드름, 습진 또는 큰 특징 (예:큰 코)과 같은 신체 상태에 대한 혐오감
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 열리는 것과 도움 됩니다.

 빌베리 [각인 ]
종종 유럽식 블루베리 또는 허클베리로 불리는 빌베리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안토시아닌과 같은 유익한 화합물과 영양소로 가득합니
다. 빌베리는 중세부터 의약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슈퍼 푸드로 간주됩니다. 빌베리는 시력(특히 야간 시력) 개선, 눈 피로 감소,
안구 건조 감소, 염증 퇴치, 혈당 수치 감소, 심장 건강 개선, 뇌 기능 증진, 궤양성 대장염 증상 감소, 잇몸 염증 감소 및 소화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른 수면 [각인 ]
[새로운] 빠른 수면은 건강한 수면을 지원하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신경계를 이완하고, 수면-각성 주기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GABA, 카모마일 꽃, 홉스 꽃, l-테아닌, 쥐오줌풀 뿌리, l-트립토판, 멜라토닌 및 레몬 밤 잎으로 만들어졌습니
다.

 뻣뻣한 근육 (라이프) [PEMF]
근육 경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즉, 근육이 단단하게 느껴지고 움직이기 어려울 때).

 뻣뻣한 목 (라이프) [PEMF]
뻣뻣한 목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특히 머리를 옆으로 돌리는 것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도움이 됩
니다.

 뼈 건강 [각인 ]
[새로운] 뼈 건강은 뼈와 관절 건강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마그네슘, 스트론튬, 붕소 및 실리카로 만들어졌습
니다.

 뼈 국물 + 슈퍼푸드  [각인 ]
[새로운] 뼈 국물 + 슈퍼푸드는 닭고기 뼈 국물 단백질 분리물과 강황, 차가 버섯, 꿀벌 꽃가루 및 구기자 열매와 같은 다양한 슈퍼 푸
드를 혼합한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근육, 힘줄 및 인대뿐만 아니라 소화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뼈 국물 + 슈퍼
푸드는 자유 라디칼과 싸우고 세포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닭고기 국물 단백질 분리 분말, 아카시아 섬유
질, 콜라겐 블렌드(소 콜라겐, 돼지 콜라겐, 닭 콜라겐), 해바라기 레시틴, 알팔파, 강황 뿌리, 차가 버섯, 꿀벌 꽃가루, 구기자 열매 ...

 뼈 근육 지원 [PEMF]
이 IC는 중금속의 해독과 칼슘 대사의 정상화를 돕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 수축 및 신경 자극 전달을 돕는데 사용될 수 있
습니다. 이 IC는 근육과 뼈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뼈 외상 (라이프) [PEMF]
절상 및 골절을 포함하는 뼈 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로얄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뼈 지원 IC [각인 ]
뼈 지원 IC는 건강한 뼈와 좋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데 사용됩니다. 뼈 건강을 지원하고, 뼈 기질에 칼슘을 침착시키고, 골격 무결
성을 유지하고, 골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 위험을 줄이고, 심장 및 동맥 건강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미세 결정
성 수산화인회석 (MCHA), 비타민 K2 및 비타민 D3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뼈와 콜라겐 회복 [각인 ]
- 
성분:  힐링과 재생용 컴플렉스  바이오플라보노이드 복합체  필수 아미노산  펩타이드-미네랄 연체 동물 가수 분해물  콜라
겐 펩타이드 및 6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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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나무 [각인 ]
뽕나무는 비타민 C, 섬유질, 칼슘, 칼륨, 비타민 K, 인 및 다양한 항산화 제가 풍부한 슈퍼 푸드입니다. 뽕나무의 건강상의 이점에는
소화 개선, 간 건강 보호,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혈액 순환 개선, 혈압 저하, 심장 질환 위험 감소, 면역 체계 기능 강화, 눈 건강 보호,
신체 신진 대사 개선, 체중 촉진 등이 있습니다. 손실, 염증 감소, 피부 관리 지원, 노화 과정 늦추기에 도움됩니다. 뽕나무는 또한 항
암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골육수 콜라겐 [각인 ]
[새로운] 쇠고기 뼈 국물 콜라겐은 뼈와 관절 건강, 소화 시스템, 피부, 모발 및 손톱 건강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
는 사료에 호르몬이나 항생제를 첨가하지 않고 유기농으로 키운 젖소의 뼈 국물 콜라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과 식초 [각인 ]
사과 사이다 식초는 기본적으로 발효된 사과 주스입니다. 다양한 건강에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천연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사과 사이다 식초는 체중 감소, 혈당 수치 감소, 콜레스테롤 감소, 심장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 사이다 식초는 항균 및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노팔 A5H [각인 ]
A5H는 A-KGS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와 5-HMF (5- 하이드록시메틸푸르푸랄)로 구성됩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들리는 것은 인체
의 매우 자연스러운 대사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5-HMF는 자두 주스에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으며 높은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
습니다. 활성 성분 조합 A5H는 산화 스트레스를 세포에 중요한 연료로 변환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
가 에너지를 생성하도록 돕습니다. 사용 가능한 산소와 연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전지가 최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영양소는 흡수
될 수 없으므...

 사랑 (크라운 차크라) [PEMF]
크라운 차크라는 중추 신경계 / 송수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깨달음, 역동적인 생각, 진실, 하나됨의 중심입니다. 크라운 차크라는 척
수, 뇌간, 통증 센터 및 신경의 상단을 관리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과의 단결 연결, 조건 없는 사랑을 돕습니다. 많은 것을 베풀고“원
천”과 단절되고 긍정적인 감정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균형을 맞춥니 다. 크라운 차크라의 문제는 영적 지혜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
IC는 피로, 간질, 대뇌, 송과선 및 오른쪽 눈에 표시됩니다.

 사르사파릴라 [각인 ]
자메이카 뿌리라고도 알려진 사르사파릴라는 청미래덩굴속 속의 식물입니다. 관절염, 건선 및 신장 문제를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사르사파릴라는 또한 염증과 통증을 감소시키고 성욕과 성욕을 강화하며 신체를 해독하고 체액 저류를 줄이고 신장 기능을
개선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르사파릴라 30CH [각인 ]
사르사파릴라는 청미래덩굴속 속의 식물에서 준비된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방광 요실금, 신장 결석, 신장 문제, 류마티스 관절염,
갈라진 피부, 여드름, 건선, 습진 및 피부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마귀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계열의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사마귀를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마귀 (라이프) [PEMF]
사마귀를 목적으로 하는 로얄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사발 호맥코드 [각인 ]
사발 호맥코드는 배뇨 중 통증 및 작열감뿐만 아니라 비대해진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된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시나무속 [각인 ]
사시나무속은 신장 기능의 모든 장애 (예:비뇨 생식기 염증, 소변 단백질)를 치료하고 어려운 배뇨 및 빈번한 배뇨와 같은 전립선 비
대와 관련된 소변 증상을 완화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신장의 배설 기능을 자극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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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클로 포스파미드 [각인 ]
사이클로 포스파미드는 화학 요법과 면역 체계를 억제하는데 사용됩니다.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진균증, 신경 모세포종, 난
소 암, 망막 모세포종 및 유방암을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다발 혈관염을 동반 한 신 증후군 및 육아 종증의 치료에도 사용됩니
다.

 사자 갈기 버섯 추출물 [각인 ]
'허우투구' 및 '야마부시타케'라고도 알려진 사자갈기버섯은 한방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약용 버섯입니다. 염증 감소, 면역 체계
기능 강화, 뇌 건강 지원,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우울증 및 불안의 경미한 증상 완화, 위궤양 예방, 당뇨병 관리, 심장 질환 위험 감소,
암 퇴치, 신경계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집중력을 높입니다.

 사자의 갈기 크리스탈 [각인 ]
사자의 갈기 크리스탈은 프리바이오틱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화 시스템을 보호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염증 과정,
알레르기 및 음식 과민증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유기사자갈기 버섯,
헤리세논 C 및 D, 에르고스테롤, γ-아미노부티르산(GABA)의 고농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전 MMR 백신 XMK [각인 ]
Pri-MMR 백신 XMK는 홍역/볼거리/풍진 백신으로 만든 동종요법 치료제이며 백신으로 인한 부상이나 부작용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을 낮추려면 "Pri-MMR 백신 30K", "Pri-MMR 백신 200K" 또는 "Pri-MMR 백신 MK"를 사용하시오.

 사카로마이세스 보울라디 + MOS  [각인 ]
사카로마이세스 보울라디는 장내 미생물을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바이오틱 효모입니다. 만노올리고당(MOS)은 장
을 통해 특정 박테리아의 제거를 촉진하는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사카로마이세스 보울라디+ MOS는 소화 기능 개선, 변비 완화, 과
민성 대장 증후군 및 염증성 장 질환 개선, 면역 강화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카로미세스 [각인 ]
사카로미세스는 프랑스 과학자 헨리 불라르드가 1923 년 과일 열매와 망고스틴에서 처음 분리한 효모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바이
오틱스로 사용되며 급성 설사를 치료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및 염증성 장 질환을 개선하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면역 반응을 높
이고, 염증을 줄이고 박테리아, 기생충, 곰팡이 감염을 퇴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 기능을 촉진하고 고 콜레스테롤 상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탕 수수 30C [각인 ]
사탕 수수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 과잉 행동, 어린이의 행동 문제, 당뇨병, 월경 경련, 월경 전 증후군 (PMS)을 치료
하는데 도움이 될 수있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설탕 갈망, 고통스러운 월간, 설사와 번갈아 나타나는 변비때 도움 됩니다.

 사탕 수수 30CH [각인 ]
설탕이라고하는 사탕 수수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 과잉 행동 및 어린이의 행동 문제를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있는 동
종 요법 치료법입니다. 또한 당뇨, 월경 경련, 월경 전 증후군 (PMS)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설탕 갈망, 고통스러운 기간,
설탕 갈망 및 설사와 번갈아 나타나는 변비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사탕 수수는 또한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게 만드는데 취할 수
있습니다.

 사프란 [각인 ]
케사르라고도 알려진 사프란은 샤프란 꽃에서 얻은 향신료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사프란은 기침, 감
기, 발열, 인후통을 치료하고 가래를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문제 (불면증), 암, 죽상 경화증, 심장 건강, 관절염,
구토, 장 가스 (고창), 우울증, 불안, 기억 및 뇌 기능, 성욕, 속쓰림, 건선 및 건성 피부를 치룧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은
월경통과 월 경전 증후군 (PMS)을 돕기 위해 사프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은 조루, 발기 부전 및 불임을 돕기 위...

 산 L (+)-젖산 [각인 ]
산 L (+)-젖산은 세포 호흡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당뇨병의 보조 요법으로도 사용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암 발병 전의상태 및 신생물 단계로의 복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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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saccharomyces-boulardii-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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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saccharum-officinale-30c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saccharum-officinale-30ch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saffro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cidum-l-lacticum


 산 악마 [각인 ]
산 악마 본질은 증오, 분노, 질투 및 의심의 감정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과 수용을 발전시키고, 건강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도록 돕고, 용서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산사 옥샤칸타 [각인 ]
산사 나무 새싹이라고도 알려진 산사 옥샤칸타는 주사 과의 가시가 많은 식물이며 심장과 뇌에 작용하기 때문에 장수와 관련이 있습
니다. 심장을 보호하고 심장 근육을 강화하며 심혈관 지원을 제공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이 치료법은 협심증, 전염, 경색의
속편, 빈맥과 같은 심장 증상 및 상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사나무 + 히비스커스  [각인 ]
[새로운] 산사나무 + 히비스커스는 혈액 순환, 신경계, 면역 체계 및 해독을 지원하는 허브 혼합물입니다.

 산소 지원 [각인 ]
[새로운] 산소 지원은 세포 에너지 증가, 에너지 수준 향상, 면역 체계 기능 강화, 치유 촉진, 수면의 질 개선, 염증 감소, 심장 건강 개
선, 뇌 기능 지원 및 전반적인 웰빙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안정화된 분자 산소와 고분자 전해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산화 질소 합성 효소 조절제 [각인 ]
이 조합 공식은 효소의 NOS (산화 질소 합성 효소) 세트의 건강한 기능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영양소와 허브 추출물을 함께 제공합니
다. 여기에는 ATP (아데노신 5'- 트리 포스페이트이 나트륨) 크산티놀 니코틴에이트 N-아세틸 L-카르니틴 (N-아세틸 L-카르니틴 염
산염) 얼파-GPC (L-알파 글리세릴포스포릴콜린)가 포함됩니다. 에너지 생산 및 운동 능력을 지원하고, 정신 선명도를 높이고, 면역
지원을 강화하고, 신체의 황산염 생성을 최적화하기 위해이 공식을 고려하시오.

 산화아연 GANS(플라즈마) [각인 ]
GANS 또는 나노고체 상태의 가스는 원자 수준의 물질 상태입니다. 산화아연(ZnO) GANS는 4가지 주요 GANS 중 하나입니다. 그것
은 "평화 플라즈마"로 알려져 있으며 정서적 불균형, 갈등 및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ZnO GANS는 거의 모든
치유 과정을 돕고 집중력과 정서적 웰빙을 지원합니다.

 산화질소 재생 [각인 ]
산화질소 재생은 신체의 질산염 경로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신체의 산화질소 수준을 높이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혈압 수준
을 유지하고, 건강한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항산화 지원을 제공하고, 성인의 성과를 개선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비트
뿌리 분말, 산사나무 열매 추출물, 비타민 B12, 비타민 C, L-시트룰린 및 질산나트륨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산후 여성 균형 [각인 ]
여성의 출산 후 건강을 지원하는 IC입니다. 
성분:  칼슘 D- 글루카레이트  L- 티록신  소화기 및 면역 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 지원   프로게스테론 블렌드 크림  임신
컴플렉스 및 1 그 외...

 살모넬라 장염 [각인 ]
살모넬라 장염는 장 흡수 장애 증후군이 있는 어린이를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장 비강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이 아이들은 날씬하고
영양실조로 보일 것입니다. 또한 만성 위장염, 아세톤혈증 구토, 제거하기 어려운 만성 기생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 티피 [각인 ]
살모넬라 티피는 장과 혈액을 감염시킬 수있는 박테리아의 일종입니다. 이 질병을 장티푸스라고합니다. 증상은 살모넬라 파라티피
B와 비슷하지만 더 심하고 만성적인 표현이며 식중독, 급성 열, 만성 저열, 위장 장애, 심한 피로 및 쇠약, 불면증, 두통, 복통, 메스꺼
움, 영양 실조, 구토를 포함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설사, 발한, 탈수, 지속적인 변비, 비장 및 간 비대, 심장 약화, 느린 심장 박동, 심계
항진, 소음 민감성, 염증 (장, 간, 담낭, 췌장, 비장, 심장, 폐, 입, 편도선, 관절, 골수 ), 위 및 십이지장 ...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mountain-devil-australian-essenc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rataegus-oxyacantha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hawthorn-hibiscu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oxygen-support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nitric-balancer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zinc-oxide-gans-plasma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nitric-oxide-renewal
http://www.infopathy.com/ko/combinations/postnatal-female-balanc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alcium-d-gluca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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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rogesterone-blend-cream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schwangerschafts-formel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salmonella-enteritidi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salmonella-typhi


 살모넬라 파라티피 B [각인 ]
살모넬라 티피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더 약한 표현의 장티푸스 열에는 식중독, 급성 열, 만성 저열, 위장 장애, 심한 피로와 약점,
불면증, 두통, 복통, 메스꺼움, 영양 실조, 구토, 설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는, 발한, 탈수, 지속적인 변비, 비장 및 간 비대, 심
장 약화, 느린 심장 박동, 심계항진, 소음 민감성, 염증 (장, 간, 담낭, 췌장, 비장, 심장, 폐, 입, 편도선, 관절, 골수), 위 및 십이지장 궤
양, 근육 약화 및 퇴행, 담석, 경련, 발작, 전암 상태, 헤르페스 발적, 구강 궤양, 코피, ...

 살충제 해독 [PEMF]
살충제로부터 몸을 정화하고 해독하는데 도움이 되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삼칠초 포뮬라 [각인 ]
삼칠초 포뮬라는 전통적으로 다양한 상태로 인한 출혈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허브의 조합입니다. 출혈(내부 또는 외부), 소변 또는
대변의 혈액, 감염 출혈, 타박상, 기침 혈액(객혈), 급성 크론병, 코피, 잇몸 출혈, 치질, 토혈(구토)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월경 출혈, 정맥염, 직장 출혈, 출혈성 궤양 및 자궁 출혈에도 도움 됩니다. 삼칠초 포뮬라는 외상이나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부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삼칠초 포뮬라는 출혈을 멈추고 혈액 정체를 제거하며 독성을 제거하는 데 사용
할...

 상부 호흡기관 감기 [PEMF]
이 조합 IC는 상부 호흡기의 감기에 도움이 됩니다. 
성분:  감기-후두  일반적인 감기 접형 부비동  감기 및 독감 치료  면역

 생강 뿌리 [각인 ]
생강은 식물이며 그 뿌리는 수천 년 동안 많은 문화권에서 약의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생강 뿌리는 메스꺼움, 멀미, 입덧, 소화기
문제, 배탈, 가스, 설사 및 과민성 정자 증후군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감기에 맞서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며, 류마티스 관절염, 골관절염 및 생리통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리통 및 자궁 조화제 [PEMF]
이 PEMF는 생리통과 문제에 도움이 되며 건강한 자궁을 유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물 작용 동물 펩티드 [각인 ]
생물 작용 펩티드는 궁극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의 기능이나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정 단백질 조각입니
다. 이러한 단편은 모 단백질의 서열 내에서 비활성입니다. 그러나 유물 박테리아와 같은 박테리아에 의해 단백질 분해 또는 발효 중
에 방출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유물 박테리아에 의한 단백질 발효를 통해 생성 된 동물 기원의 짧은 펩티드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
니다. 생물 작용 펩티드는 주로 요로 결석 (방광 또는 요로에 결석 형성) 및 담석증 (담석 형성) 치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핵,
폐렴...

 서던 크로스 [각인 ]
서던 크로스 플라워 에센스는 삶이 힘들고 불공평하며 모든 노력이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괴로움과 원한의 감정을 위한 것이며, 희생자 정신, 빈곤 의식, 불평, 순교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치료법은 개인적
인 힘, 책임감 및 긍정적인 태도를 장려합니다.

 서맥 [각인 ]
- 
성분:  딜티아젬 염산염  L- 티록신  트리메타지딘

 서양고추나물 30CH [각인 ]
일반적으로 세이트 존스 워트로 알려진 서양고추나물은 물레나물과 계통의 꽃 식물입니다. 동종 요법 치료법으로 신경 손상과 관련
된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통, 신경염, 척추 손상, 치통, 우울증, 불안, 류마티스 통증, 손끝
부상, 좌골 신경통, 수술 후 통증, 제왕 절개 후 통증, 제왕 절개 흉터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salmonella-paratyphi-b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esticide-det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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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diltiazem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l-thyroxi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trimetazidi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hypericum-perforatum-30ch


 서양측백 200CH [각인 ]
서양측백은 사마귀를 치료하는 인기 있는 동종 요법 치료법입니다. 또한 갈라진 머리카락, 비듬, 피부 문제, 손발톱 곰팡이, 찢어진
근육 및 관절, 만성 요로 감염, 월경 문제, 발열, 기침 및 두통에 대해 표시되었습니다.서양측백은 알레르기를 치료하기 위해 개에게
도 투여 될 수 있습니다. 더 낮은 효능을 얻으려면“서양측백 30CH”를 사용하시오.

 서양측백 30CH [각인 ]
서양측백은 사마귀를 치료하는 인기 있는 동종 요법 치료법입니다. 또한 갈라진 머리카락, 비듬, 피부 문제, 손발톱 곰팡이, 찢어진
근육 및 관절, 만성 요로 감염, 월경 문제, 발열, 기침 및 두통에 대해 표시되었습니다. 서양측백은 알레르기를 치료하기 위해 개에게
도 투여 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효능을 얻으려면 "서양측백 200CH"를 사용하시오.

 서어 나무 [각인 ]
혼빔은 실제 노력이 이루어지기 전에 오는 피로감에 사용됩니다.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날의 요구 사항을 앞을 볼 때 피곤함을 느
낍니다. 잠자리에 들거나 시작을 미루거나 다른 할 일을 찾는 것이 더 쉽습니다.하지만 시작하려고 노력하면 피로가 사라질 것입니
다. 이는 '올리브'상태와 달리이 피로감이 완전히 마음 속에 있으며 실제 세계의 실제 사건을 추적 할 수 없습니다. 신체적보다는 정신
적 피로감을 느끼고 미루는 경향이 있을 때 제안됩니다.

 석류 플러스 [각인 ]
석류는 가장 건강에 좋은 과일 중 하나이며 수천 년 동안 약용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섬유질, 단백질, 비타민 C, 비타민 K,
엽산, 칼륨과 같은 다양한 영양소뿐만 아니라 푸니칼라긴 (항산화 제)과 푸니산 (공액 리놀레산의 일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IC
는 석류와 아사이, 크랜베리, 블루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석류 플러스는 혈압을 낮추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며, 콜레스테롤 수
치를 낮추고, 관절염 및 관절통과 싸우고, 염증을 줄이고, 전립선 암 및 유방암과 싸우고, 발기 부전을 치료하고, 박테리아 및 곰팡
이...

 석송 30CH [각인 ]
일반적으로 곤봉이끼라고 불리는 석송화는 영국, 북유럽 및 북미에 서식하는 다년생 상록 식물입니다. 동종 요법 치료법으로 팽만감,
가스, 헛배 부름, 트림 및 소화 문제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담석, 담석 통증 / 복통, 간 문제, 요로 문제 및 귀통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석유 12C [각인 ]
석유 또는 등유는 습진, 건선, 갈라지거나 갈라진 손가락 끝, 마른 갈라진 발꿈치, 마른 갈라진 손과 같은 다양한 피부 상태를 치료하
는데 사용할 수있는 동종 요법 치료법입니다. 헤르페스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석회 해면류 30CH [각인 ]
석회 해면류는 굴 껍질의 중간층으로 만든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화학적 의미에서 불순한 탄산 칼슘입니다. 어린이의 느린 발달
(예 : 걷기, 말하기, 젖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 피로, 두통, 불안 및 공황 발작, 다리 경련, 습진 (성인과 아기의 경우),
부서지기 쉬운 손톱, 땀샘, 아기의 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석회 해면류 3X [각인 ]
일반적으로 불화 칼슘이라고하는 석회 해면류는 관절의 갈라짐 및 관절통과 관련된 반복적인 염좌 및 증상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있는 동종 요법 치료법입니다. 또한 정맥류, 튼살, 피부의 가벼운 처짐, 갈라진 피부, 부서지기 쉬운 손톱, 치아의 법랑질 손실, 경
미한 허리 통증 및 땀샘 부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 뇌하수체 및시상하부 [각인 ]
뇌하수체는 성장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여포 자극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부신 자극 호르몬 (ACTH), 임산부의 모유 생산을
자극하는 프로락틴, 멜라닌 세포 등 건강에 필수적인 7 가지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자극 호르몬 (MSH). 이 후자의 호르몬은 면역 기
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IC에는 정상적인 뇌하수체 기능을 지원하는 뇌하수체 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뇌하수체가
행동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선인 시상 하부 선을 포함합니다. 호르몬 불균형이 요인인 모든 만성 질환에 대한 강력한 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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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샤인 와틀 [각인 ]
선샤인 와틀 플라워 에센스는 과거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갇힌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현재
로 가져오므로 삶은 암울하고 투쟁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인생을 보면 슬픔, 힘든 시기, 실망만 미래로 이어집니다. 이 에센
스는 현재의 아름다움, 기쁨, 흥분을 보고 밝은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선인장 합성물 [각인 ]
선인장은 관상 동맥 순환 장애, 협심증 및 심근 쇠약의 보조 치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선종 전립선 [각인 ]
전립선 선종은 전립선 비대를 초래하는 상태입니다. 전립선 염증, 빈번한 배뇨, 천천히 시작되는 약한 간헐적 소변 흐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립선 선종은 불완전한 방광 비우기, 재발성 비뇨기 감염, 방광 결석, 사정 문제 및 전립선 암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
다.

 선크림 스포츠 [각인 ]
이 IC는 선크림의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설사 [각인 ]
- 
성분:  프로바이오틱 3  판크레아틴

 설사 [각인 ]
설사는 위장관의 염증 또는 췌장, 간 또는 담낭의 장애로 인한 급성 및 만성 설사를 돕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약한 장내 세균총을 개선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설포라판 [각인 ]
설포라판은 브로콜리, 양배추, 방울양배추, 청경채, 루꼴라, 케일과 같은 다양한 십자화과 야채에서 발견되는 천연 유황이 풍부한 식
물 화합물입니다. 설포라판은 Nrf-2 경로 활성화(항산화, 항염 및 해독 과정 조절에 관여), 염증 감소, 혈압 조절, 노화 과정 지연, 간
건강 지원, 심장 건강 개선, 암 예방, 혈당 수치 감소, 제2형 당뇨병 관리, 인지 기능 개선, 간 해독 촉진. 설포라판은 또한 자가면역 상
태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브로콜리 새싹에서 나오는 설포라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섬유근육통(라이프) [PEMF]
피로뿐만 아니라 전신의 근육통과 관절통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학적 만성 질환인 섬유근육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복 주파수입니
다.

 섬유종 (피부 태그) [각인 ]
섬유종 진자의 주요 징후는 결합 조직 이상, 자기에 대한 사랑 부족, 건강한 경계 부재, 섬유종의 외과적 제거 또는 결합 조직의 기타
성장 후 악성 종양 예방, 결합 조직 재생 및 해독 자극, 죽은 결합 조직 제거 및 흉터 조직 (전) 암 상태 및 인슐린 저항성 때도 도움 됩
니다.

 성대 마비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성대 중 하나 또는 양쪽이 움직일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성대 마비를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욕 증가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성욕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성장 호르몬 [각인 ]
성장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생성되는 펩티드 호르몬으로 성장, 세포 재생에 필수적입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 환자를 위한 대체 요법
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근력 증가, 골밀도 개선, 에너지 증가, 체중 감소,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 발기 부전 개선, 수
면 및 기분 개선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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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호르몬 자극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성장 호르몬 생성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적 치료제 [각인 ]
성적 치료제는 수치심과 신체적 및 성적 학대의 영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몸에 대해 더 편안
하게 느끼고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해 더 개방적이고, 더 장난스럽고, 접촉과 친밀감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
다. 성적 치료는 관계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새롭게합니다. 이 IC는 카카두플럼, 부시 가데니아, 플라넬 꽃,프린지 바이올렛 플라워,
작은 플라넬 꽃, 노던 테리토리의 꽃 및 등나무의 꽃 에센스로 제작되었습니다.

 세라펩타제 [각인 ]
세라펩타제는 누에에서 발견되는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수술, 외상 및 / 또는 관절염 및 섬유근통과 같은 기타 염증 상태로 인한
염증과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일본과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감염 예방, 혈전 용해, 점액 감소, 만성 호흡기 질환 지원,
편두통 및 긴장성 두통 감소, 장 및 간 문제 지원, 인후염 치료, 귀 감염 지원, 죽상 경화증 및 심장 질환 치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 부스터 [각인 ]
- 
성분:  둘록세틴  플루옥세틴  마그네슘 플러스  신경 아미노  피리독살 5'- 인산염 (활성 형태의 비타민 B6) 및 1 그 외...

 세로토닌 수면 [각인 ]
- 
성분:  멜라토닌  페니부트 (4- 아미노 -3- 페닐부티르산 HCl)   발레리안  델타 수면 유도 펩티드  이노시톨 및 1 그 외...

 세르모렐린 펩타이드 [각인 ]
세르모렐린은 성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GHRH)의 합성 유사체입니다. 체중 감소, 근육 성장 및 힘 향상, 운동 능력 향상, 에너지 향
상, 기분 개선, 성욕 및 성욕 향상, 심장 질환 예방, 상처 치유 시간 향상, 흉터 감소, 수면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피
부 질을 개선하고, 뼈를 강화하고, 발작 활동을 줄이고, 치매의 영향을 퇴치하고, 활력을 증가시킵니다. 세르모렐린은 노화 방지 특성
을 위해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 [각인 ]
세마글루타이드는 혈당, 인슐린 수치 및 소화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신체의 천연 호르몬인 인크레틴과 유사한 약물입니다. 세마
글루타이드는 제 2 형 당뇨병 성인의 고혈당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 적절한식이 요법과 운동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2 형
당뇨병 및 심장 질환이 있는 성인이 심장 마비 또는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21 년
연구에서 세마글루타이드를 시험 후 비만을 치료하는 "게임 체인저"약물로 인정된 결과 세마글루타이드를 복용하는 비만 참가자는
생활 방식에 더...

 세맥스 펩타이드 [각인 ]
세맥스 는 방향성, 신경 보호 및 신경성/신경 회복 특성으로 가장 잘 알려진 합성 펩타이드 약물입니다.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ACTH)의 분자 구조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세맥스는 주의력 및 단기 기억력 증가, 뇌 및 신경 손상 예방, 인지 기능 향상, 주의
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의 징후 및 증상 완화, 혈액 순환 개선, 우울증 퇴치, 불안 감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맥스는 뇌졸
중 회복을 돕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세이보리 [각인 ]
겨울 풍미라고도 알려진 세이보리는 경련, 소화 불량, 설사, 욕지기 및 장 가스와 같은 장 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있는 상록수 허
브입니다. 또한 기침, 인후통, 성욕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이지 [각인 ]
세이지 또는 샐비어 오피시날리스는 요리에 향신료로 자주 사용되는 민트과에 속하는 허브입니다. 요리에 풍미를 더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건강 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 감소, 혈당 수치 감소, 구강 건강 지원, 기억력 및 뇌 기능 개선, LDL 콜레스테롤 수
치 감소, 피부 노화 방지, 염증 감소, 뼈 건강 지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이지에는 항균 및 항산화 특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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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인트 주드와 생명의 본질 [각인 ]
이 IC는 여러 수준에서 영적 및 가속화된 치유를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벌레 물림, 경미한 타박상 및 작은 화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심각하고 지속적인 문제에 유용합니다. 다른 모든 치유 프로그램과 호환됩니다.

 세쿼이아 기간티 [각인 ]
자이언트 레드우드라고도 알려진 세쿼이아 기간티는 거대한 상록수 침엽수입니다. 17-케토 부신 호르몬을 자극하는데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세쿼이아 기간티는 또한 급성 전립선염, 전립선 선종 발병, 부신 기능 부전, 만성 피로 증후군, 월경통, 에스트로겐 부족, 자
궁 섬유종, 골관절염, 골다공증(노인 및 갱년기), 다공성 뼈, 전립선 지지, 성 장애, 수면 장애, 노화의 영양 및 정신 장애 및 약한 성욕
을 치료할때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세쿼이아 기간티의 어린 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세티리진 염산염 [각인 ]
세티리진 염산염은 건초열 및 두드러기와 같은 알레르기와 관련된 경증에서 중등도의 증상을 완화하는데 사용되는 항히스타민 제입
니다. 이러한 증상에는 재채기, 눈물 또는 가려운 눈, 콧물 또는 가려운 코, 가려운 인후 및 피부 가려움이 포함됩니다.

 세포 및 장기 정화기 (솔페지오)  [녹음된]
이 솔페지오 주파수는 세포와 기관에서 독소를 제거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 능력과 감정 표현을 향상시키는데 사
용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4-6 주 동안 최소 15 분 동안 일주일에 3 번 이상이 IC를 들으시오. 볼륨을 편안한 중간 /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시오.

 세포 신호 발기인 [각인 ]
이 IC는 활성 산화환원 신호 분자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분자는 세포 간의 의사 소통을 강화하고, 면역 체계 기능을 개
선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고, 건강한 염증 반응을 유지하고, 장 건강과 소화 효소 생산을 개선하고, 세포를 젊어지게 하고, 웰빙
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포 에너지 [PEMF]
이 IC는 에너지 생산을 처리하고 설탕, 광자 (빛), 포논 (소리) 및 비극성 자기 에너지와 관련된 공정을 수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
다. 호흡, 배설, 지인성 질병, 신진 대사 및 피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포 해독 [각인 ]
세포 해독은 세포와 몸 전체에서 독소를 제거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염증을 감소시키고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증
가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제올라이트와 비타민 C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세포 활동 지원 [PEMF]
이 IC는 특히 환경 독소가 체내에 축적되어 세포 활동을 방해 할 때 세포가 올바르게 대사되고 기능하도록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
니다.

 셀러리 [각인 ]
셀러리는 미나리과 계통의 야채이며 항산화제, 필수 미네랄 및 플라보노이드, 엽산, 칼륨, 비타민 B6, 비타민 C 및 비타민 K와 같은
비타민으로 가득합니다. 셀러리와 관련된 건강상의 이점에는 염증 감소, 소화 개선 및 팽만감 감소가 포함됩니다. 셀러리는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간 건강을 보호하고, 성욕을 개선하고, 감염과 싸우고, 암 위험을 줄입니다.

 셀러리 씨앗 [각인 ]
야생 셀러리 식물(중국 셀러리라고도 함)에서 나오는 셀러리 씨앗은 일반적으로 요리 향신료로 사용됩니다. 셀러리 씨앗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항산화 특성이 있으며 수천 년 동안 동양 의학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셀러리 씨는 적혈구 형성 촉진, 뼈 건강 지원, 혈당
수치 개선, 염증 감소, 신경 진정, 감기 및 독감 퇴치, 수분 보유 감소, 혈압 수치 감소,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근육 경련 감소, 불면증
을 감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셀러리 씨앗은 또한 관절염과 통풍을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셀러리 주스 [각인 ]
셀러리 주스는 때때로 치유 주스라고 합니다. 영양이 풍부하고 수분 공급에 탁월합니다. 셀러리는 아피게닌과 루테올린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신체의 염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진 두 가지 항산화제입니다. 셀러리 주스는 면역 체계 기능 향상, 소화 개선, 관
절염 증상 감소, 뇌 건강 증진, 신체 해독, 변비 완화, 혈압 감소, 피부 외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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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레늄 (셀레노메티오닌) [각인 ]
셀레늄은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이자 강력한 항산화 제입니다. 면역 기능 개선, 정상적인 세포 기능 지원, 노화 징후 퇴치, 특정 암
위험 감소, 심장 질환 예방, 염증 감소, 신진 대사 지원,인지 기능 향상, 기억력 향상, 생식력 향상 (두 남성 모두에서)에 사용될 수 있
습니다. 또는, 갑상선 기능 지원, 갑상선 장애 위험 감소 및 천식 증상 감소합니다.

 셀렌 [각인 ]
셀레늄은 음식과 물에서 발견되는 필수 미네랄이며 신진 대사 및 갑상선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셀레늄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
는데도 사용되는 강력한 항산화 제이며 쇠약, 여드름, 갑상선 기능 및 세포 대사 조절,인지 기능, 위장 장애, 설사, 호흡 곤란, 고열, 마
비, 다한 발한, 충치, 간 손상, 떨림, 신경 손상, 탈모, 부서지기 쉬운 손톱, 정자 수 및 운동성 감소, 전립선 선종 / 암, 성적 쇠약, 조루,
다발성 경화증, 근 위축성 측삭 경화증 (ALS), 관절염, 백내장 및 유형 2 당뇨병 때도 도움이 됩니다.

 셀룰라이트 PEMF [PEMF]
이 PEMF는 셀룰라이트를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셀룰러 에너지 부스트 [각인 ]
[새로운] 셀룰러 에너지 부스트는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지원하며 심혈관 기능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
니다. 이 IC는 황기, CoQ10, 동충하초, R-알파 리포산, 영지버섯, 로디올라, 레스베라트롤, 피롤로퀴놀린 퀴논(PQQ), 나토키나제,
케르세틴 및 리코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셰프힐 [각인 ]
셰프힐은 습진, 심상 성 여드름, 욕창, 구순 포진 및 피부 알레르기를 포함한 급성 및 만성 피부 질환의 일시적인 완화에 사용될 수 있
습니다. 또한 만성 질환, 신체의 반응성 부족, 치료 저항성, 간 애정, 수면 장애, 물리적 현실과의 분리, 무관심, 자아 중심주의, 자부
심, 굴욕감 및 분개를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소 전립선 추출물 [각인 ]
이 물질은 만성 전립선 염 및 전립선 비대 치료에 사용됩니다. 또한 관련 비뇨기 질환, 노화 관련 전립선 기능 장애 및 전립선 수술 후
합병증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 초유 [각인 ]
초유는 출산 후 모유 생산이 시작되기 전에 포유류의 유선에서 생성되는 액체입니다. 이 IC는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예:락
토페린), 성장 호르몬 및 소화 효소가 풍부하며 면역 글로불린 G (IgG), A (IgA), E (IgE), D (IgD) 및 M ( IgM)도 들어가 있습니다.
IgG는 자연적으로 가장 높은 농도에서 발견됩니다. 소 초유는 면역 체계 기능 강화, 설사 예방 및 치료, 소화기 건강 증진, 신경계 손
상 회복, 기분 개선 및 노화 지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운동 선수는 이를 사용하여 지방을 태우...

 소 혈액의 단백질이 제거 된 혈액 투석액  [각인 ]
이 물질은 세포 대사와 호흡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피부 이식, 화상, 근육 손상 및 상처 치유 장애를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나무 [각인 ]
소나무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 자신을 탓할 때 도움이 됩니다. 소나무 주에서는 통제 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죄책감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하게 고통받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파인
주에서 너무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항상 '미안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파인의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의 잘 못을 생각하지 않고 인정
하고 잘못한 일을 바로 잡을 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언제 흠이 없거나 최선을 다하고 만족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죄
책감과 부끄러...

 소나무 꽃가루 [각인 ]
다양한 소나무 종에서 나오는 소나무 꽃가루는 때때로 "슈퍼 푸드"라고 불리며 면역 체계 기능 향상, 소화 개선, 심장 건강 지원, 에너
지/지구력 증가, 피로 해소, 뇌 기능 향상, 테스토스테론 수치 향상, 피부/손톱/모발 건강 개선, 숙취와 관련된 증상 감소, 호르몬 수치
균형 및 염증 감소. 소나무 꽃가루는 노화 방지 특성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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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뇌 PEMF [PEMF]
이 PEMF는 소뇌의 치유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소뇌 토닝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소뇌를 조율하는데 도움이됩니다.

 소마트로핀 [각인 ]
소마트로핀은 인간 성장 호르몬의 합성 형태입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증(GHD), 프라더-윌리 증후군, 터너 증후군 및 특발성 저신장
으로 인한 성장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변 정체 [각인 ]
- 
성분:  푸로세미드  가시여지

 소변 흐름 및 전립선 지원 [각인 ]
소변 흐름 및 전립선 지원은 건강한 전립선 및 비뇨 기능을 유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전립선 세포주기 기능을 촉
진하고 정상적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유지하고 정상적인 정자 형성을 유지하고 전립선 비대를 치료하며 모발 성장을 향상시키고 성
욕과 생식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쏘팔메토 열매 (세레노아 레펜스), 피지움 아프리카눔, 우유 씨
슬, 강황, 녹차, 석류, 아연, 비타민 D3, 리코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소아마비 [각인 ]
소아마비는 신경계를 공격하는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감염된 대변과의 접촉을
통해 전염되며 감염된 사람의 목과 내장에 서식합니다. 소아마비는 주로 어린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소아마비의 증상으로는
독감과 유사한 증상, 가벼운 운동 후 피로를 무력화, 두통, 복통, 메스꺼움, 구토, 발열, 목 경직, 근육통, 근육 약화 및 위축, 마비, 뇌
및 신경 염증, 면역 기능 장애, 두근 거림, 낮음 등이 있습니다. 혈압, 어지러움, 냉증, 수면 무호흡증, 수면 장애, 다리 불안, 근 ...

 소아마비 백신 30K [각인 ]
소아마비 백신 30K는 비활성화된 형태의 1형, 2형 및 3형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함유한 소아마비 백신으로 만든 동종요법 치료제입
니다. 백신으로 인한 부상이나 부작용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아마비(라이프) [PEMF]
소아마비(소아마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소장 PEMF [PEMF]
이 IC는 건강한 소장을 지원합니다. 효소, 프로바이오틱스, 프리 바이오틱스 및 기타 소화 기관용 PEMF의 IC와 결합합니다.

 소장 및 SIBO PEMF [PEMF]
이 PEMF는 소장 문제와 소장 세균 과증식(SIBO)을 치료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소장 및 점액 조절제 [PEMF]
이 IC는 점막과 장, 코, 인후, 폐, 소장 및 조직 내막의 기능을 조절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를 일으키는 칸디다 균과 장내
세균을 제거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화 보조제 [각인 ]
[새로운] 소화 보조제는 건강한 소화관을 촉진하고 장을 정화하며 장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 음식을 소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검은 호두 껍질, 올리브 잎, 님 잎, 생강 뿌리, 콰시아 껍질, 자몽 종자 추출물, 포도 종자 추출
물, 검은 호두 잎과 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소화 불량 (라이프) [PEMF]
소화 불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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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 불량 완화 (라이프) [PEMF]
소화 불량 (소화 불량 또는 배탈이라고도 함)을 돕고 상복부의 통증과 불편 함을 줄이기 위한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소화 잘 된다 IC [각인 ]
[새로운] 소화 잘 된다 IC는 최적의 소화를 지원하고 가스와 팽만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소화 효소 혼합물입니다. 또한 장 건강을
증진하고 새는 장으로부터의 회복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프로테아제, 아밀라아제, 셀룰라아제, 리파아제, 자
일라나아제, 펩티다아제, 피타아제, 알파-갈락토시다아제, 락타아제, 헤미셀룰라아제, 펙티나아제, 베타-글루카나아제, 디아스타아
제 및 아티초크로 만들어졌습니다.

 소화 지원 [PEMF]
소화 지원은 음식을 분해하는 과정을 돕고 팽만감, 변비, 설사 및 소화관 관련 문제를 돕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화 촉진 [각인 ]
소화 촉진은 단백질 소화를 개선하고 위와 장의 pH를 유지하며 비타민 B12 흡수 및 미네랄 흡수를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IC는
L- 글루타민산, 베타인 HCl, 펩신 및 용담 뿌리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소화 콤플리트 PEMF [PEMF]
이 IC 복합체는 더 나은 소화를 위한 PEMF의 조합입니다. IC Pad를 뱃속에 두기만 하면 됩니다. 전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한번에
모든 성분의 요소들을 전송을 사용하려고 시도할 수 있지만, 그 IC에 들어간 요소들의 한꺼번에 전송은 하나씩 재생하는 것과 결과가
같은지 테이타가 없습니다. 
성분:  궤양 성 대장염 (대장)  소장 PEMF  간 해독 및 간경변  췌장 재활  위장 PEMF

 소화 효소 복합체 [각인 ]
소화 효소 복합체는 음식을 소화하고 팽만감, 가스를 줄이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의 증상을 완화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치료제
는 또한 관절의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각각 파인애플과 파파야에서 추출한 프로테아제 효소인 브로멜
라인과 파파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소화 효소 혼합 [각인 ]
소화 효소 혼합은 건강한 소화를 지원하는 효소의 혼합물입니다. 그것은 음식 영양소의 분해와 흡수를 개선하고 가스, 소화 불량 및
팽만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소 담즙, 브로멜라인, 판크레아틴 및 파파인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소화기 가드 [각인 ]
이 IC는 소화기 가드, 아티초크 잎 추출물, 생강 뿌리 추출물의 혼합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소화기 가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궤양
및 역류와 관련된 증상을 현저히 개선하기 위해 임상 시험에서 입증 된 특허받은 감초 폴리 페놀 추출물입니다. 팽만감, 위의 타는듯
한 느낌, 역류, 트림 또는 식사시 메스꺼움의 증상이 나타날 때이 IC를 복용 해보시오.

 소화기 및 면역 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 지원  [각인 ]
소화기 및 면역 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 지원은 건강한 위장 환경과 면역 반응을 촉진합니다. 또한 장의 불편함과 장 자극을 완화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락토바실루스 아시도필루스 NCFM, 사카로미세스, 비피도박테륨 락티스 Bi-07, 비피도박테륨
락티스 Bi-04, 젖산균 플란타룸, 젖산균 살리바리우스 및 스트렙토코커스 써모필러스를 포함하는 7 가지 유익한 프로바이오틱 균주
로 생성되었습니다.

 소화기 복합 프로바이오틱스 [각인 ]
소화기 복합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세균총의 불균형, 피로, 기억력 및 집중력 장애, 자신감 부족, 우울증, 두려움 및 복종을 돕기 위
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화기 지원 [각인 ]
소화기 지원 및 전반적인 위장 건강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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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간, 신장 엔도밸런스 [각인 ]
- 
성분:  소화 촉진  소화기 복합 프로바이오틱스  소화 효소 복합체  신장 및 방광 지원  L- 글루타민 및 2 그 외...

 소화를 위한 스웨덴 고미약 [각인 ]
소화를 위한 스웨덴 고미약은 소화를 개선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며 수백 년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혀, 위, 담낭 및 췌장에 위치한
쓴 수용체를 자극하여 소화 기능을 지원하는 쓴 허브로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효과는 위산, 담즙 및 효소와 같은 소화액을 촉진하여
음식을 분해하고 영양소 흡수를 돕는 것입니다. 단백질 소화와 미네랄 흡수를 개선하고, 가스와 팽만감을 줄이며, 지방과 지용성 비
타민 (비타민 D, E, A, K)의 분해를 개선하고, 규칙적인 배변을 촉진하고, 가끔 속쓰림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수성, 간
건...

 소화성 궤양 [각인 ]
- 
성분:  노니  오메프라졸  판크레아틴

 소화효소복합체 [각인 ]
소화효소복합체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의 소화를 돕는 효소의 혼합물입니다. 영양 흡수 촉진, 팽만감 및 소화 불량 감소, 과민성
대장 증후군(IBS) 증상 개선, 결장 건강 지원, 면역 체계 자극, 간 건강 지원, 통증 및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아
밀라아제, 프로테아제, 디펩티딜 펩타이드 IV, 브로멜라인, 파파인, 인버타제, 셀룰라아제, 베타글루카나아제, 알파갈락토시다아제,
헤미셀룰라아제, 자일라나아제, 피타제, 글루코아밀라아제, 리파제, 락타아제, 고초균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솔리다고 합성물 [각인 ]
솔리다고는 모든 신장 및 방광 질환을 치료하고 신장과 요로의 배설 기능과 방어 시스템을 자극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통증, 배뇨
시 화끈 거림, 배뇨 긴급 등을 포함하는 경미한 소변 불편 함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림프 부종 및 신경화
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솔잎 [각인 ]
솔잎은 비타민(비타민 A, C 등)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고 항염, 진통, 항균, 충혈 완화 등의 다양한 약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
니다. 기억력 향상, 불안 감소, 정신 선명도 향상, 우울증 도움, 가슴 울혈 완화, 기침 치료, 인후통 완화, 호흡기 감염 퇴치, 체중 감소
지원, 혈압 조절, 심장 건강 지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회복, 기분 향상, 면역 체계 기능 향상을 합니다.

 솜틀 [각인 ]
솜틀은 삶의 방식에 대해 분개하고 씁쓸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솜틀 상태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행복을 애원하며 우
리 자신의 삶이 잘 될 때 인정하기를 꺼립니다. 우리는 투덜거림을 선호하고 분개와 자기 연민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 치료법은 낙관
주의와 믿음의 부활을 장려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더 관대함을 느끼고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가 불평하는 매우 불
운을 끌 수 있다는 것을 더 잘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분개, 괴로움 및 자기 연민을 느낄 때 사람들에게 제안됩니다.

 송과체 튜너 [PEMF]
이 PEMF는 송과체의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쇠고기 내장 [각인 ]
[새로운] 쇠고기 내장은 훌륭한 에너지원이며 신체에 다양한 효소, 단백질 및 비타민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풀을 먹고 목초지에서 자란 소의 간, 심장, 신장, 췌장 및 비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쇠고기 폐선 [각인 ]
이 폐선은 뉴질랜드와 호주의 목초지에서 자란 쇠고기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천식 및 기타 COPD, 숨가쁨, 폐 섬유증, 폐암 또는 흉부
감염에 대한 감수성을 포함하여 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태에서 이러한 유형의 선 지원을 고려하시오. 폐는 한의학에서 피부와 관
련이 있기 때문에 습진, 건선, 피부염, 두드러기 등과 같은 피부 상태에도 이 IC를 고려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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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국 뿌리 [각인 ]
수국은 수국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칼슘, 마그네슘, 칼륨, 철, 인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수국 뿌리는 플라보노이
드(예: 케르세틴)가 풍부하고 전통적으로 요로 감염(UTI) 및 신장 결석을 포함한 다양한 상태에 대한 약초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습니
다. 또한 염증 감소, 전립선 및 방광 감염 치료, 전립선 비대증의 크기 감소, 신장 건강 개선, 혈당 수치 감소, 간 보호, 기생충 감염 퇴
치, 류마티스 관절염 및 통풍의 통증 감소, 면역 체계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수두 200K [각인 ]
수두 콧물인 수두 200K는 수두를 예방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또한 수두 후 남아있는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효능을 위해서는 "수두 XMK"를 사용하시오.

 수두 XMK [각인 ]
수두 XMK는 수두를 예방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또한 수두 후 남아있는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
습니다. 효능을 낮추려면 "수두 200K"를 사용하시오.

 수두 헤르페스 3 PEMF [PEMF]
이 PEMF는 수두 바이러스 일명 인간 헤르페스 3을 파괴하기위한 것입니다.

 수레 국화 [각인 ]
수레 국화는 다양한 약용으로 사용됩니다. 신경질로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월경 주변의 여성이 경련 및
기타 PMS 증상을 줄이는데 도움이됩니다. 피부 발진과 자극, 안구 염증 및 감염에 국소 적으로 사용됩니다. 소화 적으로 쓰라 리기
때문에 변비, 가스, 팽만감 및 소화 불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오틴 함량이 높고 기타 성분이 모발과 손톱 강화에도 도움이 됩
니다.

 수레국화속 [각인 ]
수레국화속은 거절을 못 하는 사람들을 위한 바흐 꽃 치료제입니다. 그들은 친절하고 온화한 영혼이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더 무자비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기꺼이 봉사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소원의 노예가 됩니다. 수레
국화속의 치료법은 사람의 성격을 강화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용기와 자기 결정의 발달을 지원하여 수레국화속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선을 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의 욕망과 명령에서 벗어날 수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수마트립탄 [각인 ]
수마트립탄은 아마도 편두통과 군 발성 두통 치료를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약물일 것입니다. 이 IC는 군집 또는 편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빨리 인식하고 처음 20 분 내에 IC 물 1 리터를 마시고 필요에 따라 더 많은 IC 물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
다.

 수막염 Vax 200K [각인 ]
수막염 백신 200K는 수막염 백신으로 인한 부상이나 부작용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효능을 낮추려
면 "수막염 Vax 30K"를 사용하시오. 더 좋은 효능을 얻으려면 "수막염 Vax MK" 또는 "수막염 Vax XMK"를 사용하시오.

 수막염 Vax MK [각인 ]
수막염 Vax MK는 수막염 백신으로 인한 부상이나 부작용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효능을 낮추려면
"수막염 Vax 30K" 또는 "수막염 Vax 200K"를 사용하시오. 더 좋은 효능을 위해 "수막염 Vax XMK"를 사용하시오.

 수막염 Vax XMK [각인 ]
수막염 Vax XMK는 수막염 백신으로 인한 부상이나 부작용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효능을 낮추려면
"수막염 Vax 30K", "수막염 Vax 200K" 또는 "수막염 Vax MK"를 사용하시오.

 수면 조합 [각인 ]
깊고 편안한 수면을 위해 저녁 식사와 취침 사이에이 IC를 8 ~ 12oz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분:  델타 수면 유도 펩티드  멜라토닌  페니부트 (4- 아미노 -3- 페닐부티르산 HCl)   발레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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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 컴플렉스 [각인 ]
- 
성분:  델타 수면 유도 펩티드  플루옥세틴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멜라토닌  조피클론

 수면과 공포를 위한 벤조디아제핀 믹스  [각인 ]
- 
성분:  클로나제팜  다이아제팜  플루옥세틴  로라제팜  페니부트 (4- 아미노 -3- 페닐부티르산 HCl)

 수면과 스트레스의 엔도밸런스 [각인 ]
- 
성분:  발레리안  델타 수면 유도 펩티드  가바펜틴  마그네슘 트레오네이트  멜라토닌 및 1 그 외...

 수소수 [각인 ]
수소수는 수소 분자가 주입된 물입니다. 수소수는 염증 감소, 운동 능력 향상, 운동 후 근육 회복 개선, 노화 과정 지연, 신경계 지원,
기분 개선, 산화 스트레스 예방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절염뿐만 아니라 대사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IC는 마그네슘 정제를 물에 녹여 만든 것으로 수소와 수산화마그네슘을 생성했습니다.

 수술 뒤 위장의 질환 [각인 ]
- 
성분:  오메프라졸  판크레아틴

 수은 [각인 ]
수은은 극도로 유독 한 금속입니다. 그러나 동종 요법 형태로 점막과 피부의 심각한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징
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역 기능 장애, 독감 유사 증상, 일반적인 염증, 점막 애정, 고름 형성 및 조직 괴사, 림프선 비대, 피로, 시각
장애, 청력 상실, 치아 이완, 위장 문제, 장기 부전, 갑상선 기능 항진증, 수면 장애, 날씨에 따른 관절 부종 및 통증, (야간) 발한, 현기
증, 파킨슨 병, 라임 병, 임질, 매독, 신경계 기능 장애, 신뢰 문제, 취약하고 노출 된 느낌, 배신에 대한 두려...

 수은 200C [각인 ]
수은는 구취와 과도한 타액 분비를 동반하는 인후통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종 요법 치료법입니다. 또한 구강 감염, 감기
및 독감, 열, 농양, 궤양, 고름이 있는 피부 감염, 구내염, 귀 감염, 인두염, 후두염, 잇몸 출혈, 치은염 및 치아 농양을 돕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족구병(라이프) [PEMF]
수족구병에 대한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수질 PEMF [PEMF]
[새로운] 이 PEMF는 수질 치유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수질 이완 [PEMF]
이 짧은 PEMF는 수질을 이완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수포진 [각인 ]
- 
성분:  단순 포진 (반전)  대상 포진  우미페노비르  발트렉스  날트렉손

 숙취 (라이프) [PEMF]
숙취에 도움이 되될 수 있는 로얄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예: 술을 마신 후 발생하는 불쾌한 증상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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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취 예방 [각인 ]
숙취 예방은 알코올 섭취로 인한 숙취를 예방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숙취를 유발하는 화합물인 아세트알데히드를 간이 제거하
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치커리, 천심련, 포도, 대추야자, 여우주머니속 및 암라로 만들어졌습니다.

 순환 장애(라이프)) [PEMF]
순환 장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순환 지원 [PEMF]
이 IC는 혈액 순환, 동맥 순환 시스템 및 산소 전달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슈만 공명 7.83Hz (1 분)  [PEMF]
슈만 공명 1 분 버전입니다. 일반 건강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 IC로 물을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주파수는 신체를 지구의
고유 주파수에 맞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점에는 지구와 더 가까이 있는 느낌, 웰빙 및 기쁨의 느낌을 제공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슈만 공명 7.83Hz (20 분) IC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슈만 공명 7.83Hz (20 분) [PEMF]
이것은 슈만 공명의 20 분 버전입니다. 일반적인 건강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것으로 물을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
니다. 이 주파수는 신체를 지구의 고유 주파수에 맞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점에는 지구와 더 가까이 느끼는 것, 웰빙, 기쁨의 느낌도
제공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이 IC를 15 분 이상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슈만 공명 7.83Hz (5 분)  [PEMF]
이것은 슈만 공명의 5 분 버전입니다. 일반적인 건강 기능들을 향상시킵니다. 이 IC로 물을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주파수
는 신체를 지구의 고유 주파수에 맞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점에는 지구와 더 가까이 느끼는 것, 웰빙 및 기쁨의 느
낌을 재공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슈만 공명 7.83Hz (20 분) IC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슈퍼 버섯 콤플렉스 [각인 ]
슈퍼 버섯 콤플렉스는 몸과 마음을 지탱하는데 도움이 되는 버섯 혼합물입니다.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뇌 건강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아가리쿠스 차가 버섯, 동충하초, 사자 갈기, 잎새 버섯, 굴 버섯, 영지, 상황, 표고 버섯, 칠면조 꼬리
버섯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슈퍼 비타민 B 포뮬러 [각인 ]
슈퍼 비타민 B 포뮬러는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비타민 B와 이노시톨 및 칼슘의 혼합물입니다. 간 해독을 지원하고, 건강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고, 호르몬 균형을 관리하고, 부신 기능을 조절하고, 신경계와 뇌 건강을 지원하고, 노화 징후를 줄이고, 장
수를 촉진하고, 에너지 관리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비타민 B1 (티아민),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비타민 B3 (니
아신), 비타민 B5 (판토텐산), 비타민 B6, 비타민 B12, 엽산, 비오틴, 칼슘, 이노시톨 및 파라- 아미노 벤조산 (...

 슈퍼 셀 [PEMF]
이 IC는 농양과 감염에 대처하는 신체를 지원합니다.

 슈퍼 수면 스택 플러스 면역 시스템  [각인 ]
깊고 편안한 수면을 위해 저녁 식사와 취침 시간 사이에 8-12oz의 이 IC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분:  델타 수면 유도 펩티드  멜라토닌  페니부트 (4- 아미노 -3- 페닐부티르산 HCl)   이노시톨  면역 시스템 부스트

 슈퍼 슬립 PEMF [PEMF]
취침 시간에이 PEMF를 사용하시오. IC Pad를 가슴에 대고 IC 전달을 시작합니다. 또한 슈퍼 슬립 IC 500ml를 마시고 상처 PEMF를
추가하여 완전히 회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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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슬립 플러스 CBD  [각인 ]
이 IC 복합체는 깊고 편안한 수면을 위한 것입니다. 
성분:  대마초  CBD 오일  델타 수면 유도 펩티드  이노시톨  멜라토닌 및 1 그 외...

 슈퍼 푸드 [각인 ]
- 
성분:  모든 석류  인도 인삼  베르베린 플러스  대마초  셀러리 및 37 그 외...

 슈퍼충전 씨드 컴플렉스 [각인 ]
슈퍼충전 씨드 컴플렉스는 건강을 증진하고 신체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강력한 씨앗의 혼합물입니다 (특히 운동 후). 에너지
증진, 자유 라디칼 중화, 근육 건강 및 유연성 지원, 건강 증진, 면역 체계 강화, 뇌 기능 및 집중력 향상, 건강한 관절 지원, 운동 후 경
미한 근육통 완화, 운동 후 신체 회복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심혈 관계를 촉진합니다. 이 IC는 블랙 커민, 포도씨, 블랙 라즈베
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스웨덴의 엘릭서 [각인 ]
스웨덴의 엘릭서은 알로에, 엉겅퀴, 센나 잎, 장뇌, 만나 수액, 재즙, 몰약, 안젤리카 뿌리, 용담 뿌리, 대황 뿌리, 제도리 뿌리, 로즈마
리 장뇌, 사프란 및 베니스 테리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IC는 담즙 및 간 기능을 자극하고, 소화를 촉진하고, 장 통과를 지원하고,
혈액 및 림프 순환을 개선하고, 피로와 나른함과 싸우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식사 후 우수한 소화제입니다.

 스위트 체리 [각인 ]
스위트 체리는 영양소, 항산화제 및 항염증 화합물로 가득 찬 짙은 붉은색 과일입니다. 그것은 매우 영양가가 높고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슈퍼 과일로 분류됩니다. 스위트 체리는 수면의 질 향상, 혈당 수치 균형, 관절염 및 통풍 증상 개선, 심장 건
강 증진, LDL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운동 회복 속도 향상, 염증 감소, 체중 감소 촉진, 혈압 감소, 피부 질 개선, 지원 기분, 에너지 수
준을 높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합니다. 스위트 체리에는 노화 방지 특성도 있습니다.

 스위트 플래그 [각인 ]
창포라고도 하는 스위트 플래그는 향정신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꽃 피는 식물의 일종입니다. 그것은 다양한 조건에 대한 약초 요법으
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스위트 플래그는 염증 감소, 순환 촉진, 두통 감소, 우울증 관리, 체중 감소 촉진, 이완 지원, 수면 개
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후통, 울혈, 감기, 천식, 발기 부전 및 류마티스 관절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켈레탈 힐링 파워 [각인 ]
이 IC는 장기, 뼈 및 감염된 상처를 포함한 급성 외상성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성분:  알렌드로네이트 나트륨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아르니카  소 혈액의 단백질이 제거 된 혈액 투석액
 옥시코돈 및 1 그 외...

 스클레란투스 [각인 ]
스클레란투스는 마음을 결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바흐 꽃 치료제입니다. 때로는 두 가지 옵션이 있으며 때로는 더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스클레란투스의 우유부단은 일반적으로 큰 결정만큼이나 작은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조 아니면 피터와 결혼해야
합니까?' 그리고 '빨간색 공책을 사야하나요 아니면 파란색 공책을 사야하나요?' 그것이 바로 공막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유부단함이
우리 삶에 대한 우리의 더 깊은 야망과 관련이 있다면 대신 "야생 귀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때때로 공막 환자의 만성적 불확실성은
다른 방식으로 나...

 스킨 리프레셔 [각인 ]
스킨 리프레셔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진정시키며 수분을 공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히알루론산, 오이, 유칼립투스, 백
리향 및 자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스킨 서포트(라이프) [PEMF]
피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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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아니스 [각인 ]
스타 아니스는 건강에 기여하는 강력한 생리 활성 화합물을 포함하는 암갈색 별 모양 꼬투리로 자라는 향신료입니다. 스타 아니스는
감기와 인플루엔자 퇴치, 소화 개선, 면역 체계 강화, 가스 완화, 복부 경련 및 팽만감 감소, 변비 완화, 암 위험 감소, 월경 경련 감소,
월경 촉진, 유방 흐름 증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완화, 성욕 증가, 신경 진정 및 수면 장애 완화를 합니다.

 스테비아 [각인 ]
스테비아는 식물성 설탕 대체제입니다. 체중 감소, 혈압 저하, 당뇨병 조절, 특정 형태의 암 예방, 콜레스테롤 저하, 구강 건강 보호,
뼈 건강 증진, 골다공증 위험 감소, 습진 및 피부염 치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시력 지원 [PEMF]
스트레스는 눈의 경련, 눈물 또는 건조 눈, 눈의 피로, 빛 민감성 및 흐린 시력과 같은 시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IC는 시각적
패턴의 해석을 돕고 스트레스로 인해 생성 된 시각적 기능의 블록을 해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조건 [각인 ]
- 
성분:  델타 수면 유도 펩티드  플루옥세틴

 스트레스 중심부터 지원 [각인 ]
- 
성분:  아나스트라졸  유방 방어  DHEA  오메가 -3 / 폴리페놀 조합  프레그네놀론 및 1 그 외...

 스트레스 풀기 [각인 ]
이 스트레스 완화 요법은 안절부절 못함, 경미한 기분 변화, 일시적인 불안 및 가끔 불면증과 같은 긴장과 스트레스의 경미한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승마, 댕댕이덩굴, 개불알꽃, 보두나무, 참나리, 인카나타 시계초, 플래티넘 메
탈리쿰, 설령쥐오줌풀, 아연 바레라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조합 [각인 ]
이 조합은 스트레스 감소, 불안 완화 및 이완에 특화된 비타민, 미네랄 및 아미노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억제 성 신경 전달 물질
GABA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조합은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불안과 공황 발작, 중독 회복 및 불면증에 대해서도 고려해
야 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진정 작용을하지 않지만 단순히 뇌의 교감 ( '투쟁 또는 도피') 활동을 감소시켜 침착과 집중을 촉진합니
다. 이 IC 조합은 연구 보조 및 ADD / ADHD에도 적합합니다. 
성분:  필수 아미노산  나이아신아미드  유기 리튬  페니부트 (4- 아미노 -3- 페닐부티르산 HCl)   타우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각인 ]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프로바이오틱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장내 미생물군을 지원하는 유익한 프로바이오틱 균주의 혼합입니다. 스
트레스를 받는 동안 건강한 장 장벽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고소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유산균 살리바
리우스, 락토바실러스 카세이,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락토코커스 락티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및 유산
균 파라카세이로 만들어졌습니다.

 스트렙토코쿠스 보비스 D [각인 ]
비용혈성 연쇄상 구균은 혈액 배지의 바이러스를 유도하고 용혈성 연쇄상 구균으로 결정됩니다. 그룹 A 용혈성 연쇄상 구균은 대부
분의 인간 연쇄상 구균 질환을 담당합니다. 스트렙토코쿠스 보비스는 비엔테로코커스 D 군 연쇄 구균 중 주요 인간 병원균입니다. 스
트렙토코쿠스 보비스 감염은 감염성 심내막염의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렙토코쿠스 보비스는 또한 심내막염이 없는 균
혈증을 유발하며, 드물게는 요로 감염, 수막염, 신생아 패혈증,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드물게는 패 혈성 관절염, 척추 골수염 및 지속
적인 보행 복막 투석과...

 스트루밀 [각인 ]
스트루밀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종 및 선 부종, 크룹 기침, 전반적인 쇠약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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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스쿠프릴 [각인 ]
스파스쿠프릴은 복부 경련, 월경 경련, 경련성 기침, 장 산통 및 부드러운 근육 경련과 같이 신체 어디에서나 발생하는 근육 경련을 일
시적으로 완화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담낭염, 경증 무도병, 산통, 위식도 역류 질환 (GERD), 장 산통, 포르피린증 및 파상풍에 도움
이 될 수 있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 억제 및 중화  [각인 ]
이 IC 복합체는 스파이크 단백질 세포 결합 및 복제를 중지하는데 권장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성분:  프랑스 해양 소나무 껍질 추출물  글루타티온 (감소된)  이버멕틴  N- 아세틸시스테인  멀구슬 오일 및 1 그 외...

 스파이크 단백질 억제 중화 현기증  [각인 ]
이러한 물질은 스파이크 단백질 세포 결합 및 복제를 중지하는데 권장됩니다. 
성분:  N- 아세틸시스테인  글루타티온 (감소된)  멀구슬 오일  시베리아 잣 오일  프랑스 해양 소나무 껍질 추출물 및 2 그
외...

 스파이크 단백질 해독 [각인 ]
이 IC 복합체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해독을 지원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성분:  커큐민 플러스  완충 비타민 C  리포좀 비타민 D3 + K2  N- 아세틸시스테인  나이젤라 씨앗 및 2 그 외...

 스페미딘 [각인 ]
스페미딘은 살아 있는 유기체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폴리아민이며 세포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페르미딘이 풍
부한 식품에는 피망,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자몽, 숙성 치즈, 버섯, 콩류, 통곡물 등이 있습니다. 스페미딘은 노화 징후 지연, 간 섬유
증 및 간세포 암종의 위험 감소,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 자가포식 및 세포 재생 촉진, 연령 관련 신경변성 질환(예: 파킨슨병)의 위험
감소,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모발 성장을 자극하고 에너지를 증가시키며 체중 감소를 돕고 건강한 장수를 촉진
합니다.

 스포츠 브레인 포커스 부스터 [각인 ]
- 
성분:  아세틸 - L- 카르니틴   두뇌 부스트  피라세탐  니코티노 일-감마-아미노 부티르산  NADH + 및 1 그 외...

 스피니펙스 [각인 ]
스피니펙스 꽃 에센스는 병을 자주 걸리고 질병에 대한 통제력이 없는 사람들, 특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본질은 질병에 대한 정서적 이해를 통해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스피루리나 [각인 ]
스피루리나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는 청록색 조류입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필수 및 비필수 아미노산과 항 염증성 필수 지방산
을 포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피루리나가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제초제 글리포세이트의 해독과 관련된 일반적인 해독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스피루리나는 또한 일부 화학 요법과 중
금속의 독성 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항 바이러스 및 항 박테리아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면역 강화 프로그램에 유
용한 추가 기능입니다.

 스피루리나 피코시아닌 [각인 ]
스피루리나는 영양소, 미네랄, 단백질, 카로티노이드 및 항산화 제가 풍부한 청록색 조류의 일종입니다. 스피루리나의 주요 활성 성
분은 조류에 진한 파란색을 부여하는 항산화 제인 피코시 아닌입니다. 스피루리나와 관련된 건강상의 이점에는 체중 감소, 에너지 증
가 및 면역 체계 자극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체에서 중금속 및 독소 제거,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염증 감소, 혈압 감소, 혈당 수치 감
소 (제 2 형 당뇨병), 운동 선수의 지구력 증가, 근육 지구력 향상, 예방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재발 성 효모 감염, 소화 및 장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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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어민트 [각인 ]
스피어민트는 치료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상태를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허브입니다. 스피어민트는 소화를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완화
하며 혈액 순환을 증가시키고 면역 체계를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스꺼움, 구토, 소화 불량, 가스, 두통, 관절염, 염
증, 피로 및 경련을 치료하는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습진 [각인 ]
- 
성분:  덱사메타손  노니  프레드니솔론  가시여지

 습진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피부 패치에 염증이 생기고 가렵고 붉어지고 거칠어지는 상태인 습진을 돕습니다.

 승모판 경화증 [각인 ]
- 
성분:  아세틸살리실산  디클로페낙  딜티아젬 염산염

 승모판 부족 [각인 ]
- 
성분:  아세틸살리실산  L-카르니틴  딜티아젬 염산염

 승모판 탈출증 [각인 ]
- 
성분:  덱사메타손  딜티아젬 염산염  트리메타지딘

 시나몬 [각인 ]
시나몬으로 알려진 계피는 녹나무속 가족의 나무 속 껍질에서 얻어지며 그 약효로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계피는 제 2 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를 낮추고, 소화 문제를 완화하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드니 로즈 [각인 ]
시드니 로즈 플라워 에센스는 버리는 것처럼 느끼거나, 사랑받지 못하거나 병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본질은 우
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데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통일감을 줍니다. 또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시력 부스트 [PEMF]
시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주파수입니다. Glowing IC Pad를 사용하면 IC Pad 화면을 가리고 눈에다가 넣고 몇 시간 동안
둘 수 있습니다.

 시력 지원 [각인 ]
- 
성분:  아연 알지네이트 + 아연 글리시네이트  올인원 영양소  카로티노이드 복합체  필수 오메가 -3  루테인 + 제아잔틴 및
1 그 외...

 시력 지원 [각인 ]
시력 지원은 눈을 보호하고 건강한 시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됩니다. 백내장 발병 위험을 줄이고 황반 색소 밀도를 개선하는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루테인, 제아잔틴, 블랙 커런트 추출물, 비타민 C, 아연 및 구리를 포함하는 비타민과 미네랄뿐만 아니
라 식물 추출물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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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베리아 잣 오일 [각인 ]
시베리아 잣 오일이라고도 알려진 시베리아 삼나무 너트 오일은 가장 치유력이 뛰어난 유기농 제품 중 하나로 간주되며 모든 연령대
의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그것은 시베리아 타이가 숲의 삼나무에서 자란 소나무 커널로 만들어졌습니다. 시베리아 잣 오일은 비타
민 E (귀중한 항산화 제), 아미노산, 오메가 3 및 6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또한 비타민 F,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3,
카로티노이드, 마그네슘, 요오드, 철, 인 및 구리를 포함한 35 가지 이상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베리아 잣...

 시상 토닝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시상을 조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상 하부 토닝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시상 하부를 조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상 합성물 [각인 ]
시상 합성물은 퇴행성 질환 및 신 생물의 중앙 조절 기능을 자극하는데 사용되는 동종 요법 치료법입니다. 또한 일과성 열감, 과도한
발한 및 피로를 포함한 폐경기 전 불만의 일시적인 완화를 제공하고 호르몬 대체 요법의 보조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시상하부 튜너 [PEMF]
이 PEMF는 시상하부의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시스탄체 [각인 ]
로우 콩 롱으로 알려져 있고 "사막의 인삼"이라는 별명을 가진 시스탄체는 다양한 건강 문제에 대해 전통 중국 의학에서 오랫동안 사
용되어 온 식물입니다. 그것은 신장을 강화하고, 양을 강화하고, 에센스와 혈액에 도움을 주고, 면역을 지원하고, 뇌 기능을 강화하
고,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피로와 싸우고, 성 건강과 체력을 개선하고, 테스토스테론을 강화하고, 장수를 촉진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
니다. 또한 발기 부전, 여성 불임, 월경과다 및 노인성 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스탄체에는 항산화, 항염 및 노화 방지 특성이
있습니다...

 시신경 치유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시신경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클레소니드 [각인 ]
시클레소니드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계열에 속하는 스테로이드 약물입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알레르기 염증에 관여하는 여
러 세포 유형(예: 비만 세포, 호중구, 대식세포, 호산구, 림프구) 및 매개체(예: 히스타민, 사이토카인 및 류코트리엔)에 광범위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클레소니드는 계절 및 연중 내내 알레르기로 인한 코 증상(예: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증, 콧물)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프로플록사신 [각인 ]
시프로플록사신은 뼈 및 관절 감염, 위장염,하기도 감염, 피부 및 피부 구조 감염 (예: 봉와직염, 모낭염), 요로 감염, 전립선 염 및 탄
저병을 유발하는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여성의 급성 단순하지 않은 방광염, 단순하지 않은 자궁 및 요도 임질, 급
성 부비동염, 감염성 설사 및 장티푸스를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호& 계피 포뮬라  [각인 ]
시호& 계피 포뮬라는 한방에서 전통적으로 간과 비장을 조화시키고, 외부(太陽)를 풀고, 근육층을 풀고, 영양(영)을 조화시키기 위
해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허브의 조합입니다. 기타 징후로는 복부 팽만 및 통증, 오한, 흉부 수축을 동반한 감기, 기관지염, 식욕 부진,
독감/인플루엔자, 정서적 불안정, 지방 소화 불량, 고창, 담낭 결석, 긴장성 두통, 간염, 과민성, 과민성 대장 증후군(IBS), 딱딱거리는
감각을 동반한 관절 통증, 근육 긴장, 메스꺼움, 신경 피로, 신경증 장애, 목 결림, 수동 공격적 행동, 폐렴, 심리적 경...

 식도 역류 PEMF [PEMF]
이 PEMF는 GERD 또는 역류 질환에 대한 것입니다. 식도와 위를 조화시켜야합니다. IC 패드를 바로 위에 올려 놓고이 PEMF와 함께
위장 인플루엔자 IC를 마십니다.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siberian-cedar-nut-oil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thalamus-toning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hypothalamus-toning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thalamus-compositum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hypothalamus-tuner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istanch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healing-the-optic-nerv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iclesonid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iprolet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bupleurum-cinnamon-formula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esophagus-reflux-pemf


 식도 치유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식도 치유를 돕는 것입니다.

 식도의 무력증 [각인 ]
- 
성분: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가시여지

 식물 부스트 [각인 ]
이 미네랄 조합에는 질소, 인산염, 칼륨, 철, 망간 및 아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식물의 최적 성장을위한 영양 토양입니
다. 이 IC로 각인 된 물은 꽃에서 정원 채소에 이르기까지 실내 및 실외 식물 모두에 물을 주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물 성장 촉진제 [각인 ]
이 콤플렉스에는 거대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성분:  고급 다중 미네랄 포뮬라  성장 호르몬  식물 부스트  펩타이드-미네랄 연체 동물 가수 분해물  과급수 및 1 그 외...

 식물 효소 [각인 ]
식물 효소는 소화 기능을 지원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건강한 관절과 근육을 유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 탄수화
물 및 지방 분해를 촉진합니다. 이 IC는 프로테아제, 아밀라아제, 리파아제, 브로 멜라인 (파인애플 줄기에서 추출) 및 파파인 (파파야
에서 추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식물성 콜라겐 부스터 [각인 ]
식물성 콜라겐 부스터는 자연적으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콜라겐 분해를 억제하는 식물 펩타이드의 혼합물입니다. 또한 피부, 모
발, 손톱 및 관절의 건강을 개선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식욕 부진 [PEMF]
식욕 부진 즉 배고픔 감소에 도움이 되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식중독 (라이프) [PEMF]
식중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로얄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식중독 완화 [PEMF]
이 IC는 전염성 유기체나 그 독소로 오염 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장 문제, 구토, 발한, 고온 및 설
사와 같은 식중독과 관련된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또한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결석 [각인 ]
신장 결석은 일반적으로 신장에서 발생하는 고체 결정 덩어리입니다. 배뇨, 전립선, 안절부절 못함, 통풍, 피부 궤양, 고혈압, 죽상 동
맥 경화증, 소변의 긴박, 혈액과 고름, 만성 관절 염증, 혼돈과 부조화에 대한 두려움, 놓아주지 못함, 강박적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는, 삶에 압도된 느낌, 기본적인 신뢰 부족, 불안, 공황 발작, 도피 및 접지 부족도 일으킵니다.

 신경 [각인 ]
신경은 심리적 및 정신적 가면 질환, 특히 우울한 상태를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동종 요법 치료법입니다.

 신경 건강 [각인 ]
신경 건강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심리적 기능과 신경계 기능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경 건강
은 또한 에너지와 정신적 민첩성을 높이고 뇌에서 알루미늄의 부정적인 영향과 싸우며 기분을 개선하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실리카와 비오틴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esophagus-healing
http://www.infopathy.com/ko/combinations/atony-of-the-esophagu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olyenylphosphatidyl-choli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soursop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lant-boost
http://www.infopathy.com/ko/combinations/pflanzenwachstums-booster-480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dvanced-multimineral-formula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growth-hormone-gh-somatotropi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lant-boost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eptide-mineral-mollusk-hydrolyzate1-3-5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supercharged-water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i-enzyme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life-food-life-energy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loss-of-appetit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food-poisoning-rif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food-poisoning-relief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renal-calculi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neuro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neuro-health


 신경 말 세포 생성 [PEMF]
이 IC는 세포의 재생과 감각, 운동, 통합 및 적응 기능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경 모세포종 2.0 + 화학 요법  [각인 ]
- 
성분:  알벤다졸  항 기생충  사이클로 포스파미드  DCA  플루버말 플루벤다졸 및 1 그 외...

 신경 섬유종 [각인 ]
신경 섬유종의 주요 징후는 양성 신경초 종양, 신경 퇴행, 우울증 및 낮은 사회적 능력 때 도움됩니다.

 신경 쇠약 [각인 ]
- 
성분:  델타 수면 유도 펩티드  플루옥세틴

 신경 아미노 [각인 ]
신경 아미노는 건강한 신경 전달 물질 활동, 정신 기능 및 기분을 밝게하는 아미노산의 조합입니다. 노인에게 유익합니다. 인지 기능
을 개선하고, 집중력을 높이고, 정신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우울증을 치료하고, 에너지를 높이고, 피로를 예방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이 IC는 DL- 페닐알라닌, L- 트립토판, L- 티로신, 아세틸 -L- 카르니틴 및 타우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신경 장애 (라이프) [PEMF]
신경계 장애를 치료하고 신경통을 줄이기 위한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신경 재활 (급성) [PEMF]
이 PEMF IC는 신경통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경 재활(급성) [PEMF]
이 PEMF IC는 수핵의 재활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 조절기 [PEMF]
이 IC는 신경계, 모든 신경 전달 물질, 중뇌, 언어 및 청각 센터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광, 자궁 및 난소의
신경을 조절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 조절기는 또한 우울증, 치유되지 않거나 혼란스러운 감정, 슬픔과 관련된
감정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경 지원 [각인 ]
신경 지원은 뇌 건강 지원, 뇌 혈류 증가, 뇌 산소 공급 지원, 인지 기능 개선, 뇌 에너지 대사 지원, 면역 체계 강화, 건강한 뉴런 촉진
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리보플라빈, 구연산마그네슘, 피버퓨 추출물, 정육점 추출물, 은행나무 추출물, 빈포세틴 및 카이엔
추출물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신경 치유 [PEMF]
이 IC는 특히 중금속에서 독소를 제거 할 때 신경계를 재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경 치유 향상 (라이프) [PEMF]
신경의 치유와 재생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신경 통증 완화 [각인 ]
이 IC 복합체는 특히 말초 신경병증과 관련된 통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경 통증을 줄이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분:  엽산 + 비타민 B12  우리딘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nerve-end-cells-generation
http://www.infopathy.com/ko/combinations/neuroblastoma-2-0-plus-chemo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lbendazol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nti-parasite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yclophosphamid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dichloroacetat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fluvermal-flubendazol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neurofibroma
http://www.infopathy.com/ko/combinations/neurasthenia-nervous-breakdow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deltara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fluoxeti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ognitive-amino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nerve-disorders-rif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nervenrehabilitation-akut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bandscheibenkern-akute-verletzung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neurotransmitter-regulator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neuro-support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es3-nerve-functio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stimulate-nerve-healing-rife
http://www.infopathy.com/ko/combinations/nerve-pain-relief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b12-folat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uridine


 신경계 및 결장 조절기 [PEMF]
이 IC는 신경계, 감각 수용체, 뇌신경, 결장 및 미네랄 흡수를 조절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화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경계 기능
의 왜곡을 수정하고 완전성을 회복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경계 지원 [PEMF]
이 IC는 변화를 감지하여 모든 신체 기능과의 제어 및 통합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델타 및 알 주파수를 수정하여 평온함
과 편안한 수면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염 물질을 관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경근 시스템 치유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신경근 시스템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경근 회춘 및 회복 [PEMF]
이 IC는 스포츠 나 격렬한 신체 활동 또는 신체적 부상, 충격 또는 충격 후에 신체가 회복하고 젊어지게 합니다. 그것은 조직 재생 및
근육 회복을 돕고 근육 긴장도를 향상시키고 근육 긴장, 부기 및 외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경증 [각인 ]
- 
성분:  노니  신나리진

 신나리진 [각인 ]
신나리진은 멀미, 현기증 또는 메니에르 병과 관련된 현기증, 메스꺼움 및 구토를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신뢰성 (루트 차크라) [PEMF]
루트 차크라는 부신 피질 땀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 에너지, 접지 및 자기 보존의 중심입니다. 루트 차크라는 등, 발, 엉
덩이, 척추 및 다리를 관리합니다. 루트 차크라는 물리적으로 거기에 있고 상황에서 집에서 느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열려 있으면
지구와 더 가까이 느끼게 하고 안전함을 줍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믿게 되고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고 육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
니다. 루트 차크라의 문제는 보안 및 생존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 IC는 식욕 부진, 비만, 골관절염,자가 면역 질환, 관절염, 피로, 신
장...

 신염 및 신염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신염과 신염에 도움이 됩니다.

 신의 키스 [각인 ]
이 IC는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신장 [각인 ]
- 
성분:  방광신우신염  푸로세미드  신장 및 방광 지원  신결석

 신장 감염 [PEMF]
신장 감염에 도움이 되는 로얄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신장 결석(라이프) [PEMF]
신장 결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신장 관리 [PEMF]
이 PEMF는 신장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장 기능 지원(라이프) [PEMF]
신장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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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healing-the-neuromuscular-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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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 낭종 신우신염 [PEMF]
신장 낭종 신우신염(신장 감염)에 도움이 되는 주파수입니다.

 신장 및 방광 지원 [각인 ]
이 치료법은 신장과 방광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신장의 염증, 신장 결석, 신장의 날카로운 따끔 거림, 천골 부위의 통증, 복막염,
자궁 경부염, 방광의 뾰족한 통증, 방광의 염증, 배뇨시 타는듯한 통증, 황색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줌. 이 IC는 매자나
무속, 칸타리스속, 돌카마라, 속새류, 향등골나물, 에탄올, 생수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장 및 부신 [PEMF]
- 
성분:  신장 조절기  신장 세뇨관 재활 PEMF  신장 지원  부신 피로

 신장 세뇨관 재활 PEMF [PEMF]
이 PEMF는 신장의 세뇨관을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장 신증 (신장 변성) (라이프)  [PEMF]
신장 신증에 도움이 되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신장 재활 PEMF [PEMF]
이 PEMF는 신장 재활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신장 조절기 [PEMF]
이 IC는 신체의 산-알칼리 균형과 pH 수준을 조절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장과 경락의 균형을 맞추는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장 조절기는 또한 추진력을 높이고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지원 [PEMF]
이 IC는 신장-부신 경락을 지원하고 혈액에서 노폐물 여과를 복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 세포 생성, 혈압 관리, 소변
생성, 전해질 및 체액 흡수를 돕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장 치유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신장 위축을 돕고 신장을 치유합니다.

 신장, 방광 및 비뇨기 [각인 ]
신장, 방광 및 비뇨기계는 건강한 신장, 방광 및 요로 기능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블루베리, 크랜베리, 주니퍼 베
리, 바루나 나무 껍질, 민들레 잎, 이노시톨 헥사포스페이트(IP-6), 소 초유 및 달걀 노른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장, 장, 간 3.0 [각인 ]
- 
성분:  방광신우신염  신장 및 방광 지원  신결석  칼슘 D- 글루카레이트  신장 지원 및 1 그 외...

 신장의 만성 염증 [각인 ]
- 
성분:  델타 수면 유도 펩티드  덱사메타손  디클로페낙  아지트로마이신

 신진 대사 강화제 [각인 ]
에너지 
성분:  아나스트라졸  인도 인삼  EGCg (녹차 추출물)  L-카르니틴  중쇄 중성 지방 (MCT) 및 1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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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진 대사 지원 [각인 ]
대사 지원은 인슐린, 혈당, 코티솔 및 체중 관리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IC는 크롬과 이쉬와간다, 녹차, 계수 나무 계피,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및 녹색 커피 추출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진 대사 촉진 [PEMF]
이 IC는 신체와의 최적의 정보 전달을 보장하기 위해 신진 대사 활동을 수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독과 적절한 단백질 및 지
질 합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진 대사 촉진은 감정을 고양시키고 전반적인 기분 좋은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진대사 [각인 ]
- 
성분:  가시여지  체중 정상화

 신체 순환 시스템 조절기 [PEMF]
이 IC는 순환계, 운동 기능, 신경 내분비 조절 및 신체 / 정서적 충격의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염증을 줄이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데나필 [각인 ]
실데나필은 남성 발기 부전 (발기 부전, 발기를 유지할 수 없음)을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실데나필은 시차로 인
한 피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라짓 [각인 ]
미네랄 피치라고도 하는 실라짓은 주로 히말라야 산맥의 암석에서 발견되는 천연 수지와 같은 물질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식물 물질
이 분해되어 형성됩니다. 실라짓에는 풀빅산, 부식산 및 84가지 이상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잠재적인 건강상의 이점으로
인해 수세기 동안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실라짓은 뇌 기능 개선, 알츠하이머병 관리, 노화의 영향 완화, 염증 감소,
바이러스 감염(헤르페스 포함) 퇴치, 만성 피로와 관련된 증상 감소, 고산병 완화, 정자 수 및 건강 개선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나쁜
콜레스테롤...

 실로시빈 [각인 ]
실로시빈은 마법의 버섯으로 알려진 특정 유형의 버섯에서 발견되는 자연 발생 환각 물질입니다. 사람들은 실로시빈을 환각제로 사
용할 수 있으며 효과는 일반적으로 LSD와 유사합니다. 실로시빈은 기분을 개선하고, 우울증을 치료하며, 행복감을 제공하고, 더 마
음을 챙김하고, 내성적인 통찰력을 얻고, 영적 각성을 달성하고, 명상을 개선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리세아 1M [각인 ]
일반적으로 실리카라고 불리는 실리세아는 과로로 인한 피로와 과민 반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농양, 피부 발진, 궤양, 안쪽으로 자란 손톱, 다래끼, 파편, 막힌 누관, 건조하고 부서지기 쉬운 모발, 건조하고 부서지기 쉬운 손톱, 습
진, 건선, 변비, 켈로이드 및 흉터를 돕는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낮은 효능을 얻으려면 “실리세아 30CH”를 사용하시오.

 실리세아 30CH [각인 ]
일반적으로 실리카라고 불리는 실리세아는 과로로 인한 피로와 과민 반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있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농양, 피부 발진, 궤양, 안쪽으로 자란 손톱, 다래끼, 파편, 막힌 누관, 건조하고 부서지기 쉬운 모발, 건조하고 부서지기 쉬운 손톱, 습
진, 건선, 변비, 켈로이드 및 흉터를 치료하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더 높은 효능을 얻으려면 “실리세아 1M”을 사용하시오.

 실버 프린세스 [각인 ]
실버 프린세스 플라워 에센스는 삶의 방향에 대한 인식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것이 항상 사람에게 그들의 완전한 인생 계획을 드러내
는 것은 아니지만, 교차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보여줌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이
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버 프린세스 플라워 에센스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에게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평평
하고 '이것이 전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목표를 세우고 목표 전 모든 단계들을 만끽하기를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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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 하이드로졸 [각인 ]
은의 항균성은 한 세기가 넘도록 알려져 있습니다. 콜로이드은이라고도 하는 이 은 하이드로졸 용액은 15ppm 농도에서 항균 및 면
역 자극 특성을 제공하는 특허받은 하이드로졸 생산 기술을 활용합니다. 원자은 / 물 복합체는 은의 축적과 건강한 세포 또는 조직에
대한 독성 영향을 보장합니다. 모든 유형의 급성 및 만성 감염, 세균 및 기생충 감염을 포함한 소화기 문제, 국소 적으로 베인 상처와
화상의 경우은 하이드로졸을 고려하고, 삼키기 전에이 IC를 입안에서 헹구어 치아와 잇몸 감염을 해결하시오.

 심각한 질병 후 신체 회복 [각인 ]
- 
성분:  델타 수면 유도 펩티드  노니  가시여지

 심근 경색증 [각인 ]
- 
성분:  아세틸살리실산  딜티아젬 염산염  푸로세미드  트리메타지딘  플루옥세틴

 심근염(라이프) [PEMF]
심근염을 목적으로 하는 로얄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심낭염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심낭염을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장 건강 [각인 ]
- 
성분:  아세틸 - L- 카르니틴   모든 석류  알파-리포산  아스타잔틴  아테롬성 동맥 경화증 및 21 그 외...

 심장 건강 (폐쇄 및 판막)  [각인 ]
이 치료제는 가벼운 정도에서 중간 정도의 심장 부전 (부종 경향), 판막 심장 질환의 경우 심근 쇠약, 확장, 감염 후 심근 쇠약, 퇴행성
과정과 같은 심장 질환과 관련된 다양한 증상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심근, 관상 동맥 기능 부전, 심장 경색, 기능적 이상, 심근 및 심내
막염, 긴장 저하. 이 IC는 아르세니움 앨번, 선인장, 산사나무속, 디기탈리스, 칼륨 카보니쿰, 칼미아, 인, 실라속, 스피겔리아속, 스트
로판투스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심장 건강을위한 킬레이션 콤플렉스  [각인 ]
심장 건강을 위한 킬레이션 콤플렉스는 혈관과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혈중 금속 이온과 과도한 미네랄을 줄이고 건
강한 혈류와 혈압을 유지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돕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허브 및 칼슘이 나트륨
에틸렌 디아민 테트라 아세트산 (EDTA)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심장 경련 [각인 ]
- 
성분:  아세틸살리실산  로수바스타틴 칼슘  디클로페낙  드로타베린  트리메타지딘

 심장 경화증 [각인 ]
- 
성분:  아세틸살리실산  로수바스타틴 칼슘  딜티아젬 염산염

 심장 균형 [PEMF]
심장 균형은 사랑과 비사랑의 감정의 균형을 맞추고 마음과 머리 간의 의사 소통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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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근육 지원 [각인 ]
- 
성분:  생물 작용 동물 펩티드  심장 건강을위한 킬레이션 콤플렉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오메가 -3 / 폴리페놀 조합  레
스베라트롤 및 1 그 외...

 심장 근육의 약함 [각인 ]
- 
성분:  딜티아젬 염산염  트리메타지딘

 심장 근육의 약화 [각인 ]
- 
성분: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노니  트리메타지딘

 심장 근육의 질환 [각인 ]
- 
성분:  딜티아젬 염산염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트리메타지딘  신나리진

 심장 마비 [각인 ]
- 
성분:  소 혈액의 단백질이 제거 된 혈액 투석액  딜티아젬 염산염  노니  트리메타지딘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
디온 및 1 그 외...

 심장 및 두뇌 지원 [각인 ]
[새로운] 심장 및 뇌 지원은 최적의 인지 기능과 심장 건강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 선명도와 집중력을 높이고 브레
인 포그를 제거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 및 두뇌 지원은 호르몬 균형과 건강한 노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 IC는 비타민 K, 니아신, 비타민 B6, 엽산(엽산), 비타민 B12, 칼슘,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구리, 망간, 크롬, 몰리브
덴 및 프레그네놀론로 만들어졌습니다.

 심장 및 폐 조절기 [PEMF]
이 IC는 심장 조직, 심장 기능, 폐 생리학 및 심장-폐 상호 작용의 무결성을 다시 설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근 조직과 방실
(AV) 및 동방 (SA) 결절을 돕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장 및 폐 조절제는 호르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인 기분이 좋아
지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장 부위의 통증 [각인 ]
- 
성분:  딜티아젬 염산염  드로타베린  트리메타지딘

 심장 부정맥 [각인 ]
- 
성분:  로수바스타틴 칼슘  딜티아젬 염산염  트리메타지딘

 심장 부정맥 [각인 ]
- 
성분:  딜티아젬 염산염  인삼  마그네슘 플러스  로수바스타틴 칼슘  트리메타지딘

 심장 부정맥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심장 부정맥과 약한 심장 근육에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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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부종 [각인 ]
- 
성분:  소 혈액의 단백질이 제거 된 혈액 투석액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푸로세미드

 심장 지원 [PEMF]
이 IC는 물리적인 펌핑 및 복잡한 심장 음파 생성을 지원하고 건강한 심장 조직 생성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 결
정, 정체성, 명확성, 자신감 및 자존감에 대한 정서적 콘텐츠의 균형을 맞추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심장 천식 [각인 ]
- 
성분:  L-카르니틴  딜티아젬 염산염  트리메타지딘

 심장 필드 [PEMF]
의사 결정 프로세스, 정신적 명확성, 통합, 정체성 및 자존감을 지원합니다. 마음, 감정의 정력적인 정렬과 협력을 돕습니다. 이 IC는
완벽한 심박수 변동성을 나타냅니다.

 심장 허혈 [각인 ]
- 
성분:  로수바스타틴 칼슘  딜티아젬 염산염  푸로세미드  트리메타지딘

 심장 효율 [각인 ]
이 치료제은 심장과 혈액 순환의 적절한 기능을 유지하는데 사용됩니다. 주로 심장 신경증과 같은 심장의 유기적 및 기능적 애정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이 치료법은 신경 섭동, 부정맥, 빈맥, 수축 외, 협착, 협심증, 관상 동맥 부족, 심계항진 및 심장
의 괴로움과 억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바꽃, 아르니카, 금빛, 선인장, 디기탈리스, 보두나무, 프루누스 라우로세라수스,
스피겔리아속, 쥐오줌풀속, 산사나무속 및 칼륨의 인산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심장과 폐 [PEMF]
- 
성분:  폐  심장 및 폐 조절기  심장 지원  폐 지원

 심장의 무거움 [각인 ]
- 
성분:  딜티아젬 염산염  트리메타지딘  플루옥세틴

 심한 알레르기 [각인 ]
- 
성분:  세티리진 염산염  데슬로라타딘  덱사메타손  알레르기 치료제  프레드니솔론

 심혈관 문제 [각인 ]
- 
성분:  소 혈액의 단백질이 제거 된 혈액 투석액  딜티아젬 염산염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노니  트리메타
지딘

 심혈관 및 비뇨기 지원 [각인 ]
[새로운] 심혈관 및 요로 지원은 혈압을 낮추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요로 관련 감염을 퇴치하고, 신장에서 독소를 배출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쐐기풀, 산사나무, 월귤나무, 아스파라거스, 셀러리 종자 및 민들레 잎으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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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황 복합물 [각인 ]
심황 복합물은 관절 건강 지원, 염증 감소 및 관절염과 관련된 통증 완화, 신체 운동과 관련된 경미한 통증 완화, 장기 건강 지원, 건강
한 세포 성장 촉진, 항산화 및 세포 보호 활동 촉진, 뇌 건강 지원, 기분을 개선합니다. 이 IC는 커큐민, 커큐미노이드 및 강황 뿌리줄
기 에센셜 오일을 포함하는 커큐미노이드 복합체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십이지장 궤양 [각인 ]
- 
성분:  노니  오메프라졸  판크레아틴  독시사이클린  메베베린 및 1 그 외...

 십이지장 염 [각인 ]
십이지장 염은 위 바로 아래에 있는 십이지장 (소장의 첫 번째 부분)의 염증입니다. 소화 불량, 십이지장 내막의 궤양, 식후 2 ~ 3 시간
또는 밤에 나타나는 염증 및 손상된 십이지장 점막을 유발합니다. 종종 식사를 하면 통증이 완화됩니다.

 썬 프로텍션 2.0  [각인 ]
이 IC 복합체는 일광 화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천연 물질을 포함합니다. 사용에도 불구하고 일광욕 중에는 항상 보안 지침을 따르
시오. 썬 로션은 햇볕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하지만 IC를 사용했다고 해서 하루 종일 햇볕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버
진 코코넛 오일에 각인되어야 합니다. 
성분:  코코넛 워터  알로에 베라 젤  태양 치료제  선크림 스포츠  세티리진 염산염 및 1 그 외...

 쏘팔메토 [각인 ]
쏘팔메토는 다양한 질병에 대한 약초 요법으로 사용되어 온 야자수의 열매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주로 쏘팔메토는 양성 전립선 비대
증(예: 전립선 비대증) 및 전립선염(전립선 염증)과 같은 전립선 문제를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탈모 예방, 남성형 대머리 감소,
요로 기능 개선, 염증 감소, 테스토스테론 수치 조절, 성욕(성욕) 증가, 스트레스 감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쏘팔메토는 만성 골반
통, 두통, 편두통, 기침과 감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쐐기풀 30CH [각인 ]
일반적으로 드워프 쐐기풀로 알려진 쐐기풀는 알레르기로 인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피부 발진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동종 요법 치
료제입니다. 두드러기, 화상, 통풍 및 류머티즘(두드러기 유사 발진과 관련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쐐기풀 잎 [각인 ]
쐐기풀이라고도 알려진 쐐기풀은 많은 영양소, 필수 아미노산 및 폴리 페놀을 포함하는 관목입니다. 잎은 수세기 동안 의학적 특성으
로 사용되었습니다. 쐐기풀 잎과 관련된 건강상의 이점에는 요로 건강 증진, 통증 및 염증 감소 (특히 관절염 관련), 근육통에 도움, 혈
당 수치 관리 (제 2 형 당뇨병), 계절성 알레르기 도움이 포함됩니다.

 아나스트라졸 [각인 ]
아나스트라졸은 안드로겐에서 에스트로겐으로의 전환을 차단하는 아로마타제 억제제입니다. 에스트로겐 수용체 (ER) 양성 유방암
치료에 사용됩니다. 아나스트라졸은 남성에게도 테스토스테론이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여 테스토스테론 요법의 효
과를 향상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나카르디움 오리엔탈 30CH  [각인 ]
아나카르디움 오리엔탈은 '마킹 너트 트리'라는 식물로 만든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포이즌 아이비를 치료하는 훌륭한 치료법입니
다. 또한 가려운 피부, 정신적 피로, 제대로 쉬지 못 하는 함, 불안, 신경성 소화 불량, 변비 및 배가 비었을 때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오 [각인 ]
아니오는 순환계 문제, 관상 동맥 질환 및 협심증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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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데노바이러스 [각인 ]
아데노 바이러스는 발다이어 편도선환의 림프 조직과 명백하게 건강한 사람의 배설물에서 분리 할 수 있는 주요 바이러스 그룹입니
다. 아데노 바이러스 감염은 성인보다 영유아에게 더 자주 생깁니다. 아데노 바이러스 감염은 직접 접촉 및 대변-구강 전염으로 전염
됩니다. 잠복기는 4 ~ 5 일입니다. 아데노 바이러스 관련 호흡기 질환의 발생은 늦겨울에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아데노 바이
러스 감염은 일년 내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인두 결막염 (인두 결막 열)은 영유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각막 결막염은 결막과
각막을 모두 ...

 아루굴라 [각인 ]
아루굴라는 브라시카과에 속하는 인기 있는 샐러드 잎으로 지중해가 원산지입니다. 섬유질과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영양이 풍부합니다. 아루굴라는 골다공증 예방, 당뇨병 관리, 심장 건강 개선, 체중 조절, 눈 건강 증진, 암 위험 감소, 소화 증진, 혈압
조절, 뼈 건강 개선, 피부 질 향상, 수명 연장, 운동 능력 향상, 염증 감소, 해독을 돕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아르기닌 (훌다 클라크) [각인 ]
아미노산 아르기닌은 조건부 아미노산으로, 이는 신체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양을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질병이나
외상시 추가 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농도의 아르기닌은 피부와 결합 조직에서 발견되며 피부의 얇아짐과 주름을 예방하는데 도
움이 됩니다. 아르기닌은 신체에서 암모니아를 제거하는데 관여하며 신체가 과도한 질소로부터 자유 로워 지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아르기닌은 약물과 화학 물질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고 간 재생을 촉진하고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뼈와 힘
줄 세포의 생성 과정에 기여하고 상...

 아르기닌 + 오르니틴  [각인 ]
아르기닌 + 오르니틴은 두 가지 보완 아미노산을 결합하고 단백질 합성, 산화 질소 생성, 근육 형성 및 암모니아 해독을 지원합니다.
또한, 아르기닌은 골격근과 뇌의 중요한 에너지 원인 크레아틴을 합성하는데 사용됩니다.아르기닌 + 오르니틴은 격렬한 운동 후 사
용하거나 아직 성장하고 있는 활동적인 청소년에게 이상적입니다.

 아르기닌 피로글루타메이트 라이신  [각인 ]
아르기닌 피로글루타메이트 라이신은 성장 호르몬 수치를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아미노산의 혼합물입니다.

 아르니카 [각인 ]
아르니카는 모든 급성 및 만성 염증 (국소화 또는 일반화)을 돕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신체 방어 시스템의 자극; 류머티즘; 농
양; 인플루엔자; 부패; 수막의 자극. 출혈을 돕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긴장된 근육통에; 동맥 및 정맥계 질환; 골절;
탈구; 열구; 상처; 혈종; 근육 병증; 절종증; 신경통; 협심증; 및 죽상 경화증에 도움이 됩니다.

 아르니카 (라이프) [PEMF]
아르니카 허브의 로얄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아르니카의 일부 용도에는 근육통과 통증, 타박상, 관절통 및 부기, 염증이 포함됩니다.

 아르니카 몬타나 1M [각인 ]
레오파드 베인으로도 알려진 아르니카 몬타나는 운동 능력, 신체의 충격이나 외상, 부러진 뼈와 요통, 타박상 및 손목 터널 증후군,
치아 문제 및 수술을 돕는 동종 요법 치료법으로 사용되는 꽃 식물입니다. 눈의 피로와 부상, 신체 통증, 임신 및 출산, 정맥류 및 류마
티스 관절염. 또한 상처 입은 영혼을 돕는 데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아르니카 몬타나는 일반적으로 급성 응급 치료법으로 사용됩니다.
더 낮은 효능을 얻으려면“아르니카 몬타나30CH”또는“아르니카 몬타나 200CH”를 사용하십시오.

 아르니카 몬타나 200CH [각인 ]
레오파드 베인으로도 알려진 아르니카 몬타나는 운동 능력, 신체의 충격이나 외상, 부러진 뼈와 요통, 타박상 및 손목 터널 증후군,
치과 문제 및 수술을 돕는 동종 요법 치료법으로 사용되는 꽃 식물입니다. 눈의 피로와 부상, 신체 통증, 임신 및 출산, 정맥류 및 류마
티스 관절염에 도움됩니다. 또한 상처 입은 영혼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르니카 몬타나는 일반적으로 급성 응급 치료법으
로 사용됩니다. 더 높은 효능을 얻으려면 "아르니카 몬타나 1M"을 사용하십시오. 효능을 낮추려면 "아르니카 몬타나 30CH"를 사용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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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니카 몬타나 30CH [각인 ]
레오파드 베인으로도 알려진 아르니카 몬타나는 운동 능력, 신체의 충격이나 외상, 부러진 뼈와 요통, 타박상 및 손목 터널 증후군,
치과 문제 및 수술을 돕는 동종 요법 치료제로 사용되는 꽃 식물입니다. 눈의 피로와 부상, 신체의 통증, 임신과 출산, 정맥류 및 류마
티스 관절염, 또한 상처 입은 영혼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르니카 몬타나는 일반적으로 급성 응급 치료법으로 사용됩니다.
더 높은 효능을 얻으려면 "아르니카 몬타나 200CH"또는 "아르니카 몬타나 1M"을 사용하십시오.

 아르세니컴 앨범 30CH [각인 ]
비소 앨범은 삼산화 비소로 구성된 동종 요법 치료법입니다. 소화 장애 (예: 설사, 구토), 불면증, 알레르기, 불안, 우울증, 걱정과 오
한, 신체적 쇠약, 독감, 천식, 쌕쌕 거림 호흡, 마른 기침, 공기 통로 수축, 강박 장애, 하지불안증후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증후군, 습진, 건선 및 식중독에 도움됩니다.

 아르테리아 [각인 ]
아르테리아는 순환계 장애, 동맥 주위염, 파행, 당뇨병, 괴저, 뷔르거 병 및 수랄 (종아리) 경련을 돕는 데 사용되는 동종 요법 치료제
입니다.

 아르테미시아 안누아 [각인 ]
단쑥이라고도 알려진 아르테미시아 안누아는 전통적으로 한약에서 발열, 염증 및 말라리아를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허브입니다. 사
실, 투 유유 여사는 말라리아 치료를 위한 아르테미시아 안누아의 적용으로 2015 년 노벨 생리 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400 개 이상
의 화합물이 식물에서 확인되었으며 20 개 이상의 항 말라리아 성분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시아 안누아는 면역 체계를 개선 할 수 있
는 잠재력이 있으며 암, 백혈병, 라임 병, 공동 감염 (에를리히증 및 바르토넬라증 포함), 아기증 (또는 피로플라스마증), 기생충, 바이
러스 및 ...

 아마씨 [각인 ]
아마씨라고도하는 아마씨는 식물성 오메가 -3 지방산, 항산화 제,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아마씨가 슈퍼 푸드이고 실제로 수천 년 동
안 아유르베 다 의학에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씨는 암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고, 소화기 건강을 지원하고, 변비를 예방하고, 체중 감소를 돕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갱년기 및 호르몬 불
균형과 관련된 증상을 줄이기 위해 섭취 할 수 있습니다.

 아마씨 오일의 삼나무 함유 수지  [각인 ]
삼나무 함유 수지는 시베리아 야생에서 채집되며 강력한 치료 특성으로 유명합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인들이 강한 건강의
원천과 천연 세정제로 사용되었습니다. 힘과 손재주를 회복하고, 염색체 돌연변이를 예방하고, 면역 체계 기능을 강화하고, 해독을
돕고, 혈액과 림프를 정화하고, 염증을 줄이고, 관절염과 관련된 증상을 줄이고, 위장관, 심혈관과 관련된 상태를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경계 및 내분비계, 근골격계를 치료하는데 사용 될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감염, 감기, 독감 및 인후염을 예방하
고 퇴치하는데 사용할...

 아몬드 [각인 ]
아몬드는 일반적으로 견과류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중동의 지중해 기후 지역에 서식하는 식용 씨앗입니다. 아몬드는 건강에 좋은
지방, 단백질, 항산화제, 비타민 및 미네랄을 함유한 영양이 풍부한 씨앗이며 건강상의 이점은 수세기 동안 문서화되었습니다. 아몬
드와 관련된 건강상의 이점으로는 심장 건강 증진, 뼈 및 치아 건강 개선, 면역 체계 강화, 피부 건강 개선 (예: 노화 징후 감소), 염증
감소, 에너지 생성 증가, 암 예방, 체중 감소 지원, 통제 지원 등이 있습니다. 아몬드는 혈당 수치 조절에 돕고 소화기 건강 개선하고
변비...

 아미노산 복합체 [각인 ]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생성하고, 호르몬과 혈액 세포 생성을 돕고, 근육 기능 유지를 지원하고, 기타 대사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생
명에 필수적입니다. 아미노산 콤플렉스는 운동 선수뿐만 아니라 육류 감소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이 IC는 20 개의 천
연 아미노산, 비타민 B6 및 비타민 C의 도움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아미노산 혼합 [각인 ]
아미노산 혼합은 근육 건강과 발달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아미노산의 조합입니다. 이 IC는 L-류신, L-리신, L-이소류신, L-발
린, L-쓰레오닌, L-페닐알라닌, L-메티오닌, L-히스티딘 및 L-트립토판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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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트립틸린 [각인 ]
아미트립틸린은 진정 효과가 있는 항우울제입니다. 그것은 뇌의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에 영향을 주어 작동합니다. 아미트립틸
린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기분 장애 치료, 기분 개선, 불안 완화, 통증 감소(예: 신경통), 에너지 증가, 수면 개선에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아밀로이드증 [각인 ]
- 
성분: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가시여지

 아보카도 씨 추출물 [각인 ]
강력한 항산화제를 함유 한 아보카도 씨앗은 일부 사람들에게 새로운 슈퍼 푸드로 간주됩니다. 아보카도 씨앗과 관련된 건강상의 이
점 중 일부에는 염증 감소, 혈당 수치 감소, 위궤양 완화, 종양 성장 예방, 면역 체계 기능 지원 등이 있습니다.

 아사이 베리 [각인 ]
아사이 열매는 남미의 열대 우림이 원산지이며 건강 증진 특성으로 인해 슈퍼 푸드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아사이 야자수에서 수확되
며 영양소와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아사이 열매는 인지(뇌) 기능 개선, 심장 건강 지원, 암 예방, 운동 능력 향상, 면역 체계 기능 향
상, 노화 징후 늦추기, 체중 감소,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성욕 증가, 해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체, 피부 건강도 개선합니다. 또한
관절염, 여성의 생식 능력, 발기 부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세로라 [각인 ]
아세로라 체리라고도 알려진 아세로라는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또한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및 니아신을 포함합니
다. 아세로라는 괴혈병을 예방과 치료하고 심장병, 아테롬성 동맥 경화증, 혈전 및 암을 예방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기와
독감, 욕창, 눈 출혈, 충치, 잇몸 감염, 우울증, 건초열, 설사, 이질 및 콜라겐 장애 치료에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선수는 신체
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세로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 [각인 ]
아세트 아미노펜은 통증과 발열을 줄이는데 사용됩니다. 두통, 편두통, 근육통, 내전 균주, 관절염, 요통, 생리통, 치통, 감기 및 발열
이 원인인 많은 상태를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 + 코데인 + 카페인  [각인 ]
[새로운] 아세트아미노펜 + 코데인 + 카페인은 비마약성 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아편성 진통제(코데인) 및 카페인을 포함하는 복합
약물입니다. 경증에서 중등도의 통증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세틸 - L- 카르니틴 [각인 ]
L- 카르니틴은 세포 내 에너지 생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입니다. 세포가 지방을 연료로 연소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조
요인입니다. 아세틸화 된 형태의 L- 카르니틴은이 혈액뇌장벽(s뇌관문)을 통과하기 때문에 뇌에 더 잘 영향을 줍니다. 그것은 향상된
정신 능력, 인지 부족을 나타내며, 전통적인 화학 요법과 악명 높은 인지 부족인 "화학 뇌"를 다루는 훌륭한 치료법입니다.

 아세틸살리실산 [각인 ]
아세틸살리실산은 발열, 통증, 류마티스성 열 및 류마티스성 관절염, 심낭염, 가와사키 병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
을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심장 마비로 인한 사망 위험 또는 일부 상황에서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데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아스 페르길루스 푸미가투스 [PEMF]
이 PEMF는 곰팡이 감염의 일종 인 아스 페르길루스 푸미가투스를 제거하기위한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IC Pad는 장 부위 또는 증상
이 발생하는 기타 부위 또는 모든 유형의 곰팡이 발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스페르길루스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이 PEMF를 다른 PEMF (아래에 나열 됨)와 함께 다음 순서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아스 페르길루스 푸미가
투스 2. 아스페르길루스 글로커스 3. 아스페르길루스 니제르 (검은 곰팡이) 4. 아스 페르길루스 푸미가투스 5. 균상식육종 (모든 곰
팡...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mitriptyline
http://www.infopathy.com/ko/combinations/amyloid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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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soursop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vocado-seed-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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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cetaminophe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cetaminophen-codeine-caffei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cetyl-l-carniti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spiri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spergillus-fumigatus


 아스카리스숨 기생충 PEMF [PEMF]
이 PEMF는 간과 폐에 서식하며 천식, 알레르기 및 기타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아스카리스 웜을 퇴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스타잔틴 [각인 ]
아스타잔틴은 미세 조류, 연어, 송어, 새우, 가재 및 갑각류와 같은 해양 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생생하고 깊은 붉은 카로티노
이드입니다. 아스타잔틴의 가장 풍부한 공급원은 미세 조류 헤마토코커스 플루비알리스에서 발견됩니다. 항산화제이며 특히 뇌와
혈관계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세포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화 방지, 건강한 피부 유지, 유방암 치료, 고성
능 운동 지원, 피로 감소, 심장병 예방, 관절염으로 인한 염증 및 통증 감소,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에 도움, 남성 생
식력 개선, 눈...

 아스페르길루스 [PEMF]
이 PEMF IC 복합체는 다양한 유형의 곰팡이 및 곰팡이 감염을 제거하기 위해 라이프 주파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IC 전송 장치는 장
부위 또는 증상이 나타나거나 모든 유형의 곰팡이 발현이 발생하는 기타 부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스페르길루스에는 몇 가지 다
른 유형이 있으므로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이 PEMF를 다른 PEMF(아래 나열)와 함께 다음 순서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아스페르길루스 플라부스 2. 아스페르길루스 글라우쿠스 3. 아스페르길루스 니거 (검은 곰팡이 ) 4. 아스페르길루스 푸미타구스 5.
... 
성분:  아스페르질루스플라부스  아스 페르길루스 푸미가투스  아스페르길루스 글로커스  아스페르길루스 니제르  균 상식
육종

 아스페르길루스 글로커스 [PEMF]
이 PEMF는 곰팡이 감염의 일종인 아스페르길루스 글로커스를 제거하기 위한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IC Pad는 장 부위 또는 증상이
발생하는 기타 부위 또는 모든 유형의 곰팡이 발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스페르길루스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최상의 결과
를 얻으려면이 PEMF를 다른 PEMF (아래에 나열 됨)와 함께 다음 순서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아스페르질루스플라부스 2.
아스페르길루스 글로커스 3. 아스페르질루스 니제르 (검은 곰팡이) 4.아스 페르길루스 푸미가투스 5. 균상식육종 (모든 곰팡이 감염
으...

 아스페르길루스 니제르 [PEMF]
이 PEMF는 곰팡이 감염의 일종 인아스페르길루스 니제르를 제거하기 위한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IC Pad는 장 부위 또는 증상이 발
생하는 기타 부위 또는 모든 유형의 곰팡이 발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스페르길루스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이 PEMF를 다른 PEMF (아래에 나열 됨)와 함께 다음 순서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아스페르질루스플라부스 2. 아
스페르길루스 글로커스 3. 아스페르길루스 니제르 (검은 곰팡이) 4. 아스페르길루스 푸미가투스 5. 균상식육종 (모든 곰팡이 감염...

 아스페르질루스플라부스 [PEMF]
이 PEMF는 곰팡이 감염의 일종인 아스페르질루스플라부스를 제거하기위한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IC Pad는 장 부위 또는 증상이 발
생하는 기타 부위 또는 모든 유형의 곰팡이 발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스페르질루스플라부스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최상
의 결과를 얻으려면이 PEMF를 다른 PEMF (아래에 나열 됨)와 함께 다음 순서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아스페르질루스플라
부스 2. 스페르질루스 글로커스 3. 스페르질루스 니제르 (검은 곰팡이) 4. 아스페르질루스 푸미가투스 5. 균상식육종 (모든 곰팡이 감
염으...

 아스펜 [각인 ]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대한 치료제입니다.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서 아스펜에 대한 두려움은 예감에 지나지 않으며, 불쾌하거나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불안감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식은 땀이 난 것과 같은 신체적 증상이 있는 진짜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아스팬을 꿈과 야간 공포와 관련된 야간 공포로 생각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두려워하지만 그것이 무엇
인지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깨어있는 경우 아스펜은 확실히 올바른 치료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바흐 박사는 원인 (어둠)
이 명명 될 수 ...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scaris-suum-parasite-pe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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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와스카 [각인 ]
아야와스카는 사이코트리아 비리디스 식물의 잎과 바니스테리오포시스 카피 덩굴의 줄기를 사용하여 만든 향정신성 음료입니다. 그
것은 원래 고대 아마존 부족에 의해 영적 및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여전히 아마존 지역에서 의약 및 영적 목적으로 사용됩니
다. 사이코트리아 비리디스와 바니스테리오포시스 카피는 모두 환각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코트리아 비리디스
에는 강력한 사이키델릭 화합물인 N,N-디메틸트립타민(DMT)이 포함되어 있으며 바니스테리오포시스 카피에는 모노아민 산화 효
소 억제제(MAOI)인 β-카르볼린...

 아연 (구연산염) [각인 ]
아연 (구연산염)은 구연산을 사용하는 필수 미량 무기질 아연의 킬레이트 형태입니다. 아연은 면역 체계 지원 및 보호, 감염 퇴치, 건
강한 조직 발달 지원, 콜라겐 생성, 건강한 피부 촉진, 모발 및 손발톱 건강 개선, 갑상선 기능 지원, 전립선 건강 지원, 생식 기관 지
원, 심장 건강 개선, 혈당 수치 관리, 노화와 관련된 황반 변성의 진행을 늦추고 시력 상실 및 실명으로부터 보호하고 중요한 비타민,
미네랄, 탄수화물 및 기타 영양소의 소화 및 신진 대사를 증가시킵니다.

 아연 (킬레이트화 비스글리시네이트 형태)  [각인 ]
아연은 신체의 면역 및 해독 과정에 필수적인 미량 무기질입니다. 생식 건강, 건강한 혈당 수준 유지, 갑상선 기능 지원, 기분 개선, 상
처 치유, 면역 체계 조절, 건강한 정자 생성 및 결합 조직 형성을 돕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연은 또한 리노 바이러스 (일반적인 감
기 바이러스)가 상기도에서 복제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연은 노인, 소화기 질환이 있는 환자 및 여러 처방약
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아연 비스글리시네이트는 우수한 생체 이용률과 미네랄 흡수를 제공하는 킬레이트화 버
전입니다.

 아연 메탈릭 30CH [각인 ]
아연 메탈릭 (통칭 아연)은 신경 상태, 신경 긴장 및 피로,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다리 불안 증후군, 다리 경련 및 통증, 불면증 및 정
맥류를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아연 알지네이트 + 아연 글리시네이트  [각인 ]
아연 아르기네이트 + 아연 글리시네이트는 신체의 아연 흡수를 증가시켜 면역 기능, 건강한 피부, 손톱 및 적절한 결합 조직 형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 심혈관, 생식 및 소화 시스템을 지원하고 시력, 에너지 대사, 뼈 광물화 및 단백질 합성
에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아연 카르노신 [각인 ]
아연 카르노신은 소화관의 염증을 줄이고 장 내막을 치유하는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독특한 아연 킬레이트이며 특히 소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IC는 크론 병이나 궤양 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 질환에서 나타납니다. 또한 SIBO, IBS 및
자가 면역 질환, 신경 질환 등을 포함한 장 누수와 관련된 모든 질환에 대해 표시됩니다.

 아연 피콜리네이트 [각인 ]
아연 피콜리네이트는 면역력을 지원하고, 감기와 싸우고, 상처 치유, 호르몬 건강, 혈당 수치에 도움이 되며, 설사를 예방하고, 갑상
선 기능 지원하며 근육 성장과 회복을 돕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는 동안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아우라 정화 & 세포 재생 (솔페지오)  [녹음된]
솔페지오 주파수는 치유를 촉진하고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수백 년 동안 사용 된 특정 음색입니다. 솔페지오 주파수는 몸과 마음을
해독하고 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분:  각성 직감 (솔페지오)  세포 및 장기 정화기 (솔페지오)  DNA 복구 (솔페지오)  두려움과 죄책감 제거제 (솔페지오)  조
직 및 장기 치유 (솔페지오) 및 4 그 외...

 아우룸힐 [각인 ]
아우룸힐은 심장 강장제이며 심장 부정맥, 불충분 한 심장 출력 및 기능적 관상 동맥 및 순환기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또한 저혈압과 작은 말초 및 대뇌 동맥의 동맥 경화를 돕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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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소토닉 해수 [각인 ]
아이소토닉 해수는 혈장 조성과 유사한 영양이 풍부한 용액입니다. 그것은 세포 항상성 및 재수화를 지원하고, 수면과 이완을 완화하
고,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고, 피로를 줄이고, 부드러운 해독을 지원하고, 세포 재생을 활설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박테리
아 감염, 화상, 습진 및 건선을 포함한 피부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미세 여과 된 차가운 해수와 고산 샘물로 만들어졌
습니다.

 아이케어 (라이프) [PEMF]
눈을 치유하고 전반적인 눈 건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아지스로마이신 + 이버멕틴 + 하이드록시클로로퀸  [각인 ]
- 
성분:  아지트로마이신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이버멕틴

 아지트로마이신 [각인 ]
아지트로마이신은 중이 감염, 패 혈성 인두염, 폐 감염 (예: 폐렴), 특정 장 감염 (예: 여행자 설사) 및 일부 성병 (예: 임질, 클라미디아)
을 포함한 여러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아커만시아 무시니필라 [각인 ]
아커만시아 무시니필라는 위장관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점액 분해 박테리아입니다. 2004년에 처음 확인된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의 점액 내벽 두께를 증가시켜 장벽 기능을 증가시킵니다. 아커만시아 무시니필라는 장내벽 강화, 장 건강 개선, 면역 체계 조절,
심장 건강 증진, 비만 위험 감소, 단쇄 지방산(SCFA) 생성 및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코니툼 1M [각인 ]
아코니툼 1M 또는 아코나이트는 유독한 식물 투구꽃속으로 만든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두려움, 불안, 공황 발작 및 제대로 쉬지
못 하는 것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코님툼은 다음과 같은 증상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급성 발열; 건조하고 추운 날씨
또는 매우 더운 날씨를 예민하게 받아드리기; 따끔거림, 차가움 및 무감각; 혼잡과 함께 인플루엔자 또는 감기; 그리고 무겁고 지끈거
리는 두통입니다. 효과를 줄이고 싶으시면 "아코니툼 200CH"를 사용하십시오.

 아코니툼 200CH [각인 ]
아코니툼 1M 또는 아코나이트는 독성 식물 투구꽃속으로 만든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두려움, 불안 및 안절부절을 치료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급성 급성 발열; 건조하고 추운 날씨 또는 매우 더운 날씨에 노출되었을 때의 증상; 따끔거림, 차가움 및 무감각;
혼잡을 동반한 인플루엔자 또는 감기; 그리고 무겁고 맥동하는 두통 때 도움이 됩니다. 더 높은 효능을 위해서는 "아코니툼 1M""을
사용하시오.

 아테롬성 동맥 경화증 [각인 ]
아테롬성 동맥 경화증은 동맥이 굳어지고 좁아지는 현상입니다. 이는 동맥벽 내부에 플라크가 천천히 쌓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동
맥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심장에서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운반하는 혈관입니다. 플라크는 지방, 콜레스테롤, 칼슘 및 혈액에서 발
견되는 기타 물질로 구성됩니다. 성장함에 따라 플라크의 축적은 동맥 내부를 좁히고 시간이 지나면 혈류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플
라크에는 단단하고 안정적이거나 부드럽고 불안정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딱딱한 플라크는 동맥벽을 두껍게하고 단단하게 만
듭니다. 부드러운 플라크는 혈...

 아토르바스타틴 [각인 ]
아토르바스타틴은 이상 지질 혈증 치료 및 심혈관 질환 예방에 사용됩니다. 건강한 생활 방식과 함께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심
장 발작 및 뇌졸중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틀란토 후두 관절 [PEMF]
이 PEMF는 아틀란토 후두 관절를 조화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PEMF 전후에 경추 가동성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경뇌막
PEMF와 결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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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편 30C [각인 ]
아편 양귀비 또는 양귀비는 주로 변비에 사용되는 동종 요법 치료법입니다. 또한 두부 손상, 소변 정체 (특히 수술 후), 무감각, 불면증
및 심한 통증을 관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공포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중독, 슬픔과 상실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망고 [각인 ]
야생 망고라고도 알려진 아프리카 망고는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약용으로 사용되어 온 천연 과일입니다. 아프리카 망고는 일반적
인 망고와 다릅니다. 아프리카 망고는 체중 감량, 에너지 수준 증가, 식욕 억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소화 촉진, 순환 촉진, 뼈
강화, 심장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피스 멜리피카 30CH [각인 ]
아피스라고도 알려진 아피스 멜리피카는 꿀벌로 만든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주로 열로 인해 악화되는 벌레 물림으로 인한 부기,
열사병, 동상, 발진 및 피부 염증을 완화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알레르기, 두드러기, 요로 감염, 홍안병, 다래끼, 부종, 벌레 물림,
벌침, 관절염으로 인한 염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피제닌 [각인 ]
[새로운] 아피제닌은 오렌지, 셀러리, 아티초크, 파슬리, 카모마일, 오레가노와 같은 다양한 과일, 채소 및 허브에서 발견되는 천연 플
라보노이드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 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피제닌은 테스토스테론 증가, 체중 감소 지원, 불안
및 스트레스 감소, 뇌 기능 향상, 수면의 질 개선, 통증 및 염증 감소, 심장 건강 개선, 혈당 수치 조절, 피부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리포솜 아피게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악마의 발톱 [각인 ]
[새로운] 하르파고티튬속이라고도 알려진 악마의 발톱은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다양한 질병을 치
료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악마의 발톱은 염증 감소, 통증 감소, 관절염 통증 완화, 두통 완화, 허리 통증 완화 및 관절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면마비(라이프) [PEMF]
얼굴의 한쪽 또는 양쪽에 있는 안면 근육을 움직일 수 없는 안면 마비를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안토시아닌 부스트 [각인 ]
안토시아닌과 안토시아니딘은 항산화 및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각 및 신경 건강을 개선하고 다양한 만성 질환으로부터 보호
합니다. 이 IC 복합체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과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성분:  빌베리  흑 포도  라즈베리  스위트 체리

 안티모늄 타르타르 30CH  [각인 ]
안티모늄 타르타르 (통칭 안티몬 칼륨 주석 산염)은 기침에 좋은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진한 점액은 물론 젖은 기침, 기관지염, 만
성 호흡기 질환, 천식, 만성 기관지염, 급성 기관지염 및 호흡기 울혈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티스트레스 컴플렉스 [각인 ]
스트레스와 불안을 자연스럽게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드럽고 효과적인 치료제입니다. 그것은 신경계에 영양을 공급하고 강화하
고, 불안의 진정을 돕고, 이완 상태를 촉진하고, 긍정적인 기분을 지원하고, 더 편안하고 상쾌한 수면을 장려합니다. 이 IC는 멜라토
닌, 마그네슘, 발레리 안 뿌리, 비타민 B- 복합체 및 테아닌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안티스트레스 콤플렉스 [각인 ]
안티스트레스 콤플렉스는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과 스트레스 관련 피로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탈진,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 결핍, 정신적 활동 및 피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몸과 정신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IC는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C, 비오틴, 판토텐산 (비타민 B5), 셀레늄, 아연, L- 티로신, 레스
베라트롤, 시베리아 인삼 및 타우린을 포함한 미량 영양소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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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 [각인 ]
- 
성분:  덱사메타손  프레드니솔론  세티리진 염산염

 알레르기 [각인 ]
- 
성분:  세티리진 염산염  데슬로라타딘  덱사메타손  소화기 복합 프로바이오틱스  플루코나졸

 알레르기 PEMF [PEMF]
이 PEMF에는 일반적인 알레르기와 고양이 털, 밀, 계란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주파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레르기 PEMF는 히스
타민을 낮추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알레르기 및 항 바이러스 [각인 ]
이것은 모든 종류의 알레르기에 대한 물질의 매우 강력한 조합입니다! 
성분:  세티리진 염산염  데슬로라타딘  우미페노비르  소화기 및 면역 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 지원

 알레르기 완화 [각인 ]
알레르기 완화는 콧물, 비염, 재채기뿐만 아니라 눈, 코, 입 또는 목의 가려움과 같은 일반적인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
이 되도록 고안된 허브 성분의 조합입니다. 이 IC는 황기, 의이인, 산약, 도인, 백출, 방풍, 형개, 도라지, 가자, 신이, 허바 멘타 하플로
칼리스, 택사, 오미자, 감초, 선태 및 건강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알레르기 지원 [각인 ]
[새로운] 알레르기 지원은 꽃가루 관련 알레르기를 완화하고 부비동과 폐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일본 메추라
기 계란 농축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알레르기 치료제 [각인 ]
알레르기 치료제는 경증에서 중등도의 알레르기로 인한 증상을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IC는 유칼립투스, 금잔화 꽃, 생강 식물,
라임 꽃 및 에키나세아를 포함하는 식물과 허브의 조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알레르기 플러스 동종 요법 [각인 ]
- 
성분:  알레르기 치료제  세티리진 염산염  데슬로라타딘  덱사메타손

 알렌드로네이트 나트륨 [각인 ]
알렌드로네이트 나트륨은 골다공증과 파제트 병을 포함한 다양한 뼈 질환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알로에 베라 젤 [각인 ]
일부 사람들은 "원더 식물"이라고 부르는 알로에 베라는 치유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알로에 식물 잎 안쪽에서 발견되는
투명한 젤리와 같은 물질인 알로에 베라 젤은 당뇨병, 간염, 소화기 질환, 변비, 염증성 장 질환, 골관절염, 고 콜레스테롤, 속쓰림, 위
궤양, 발열, 체중 감소, 가려움증 및 염증에 돕는데 사용할수 있습니다.

 알로에 소코트리나 6CH [각인 ]
일반적으로 알로에라고 불리는 알로에 소코트리나는 설사, 소화기 문제, 헛배 부름, 팽만감, 치질 및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있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또한 불안한 대변 습관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로퓨리놀 [각인 ]
알로퓨리놀은 높은 혈중 요산 수치를 낮추는데 사용됩니다. 특히 요산이나 옥살산 칼슘으로 인한 통풍과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데 사
용됩니다. 요산 신 병증 및 종양 용해 증후군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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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루미나 30CH [각인 ]
산화알루미늄으로 제조된 알루미나는 변비, 소화 불량, 가스, 항문 가려움증, 만성 감기, 기억력 약화, 인후 불만, 신체 약화 및 근육
경련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알루미늄-수산화 마그네슘 [각인 ]
알루미늄-마그네슘 하이드록사이드는 속쓰림, 배탈 또는 소화 불량과 같은 너무 많은 위산으로 인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제산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류미늄 [각인 ]
미네랄 알류미늄은 면역 기능 장애, 신경계 및 뼈 감염, 근육 약화, 장 염증, 변비, 두통, 복통, 척수 염증, 다리 마비, 유방암, 약시, 인
후 불편, 땀을 흘리지 못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는 알루미늄은 건성 피부, 부종, 철분 결핍, 빈혈, 불규칙 생리, 골다공증 및 골절 치유
장애에 돕는데 사용됩니다.

 알리니아 [각인 ]
니타족사니드는 항 기생충 및 원생 동물 약물이며 이러한 감염과 관련된 설사를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니타족사니드가
여러 유형의 암에 대해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암 치료를 위해 용도가 변경된 수십 가지 약물 중 하나입니다.

 알리움 세파 30CH [각인 ]
알리움 세파 (일반 이름: 붉은 양파)는 주로 바이러스로 인한 알레르기, 감기 및 콧물에 사용되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또한 건초
열, 독감, 격렬한 재채기, 인후통, 후두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벤다졸 [각인 ]
알벤다졸은 돼지 촌충 및 개 촌충과 같은 기생충에 의한 특정 감염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약입니다.

 알츠하이머 병 (예방) [각인 ]
- 
성분:  소 혈액의 단백질이 제거 된 혈액 투석액  로수바스타틴 칼슘  신나리진

 알칼리성 PH 부스터 [각인 ]
이 IC는 신체의 산 부하를 줄여야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용 전후에 소변과 타액 PH를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분:  알칼리성 복합물  알로퓨리놀  DCA  탄산 수소 나트륨

 알칼리성 복합물 [각인 ]
알카라인 컴플렉스는 신체의 건강한 산-염기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되는 귀중한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정상적인 산-염기 대사를
지원하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근육 기능을 돕고, 정상 혈압을 지원하고, 류머티즘, 관절염, 관절통 및 피로와 같은 고 산성 상태
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중탄산 나트륨, 탄산 칼슘, 구연산 칼륨, 구연산 마그네슘, 인산 일 수소 나트륨, 중탄산
칼륨 및 구연산 아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알칼리성 완충 크레아틴 [각인 ]
알칼리성 완충 크레아틴은 에너지, 지구력, 체력, 근육의 편안함 및 신체 구성을 지원하므로 운동 선수에게 유익합니다. 에너지와 힘
을 강화하고, 젖산으로 인한 근육통을 줄이고, 운동 후 회복하고, 근육을 만들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각인 ]
- 
성분:  델타 수면 유도 펩티드  플루옥세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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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 GPC [각인 ]
알파 GPC 또는 알파-글리세로포스포콜린은 인지 기능뿐만 아니라 기억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전구체이자 인지
질입니다. 알파 GPC는 혈뇌장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뇌 건강 지원, 인지 기능 향상, 학습 및 기억 촉진, 정신 선명도 향상, 운동으로
인한 콜린 수치 감소 방지, 지구력 성능 향상, 성장 호르몬 분비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파 GPC는 알츠하이머병, 뇌졸중 및
치매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파-리포산 [각인 ]
알파 리포산 (ALA)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세포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입니다. 또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신진 대사와
에너지 생산을 지원하며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ALA는 또한 혈당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고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 손상
(신경 병증)을 치료하는데 도움이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프라졸람 [각인 ]
알프라졸람은 자낙스의 일반적인 이름으로 미국에서 가장 널리 처방되는 불안 치료제입니다. 알프라졸람은 오직 일반적인 불안 장
애의 치료와 급성 공황 발작의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암 복합체 [각인 ]
이 컴플렉스는 암세포 대사를 줄여야 합니다!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항상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을 구하시오. 암은 숙련 된 종양 전문
의가 치료해야 하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성분:  알벤다졸  커큐민 플러스  사이클로 포스파미드  DCA  EGCg (녹차 추출물) 및 1 그 외...

 암 복합체 [각인 ]
이 컴플렉스는 암세포 대사를 줄여야 합니다!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항상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을 구하시오. 암은 숙련 된 종양 전문
의가 치료해야 하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성분:  항 기생충  커큐민 플러스  사이클로 포스파미드  EGCg (녹차 추출물)  플루버말 플루벤다졸 및 1 그 외...

 암 유발 요인 [PEMF]
이 PEMF는 일반적인 암 유발 요인을 방해합니다. 그것은 면역 체계, 독소, 병원체, DNA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PEMF를
매일 사용하도록 하시오.

 암 자연 지원 2.0  [각인 ]
이 IC는 암 줄기 세포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항암제 사이에 사용되어 암세포에 대한 화학 요법
의 효과를 지원하고 모든 건강한 세포를 보호 할 수 있습니다. 
성분:  유방 방어  EGCg (녹차 추출물)  레티노산  베타 글루칸  커큐민 플러스 및 1 그 외...

 암로디핀 [각인 ]
암로디핀은 고혈압(즉, 고혈압) 및 관상동맥 질환의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칼슘 채널 차단제입니다. 혈관의 평활근을 이완시켜 혈류
에 대한 저항을 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기존 약물과 함께 사용됩니다. 코엔자임 Q10, 타우린, 산사나무 등과 같은 고혈압용 다른
IC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시오.

 암모늄 테트라 티오몰리브데이트 [각인 ]
암모늄 테트라 티오몰리브데이트는 구리 해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리 독성, 주의력 결핍 과잉 활동 장애 (ADHD), 분노, 행동
장애 및 반항성 장애 (ODD)에 유용 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 대사 경로 [PEMF]
암은 매우 특정한 대사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PEMF는 암세포에서 이러한 특성을 파괴하여 세포 사멸을 유도합니다. 이 PEMF
를 IC 및 암에 대한 다른 PEMF와 함께 사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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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포테리신 B [각인 ]
암포테리신 B는 뿌리 깊은 곰팡이 감염과 레슈마니아 증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강력한 항진균제입니다. 곰팡이 관련 질병과 관련된
아스페르길루스 증은 물론 분아 균증, 칸디다증, 콕시디오이도 미코시스 증 및 크립토코코시스 증을 포함한 기타 감염의 치료에 적합
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포자 기반 프로바이오틱, 부티레이트 및 / 또는 IC로 사용할 수 있는 기타 프로바이오틱 지원 공식과 같은 밸
런싱 IC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기똥풀 6CH [각인 ]
일반적으로 애기똥풀은 담석, 담낭 문제, 담낭 폐쇄, 황달, 간 비대, 상부 요통이있는 메스꺼움 및 간염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동
종 요법 치료제로 사용될 수있는 초본 식물입니다.

 애니라세탐 [각인 ]
애니라세탐은 방향성으로 분류되는 약물입니다. 노오트로픽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물질입니다.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 불안 및 우울
증 감소, 기분 개선, 창의성 향상, 사교성 증가, 청각 인식 개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 증상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
다. 애니라세탐은 또한 알츠하이머병 및 치매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애프터 썬 PEMF [PEMF]
이 PEMF는 일광욕 후 피부의 재활 치료을 위한 것입니다.

 액체 마그네슘(염화마그네슘) [각인 ]
마그네슘은 정상적인 생리 기능에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염화마그네슘과 같은 액체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결핍을 돕고, 에너지를
높이고, 근육을 이완시켜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고, 소화를 개선하고, 염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통증을 감소시키고, 뼈
건강을 촉진하고, 불안과 우울증을 돕습니다. 편두통 감소. 이 IC는 염화마그네슘 형태의 마그네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액체 신뢰도 [각인 ]
자신감과 자부심을 높이는 IC 컬렉션입니다. 
성분:  홀리  낙엽송  정신적 평온  유기 리튬  타우린 및 1 그 외...

 야간 코골이 [각인 ]
- 
성분:  플루옥세틴

 야뇨증(라이프) [PEMF]
야뇨증이라고도 하는 야뇨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복되는 주파수입니다.

 야생 감자 부시 [각인 ]
야생 감자 부시 에센스는 신체적 제약이나 신체 제한으로 인해 부담감이나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탁월합니다. 이 본질은 새로 워
진 열정, 자유, 삶을 살아갈 수있는 능력을 가져옵니다. 무겁고 예전의 자아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느끼
는 사람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야생 귀리 [각인 ]
야생 귀리는 삶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법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길을
찾지 않고 한 가지에서 다른 것으로 표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야생 귀리 상태를 "다북개
미자리속"상태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목표 자체는 의심스럽지 않지만 어떻게 도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
신은 결혼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파트너를 선택해야 합니까? 이것은 제한된 수의 옵션 중
에서 선택하는 "다...

 야생 참마 뿌리 [각인 ]
야생 참마는 약효로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온 식물입니다. 뿌리에는 에스트로겐이나 디하이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DHEA)과 같은
여러 유용한 호르몬의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디오스게닌이라는 화학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폐경기 증상 감소,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뇌 보호, 기침 개선, 노화 징후 감소, 혈당 수치 조절, 경련 및 근육통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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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중독 (라이프) [PEMF]
마약 중독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로얄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약한 괄약근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괄약근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깨 결림 (라이프) [PEMF]
뻣뻣하거나 단단한 어깨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어깨 결림은 목, 등, 상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깨 회복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어깨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어린이 곰팡이 [각인 ]
- 
성분:  칸디다 및 곰팡이 감염  올리브 오일의 풀러렌  마늘  자몽 종자 추출물  니스타틴

 어린이 면역 지원 [각인 ]
이 IC는 면역 체계를 자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감기와 독감을 예방해야 합니다. 항 바이러스, 항균 및 면역 지원 IC가 포함되어 있
습니다. 
성분:  아지트로마이신  IgG 면역 글로불린  면역 시스템 부스트  소화기 및 면역 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 지원   우미페노
비르 및 1 그 외...

 어유 혼합 [각인 ]
[새로운] 어유 혼합에는 농축된 양의 오메가-3가 포함되어 있으며 관절 건강, 인지 건강, 심장 건강, 눈 건강 및 면역 기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야생 멸치, 야생 연어, 크릴새우, 정어리, 청어,
청어, 청어, 비타민 D 및 비타민 E로 만들어졌습니다.

 언어 실어증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언어 실어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얼굴의 모공 확대 [각인 ]
- 
성분: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노니  가시여지  세티리진 염산염

 에너자이즈드 로즈마리 [각인 ]
에너자이즈드 로즈마리는 두려움과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느낌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세
포 손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줄이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로즈마리의 도움으로 비소 앨범의 동
종 요법 정보와 일부 미량 원소 및 미네랄을 결합하여 만들었습니다.

 에너지 남성 사이클 [PEMF]
이 IC는 남성용으로 설계되었으며 상호 연결 조직을 재생하고 단단한 근육 조직과 뻣뻣한 관절을 여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사회적 능력을 증진하고 모든 에너지 센터를 충전합니다. 이 IC는 또한 자신감, 의지력, 사회적 따뜻함 및 웰빙을 증진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녹음 [PEMF]
이 IC는 나중에 신체가 회수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에너지 적으로 기록하는 프로세스를 활성화하고 다시 설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심장 과정과 대사 과정, 심박수, 호르몬 수치 등에 필요한 정보를 각인하는 능력을 돕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이 IC는 정신 졸음
을 줄이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자신감을 높이는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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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및 스태미나 부스트 [각인 ]
이 IC는 에너지, 에너지 비축량 및 체력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웰빙의 일반적인 느낌을 초래할 것입
니다.

 에너지 및 집중력 향상 [각인 ]
에너지 및 집중력 향상은 에너지, 집중력 및 주의력 향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또한 체중 관리를 촉진하고 운동 능력
을 향상시키며 근육 발달 및 복구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타우린, 베타-알라닌, L-글루타민, L-아르기닌, L-류신,
L-시트룰린, L-이소류신, L-발린, L-티로신, L-히스티딘 HCL, L-리신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HCL, L-페닐알라닌, L-쓰레오닌,
L-메티오닌, 녹차 추출물, 그린 커피 추출물 및 테오브로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에너지 부스트 [각인 ]
에너지 부스트는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피로를 퇴치하고, 정신 성능을 개선하고, 기억력 장애와 건망증을 돕
고, 육체적 지구력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아쉬와간다 , 인삼,타이가 뿌리, 홍경천 장미로 만들어졌습니다.

 에너지 불러이르르키는 IC [PEMF]
미토콘드리아는 산소와 영양소를 아데노신 삼인산 (ATP)으로 전환하는 세포의 발전기로 간주 될 수있는 막대 모양의 세포 기관입니
다. ATP는 세포의 대사 활동을 강화하는 세포의 화학적 에너지 "통화"입니다. ATP는 세포 안팎의 중요한 신호 분자로도 필요합니
다. 간, 신장 및 기타 기관뿐만 아니라 운동 전후의 근육, 근육-골격 통증 (근막 통증 및 관절, 척추)에 사용됩니다.

 에너지 여성 사이클 [PEMF]
이 IC는 여성용으로 설계되었으며 상호 연결 조직 재생, 단단한 근육 조직 개방 및 뻣뻣한 관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내분비
기능을 지원하여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 IC는 또한 자신감, 의지력, 사회적 따뜻함 및 웰빙을 증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
다.

 에너지와 활력 (라이프) [PEMF]
에너지와 활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에리스로포이에틴 (EPO) [각인 ]
에리스로포이에틴 (EPO)은 주로 신장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입니다. 적혈구 생성과 헤모글로빈 합성 시작에 중요한 역할을합니다.
EPO는 조직과 근육으로의 산소 전달을 증가시키고, 특정 유형의 빈혈을 돕고, 적혈구의 증식을 증가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에스트라디올 [각인 ]
에스트라디올은 가장 강력한 에스트로겐이며 일과성 열감을 포함한 갱년기 증상의 치료에 가장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에스트로겐이
며 질 건조 및 위축 치료에도 국소 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IC는 어떤 유형의 ER + (에스트로겐 양성) 암이 있는 여성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에스트라디올 없는 폐경 역전제  [각인 ]
이 IC 복합체는 에스트로겐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폐경기 여성의 기본적인 호르몬 요구를 돕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분:  유방 방어  호밀  폐경 완화  폐경 지원  DHEA 및 1 그 외...

 에스트로겐 해독 [각인 ]
이 IC에는 강력한 에스트로겐 해독을 위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분:  아나스트라졸  유방 방어  칼슘 D- 글루카레이트  비타민 B 복합체  필수 아미노산 복합체 및 1 그 외...

 에키네시아 합성물 [각인 ]
에키네시아 합성물은 경미한 감염의 방어 메커니즘을 자극하고 염증, 발열 및 부종과 같은 감염으로 인한 증상 완화에 사용됩니다.
또한 독감과 유사한 감염, 피부 질환, 면역 약화, 인두염, 종기, 농양, 가래, 독성 증, 치은염, 구내염, 부비동염, 위장염, 장염, 방광염,
골수염, 질염, 부속 기염, 사구체 신염, 골수염, 중이염, 수막염, 단핵구증 및 유방염에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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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EDTA)  [각인 ]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EDTA)은 중금속 독소(납, 카드뮴, 수은 등)를 체내에서 제거하기 위한 킬레이트화 요법에 사용되는 화
합물입니다. 일부 유익한 미네랄도 제거될 수 있으므로 EDTA를 사용할 때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IC
는 칼슘 EDTA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에피탈론 펩타이드 [각인 ]
에피탈론이라고도 알려진 에피탈론은 폴리펩타이드 에피탈라민의 합성 버전입니다. 에피탈론은 세포가 DNA의 "보호 부분"인 텔로
미어를 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효소인 텔로머라제의 생성을 자극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화 방지, 수면 촉진, 노화 관련
질병 지연 및 예방, 피부 건강 및 외모 개선, 손상되고 악화된 근육 세포 치유, 기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에피탈론은 항산화
및 노화 방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도밸런스 부신 지원 1 [각인 ]
- 
성분:  포괄적 인 부신 지원 영양소  DHEA  판토텐산  프레그네놀론  체력과 부신 지원

 엔도밸런스 간, 장, 신장 2.0 [각인 ]
- 
성분:  칼슘 D- 글루카레이트  소화기 복합 프로바이오틱스  소화 효소 복합체  글루타티온 (감소된)  신장 및 방광 지원 및
1 그 외...

 엔도밸런스 감염 킬러 [각인 ]
- 
성분: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아지트로마이신  바이오필름 버스터  시프로플록사신  우미페노비르 및 1
그 외...

 엔도밸런스 감염 킬러 플러스 알레르기  [각인 ]
- 
성분: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아지트로마이신  우미페노비르  발트렉스  데슬로라타딘 및 1 그 외...

 엔도밸런스 갑상선 [각인 ]
이것은 갑상선을 지원하기 위한 IC입니다. 갑상선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D3, B 비타민,
셀레늄, 아연, L 티록신, 아미노산 등이 있습니다. 
성분:  L- 티록신  셀렌  갑상샘  T4 (티록신)  인도 인삼 및 1 그 외...

 엔도밸런스 갑상선 2.0  [각인 ]
이 IC는 갑상선 기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분:  갑상샘  요오드 + 티로신  L- 티록신  최적의 영양소  로디올라 로제아 및 1 그 외...

 엔도밸런스 결장, 간, 신장 [PEMF]
이것은 대장, 간 및 신장을 지원하는 PEMF IC의 조합입니다. 
성분:  신장 재활 PEMF  간 해독 및 간경변  궤양 성 대장염 (대장)

 엔도밸런스 금형 킬러 [각인 ]
이 IC 복합체는 진균독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성분:  암포테리신 B  바이오필름 버스터  콜레스티라민  플루코나졸  운데실렌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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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도밸런스 레버 해독 [각인 ]
- 
성분:  칼슘 D- 글루카레이트  리포솜 글루타티온  간 지원  메틸설포닐메탄  S- 아데노실 메티오닌 및 1 그 외...

 엔도밸런스 마그네슘 부스터 [각인 ]
- 
성분:  마그네슘  마그네슘 구연산염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플러스  마그네슘 트레오네이트 및 1 그 외...

 엔도밸런스 몰드 킬러 [각인 ]
마이코톡신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요법입니다. 
성분:  암포테리신 B  바이오필름 버스터  콜레스티라민  플루코나졸  운데실렌 산

 엔도밸런스 새는 장 증후군 [각인 ]
이 IC는 내장을 치료하기위한 것입니다. 스트레스, 감염 및 독소와 같은 원인도 해결해야 함을 기억하시오. 
성분:  부티레이트  소화 효소 복합체  건강한 소화기 계통 (무 프로바이오틱스)  IgG 면역 글로불린  L- 글루타민 및 1 그
외...

 엔도밸런스 성장 호르몬 부스터  [각인 ]
- 
성분:  아르기닌 + 오르니틴  성장 호르몬  L- 글루타민  간 지원

 엔도밸런스 스트레스 축 및 장  [각인 ]
이 IC는 엔도밸런스 시스템의 1단계 기본 중 하나입니다. 
성분:  장 건강 ‒ 프로바이오틱  체력과 부신 지원  플루옥세틴  포스파티딜세린 복합체  포괄적 인 부신 지원 영양소 및 1
그 외...

 엔도밸런스 스트레스와 갑상선 [각인 ]
- 
성분:  아나스트라졸  포괄적 인 부신 지원 영양소  DHEA  갑상샘  L- 티록신 및 1 그 외...

 엔도밸런스 스트레스와 테스토스테론 [각인 ]
- 
성분:  아나스트라졸  포괄적 인 부신 지원 영양소  DHEA  최적의 영양소 (Cu / Fe / I 제외)  테스토스테론 및 1 그 외...

 엔도밸런스 아로마타제 차단제 [각인 ]
- 
성분:  5 - 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  아나스트라졸  완화 허브  아연 (킬레이트화 비스글리시네이트 형태)

 엔도밸런스 여성 나이트 믹스 [각인 ]
- 
성분:  DHEA  멜라토닌  프로게스테론 블렌드 크림  트리팔라 및 마그네슘

 엔도밸런스 인슐린과 혈당 [각인 ]
- 
성분:  혈당 균형  혈당 지원  호로파 씨앗 분말  크롬 글리시네이트 킬레이트  크롬 피콜리네이트 및 1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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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도밸런스 장 및 결장 [각인 ]
이 IC 복합체는 건강한 소화를 돕는 효소,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성분:  소화기 복합 프로바이오틱스  소화 효소 복합체  췌장 효소 부스트  췌장 효소 복합체  위장관용 프로 바이오틱 블렌
드 및 1 그 외...

 엔도밸런스 토탈 디톡스 [각인 ]
- 
성분:  활성탄  알파-리포산  유방 방어  칼슘 D- 글루카레이트  풀브산 및 1 그 외...

 엔도밸런스 트라우마 스트레스 정신 지원  [각인 ]
이 컴플렉스는 새로운 엔도밸런스 시스탬의 1 단계에 사용됩니다. 그것은 부신 지원, 우울증, 집중을 위한 영양소를 결합합니다! 
성분:  부신 지원  포괄적 인 부신 지원 영양소  플루옥세틴  최적의 영양소  피라세탐 및 1 그 외...

 엔도밸런스 폐경과 에스트라디올 [각인 ]
- 
성분:  아나스트라졸  DHEA  에스트라디올  L- 티록신  프레그네놀론 및 1 그 외...

 엔도밸런스 프레그네놀론 부스터 [각인 ]
- 
성분:  완충 비타민 C  DHEA  오메가 -3 / 폴리페놀 조합  프레그네놀론  비타민 B 복합체

 엔도밸런스 해독 핏 2.0  [각인 ]
- 
성분:  활성탄  알파-리포산  유방 방어  칼슘 D- 글루카레이트  심장 건강을위한 킬레이션 콤플렉스 및 1 그 외...

 엔도밸런스 호르몬 균형 [각인 ]
이 IC에는 모든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 성분이 있습니다. 에스트라디올 신호는 안전상의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안드로겐이 에스
트로겐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나스트로졸이 추가되었습니다. 중앙 호르몬 조절을 지원하기 위해 뇌하수체 및 시상 하
부를 넣었습니다. 
성분:  아나스트라졸  DHEA  성장 호르몬  L- 티록신  프레그네놀론 및 1 그 외...

 엔도밸런스 화학 해독 [각인 ]
- 
성분:  활성탄  유방 방어  클로렐라  EGCg (녹차 추출물)  리포솜 글루타티온 및 1 그 외...

 엔지스톨 [각인 ]
엔지스톨은 급성 바이러스 감염시 증상의 지속 기간과 심각도를 줄이고 후속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항 바이러스 치료제
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의 예방과 치료 모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체의 내인성 방어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작동합니다.

 엘더베리 [각인 ]
엘더베리는 영양소와 항산화제(안토시아닌 및 플라보노이드 포함)로 가득 찬 짙은 보라색 베리입니다. 세계 최고의 치유 식물 중 하
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더베리 식물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품종(삼부쿠스 니그라로 알려짐)은 일반적으로 건
강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엘더베리는 면역 체계 강화, 염증 감소, 박테리아 감염 퇴치, 스트레스 감소, 여드름 퇴치, 주름 감소, 심장
건강 지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엘더베리는 또한 감기와 독감, 변비, 두통, 신장 문제, 관절 및 근육통, 부비동 감염을 치료하는데 사
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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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루테로 [각인 ]
시베리아 인삼으로도 알려진 엘류테로는 수천 년 동안 한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스트레스 (정신적, 신체적, 신진 대사)에 적응하
는 신체의 자연적 능력을 지원하는 화합물 인 어댑터로 간주됩니다. 엘루테로는 부신 호르몬, 특히 코르티 코스 테론 수치를 조절하
여 신체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그것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피로를 감소시키
고,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근육과 뼈의 힘을 증가시키고, 폐경을 관리하고, 호흡기 감염을 줄이고, 림프
기능을 개선하는 것뿐...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PEMF]
엡스타인바 바이러스에 대한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전염성 단핵구증 ( "단핵구"및 "키스병"이라고도 함)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 균형 [각인 ]
이 IC는 여성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성분:  유방 방어  칼슘 D- 글루카레이트  EGCg (녹차 추출물)  프로게스테론 블렌드 크림

 여성 균형 2.0 [각인 ]
이 IC 복합체는 여성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성분:  유방 방어  칼슘 D- 글루카레이트  EGCg (녹차 추출물)  아나스트라졸  DHEA 및 1 그 외...

 여성 모발 성장 지원 [각인 ]
이 IC 복합체는 여성의 모발 성장과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에스트로겐 우세 및 낮은 갑상선 기능과 같은 모발 성장과
관련된 호르몬 캐스케이드를 기반으로 합니다. 샴푸나 다른 헤어 제품으로 샴푸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 탈모의 일반
적인 원인인 낮은 프로게스테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성분:  5 - 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  비오틴  피나스테리드  프로게스테론 크림 1  아나스트라졸 및 2 그 외...

 여성 생식 지원 [각인 ]
여성 생식 지원은 여성의 성욕, 생식력 및 유방 건강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여성의 생식 건강을 증진하고, 폐경
전 관련 증상을 줄이고, 월경과 관련된 경련을 줄이고, 여성 내분비계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녹차잎추출물, 포도
씨추출물, 아마씨추출물, 칡뿌리추출물, 레드클로버추출물, 소 초유, 난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성 성욕 [각인 ]
이 IC 복합체는 여성의 성욕을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분:  플루옥세틴  황금 잎 은행 나무 빌로바 추출물  마카  인삼 Panax  실데나필 및 2 그 외...

 여성 에너지 활성화 [각인 ]
- 
성분:  부신 지원  에너지 부스트  여성을 위한 에너지 재충전

 여성 유방 건강 PEMF [PEMF]
이 PEMF는 여성 유방의 건강을 지원합니다.

 여성 종합 비타민 [각인 ]
이 치료법은 여성을 위해 고안되었으며 에너지, 면역 및 뼈 건강을 지원합니다. 이 IC는 비타민 C, 비타민 D3, 비타민 E, 비타민 K, 비
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5, 비타민 B6, 비타민 B12, 베타 카로틴, 엽산, 비오틴, 칼슘, 마그네슘, 아연, 철, 구리, 요오드, 셀레늄,
몰리브덴, 망간, 크롬 및 콜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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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종합 비타민 50+ [각인 ]
여성 종합 비타민 50+는 추가적인 영양 보충이 필요한 50세 이상의 여성을 위해 고안된 종합 비타민입니다. 이 IC는 비타민 A, 비타
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 비오틴, 판토텐산, 콜린, 칼슘, 요오드, 마그
네슘, 아연, 셀레늄, 망간, 크롬, 붕소 및 루테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성 활력 [각인 ]
[새로운] 여성 활력은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고, 에너지를 높이고,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
는 남가새 과일, 삼지구엽초속, 아쉬와간다 뿌리, 수마 뿌리, 마카 뿌리, 귀리 줄기, 유리코마 롱기폴리마 뿌리, 푸티코페타룸속 껍질,
카투아바 껍질 및 실라짓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성 활력 [PEMF]
이 IC는 여성용으로 설계되었으며 광채, 자신감, 사교성, 성기능 및 건강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분비 조직의 해독
촉진을 포함하여 내분비 기능을 교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이 IC는 폐경 및 월경 조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성용 종합 블렌드 [각인 ]
여성용 종합 블렌드는 중국 의학에서 전통적으로 정상적인 월경을 지원하고, 다산을 지원하고, 혈액을 생성하고 혈액과 기에 영양을
공급하고, 음과 에센스를 보충하고, 혈액과 기를 움직이고, 습기를 배출하고,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허브의 조합입니다. 또한 복부
팽만, 식욕 장애, 요통, 유방 팽만, 창백한 안색, 현기증, 피로, 분만 곤란, 수유 부족, 초경 지연, 월경 통증, 불규칙하거나 부족한 월
경, 습관성 유산, 심계항진, 산후 회복, 월경 전 복통, 피부 발진 또는 혈액 결핍을 동반한 건조, 질 분비물 및 쇠약 때 도움이 ...

 여성용 침대 짚 [각인 ]
여성용 침대 짚 꽃 에센스는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꿈을 자극하고, 이완을 강화하고,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울
증과 불안의 감정을 줄이고 기분 변화의 균형을 맞추는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성적 각성 [녹음된]
이녹음된 IC는 여성이 성적 각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에너지 재충전 [각인 ]
이 치료제는 신체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여성의 피로를 줄이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비타민 A, 비타민 B2, 비타민 B5, 비
타민 B6, 비타민 B8, 비타민 B12, 엽산, 티아민, 나이아신,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칼슘, 마그네슘, 철, 요오드, 아
연, 구리, 망간, 셀레늄 및 몰리브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성을 위한 에센스 [각인 ]
여성을 위한 에센스는 여성이 기분 변화, 피로감 및 신체적 불만족함을 극복하도록 돕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그것은 여성
들이 평온함을 느끼고, 균형을 되찾고, 변화에 대처하고, 자신과 그녀의 몸과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도록 도울 수 있
습니다. 또한 여성을 위한 에센스는 월경과 폐경기의 정서적 불균형을 조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빌리 염소 자두, 꽃
소나무, 부시 후쿠시아, 크로웨아, 파이브 커너스, 물라 물라, 올드맨 방크시아, 복숭아 꽃차 나무, 핑크 플란넬 꽃, 떡갈 나무의 꽃 에
센...

 여성을 위한 엔도밸런스 호르몬 균형  [각인 ]
이 IC 복합체에는 모든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스트라디올 신호는 안전상의 이유로 생략되었습니
다. 안드로겐이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나스트로졸이 추가되었습니다. 뇌하수체와 시상하부의 중심 호르몬
조절을 지원합니다. 
성분:  아나스트라졸  DHEA  성장 호르몬  L- 티록신  프레그네놀론 및 1 그 외...

 여행 치료제 [각인 ]
여행 치료제는 여행으로 인한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균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행 경험을 향상시키
고 목적지에 더 상쾌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 IC는 뱅크시아 로부르, 바틀 브라시, 부시 후쿠시아, 부시 아이리스, 크로웨아, 프린
지 바이올렛 , 몬테레이 사이프레스, 물라 물라,파우 파우, 레드 릴리, 목마황속, 실버 프린세스, 끈끈이귀개속 및 톨 물라의 꽃 에센
스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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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류성 식도염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위식도 역류 질환 (GERD)으로도 알려진 역류성 식도염뿐만 아니라 과도한 위산을 도와줍니다.

 연골 IC [각인 ]
연골은 연골 질환, 건질염, 고관절염, 관절주위염, 견갑골 및 변형성 관절염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연골 관절 믹스 [각인 ]
이 IC 복합체는 연골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분:  트라우밀  옥시코돈  성장 호르몬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MSM 포함)  덱사메타손 및 3 그 외...

 연골 급성 [PEMF]
이 PEMF에는 연골 손상에 도움이 되는 주파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골 힐링 콤플렉스 [각인 ]
이 복합체는 연골과 뼈 건강을 지원합니다. 
성분:  연골 IC  소 혈액의 단백질이 제거 된 혈액 투석액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MSM 포함)  히알루론산  소마트로핀
및 1 그 외...

 연수 하모나이저 PEMF [PEMF]
이 PEMF는 연수의 조화를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수질에는 혈액 순환과 호흡 조절을 위한 중요한 신경 중추와 재채기, 기침, 삼
키기 반사를 위한 반사 중추가 있습니다. 구토 센터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연수에는 산-염기 균형 조절에 중요한 수용체가 있습니
다.

 염증 (라이프) [PEMF]
신체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염증과 통증 [PEMF]
이 PEMF에는 염증과 통증에 대한 주파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역 기능을 조화시키고 염증과 통증을 줄여야 합니다. 진단에 맞는
다른 PEMFS 및 IC와 결합하시오.

 엽산 [각인 ]
엽산은 에너지 지원뿐만 아니라 상당한 세포 및 신경 보호를 제공합니다. 또한 엽산은 임신 전과 임신 초기에 매일 복용하면 신경관
결손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엽산 + 비타민 B12 [각인 ]
엽산 + 비타민 B12는 위장관 및 신경계 기능을 지원하고 지방과 단백질의 적절한 대사를 촉진합니다.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전환하
고 머리카락, 피부 및 간을 지원합니다.

 영국 장미 [각인 ]
[새로운] R영국 장미는 스트레스 감소, 간 건강 증진, 소화 문제 감소, 피부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소 복합물 (운동) [각인 ]
영양소 복합물(운동)은 운동 선수, 운동하는 사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영양소 복합물(운동)은 신체의 에
너지 수준을 회복하고, 근육 형성을 증가시키고, 근육 기능을 돕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건강한 면역 체계를 지원
하고, 피로와 피로를 퇴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C, 비타민 D3, 비타민 E,
비오틴, 판토텐산 (비타민 B5), 마그네슘, 철, 요오드, 구리, 셀레늄, 아연, 코엔자임 Q10, 및 타우린으로 만들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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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지버섯 추출물 [각인 ]
영지버섯은 영지버섯 및 영지라고도 하며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심혈관 질환, 간 및 신장 질환, 암, 감염, 피로 및 우울증, 또한 면역
체계 기능과 뇌 건강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영지버섯은 전통적으로 장수와 활력 증진에 사용됩니다.

 영혼 통합 및 회복 [각인 ]
이 IC는 영혼과 육체의 통합을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더 나은 의사 소통에서 파생되는 막대한 영적, 육체적
이점이 있습니다.

 예르바 마테 [각인 ]
예르바 마테는 전통적으로 차로 만들어지는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허브입니다. 예르바 마테 식물에는 카페인, 테오필린, 테오브로
민(각각 커피, 차, 초콜릿에서 발견되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커피, 차, 초콜릿과 유사한 음료로 종종 설명됩니다. 예르바 마테는 비
타민, 아미노산, 항산화제 및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영양의 강국입니다. 에너지 증진, 정신 건강 개선, 집중력 향상, 신체 기능 향상,
특정 유형의 암 예방, 심장 질환 위험 감소, 좋은 콜레스테롤 증가, 감염 방지, 체중 및 복부 지방 감소, 체중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
습...

 예방 접종에 대한 반응 [PEMF]
예방 접종에 대한 반응을 돕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오레가노 [각인 ]
오레가노는 다른 향신료에 비해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어 "생명의 향신료"라고도 불리는 향신료입니다. 오레가노는
비타민 K, 엽산, 칼슘, 인, 칼륨, 철과 같은 비타민과 미네랄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오레가노는 염증 감소, 기분 향상, 박테리아 감염
(예: 포도상구균) 퇴치, 바이러스 감염 감소, 당뇨병 관리, 소화 촉진, 심장 건강 개선, 암 예방 및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사용될 수 있
습니다. 또한 피부 염증, 근육통, 경련, 천식, 감기, 요로 감염 및 두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레가노 오일 [각인 ]
오레가노 오일은 오레가노에서 추출되며 항산화제(페놀, 테르펜, 테르페노이드 등)와 항염증 화합물이 풍부합니다. 오레가노 오일은
소화 불량, 메스꺼움, 코막힘, 인후염, 구순포진, 근육 및 관절 통증, 염증, 체중 감소, 효모 감염, 감기 및 독감 증상, 치은염, 무좀, 발
톱 균류, 치통, 여드름, 비듬, 사마귀, 주사비, 건선, 정맥류 및 지원 면역 체계에 도움이 됩니다. 천연 항생제 및 항진균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레진 [각인 ]
오레진은 침엽수, 특히 소나무 속의 침엽수에서 얻은 필수 테레빈 유이며 의약 특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반 및 심령 강장제뿐만
아니라 방부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레진은 또한 호흡기 문제를 치료하고, 통증을 완화하고, 면역 체계를 자극하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감염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을 예방하고, 근육, 관절 및 신경 통증을 치료하고, 불안을 감소시키고, 에너지와 주의력을
높이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집중력 향상, 무력증 (지적 피로), 귀, 코, 목 (ENT) 장애, 자신감 향상, 창의력 향상시킵니다.

 오렌지 플라워 에센스 [각인 ]
오렌지 꽃 에센스는 열정과 희망의 감정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삶에 대
한 관심을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르니틴 (훌다 클락) [각인 ]
아미노산 오르니틴은 간에서 암모니아 분해에 관여하며 클라크 박사는 암모니아를 제거해야 하는 간의 필요성을 완화하기 위해 기생
충 및 간 치료의 일부로 권장합니다. 클라크 박사는 불면증이 주로 뇌의 암모니아 독성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르니틴은 숙면을
취하고 밤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하고, 근육량을 늘리고, 건강한 인대와 힘줄
을 촉진하고, 면역 체계를 자극하고, 치유 속도를 높이고, 남성 리비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혈액 내 요소 수준을 낮추는데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및...

 오른쪽 심실 치료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우심실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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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가 -3 / 폴리페놀 조합  [각인 ]
이것은 올리브 오일 폴리페놀, 필수 지방산 및 커큐민의 혼합물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심혈관 건강, 암 예방, 관절 건강, 호르몬 조절
등에 대한 이점에 대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매우 좋은 항 염증 제제이며 관절염 또는 염증성 장 질환과 같은 만성 염증
성 통증의 모든 상황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오메가 3/6 [각인 ]
이 IC 복합체는 건강 유지에 필요한 오메가 3와 오메가 6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성분:  필수 오메가 -3  달맞이꽃 오일  오메가 피쉬 오일

 오메가 피쉬 오일 [각인 ]
EPA (에이코사펜타엔산) 및 DHA (도코사헥사엔산)에서 기록됩니다. ADHD, 심혈관 질환, 관절염, 염증, 집중력 문제 및 뇌 건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메프라졸 [각인 ]
오메프라졸은 십이지장 궤양, 양성 위궤양, 위식도 역류 질환, 소화성 궤양, 미란성 식도염 및 졸린저-엘리슨 증후군의 증상을 치료하
는데 사용됩니다.

 오미자 [각인 ]
중국 오미자라고도 불리는 오미자는 중국 북부와 극동 러시아의 숲에 서식하는 포도 나무입니다. 목련이라는 과일 또는 5 가지 맛의
과일을 생산하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생물 활성 물질인 리그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미자는 기원전 250 년에 중국 의사들의 의학
논문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약효로 유명합니다. 그것은 항균, 항 염증, 항산화, 항 종양 및 강장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습니다. 감염과 싸우고, 쇠약 (감염으로 인한)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증진하고, 저혈압을 돕고, 성능을 개선하고, 소화기 건강을
증진...

 오산칼슘 삼나트륨 [각인 ]
일반적으로 Ca-DTPA라고 하는 칼슘 삼나트륨 5탄산염은 신체에서 특정 방사성 요소를 결합하고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킬레이트제
입니다. 특히, 노출 후 신체에서 플루토늄, 아메리슘 및 큐륨을 빠르게 제거하는데 사용됩니다.

 오이 [각인 ]
오이는 일반적으로 야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과일입니다. 그것은 영양소, 수분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이에는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쿠커비타신으로 알려진 쓴맛이 나는 화합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
이는 수화 촉진, 건강한 체중 촉진, 혈당 낮추기, 당뇨병 관리, 규칙적인 배변 지원, 뼈 강화,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 염증 감소 및 피부
외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잘리엣 [각인 ]
오잘리엣은 기운 약화, 방사선 노출의 에너지 효과 (예:방사능 또는 휴대폰), 질병 또는 약물 남용으로 인한 일반적인 약점, 영적 시작
또는 치유 후 과민성 (예:아야와스카 의식, 에너지 "치유"가 잘 못 됐을 때 기타).

 오크 [각인 ]
오크는 역경 속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하고 꾸준한 사람들을 위한 치료제입니다. 그들은 결단력을 가지고 쟁기질하며 지칠 때까
지 쉬는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크스는 종종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들의 의무감은 강합니다. 질병이나 피로
로 인해 원하는 것보다 적은 일을하도록 강요받는다면 좌절감과 불행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크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이 긍정적이지
만, 부정적인 측면은 휴식의 필요성이 명백 할 때 휴식을 취하거나 앉기를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크 치료법은 우리가 역
경에서 강하게 유지되도록 돕...

 오피프라몰 이염산염 [각인 ]
오피프라몰 이염산염는 독일 및 기타 유럽 국가에서 사용되는 항우울제 및 불안 완화제입니다. 불안을 줄이고 두려움을 낮추며 기분
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olyphenol-combination
http://www.infopathy.com/ko/combinations/omega-3-6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essential-omega-3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evening-primrose-oil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omega-fish-oil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omega-fish-oil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omeprazol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schisandra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entetate-calcium-trisodium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ucumber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ozaliet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oak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opipramol-dihydrochloride


 오한 [각인 ]
- 
성분:  우미페노비르  아세틸살리실산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옥 스크린 및 크산튬 포뮬라 [각인 ]
옥 스크린 및 크산튬 포뮬라는 중국 전통 의학에서 기를 보충하고, 땀을 멈추고, 외부를 안정시키고, 바람과 습기를 몰아내고, 붓기를
줄이며,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혼합 허브입니다. 또한 알레르기, 충혈/건조/가려운 눈, 안면 부종, 두통, 부비동 충혈, 부
비동 분비물, 부비동 염증, 부비동 통증, 알레르기로 인한 피부 발진 및 인후통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황기, 백출,
방풍, 작약, 개나리, 창이자, 목련 꽃 및 보라색 당귀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옥시코돈 [각인 ]
옥시코돈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처방되는 아편 제 진통제입니다. 허리 통증, 관절 통증, 수술 후 통증, 치아 통증, 암 관련 통증 및 기
타 여러 통증 상태를 포함한 급성 및 만성 통증 치료에 사용됩니다.

 옥시토신 펩티드 [각인 ]
옥시토신은 좋은 감정과 관련되어 종종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9개의 아미노산 펩타이드입니다. 옥시토신은 평온함, 신뢰 증
가, 성적 흥분 증진, 스트레스 감소, 수면 촉진, 당뇨병 관리, 인지 기능 향상, 파트너, 가족 및/ 또는 동료. 임산부의 경우 옥시토신은
분만, 아기 결합 및 모유 생산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완전 유산이 있는 여성의 자궁 수축을 자극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단세트론 [각인 ]
온단세트론은 암 치료와 관련된 화학 요법 및 방사선으로 인한 메스꺼움 및 구토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수술 중 사용되는 마
취제와 관련된 메스꺼움을 치료하기 위해 투여 할 수도 있습니다. 멀미와 관련된 메스꺼움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온수 욕조 발진(라이프) [PEMF]
녹농균이라는 박테리아 유형에 의해 발생하는 모낭의 피부 감염인 온수 욕조 발진(슈도모나스 모낭염)에 도움이 되는 라이프 주파수
입니다. 이 박테리아는 잘 관리되지 않는 온수 욕조나 수영장과 같이 따뜻하고 습한 지역에서 번성합니다. 온수 욕조 발진의 주요 증
상은 작고 울퉁불퉁한 붉은 발진으로 종종 가렵고 작은 여드름이 생깁니다.

 올드 맨 뱅크시아 [각인 ]
올드 맨 뱅크시아 에센스는 지치고 좌절감으로 낙담한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이 본질은 점액 성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 즐거
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노인 뱅크 시아 에센스는 열정, 삶에 대한 관심, 삶의 즐거움을 깨어나게 합니다.

 올류코힐 [각인 ]
올류코힐은 경미한 눈 충혈, 건조하거나 눈물이 나는 눈, 부종, 가려움증 또는 작열감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눈과 눈꺼풀의 염증 상태, 긴장된 눈, 빛 민감성 및 눈의 압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올리브 [각인 ]
이것은 힘든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 또는 질병과의 오랜 투쟁과 같은 어떤 종류의 노력으로 인한 피로에 대한 치료법입니다. 올리
브는 노력하기 전에 느낀 피로를 치료하는 혼빔과 유용하게 대조 될 수 있습니다. 치료법은 힘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것과 노력을 계
속하는데 필요한 믿음을 줍니다. 복용하는 사람들은 활력을 느낄 수 있거나 마침내 제대로 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흐 박사의 설
명: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더 이상 노력할 힘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 위한 치료제입니다.
일상 생활은 즐거움이...

 올리브 오일의 풀러렌 [각인 ]
풀러렌 C60의이 IC는 조직에 대한 유리기 손상의 중화, 세포 손상 감소, 리비도 증가, 면역력 향상, 관절염 완화 제공, 이온화 방사선
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체의 타고난 치유 능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http://www.infopathy.com/ko/combinations/chill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umifenovir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spiri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minodigidroftalazindion-of-sodium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jade-screen-xanthium-formula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oxycodo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oxytocin-peptid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ondansetro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hot-tub-rash-rif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old-man-banksia-australian-essenc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oculoheel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oliv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fullerene-in-olive-oil


 올리브 잎 [각인 ]
올리브 잎에는 올리브 잎 (쓴 글루코 시드), 엘레 놀산, 히드록시티로 솔, 티로솔 및 루틴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요소는 항산화 특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리브 잎은 혈압을 조절하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고, 에너지를 높이고, 무력증과 졸음
을 돕고, 지질과 탄수화물의 대사를 촉진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신체를 해독하고, 젊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리브 잎은 혈관 보호 및 혈관 확장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인원 영양소 [각인 ]
올인원 영양소에는 매일 신체를 돕고 전반적인 웰빙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기와 독감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정상적인 시력을 유지하고, 면역 체계를 돕고,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신경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돕습니다. 또한 근육 기능, 갑상선 기능 및 에너지 대사를 돕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비타민 A (베타카로틴), 비타민 B1, 비
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타민 C, 비타민 D3, 비오틴, 엽산, 니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5), 마그네슘, 요오드...

 와라타 [각인 ]
와라타 플라워 에센스는 '영혼의 검은 밤'을 겪으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고 그들의 생존 기술을 발전시켜줍니다. 이 본질은 또한 그러한 기술을 향상시키고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
과 큰 도전에 사용됩니다.

 와베인 [각인 ]
스트로판투스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가장 높은 농도의 와베인을 포함하는 식물입니다. 와베인은 저혈압 및 심장 이상을 치료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심장 배당체입니다. 울혈 성 심부전, 폐 고혈압 및 일반적인 심혈관 쇠약을 치료하기 위해 "오프라벨"로 사용됩
니다. 와베인은 고용량에 독성이 있습니다. 이 IC는 필요한 경우 양을 늘리기 전에 14 일 동안 매일 3 회 IC 물의 단일 음료로 처음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응답을 측정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와인 재스퍼 [각인 ]
와인 재스퍼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하고 내면의 평화를 강화하며 창의적인 흐름을 개선하고 평온한 상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버건디 레드 스톤입니다.

 와일드 로즈 [각인 ]
와일드 로즈는 삶이 그들에게 던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성취를 위한 투쟁을 포기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불평하지 않거나 불행해 보이는 정도까지 상황에 따라 자신을 사임합니다. 대신 우리는 어깨를 으쓱합니다.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없
습니다. 이 치료법은 삶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다시 일깨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와일드 로즈 상태에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무관심 대신 우리는 더 많은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목적 의식을 느낍니다.

 완전한 콜라겐 펩타이드 블렌드  [각인 ]
콜라겐은 피부, 모발, 힘줄, 연골, 뼈, 관절의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30 세 이후) 신
체는 자연스럽게 콜라겐을 적게 생성하기 시작하고 노화의 첫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컴플리트 콜라겐 펩타이드 블렌드는 신
체를 젊고, 강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되는 5 가지 유형의 콜라겐 (유형 I, II, III, V, X)의 가수 분해 형태를 포함합니다. 뼈
와 관절 건강을 지원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 치료를 돕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

 완충 비타민 C  [각인 ]
완충 비타민 C는 비타민 C의 모든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위장에 해롭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민감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화 시
스템이 손상된 사람들에게도 유용합니다. 이 IC는 비타민 C와 완충 미네랄 칼슘, 나트륨, 칼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완화 허브 [각인 ]
완화 허브는 하루 중 언제든지 스트레스와 불안을 진정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이 IC는 카밀레 꽃, 스피어민트 잎, 패션 플라워, 레몬
밤 잎, 린든 꽃, 오렌지 꽃, 라벤더 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외상 [PEMF]
이 PEMF는 신체 외상 및 부상을 치료하고 치유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olive-leave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ll-in-o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waratah-australian-bush-flower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strophanthu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wine-jasper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wild-ros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omplete-collagen-peptide-blend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buffered-vitamin-c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relaxation-herb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trauma


 외상 급성 [PEMF]
급성 부상 후에는 항상 이 PEMF를 사용하시오.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항상 의료 지원을 받으시오.

 요로의 염증 [각인 ]
- 
성분:  델타 수면 유도 펩티드  아지트로마이신  시프로플록사신

 요소 [각인 ]
요소는 아미노산 대사를 통해 간에서 생성되는 질소 운반 화합물로 가장 일반적으로 인식됩니다. 의학적으로 요소는 일반적으로 피
부와 손톱을 부드럽게하기 위해 국소 제형으로 복합 약국에서 사용됩니다. 또한 암, 특히 간에서 발생하거나 전이 된 암의 치료에 내
부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크레아틴과 가장 일반적으로 결합됩니다.

 요실금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비자발적 소변 누출인 요실금을 치료합니다.

 요실금 (야뇨증) [각인 ]
- 
성분:  델타 수면 유도 펩티드  플루옥세틴

 요오드 [각인 ]
요오드는 해초, 대구, 계란, 리마콩과 같은 일부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또한 염(즉, 요오드화 염)에 첨가
됩니다. 요오드는 신체와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갑상선을 지원하고, 호르몬을 조절하고, 임신 중 신경 발달을 돕고, 신진 대사를
조절하고,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생식 기관을 지원하고,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고, 병원균을 치료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요오드 + 티로신 [각인 ]
요오드 + 티로신은 갑상선 기능과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지원하고, 에너지를 높이고, 체중 감소를 돕고, 피로를 완화하고, 피부, 손톱
및 모발의 외양을 개선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요추 디스크 재생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요추 디스크 재생을 돕는 것입니다.

 요추 허리 급성(짧은 버전)  [PEMF]
이 PEMF는 요통을 치료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요통 (라이프) [PEMF]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로얄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요통 및 경련(라이프) [PEMF]
요통과 경련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복 주파수입니다.

 요힘베 [각인 ]
이 허브는 아프리카 상록수 껍질에서 추출한 것으로 요힘베라는 활성 알칼로이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발기 부전 치료에 잠재적으
로 사용되는 것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약초가 평활근을 확장시켜 혈관 확장과 혈액 관류를 증가시키는 능력 때문입
니다. 그러나 요힘베는 신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며 일부 영역에서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혈관 수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요힘베도 항우울제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는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요힘베는 삼환계 항우울제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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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backache-and-spasms-rif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yohimbe


 욕창(라이프) [PEMF]
욕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용담 [각인 ]
용담은 상황이 잘못 될 때 때때로 느끼는 상대적으로 온화한 낙심을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버스를 놓치거나 시험에 실패
하거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종종 그 느낌은 저절로 고양되지만, 용담 치료제는 그것을 더 빨리 고양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나아지도록 기다리는 것 대신 일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용담은 종종 "울렉스속''과 혼동되는데,
이는 일이 잘못 되었을 때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울렉스속주의 사람들은 포기하기로 이미 결정했습
니다. 그들은 ...

 용이함 [PEMF]
통증 완화 및 재생을 위한 깊숙이 침투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통증을 줄이고 다음과 같은 불만 영역에서 완화를 제공합니
다. 급성 또는 만성 통증, 근육, 관절, 힘줄 / 인대 통증 및 요통, 두통, 테니스 엘보, 얼굴, 목, 몸통 등과 같은 다양한 통증입니다.

 용인 (태양 신경총 / 배꼽 차크라)  [PEMF]
배꼽 차크라는 위, 상부 창자, 등 상부 및 척추 상부를 관리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도전과 과민성에 대처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에 대한 인내심을 관리하는 방법에 도움이 됩니다. 배꼽 차크라의 문제는 권력과 통제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 IC는 당뇨병, 소화
기 / 부신 장기 질환 및 저혈당증에 표시됩니다.

 우레아플라스마 우레알리티쿰 [각인 ]
우레아플라스마 우레알리티쿰은 마이코플라스마과에 속하는 박테리아입니다. 우레아플라스마 박테리아는 남성과 여성 모두의 정
상적인 생식기 식물상의 일부입니다. 또한 비특이적 요도염, 불임, 융모막 염, 사산, 조산, 그리고 주산기에는 폐렴 또는 수막염을 포
함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롤리틴 A [각인 ]
우롤리틴 A는 석류 및 호두와 같은 엘라지탄닌과 엘라그산이 풍부한 섭취 식품에서 장내 세균에 의해 생성되는 천연 대사 산물입니
다. 그러나 40%의 사람들만이 식이 전구체로부터 자연적으로 우로리틴 A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롤리틴 A는 항염, 항암, 항산화 및
노화 방지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미토파지(세포에서 손상된 미토콘드리아 제거)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증가시켜 세포 건강을 향상
시킵니다. 여러 전임상 연구에 따르면 우롤리틴 A는 근육, 뇌 및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노화 관련 상태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
롤리틴 A는 미토...

 우르소데옥시콜산 [각인 ]
우르소데옥시콜산은 원발성 담즙 성 간경변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또한 급속한 체중 감소를 겪고 있는 비만인 사람이나 담낭 절제술
을 받을 수 없는 담석이 있는 사람과 같이 담석 형성을 줄이는데도 사용됩니다.

 우리딘 [각인 ]
우리딘은 주로 RNA에서 발견되는 뉴클레오티드 염기입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위해 당을 분해하고 뇌 기능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다
양한 신체 과정에 중요합니다. 우리딘은 신경통 감소, 인지 기능 개선, 기억력 및 학습 증진, 미토콘드리아 보호, 수면의 질 개선, 우울
증 및 양극성 장애 관리, 긍정적인 기분 촉진, 안구 건조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우리딘-5'-일인산으로 만들어졌습니
다.

 우미페노비르 [각인 ]
우미페노비르는 인플루엔자 A 및 B에 대한 항 바이러스 치료제입니다. 만성 기관지염, 폐렴 및 재발 성 헤르페스 감염에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수술 후 감염을 예방하고 면역 체계를 안정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바 우르시 잎 [각인 ]
베어베리(곰이 식물의 열매를 즐겨 먹기 때문에)라고도 알려진 우바 우르시는 북미와 유라시아에서 발견되는 과일을 맺는 식물입니
다. 식물의 잎은 수세기 동안 약초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바 우르시 잎은 이뇨제, 수렴제 및 항염증 특성이 있습니다. 우바 우르시 잎
은 방광염(방광 감염) 및 요로 감염(UTI) 치료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감염, 골반 염증성 질환, 전립선 비대, 기관지염
및 폐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bedsores-r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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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uva-ursi-leaves


 우엉 뿌리 [각인 ]
우엉 뿌리는 다양한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수세기 동안 중국 전통 의학에서 특히 사용되었습니다. 케르세틴, 루테올린, 페놀산을 비
롯한 다양한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엉 뿌리는 혈액 정화, 특정 유형의 암 예방, 혈당 수치 개선, 독소 제거(예: 해독), 피부
정화, 여드름 및 습진 퇴치, 염증 감소, 체내 수분 제거(예: 이뇨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골관절염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 [각인 ]
- 
성분:  델타 수면 유도 펩티드  노니  플루옥세틴

 운데실렌 산 [각인 ]
운데실렌 산은 진균 감염 치료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가려움증, 무좀, 곰팡이 손발톱 감염 및 백선과 같
은 곰팡이 피부 감염에 국소 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칸디다 또는 다른 효모 / 곰팡이 유기체의 과다 증식을 포함하는 장내 세균
불균형을 치료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취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 선수 [PEMF]
이 IC는 신체를 유산소 또는 요가와 같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육 근막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순환
및 신체 에너지 운동 기능을 활성화하고, 신체를 "워밍업"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 후에는 IC "운동 선수 애프터케어"를 사
용하여 근육과 신경계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 선수 애프터 케어 [PEMF]
이 IC는 신체 유산소 또는 요가와 같은 활동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육과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호흡과 에너지 흐름의 균형을 맞
추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을하기 전에 IC "운동 선수"를 사용하여 운동을 위한 신체를 준비 할 수 있습니다.

 운동 선수를 위한 에너자이저 [각인 ]
운동 선수를 위한 에너자이저는 운동 선수, 특히 축구 선수가 전체 운동 또는 스포츠 경기에서 체력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이 IC는 카페인, 녹차 및 과라나 추출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운동 실조 [PEMF]
운동 실조 (근육 조절 또는 조정 부족)에 도움이 되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운동 이상증 고혈압 [각인 ]
- 
성분:  메베베린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드로타베린  가시여지

 운동 전 부스터 인듀어런스 [각인 ]
이 컴플렉스에는 운동 전에 사용해야 하는 I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분:  알칼리성 완충 크레아틴  인삼  성장 호르몬  영양소 복합물 (운동)  아미노산 복합체 및 1 그 외...

 운동 전 부스터 피트니스 [각인 ]
이 컴플렉스에는 운동 전에 사용해야 하는 I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분:  알칼리성 완충 크레아틴  인삼  성장 호르몬  아세틸 - L- 카르니틴   아미노산 복합체 및 2 그 외...

 운동 전 부스터 피트니스 플러스 엔듀런스  [각인 ]
이 컴플렉스에는 운동 전에 사용해야 하는 I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분:  알칼리성 완충 크레아틴  인삼  성장 호르몬  영양소 복합물 (운동)  아미노산 복합체 및 3 그 외...

 운동 전 부스터 피트니스(테스토 플러스)  [각인 ]
이 IC 복합체는 운동 전에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성분:  알칼리성 완충 크레아틴  인삼  영양소 복합물 (운동)  아미노산 복합체  아세틸 - L- 카르니틴  및 3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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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후 회복 [각인 ]
이 컴플렉스에는 운동한 후에 사용해야 하는 I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OMS/근육통 PEMF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성분:  성장 호르몬  영양소 복합물 (운동)  아미노산 복합체  아르니카 몬타나 1M  소 혈액의 단백질이 제거 된 혈액 투석액
및 2 그 외...

 울금 [각인 ]
울금은 생강과에 속하는 노란색 뿌리로, 전 세계의 많은 요리에서 일반적으로 향신료로 사용됩니다. 베타 카로틴, 비타민 C, 칼슘, 니
아신, 칼륨 및 아연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커큐민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울금은 아유르베다와 중국 전통 의학의 주요 부분이며
관절통 완화, 심장 보호, 기분 개선,인지 기능 개선, 암 예방, 소화기 문제 완화, 두통 완화, 염증 완화 및 관절염 통증, 생리통 완화 및
면역 체계 강화 효과 있습니다.

 울렉스속 [각인 ]
울렉스속은 믿음과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을 위한 치료제입니다. 울렉스속은 "용담"상태보다 더 강한 낙심을 나타냅니다. 울렉스속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격려 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의 경우는 절망적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아플 경우, 자신을 치료할 수 없다
고 생각할 수 있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흐 박사는 울렉스속을 "밤나무"과 함께 절망
에 대한 치료제가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치료제로 분류했습니다. 이것은 울렉스속 사람들의 주요 문제가 믿음의 상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

 울트라 조직 재생 [각인 ]
- 
성분:  아미노산 복합체  생물 작용 동물 펩티드  완전한 콜라겐 펩타이드 블렌드  성장 호르몬  비바톤 추출물

 워터 바이올렛 [각인 ]
워터 바이올렛은 독립성과 자립으로 인해 자존심 강하고 경멸적인것처럼 보일 수 있는 재능 있고 유능한 사람들을 위한 치료법입니
다. 워터 바이올렛 사람들은 직립하고 조용하며 품위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사업이나 몇몇 친한 친구들이 모여 있는 일
하는 환경을 선호합니다. 이 치료법은 우리의 자연 자기 보호 본능이 우리와 타인 사이에 장벽을 만들어 우리는 외롭고 주변 사람들
과 접촉 할 수 없을 때 필요합니다. 워터 바이올렛은 우리의 균형을 활성화하고 사회 생활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존심이 강하고 반사회...

 원 [각인 ]
원은 어지러움, 핀 및 바늘 감각, 사지 잠들기, 당뇨병 성 괴저, 마비 (신체적 및 정서적), 기억력 저하 및 사지의 냉증을 포함하여 혈액
순환 장애와 관련된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형 탈모증 (부분 탈모) [PEMF]
부분 탈모라고도 알려진 원형 탈모증의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월경 곤란 (라이프) [PEMF]
생리통과 월경 곤란 (고통스러운 월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로얄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월경 문제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월경 문제를 해결하고주기를 정상화합니다.

 월경 및 폐경 지원 [각인 ]
월경 및 폐경 지원은 에스트로겐 호르몬과 유사한 기능을하는 대두와 같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화합물인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포함하
는 허브 혼합물입니다. 일과성 열감 및 야간 발한을 포함한 갱년기 증상을 줄이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월경 문제 또는 불규칙성을
완화하고, 여드름을 예방 및 치료하고, 호르몬 변화 중에 신체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블랙 코호시, 감초, 포도 및
순결한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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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경 하모나이저 2.0  [각인 ]
이 IC 복합체는 월경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분:  유방 방어  드로타베린  커큐민 + DHA + 생강  플루옥세틴  마그네슘 플러스 및 1 그 외...

 월경조화기 [각인 ]
생리통에 대한 IC입니다 
성분:  유방 방어  드로타베린  여성을 위한 에너지 재충전  프로바이오틱 12  프로게스테론 블렌드 크림 및 1 그 외...

 월경주기 (조절) [각인 ]
- 
성분:  델타 수면 유도 펩티드  플루옥세틴  가시여지  신나리진

 웨딩 부시 [각인 ]
웨딩 부시 꽃 에센스는 관계, 고용, 가족 또는 개인적인 목표에 관계 없이 헌신에 탁월합니다. 또한 한 관계에서 다른 관계로 이동하는
사람들이나 관계의 초기 매력이 감소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웰빙 (라이프) [PEMF]
신체 전체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위 기능의 과다 분비 [각인 ]
- 
성분:  드로타베린  오메프라졸

 위 안감 PEMF [PEMF]
이 PEMF는 건강한 위벽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위 치유 [각인 ]
위 치유는 모든 단계의 위염, 타는 복통, 소화 불능, 복부 팽창 (가스 축적) 헛배를 돕습니다.

 위궤양 [각인 ]
- 
성분:  노니  오메프라졸  판크레아틴

 위궤양 [녹음된]
이 녹음된IC는 위궤양으로도 알려진 위궤양에 도움이 됩니다.

 위산 감소제 [각인 ]
이 IC 복합체는 위산을 줄이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분:  카타르성 위염  생강 뿌리  위장 건강 지원  알로퓨리놀  DCA 및 1 그 외...

 위염 [각인 ]
- 
성분:  메베베린  드로타베린  오메프라졸  판크레아틴

 위염 PEMF [PEMF]
이 PEMF는 위염에 도움이 됩니다.

 위염 및 장 가스 (라이프)  [PEMF]
위염, 팽만감 및 장 가스 (고창)를 줄이는데 도움이되는 로얄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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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아토니 [각인 ]
- 
성분:  메베베린

 위의 운동 이상증 [각인 ]
- 
성분:  메베베린  드로타베린  판크레아틴

 위장 PEMF [PEMF]
이 PEMF는 건강한 위장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장 인플루엔자 IC와 결합하여 건강한 위장을 지원하는데 완벽하게 작
동합니다.

 위장 건강 지원 [각인 ]
이 위장 건강 지원 치료제는 위장 장애를 치료하고 정상적인 소화 기능을 규칙을 화하는데 사용됩니다. 특히 위궤양을 차료하데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치료법은 급성 및 만성 위염, 소화 불량, 만성 재발 성 위염 (궤양 유무에 관계 없이), 속쓰림, 입안의 나쁜 맛,
잦은 트림, 헛배 부름 및 유성에 대한 도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아나카르디움, 질소, 아세니쿰 앨범, 벨라돈나,카보 베제
탈리스, 카밀레 종, 애기똥풀, 석송속, 호미카 엑스, 현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위장 인플루엔자 [각인 ]
- 
성분: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아지트로마이신  커큐민 + DHA + 생강  오메프라졸  소화기 및 면역 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 지원 및 2 그 외...

 위장 재충전 [각인 ]
위장 재충전은 경증에서 중등도의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과 관련된 소화 문제를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흡수 장애를 돕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식물성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및 미네랄, 섬유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위장 지원 [PEMF]
이 IC는 위장관 내 미네랄, 단백질, 지방 및 탄수화물의 분해 및 흡수와 관련된 소화, 연동 운동 및 화학 반응을 도울 수 있습니다.

 위장 폴립 [각인 ]
- 
성분: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노니  오메프라졸  가시여지

 위장관 건강 [각인 ]
- 
성분:  매자나무  생물 작용 동물 펩티드  바이오플라보노이드 복합체  부티레이트  셀러리 및 17 그 외...

 위장관 지원 [각인 ]
GI 위장관 지원은 위장의 보호막에서 점액 생성을 자극하여 건강한 위장관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허브 블렌드입니다. 위산 역류
증상을 완화하고, 소화를 돕고, 궤양을 돕고, 월경과 폐경기 동안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탈글리시리
진화 감초 (DGL), 마시멜로, 미끄러운 느릅 나무, 알로에 베라로 만들어졌습니다.

 위장관용 프로 바이오틱 블렌드  [각인 ]
소화기 용 프로바이오틱 블렌드는 민감한 사람들에게 유익하며 장의 완전성을 지원하고 소화를 돕고 위장(GI)관 내에서 건강한 면역
기능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락토바실루스 아시도필루스, 락토바실루스 살리바리우스, 락토바실루스 카세이, 비
피더스균 비피둠, 비피도박테륨 락티스 및 스트렙토코커스 써모필러스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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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염 [각인 ]
- 
성분:  시프로플록사신  오메프라졸  판크레아틴  아지트로마이신

 위장의 지원 [각인 ]
위장의 지원은 위장(GI) 건강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화, 동화 및 제거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장 지원은 또한 GI 운동성과 GI 규칙성을 촉진하고 신체에서 독소를 제거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IC는 구연산 마그네슘, 트리팔라
추출물 및 케이프 알로에 잎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유기 게르마늄 (게르마늄 세스퀴옥사이드)  [각인 ]
게르마늄은 유기적 형태로 여러 산소 원자를 결합하여 세포와 조직에 전달합니다. 이 형태는 대 식세포와 T- 세포의 활동을 향상시키
고 강력한 면역 활성화 제인 감마 인터페론의 생성을 자극합니다. 그것은 그 사용에 대한 극적인 반응을 기록한 일본 의사의 일차 암
치료였습니다. 유기 게르마늄은 암 및 급성 및 만성 감염에서자가 면역 질환에 이르기까지 면역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사용됩니다.

 유기 리튬 [각인 ]
유기 리튬은 기억 형성, 집중력 및 기분 조절을 포함한 뇌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리튬은 또한 비타민 B12의 흡수를 촉진하는 것을 포
함하여 신체 전체의 신진 대사에 관여합니다. 이 IC는 식물과 유기적으로 결합 된 리튬이 신체와 최적으로 호환되도록 만들어졌습니
다. 기분 문제,인지 문제, 면역 억제 또는 빈번한 감기 / 독감의 치료 또는 매일의인지 지원으로 고려하시오.

 유기 실리콘 (로익 르 리볼 박사)  [각인 ]
실리콘은 건강에 필수적인 미량 원소입니다. 유기 실리콘 (로익 르 리볼 박사)은 로익 르 리볼 박사가 개발 한 유기 실리카로 신체에
더 잘 흡수됩니다. 근육 회복 및 스포츠 성능 향상, 콜라겐 생성 및 탄력 촉진, 피부 탄력 재구성, 노화 징후 감소 (예:얼굴 주름 및 UV
반점 감소), 젊은 피부 지원, 좋은 뼈 유지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 관절 통증 감소, 손상된 조직 복구, 재생 과정 개선, 신체
에서 중금속 제거, 심혈관 및 면역 체계 지원, 모발 및 손톱의 건강 개선, 전반적인 웰빙 촉진 제공합니다. 또한 ...

 유당 불내성 [PEMF]
이 PEMF는 유당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유물 박테리아 효소 [각인 ]
유물 박테리아 효소는 유물 빙하에서 추출한 유물 박테리아를 사용하여 녹차 잎의 고대 중국 치유법을 기반으로 제조되었습니다. 그
것은 최적의 건강과 활력을 촉진하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것은 손상된 면역 체계 및 신체 신진 대사와 관련된 광범
위한 상태를 치료하는 겨드랑이 도구로서 회복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유물 박테리아 효소는 강력한 화학 약물 사용시 부작용을 최소
화하기 위해 중금속, 발암 물질의 체내 염분에서 제거 할 수 있는 유망한 영양소로 부상했습니다. 그것은 신체의 면역 체계를 회복하
고 효능 세포막을 비활성화...

 유방 결절 및 섬유 낭성 질환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유방 결절 및 섬유 낭성 유방 질환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유방 방어 [각인 ]
이 포뮬러에는 케르세틴, 황금, 튀메르 (BCM-95), 자운영속 뿌리, 구름버섯, 담자균 추출, 진흙버섯, 다이인돌릴메테인 (DIM)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커큐민과 중요한 항암 버섯을 포함한 강력한 면역 활성화 영양소입니다. 또한 에스트로겐 및 기타 스테로이
드 호르몬의 건강한 신진 대사를 돕는 다량의 DIM을 포함합니다. 이 포뮬라는 유방암뿐만 아니라 난소 암과 전립선 암과 같은 다른
호르몬에 민감한 암에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암 생존자에게 예방 요법으로 중요한 포뮬라입니다.

 유방 확대 [각인 ]
이 IC에는 여성의 유방 크기를 증가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방암, 기타 난소, 자궁, 유방 질환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마시
오. 
성분:  여성용 종합 블렌드  신경 지원  호로파 씨앗 분말  에스트라디올  프루티 홉 및 1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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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방암 예방 [각인 ]
이 IC 복합체는 과거에 유방암을 앓았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여성 또는 유방암 위험이 있고 1차 예방을 원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
다. 이 공식은 또한 전립선암, 자궁암 및 난소암을 포함하여 호르몬에 민감한 암 예방에도 적합합니다. 
성분:  유방 방어  부티레이트  필수 아미노산  리포좀 비타민 C  포자 기반 프로바이오틱

 유비퀴놀 [각인 ]
유비퀴놀과 코엔자임 Q10 (CoQ10), 일명 유비퀴논은 모두 강력한 항산화제이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유비퀴놀은 CoQ10의 활
성 형태입니다. 유비퀴놀은 세포 에너지 생산에 사용됩니다. 신체는 유비퀴논을 유비퀴놀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화, 강렬
한 훈련 및 스타틴과 같은 특정 약물은 체내에서 유비퀴논을 유비퀴놀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비퀴놀은
운동 선수와 노인에게 탁월합니다. 유비퀴놀은 에너지를 높이고, 심장 건강을 돕고, 정상적인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고, 혈관 건
강을 지원하는데...

 유산균 부스터 [각인 ]
이 IC는 락토바실러스 종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성분:  장 건강 ‒ 프로바이오틱  위장관용 프로 바이오틱 블렌드  소화기 복합 프로바이오틱스

 유선 PEMF [PEMF]
이 PEMF는 유선 건강을 지원합니다.

 유선염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유방염을 돕고 확대된 유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유체 매트릭스 [PEMF]
이 IC는 체액을 조절하고 올바른 세포 호흡과 일반적인 생화학 적 에너지 메커니즘을 조절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진 대
사와 에너지 생산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행성 이하선염 [각인 ]
유행성 이하선염은 유행성 이하선염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성 감염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주로 타액선에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감염된 타액 또는 비강 분비물을 통해 전염됩니다. 유행성 이하선염의 증상으로는 부어 오른 / 통증이 있는 침샘, 열, 두통, 몸살, 피
로, 식욕 부진, 근육통 및 쇠약, 염증, 고환 애정, 췌장 및 신장 기능 장애, 청력 상실 및 난청, 뻣뻣한 목, 치통, 관절통이 있습니다. 유
산, 불임 (남성), 만성 피로, 청소년 당뇨병, 씹거나 삼키는 동안의 통증, 실패에 대한 두려움, 쾌활한 / 성공적인 마스크 뒤...

 유행성 이하선염 바이러스 PEMF [PEMF]
이 PEMF에는 유행성 이하선염 바이러스 구조와 결합 도메인을 죽이는 빈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향 [각인 ]
올리바넘으로도 알려진 유향은 보스웰리아 나무에서 추출한 수지로 오랫동안 영적 및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유향은
항산화, 노화 방지, 항염증, 항암 및 통증 완화 특성이 있으며 전통적인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유향은 또한 피부 재생, 노화 징후 예방, 세포 건강 증진, 관절염 감소, 관절 통증 감소, 과민성 장 질환
과 관련된 증상 감소, 소화 촉진, 혈액 순환 촉진, 천식 감소, 구강 건강 개선,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줄입니다. 유향은 또한 몸
을...

 유황 LM6 [각인 ]
유황 LM6은 미네랄 유황으로 제조된 동종요법 치료제이며 피부(예: 건선, 습진, 여드름), 심장, 자궁 등 여러 기관에 국한된 다양한
병리를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질병에 대해 표시된 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황은 유기 조직의 가장 중요한 구
성 요소 중 하나이며 신진 대사의 유황 부족은 만성적인 자기 중독의 형태와 국소 혼잡 경향을 초래하여 편두통, 가려움증, 소화 장애
등과 같은 교대로 나타나는 증상을 유발합니다. 유황 LM6은 또한 백신 배수를 돕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육아종 덴트(라이프) [PEMF]
육아종 덴트의 주파수입니다. 다른 유형의 육아종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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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적 긴장 [PEMF]
근골격 신경의 불편 함과 긴장, 통증, 방사, 총격, 압통을 풀어줍니다. IC는 몸 전체의 움직임, 아프거나 뻣뻣함, 근육이 당겼거나 과
로한 느낌, 피로, 수면 장애, 근육 경련, 근육의 경련, 근육에 "화상", 또한 스포츠 및 기타 신체 활동에 따라 근육한테 도움된비다.
EASE 기능과 함께 잘 작동합니다. 그것은 신체의 근막 트리거 지점에서 작업 할 때 완화를 제공합니다.

 육체적과 정신적 피로 [각인 ]
- 
성분:  소 혈액의 단백질이 제거 된 혈액 투석액  노니

 은 니트리움 30CH [각인 ]
일반적으로 질산은이라고 불리는 은 니트리움은 점막의 자극, 두꺼운 분비물 (고름) 및 유행성 결막염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또한 긴장, 불안, 공황 발작, 공포증 (밀소 공포증 등), 대중 연설에 대한 두려움 및 무대 공포증을 치료하
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 [각인 ]
은행 나무는 부채꼴 모양의 잎이있는 큰 나무입니다. 은행잎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염증과 싸우는데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은행은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뇌로의 산소와 혈액의 흐름을 향상시켜 정신적 예민을 지원하기 위해 복용 할 수 있습니
다. 정신 질환 및 치매의 증상을 줄이고, 불안과 우울증을 줄이고, 시력과 눈 건강을 지원하고, 두통과 편두통을 치료하고, 혈관의 힘
과 탄력을 촉진하고, 월경 전 증후군의 증상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나무는 활성 산소 제거 제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나무 빌로바 30CH  [각인 ]
일반적으로 은행 나무로 알려진 은행 나무 빌로바는 가장 오래된 기록된 살아 있는 수종 중 하나입니다. 치매, 기억 상실, 기억력 저
하, 알츠하이머 병, 집중력 저하, 난독증, 집중력이 약하고 정신이 없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동종 요법 치료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또한 뇌 세포에 산소 공급을 개선하고 우울증 기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은행 나무 빌 로바는 또한 고산병, 뇌 혈관 기능 부전, 이
명 (귀 울림), 현기증 / 현기증, 간헐적 파행, 황반 변성 / 녹내장, 월 경전 증후군 (PMS), SSRI 유발 성기능 장애 및...

 은행나무 포뮬라 [각인 ]
은행나무 포뮬라는 인지 기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천연 성분의 혼합입니다. 또한 기억상실, 집중력 저하, 알츠하이머병, 현
기증, 불면증, 기억력 저하, 정신 착란, 정신 피로, 브레인 포그, 다발성 경화증, 심계항진 및 안절부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의
학에서 은행나무 포뮬라는 심장과 간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고 폐기를 보호하며 가슴의 혈액을 활성화하고 구멍을 열고 정신을 진정
시키고 간 화재와 간풍을 진정시키는데 사용됩니다. 이 IC는 은행잎, 대추 씨, 당귀, 산약, 중국 참마, 빗자루, 구기자, 오미자 과일,
블...

 은행잎(추출물+잎분말)  [각인 ]
[새로운] 징코빌로바는 중국 원산의 은행나무로 만든 약초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산화 방지제를 포함합니다. 은행 나무는 염증 감소,
순환 개선, 불안 감소, 뇌 건강 지원, 기억력 및 집중력 향상, 시력 지원, 월경전 증후군(PMS) 관련 증상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
다.

 응급 치료제 [각인 ]
응급 치료제는 정서적 혼란, 공황 및 두려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개인적인 위기 상황에서 위로, 용기 및 안심
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엔젤소드, 크로웨아, 들장미, 프린지 바이올렛, 접란, 끈끈이주걱 및 워라타의 꽃 에센스로 제작되었
습니다.

 의지 (성례 차크라) [PEMF]
성례 차크라는 동기와 힘으로 목표를 향해 명확하게 나아가고,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와줍니다. 무엇이든간에 열정을 실천하도록 도
움을 줍니다. 성례 차크라의 문제는 육체적, 물질적 욕구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 IC는 방광 문제, 냉증, 담즙 및 신장 결석, 생식 기관,
질암, 전립선 암 및 골반 질환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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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시톨 [각인 ]
이노시톨은 세포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포도당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작은 분자입니다. 이완을 돕고 편안한 수면을 촉진하며 뇌 흐림
을 감소하고 전반적인 두뇌 건강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이노시톨은 혈액 순환과 여성 호르몬 건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눌린 [각인 ]
이눌린은 치커리 뿌리, 부추, 민들레 뿌리, 마늘과 같은 다양한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가용성 섬유질의 일종입니다. 이눌린
은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리바이오틱으로 간주됩니다. 이눌린은 혈당 수치를 낮추고, 변비를 줄이며, 식욕을 줄이
고, 체중을 관리하고, 심장 건강을 증진하고, 칼슘과 마그네슘 흡수를 늘리고, 결장암 위험을 줄이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IBS)을 치
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르베사르탄 [각인 ]
[새로운] 이르베사르탄은 고혈압(고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차단제(ARB)입니다. 또한 당뇨병성 신
장 질환으로부터 신장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명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이명 (귀 울림)을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명 (깁 버전) [PEMF]
이 PEMF는 이명을 치료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명 킬러 컴플렉스 [각인 ]
이 IC 컴플렉스에는 귀 건강을 지원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녹음된 IC "이명"과 결합하시오. 
성분:  은행  황금 잎 은행 나무 빌로바 추출물  인삼 Panax  프레드니솔론  피크노제놀 및 1 그 외...

 이명(라이프) [PEMF]
귀에서 울리는 이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이버멕틴 [각인 ]
이버멕틴은 다양한 유형의 기생충 감염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구충제입니다. 인간의 경우 특정 벌레 감염, 머릿니, 강변 실명증(사
상충증), 강모충증, 선모충증(편충 감염), 회충증 및 림프 사상충증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의학에서 이버멕틴은 심장
사상충, 진드기, 장내 기생충 및 진드기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보게인 이보가 [각인 ]
이보가는 일부 아프리카 문화에서는 의식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식물의 뿌리 껍질도 약으로 사용됩니다. 이보게인은 이보가의 화학
물질입니다. 사람들은 열, 인플루엔자 (독감), 돼지 독감, 고혈압, 약물 남용, HIV / AIDS 및 신경 장애 때문에 이보가를 복용합니다.
그들은 또한 피로와 졸음을 예방하고, 성욕을 증가시키고, 약물 남용 및 중독과 싸우고, 일반적인 강장제로 복용합니다.

 이부프로펜 [각인 ]
이부프로펜은 두통, 편두통, 발열, 경증에서 중등도의 통증, 치아 통증, 생리통, 관절염,내전 균주 및 염증을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이산화염소 용액 [각인 ]
기적의 미네랄 용액(MMS)으로도 알려진 이산화염소 용액은 관절염, 감기/독감, 말라리아, COVID-19, 간염, 홍역, 헤르페스, 암,
HIV와 같은 다양한 상태를 관리/치료하는 대체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및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ALS). 또한 구강 및 치아 건강을
개선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산화탄소 GANS (플라즈마) [각인 ]
GANS 또는 나노고체 상태의 가스는 원자 수준의 물질 상태입니다. 이산화탄소 (CO2) GANS는 네 가지 주요 GANS 중 하나입니다.
세포를 활성화하고, 신체를 활성화하고, 치유를 치료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계의 균형을 맞추
고 통증을 줄이고 근육 손상을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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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니아지드 200K [각인 ]
이소니아지드 200K는 이소니코틴산 히드라지드라고도 알려진 항생제이소니아지드로 만든 동종 요법 치료제이며 결핵(TB) 치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낮은 효능을 위해서는 "이소니아지드 30K"를 사용하시오. 더 높은 효능을 위해서는 "이소니아지드 MK" 또
는 "이소니아지드 XMK"를 사용하시오.

 이소니아지드 30K [각인 ]
이소니아지드 30K는 이소니코틴산 히드라지드라고도 알려진 항생제이소니아지드로 만든 동종 요법 치료제이며 결핵(TB) 치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효능을 위해서는 "이소니아지드 200K", "이소니아지드 MK" 또는 "이소니아지드 XMK"를 사용하시오.

 이소니아지드 MK [각인 ]
이소니아지드 MK는 이소니코틴산 히드라지드라고도 알려진 항생제 이소니아지드로 만든 동종 요법 치료제이며 결핵(TB) 치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낮은 효능의 경우 "이소니아지드 30K" 또는 "이소니아지드 200K"를 사용하시오. 더 높은 효능을 얻으려면 "이
소니아지드 XMK"를 사용하시오.

 이소니아지드 XMK [각인 ]
이소니아지드 XMK는 isonicotinic acid hydrazide라고도 알려진 항생제이소니아지드로 만든 동종 요법 치료제이며 결핵(TB) 치
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낮은 효능의 경우 "이소니아지드30K", "이소니아지드 200K" 또는 "이소니아지드 MK"를 사용하시오.

 이소포곤 [각인 ]
이소포곤 꽃 에센스는 현실을 무시하고 자기 머릿속에 많이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머리에서 벗어나고 그들
이 지성에 의해 지배되고 완고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해야 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본질은 자신의 감정 (즉
마음)과 생각 (즉 머리)을 다시 연결합니다. 또한 잊혀진 기술과 정보를 검색하고 과거를 기억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질 (시겔라) [각인 ]
이질 (시겔라)는 기대, 신경과민 및 불안으로 인한 묽은 변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장 비강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또한 결장, 소장,
기도 문제 및 설사와 같은 위장 증상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카리인 [각인 ]
이카리인은 중국 약초인 삼지구엽초속에서 분리된 화합물입니다. 이카리인은 최음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의학에서
성욕과 남성의 성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됩니다. 그것은 발기 부전을 개선하고 좋은 성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
다. 또한,이카리인은 테스토스테론을 높이고 에너지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목형 [각인 ]
이탈리아목형은 여성의 월경주기와 관련된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초 중 하나입니다. 이탈리아목형은 월경 전
증후군 (PMS)의 증상을 줄이고 불규칙한 주기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또한 폐경기 주변의 안면 홍조를 줄이
는 방법으로도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탈리아목형은 생식 호르몬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함으로써
적어도 부분적으로 작동한다고 생각됩니다.

 이파모렐린 펩타이드 [각인 ]
이파모렐린 펩타이드는 자연적으로 더 많은 성장 호르몬의 생산을 자극하도록 설계된 합성 펜타펩타이드입니다. 체지방 감소, 근육
량 증가, 수면 개선, 콜라겐 생성 촉진, 피부 외관 향상, 골밀도 증가, 세포 복구 및 재생 개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페카 30CH [각인 ]
이페카 또는 이페카 뿌리는 임신 중 메스꺼움, 구토, 입덧, 메스꺼움 및 구토, 출혈 및 코피에 도움이 될 수있는 동종 요법 치료법입니
다. 천식, 쉰 목소리, 쌕쌕 거림, 빠른 호흡, 편두통, 설사, 산통 및 위 독감으로 인한 질식 기침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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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모초 [각인 ]
익모초 허브는 잠재적인 약용 특성으로 인해 주로 차 또는 팅크로 사용되는 허브입니다. 심장 질환 (예:심혈관 신경증, 불규칙한 심장
박동), 불안 및 불규칙하고 고통스러운 월경과 같은 다양한 상태를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 근육의 수축을 자극하
고, 내부 장기의 기능을 유지하고, 혈압과 심박수를 낮추고, 위장의 불편 함 (예:장 가스 / 고창)을 완화하고, 수면 문제를 완화하고,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기능, 갱년기 증상 완화, 염증 감소, 우울증 완화에 도움
이...

 인 200CH [각인 ]
일반적으로 백린이라고 불리는 인은 현기증과 두통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있는 동종 요법 치료법입니다. 인 200CH는 특히 혼자
있을 때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기침, 감기 및 후두염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0CH 효능
은 급성 질환 환자에게 유익합니다. 더 낮은 효능을 위해서는“인 30CH”를 사용하시오.

 인 30CH [각인 ]
일반적으로 백린이라고 불리는 인은 현기증과 두통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종 요법 치료법입니다. 인 30CH는 또한 코피,
빈혈, 구토, 메스꺼움, 출혈, 치은염, 잇몸 출혈, 반복되는 감기, 재발 성 호흡기 감염, 입덧, 궤양, 폐렴, 천식, 기침, 두통, 후두염, 불
안 및 작열감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효능을 얻으려면“인 200CH”를 사용하시오.

 인간 성장 호르몬 생산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인간 성장 호르몬 생산을 위한 것입니다. 이 IC에는 주파수에 대한 일부 음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 성장 호르몬 생산 촉진 [PEMF]
인간 성장 호르몬 (HGH) 생성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HGH는 에너지 수준 증가, 근육량 개선, 체중 감소,
리비도 개선 및 면역 체계 강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HGH는 또한 노화의 징후를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 아데노바이러스 PEMF [PEMF]
이 PEMF는 인간 아데노바이러스로부터 숙주를 지원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인간 융모막 성선 자극 호르몬(HCG) [각인 ]
인간 융모막 성선 자극 호르몬(HCG)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호르몬입니다. 이것은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임신
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따라서 임신 호르몬이라고도 함). HCG는 체중 감소, 식욕 억제, 지방 연소 및 에너지 수준 향상
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배란을 유발하고 불임에 도움이 되는 반면 남성의 경우 HCG는 성선기능저하증의 증상을 완
화하고 테스토스테론과 정자 생산을 증가시키며 하강되지 않은 고환을 교정하고 성기능을 개선하고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분을
좋게 하는데 사용될...

 인내 훈련 파워 [각인 ]
이 복합체는 스포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성분:  크레아틴  필수 아미노산  성장 호르몬  운동 선수를 위한 에너자이저  에리스로포이에틴 (EPO) 및 2 그 외...

 인대 파열 급성 [PEMF]
이 PEMF는 찢어진 인대의 치유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인도 인삼 [각인 ]
인도 인삼은 3000 년 이상 동안 아유르베다 의학의 일부가 된 허브입니다. 허브에 대한 현대 연구에 따르면 이 허브는 스트레스를 줄
이고 코티솔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고, 혈당 상승을 줄이며, 잠재적으로 암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우울증, 피로, 당뇨병, 암, 만성 염증성, 갑상선 가능 증상 질환이 있는 사람들과 근육량을 늘리고 힘을 높이려는 운동 선수 및
기타 사람들에게 권장됩니다.

 인돌-3-카비놀 [각인 ]
인돌-3-카비놀은 방울양배추,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케일과 같은 십자화과 야채에서 고농도로 발견되는 화합물인 글루코브
라시신의 분해로 생성됩니다. 암 위험 감소,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치료, 섬유근육통 관리, 감염 퇴치, 면역 체계 지원, 호르몬 수치 균
형, 유방 건강 개선, 생식 기관 지원, 장과 간 해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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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동 덩굴 [각인 ]
인동 덩굴은 현재가 아닌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최고의 날이 뒤에 있고 기대할 것이 거의 없다고
느끼며 결과적으로 과거의 쾌락 (또는 과거의 불행)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합니다. 더 사소한 관점에서 향수병과 향수도 허니 서클 상
태입니다. 허니 서클 치료법은 과거를 되 살릴 필요없이 과거로부터 배우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되므로 현재로 나아가고 오늘과 내일
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 (좋든 나쁘 든)에 극도로 집착하고 과거를 잊을 수없는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인디언 구스베리 (암라) [각인 ]
암라라고도 알려진 인디언 구스베리는 영양분이 풍부하고 인도, 중동 및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자라는 작고 시큼하고 밝은 녹색
과일입니다. 인디언 구스베리는 아유베르딕 의학에서 많이 사용되며 슈퍼 푸드로 간주됩니다. 당뇨병을 조절하고, 소화를 돕고, 신
체의 많은 기관과 기능을 젊어지게하고, 심장병을 예방하고, 높은 콜레스테롤을 예방하고, 암을 예방하고, 간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
을 줄이고, 관절염과 관절통을 완화하고, 기억력, 균형을 개선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에스트로겐 수치 조절하고 생리통 치료합니다

 인산 산성 30C [각인 ]
일반적으로 인산이라고 불리는 인산 산성은 과로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동종 요법 치료법입니
다. 또한 스트레스, 불안, 피로, 회복기, 정신 피로, 만성 피로 증후군 및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산 산성은 전반
적인 신경계 건강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산칼륨 3X [각인 ]
인산 칼륨은 최고의 동종 요법 신경 치료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로, 스트레스, 정신적 피로, 불안, 뇌 안개, 쇠약, 우울증, 신
경 긴장, 가끔 불면증, 두통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삼 [각인 ]
인삼은 중국 의학에서 수천 년 동안 신장 기강 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부신 강장제, 면역 자극제 및 일반 강장제로 사
용됩니다. 피로, 면역 강화, 낮은 성욕, 집중력 문제 및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도움됩니다. 인삼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각 고유 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 공식은 가시오갈피 또는 시베리아 인삼입니다.

 인삼 Panax [각인 ]
아시아 인삼으로도 알려진 인삼은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위해 중국 전통 의학에 사용됩니다. 웰빙 회복 및 증진, 에너지 증진 (특히
장시간 운동 후), 피로 퇴치, 혈당 감소,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염증 감소, 스트레스 감소, 이완 촉진, 당뇨병 치료, 건강한 부신 지원,
정신 지구력 향상, 기억력 및 학습 촉진, 심장 건강 증진, 면역 체계 강화, 테스토스테론 및 정자 수준 지원, 발기 부전 개선 때 사용됩
니다.

 인의 [각인 ]
인은 신체의 모든 세포에서 발견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강하고 건강한 뼈의 유지, DNA와 RNA의 형성, 신진대사, 근육 수축, 신경
자극 전달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에 중요합니다. 인은 뼈와 치아 강화, 해독 촉진, 소화 촉진, 피로와 약화 감소, 호르몬 균형 촉진, 단
백질 대사 촉진, 운동 후 근육통 감소, 규칙적인 심장 박동 유지, 인지 발달 지원, 세포 복구 강화, 그리고 신장 건강을 촉진합니다. 골
다공증과 요로 감염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 문제 [PEMF]
인지 문제 또는 정신 선명도의 상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요 문제입니다. 원인은 독소, 스트레스, 간의 해독 문제, 장 및 결장 기능 장
애, 영양 부족 등일 수 있습니다. 머리 앞에 IC 패드를 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 PEMF를 사용하기 전에 일치하는 IC를 추가하고 최소한
500ml의 물을 마시시오. 한 가지 옵션은 ADHD 키즈 포뮬라 또는 나의 브레인 부스터입니다. 또는, 피라세탐만으로도 뇌 기능과 집
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문제와 관련된 모든 경로를 생각하고 최적화 전략에 포함 시키시오. 이 PEMF를 사용하...

 인지 부스트 [각인 ]
[새로운] 인지 부스트는 기억력 향상과 뇌 기능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아쉬와간다, 딜, 바코파, 은행나무, 서양쐐기풀
및 심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honeysuckl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indian-gooseberry-amla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hosphoricum-acidum-30c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kali-phosphoricum-3x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ginseng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anax-ginseng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hosphorous-1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brain-fog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ognitive-boost


 인지 치료 [각인 ]
인지 치료는 일, 말하기, 읽기 또는 공부할 때 집중력을 높이는 데 탁월합니다. 또한 백일몽, 혼란, 압도되는 느낌을 없애는데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 치료는 문제 해결을 돕고 "고등 자아"에 액세스하여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아이디어를 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IC는 부시 후쿠시아, 이소포곤, 자카란다 나무, 파우 파우 및 끈끈이주걱의 꽃 에센스로 만들어
졌습니다.

 인지질 조합 [각인 ]
인지질은 모든 세포막의 주요 지질 성분입니다. 이러한 지질이 덜 건강한 지방으로 대체되면 세포의 무결성이 심각하게 손상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토콘드리아 막의 기능이 감소하여 모든 세포 및 전신 과정에 동력을 공급하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능력이 손상됩니
다. 이 공식은 최적의 막 기능과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생산을 제공하기 위해 전체 인지질 세트를 제공합니다. 특정 인지질은 포스파
티딜콜린, 포스파티딜 에탄올 아민, 포스파티딜 글리세롤,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포스파티딜세린, 포스파티드산, 디갈락토실디아실
글리세리드, 모노 글락토실디...

 인플루엔자 [각인 ]
- 
성분:  IgG 면역 글로불린  면역 시스템 부스트  인플루엔자 치료  우미페노비르  발트렉스

 인플루엔자 30CH [각인 ]
인플루엔자는 승인된 계절성 비활성화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제조된 동종요법 치료제입니다. 독감 후유증 외에도 독감 유사 증상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치료 [각인 ]
이 치료법은 섬유 조직 및 장액막의 급성 발열 염증, 사지 통증, 둔한 두통, 안절부절, 건조하고 타는 피부, 급성 통증, 복막염, 기관지
염, 폐렴, 심낭염과 같은 인플루엔자 (독감)와 관련된 증상을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IC는 민박꽃속, 브라이오니아, 녹나무 종, 부
식제, 밥티시아속, 등골나물, 철 인산염, 겔세뮴 뿌리, 유칼립투스 및 사바딜라로 만들어졌습니다.

 인플루엔자 치료제 [각인 ]
[새로운] 인플루엔자 치료제는 인플루엔자(독감) 및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감염과 관련된 발열, 재채기, 기침, 울혈, 신체
통증, 쓰라림, 피로, 오한 및 콧물과 같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인후통 (라이프) [PEMF]
인후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일과성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폐경기로 인한 일과성 열감에 도움을 줍니다.

 일관된 암 주파수 [PEMF]
암은 전자기 결맞음의 세포 상태에 의해 촉진되며 일관된 비이온화 전자기장에 노출되면 교정될 수 있습니다. 세포 유지 및 세포 붕
괴 솔리톤 고유 주파수에 대한 물리적 모델. 발암은 세포 조직의 점진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전자기(EM) 파동의 주파수 패턴에 적합
하다는 가설에 대한 물리적 및 생물학적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암이 디코히어런트 솔리톤 주파수 영역에 위치한 전자기파
의 일반적인 주파수에서 시작되고 촉진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대조적으로, 암 특징의 생성은 일관된 솔리톤 주파수의 적용에 의
해 억제되고 지연될 수 있...

 일라와라 불꽃 나무 [각인 ]
일라와라 불꽃 나무 플라워 에센스는 깊은 거부감과 배제되거나 '소외된' 느낌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책임감에 대한 두려움을 느
끼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자신감, 헌신, 힘, 자립 및 자기 승인을 장려합니다. 또한 소외감을 느끼거나 인정받지 못
하는 새로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ognis-australian-bush-flower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hospholipid-combination
http://www.infopathy.com/ko/combinations/influenza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igg-immunoglobulin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immun-aktiv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influenza-fix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umifenovir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valtrex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influenzinum-30ch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influenza-fix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influenza-remedy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sore-throat-rif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hot-flashe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oherent-cancer-frequencie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illawarra-flame-tree-flower-essence


 일반 신장 강장제(라이프) [PEMF]
건강한 신장 기능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일반 토닉 블렌드 [각인 ]
일반 토닉 블렌드는 중국 의학에서 기와 혈액을 모두 강화하고 양 에너지를 따뜻하게 하며 비장과 심장 기에 도움이 되는 허브의 조합
입니다. 또한 빈혈, 식욕부진, 요통, 냉증, 수족냉증, 창백한 안색, 만성기침, 소화불량, 현기증, 피로, 다리허약, 산후허약, 호흡곤란,
만성 및 치유되지 않은 염증, 수술 후 회복, 전반적인 약점, 에너지 및 체력 부족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IC는 당삼, 지황, 작약, 백차,
당귀 루트, 복령,백출, 황기,대추, 천궁, 감초, 중국 계피 계수나무 껍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반적인 감기 접형 부비동 [PEMF]
이 PEMF에는 일반적인 감기 접형 부비동에서 감기를 죽이는 주파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C 복합체 "앤밸런스 감염 킬러"와 함께
사용하시오.

 임균 [각인 ]
임균은 그람 음성, 세포 내, 호기성 복구 균입니다. 주로 숙주의 원주 형 또는 입방 형 상피에 영향을 미칩니다. 임균으로 인한 임질은
가장 흔한 성병입니다. 임질은 성적 접촉 중에 가장 자주 퍼집니다. 그러나 출생시 산모의 생식기에서 신생아로 전염되어 안과 신생
아 및 전신 신생아 감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잠복기는 보통 2-8 일입니다. 여성의 경우 자궁경 부가 감염의 가장 흔한 부위이며,
골반 염증성 질환으로 인해 복잡해질 수있는 자궁 경부염과 요도염을 유발합니다. 여성의 임균 감염의 주요 합병증은 난관 흉터와 불
임입니...

 임신 컴플렉스 [각인 ]
임신 컴플렉스는 임신을 시도하거나 임신 중이거나 수유중인 여성을 위한 미량 영양소의 혼합물입니다. 이 IC는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타민 C, 비타민 D3, 비타민 E, 비오틴, 엽산, 니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5), 마그네슘, 철,
요오드, 셀레늄 및 아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잇몸 염증 및 감염 (라이프)  [PEMF]
잇몸 염증 (치은염이라고도 함) 및 잇몸 감염에 도움이 되는 로얄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잇몸과 턱의 염증 [PEMF]
이 PEMF에는 잇몸, 턱 및 치아 건강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주파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궁 근종 [각인 ]
자궁 근종이라고도하는 자궁 섬유종은 자궁의 비 암성 성장입니다. 섬유종은 묘목에서 큰 덩어리에 이르기까지 크기가 다양합니다.
자궁 근종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궁 섬유종과 관련된 증상으로는 심한 월경 출혈, 복통, 골반 압박 또는 통증, 잦
은 배뇨, 변비, 여성 불임, 허리 및 다리 통증, 월경 기간이 1 주 이상 지속됩니다. 주요 징후로는 일반적으로 섬유 양 종양, 남들을 위
ㅜ해서 과도하게 노력하는 행동 및 과잉 적응, 자신의 욕구 억제, 성욕 억제, 건강한 경계 및 방어력 부족, 과거를 놓을 수 없는 것,...

 자궁 내막증 [녹음된]
자궁 내막증에 도움이 되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

 자궁 무력증 [각인 ]
- 
성분: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알렌드로네이트 나트륨  가시여지

 자궁 및 자궁내막증 컴플리트 [PEMF]
자궁 및 자궁내막증 컴플리트는 장기간의 자궁 문제와 자궁내막증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PEMF입니다. 항상 적절한 IC 및 자궁내
막증 PEMF와 결합하시오.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general-kidney-tonic-rif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general-tonic-blend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ommon-cold-sphenoid-sinuse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neisseria-gonorrhoea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schwangerschafts-formel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gum-inflammation-and-infection-rif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inflammation-of-gums-and-jaw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uterine-fibroid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endometriosis
http://www.infopathy.com/ko/combinations/uterine-atony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olyenylphosphatidyl-choli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lendronate-sodium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soursop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uterus-endometriosis-complete


 자궁 염증 [각인 ]
- 
성분:  플루코나졸  아지트로마이신

 자궁 치유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자궁과 자궁 근종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궁경부 [PEMF]
이 PEMF는 자궁경부의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자궁내막 [PEMF]
이 PEMF는 자궁내막을 치료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자동 면역 교정 [PEMF]
이 IC는 자가 면역 질환 및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잘못된 항체 생산과 같은 면역 체계 기능의 에너지 장애를 치료하고 차단 해제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몽 종자 추출물 [각인 ]
자몽 종자 추출물 (GSE)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제입니다. 항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제 2 형 당뇨
병, 심혈관 질환, 위궤양, 고혈압 및 대사 증후군의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SE는 또한 MRSA의 성장을 완전히
억제하고 칸디다 및 기타 감염 치료에서 기존 약물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몽 추출물 [각인 ]
자몽은 플라보노이드뿐만 아니라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P와 같은 영양소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이것은 면역 체계의 정상적
인 기능을 지원하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피로를 줄이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수정 [각인 ]
자수정은 석영의 보라색 변종이며 가장 강력하고 보호하는 돌로 간주됩니다. 직관과 영성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보호
하고, 마음과 정신을 진정시키고, 꿈을 개선하고, 분노와 불안을 줄이고, 감정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 3
의 눈과 왕관 차크라를 연결합니다.

 자신감 치료제 [각인 ]
자신감 치료제는 다른 사람 주변에서 수줍어하고 불편함을 느끼거나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과 죄책감으로 인해 방해 받는 사람
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이 치료법은 자존감과 자신감의 긍정적인 자질을 장려하고, 사건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을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줌으로써 삶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치료법은 자신에
게 진실하고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개인적인 힘 및 성실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 IC는 보압, 들장
미, 파이브 커너스,...

 자연 갑상선 [각인 ]
자연 갑상선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관련된 증상으로는 피로, 우울증, 변비, 탈모, 단기
기억력, 차가운 손발 등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선 프로텍션 [각인 ]
이 IC 복합체는 일광 화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천연 물질을 포함합니다. 사용에도 불구하고 일광욕 중에는 항상 보안 지침을 따르
시오.선 로션은 햇볕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하지만 IC를 사용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햇볕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버
진 코코넛 오일에 각인되어야 합니다. 
성분:  알로에 베라 젤  피부 지원  코코넛 워터  태양 치료제  과급수 및 1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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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PEMF]
이 IC는 아원자 수준에서 치유를 차단하는 깊고 오래된 신념 시스템을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일리톨 [각인 ]
자일리톨은 일부 식물, 섬유질 과일 및 채소, 심지어 인간에서도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당 알코올입니다. 자일리톨은 구강 및 치아 건
강을 개선하고, 면역 체계를 자극하고, 칸디다 균 감염을 퇴치하고, 귀 및 호흡기 감염을 줄이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카란다 [각인 ]
자카란다 밈시폴리아는 아열대 나무로 매독 및 임질을 포함한 성병뿐만 아니라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자폐성 [녹음된]
이 가청 IC는 자폐증을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면 이 IC를 하루에 2-3번 듣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플란넬 꽃 [각인 ]
작은 플란넬 꽃 에센스는 우리 모두의 아이를 재발견하는데 유용하며, 특히 우리가 삶이 암울하고 경직된 것으로 인식 할 때 유용합
니다. 마음의 가벼움, 농담할 기분, 자발성을 장려합니다. 이 IC는 삶의 재미와 다시 연결하고, 평온하고 즐거운 느낌을 주기 위한 것
입니다. 삶을 계속 확장되는 모험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영적 가이드와 연결하고 주변의 영적 영역에 대한 인식을 제공
하는데 탁월합니다.

 잣 [각인 ]
잣은 특정 유형의 솔방울에서 나오는 식용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영양가가 높고 건강한 지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잣의 건강상의
이점 중 일부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 수치를 개선하며 심장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며 뇌 건강을 증진
하고 염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장 건강 ‒ 프로바이오틱 [각인 ]
이 프로바이오틱은 장내 세균총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두 가지 박테리아 균주 인 락토바실루스 아시도필루스와 비피더스락티스균
의 조합입니다. 이 치료제는 장에 존재하는 천연 박테리아를 강화하여 소화를 용이하게 하고, 식단에서 미량 영양소의 흡수를 개선하
며, 방어 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장 기능 지원 [각인 ]
장 기능 지원은 궤양 성 대장염 및 크론 병을 포함하여 염증성 장 질환 (IBD)으로 인한 약한 장 기능을 개선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IC
는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 비타민 D3, 비타민 E,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 비오틴, 판토텐
산, 인, 요오드,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구리, 망간, 아마씨, 심황, 로즈마리, 생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장 염증 (라이프) [PEMF]
장 염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장, 간, 담낭, 췌장 [각인 ]
엔도밸런스 콤플렉스 시리즈. 
성분:  장 건강 ‒ 프로바이오틱  간 지원  포자 기반 프로바이오틱  췌장 효소 복합체  췌장 효소 부스트 및 2 그 외...

 장내 미생물 균형 [각인 ]
장내 미생물 균형은 건강한 소화를 촉진하고, 가래와 점액을 용해하고, 체액 대사를 조절하고, 생물막을 분해하고, 유해한 곰팡이 성
장을 억제하여 건강하고 다양한 미생물군유전체를 촉진하기 위해 전통 중국 의학에서 사용되는 식물 추출물의 조합입니다. 그것은
음식 불내증(글루텐 민감성 포함)을 돕고 장 운동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팽만감, 소화 불량, 메스꺼움, 피로 및 식사 후 경련을 줄
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은 또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IBS), 뇌 안개, 대변의 점액 또는 소화되지 않은 음식, 과도
한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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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내 및 간 엔도밸런스 [각인 ]
- 
성분:  장 건강 ‒ 프로바이오틱  간 지원  포자 기반 프로바이오틱

 장뇌 30C [각인 ]
장뇌는 장뇌 나무 (시나몬 장뇌)로 만든 동종 요법 치료제로 감기, 콜레라, 몸이 약한 상태, 경련, 약점, 레이노 증후군, 레이노 현상 및
레이 노병 치료에 사용됩니다. 장뇌가 필요한 사람은 보통 차가움으로 떨지만 덮거나 따뜻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장어 세럼 30C [각인 ]
장어 세럼 또는 장어 혈청은 소변에 알부민이 있는 신장 질환의 징후인 알부민뇨증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있는 장어로 만든 동종 요
법 치료제입니다. 또한 급성 단백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염 [각인 ]
- 
성분:  시프로플록사신  플루코나졸  프로바이오틱 3  아지트로마이신

 장의 운동 이상증 [각인 ]
- 
성분:  메베베린  프로바이오틱 3

 장의 이상균 증 [각인 ]
- 
성분:  시프로플록사신  프로바이오틱 3  아지트로마이신

 장폐색 [각인 ]
- 
성분:  메베베린  드로타베린

 재생 해독 [각인 ]
이 IC 복합체는 전체적인 정화 및 해독은 물론 새로운 에너지에도 좋습니다. 
성분:  아스타잔틴  케르세틴  N- 아세틸시스테인  멜라토닌  리포솜 글루타티온 및 1 그 외...

 잭프루트 [각인 ]
잭프루트은 평균 무게가 3.5kg에서 10kg이고 최대 35kg에 달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열매입니다. 그것은 섬유질,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및 항산화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잭프루트는 혈압을 낮추고, 혈당 수치를 유지하고, 염증을 낮추고, 에너지를 높이
고, 심장 건강을 촉진하고, 면역 체계 기능을 강화하고, 눈과 피부 건강을 촉진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고, 소화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궤양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잭프루트 씨앗 [각인 ]
잭프루트은 아시아, 아프리카 및 남미에서 재배되는 열대 과일입니다. 과일과 그 씨앗은 먹을 수 있으며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
공합니다. 잭프루트 씨앗에는 단백질, 티아민, 리보플라빈 및 항산화제와 같은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잭프루트 종자는 설
사와 같은 소화 문제의 치료뿐만 아니라 최음제로 중국 전통 의학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잭프루트 씨앗은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
추고, 피부와 모발 건강을 개선하고, 눈 건강을 증진하고, 근육을 만들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산소증 인듀어런스 [각인 ]
이 IC 복합체는 산소 섭취를 지원하고 숨가쁨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흡곤란, 가슴 통증, 다리 통증 등의 증상이 있는 경
우 복용 전 의사와 상담하시오. 
성분:  에리스로포이에틴 (EPO)  크레아틴  알칼리성 완충 크레아틴  플루옥세틴  N- 아세틸시스테인 및 1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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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체중 [각인 ]
- 
성분: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노니  플루옥세틴  가시여지

 저혈압 질환 [각인 ]
- 
성분:  L- 티록신  노니  신나리진

 저혈압(라이프) [PEMF]
저혈압이라고도 하는 저혈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전달 인자 [각인 ]
이것은 모든 종류의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 자연 살해 세포를 활성화하는 강력한 면역 포뮬라입니다. 자연 살해 세포는 또한 암 통
제의 핵심입니다. 라임 병과 만성 피로를 포함한 모든 급성 또는 만성 전염병은 물론 암이나 전암 상태에서도이 포뮬라를 고려하시
오.

 전립선 [PEMF]
이 PEMF는 전립선 건강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이라고도하는 전립선 비대 증상을 예방하거나 완
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및 전립선 염 [녹음된]
이 넉음된 IC는 전립선과 전립선 염 (즉, 전립선의 부종 및 염증)을 치료를 합니다.

 전립선 선종 [각인 ]
- 
성분: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소 전립선 추출물  가시여지

 전립선 염 [각인 ]
- 
성분:  노니  이부프로펜  소 전립선 추출물  가시여지  아지트로마이신

 전립선 염 [녹음된]
이 넉음된 IC는 전립선 및 전립선염을 위한 것입니다.

 전립선 염 (라이프) [PEMF]
전립선염 (전립선 감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전립선 파워 2.0  [각인 ]
전립선 기능과 세포 주기를 지원합니다. 
성분:  아나스트라졸  유방 방어  5 - 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  테스토스테론  피나스테리드 및 1 그 외...

 전립선염 2.0 PEMF [PEMF]
전립선염은 전립선의 염증성 질환입니다. 이 PEMF IC는 전립선 치유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립선염 복합체 [각인 ]
- 
성분:  노니  소 전립선 추출물  가시여지  유방 방어  글루타티온 (감소된) 및 1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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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 디톡스 [각인 ]
전신 해독은 몸에서 독소(예: 중금속)와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의 pH 균형을 유지하고 면역 체계 기
능을 향상시키며 기분을 개선하고 불안을 줄이고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며 수면의 질을 높이고 집중력을 개선하고 브레인 포그를 줄
이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천연 제올라이트인 클리놉틸로라이트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신 및 척추 교정 지압 요법 PEMF [PEMF]
이 PEMF는 신체의 모든 관절 위치를 교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IC를 사용하기 전과 후에 다리 길이를 확인하시오. 치료 후 다리
길이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C 패드를 바닥에 놓고 스포츠 팀이나 다른 사람 그룹으로 둘러싸기만하면됩니다. 모두 정
렬됩니다. 이 PEMF는 모든 관절, 척추, 경막 및 대서양 후두 관절을 교정합니다. 마법처럼 작동합니다!

 전신 피로 (라이프) [PEMF]
전신 피로와 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로얄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전자 스핀 반전 [각인 ]
전자 스핀 반전은 몸의 원자에 있는 모든 전자가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 대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조건입니다. 이
것이 발생하면 신체는 많은 양의 스트레스를 받아 엔돌핀 생성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신체가 매우 빨리 지치게 합니다. 전자 스핀
반전은 노출되는 사람에게 너무 강한 지자기 또는 전자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 스핀 반전의 주요 징후로는 숙면 후
에도 피곤해 지거나 만성 피로 또는 반응과 같은 더 많은 알레르기 및 항상 피곤함이 있습니다. 이 IC는 전자 스핀 반전을 자주 일으키
는 환경에 사...

 전자기 스모그 보호 [각인 ]
이 IC는 유해한 고주파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물 흡수의 자연 극성 장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노출
(컴퓨터, 휴대폰, Wi-Fi 등)을 수정하여 집중력 저하, 두통, 심계항진, 혈압 변화 또는 면역 결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전자
기 주파수를 편향시키는 신체 장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전체 스펙트럼 CBD 오일  [각인 ]
전체 스펙트럼 CBD 오일에는 최대 0.3%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을 포함하여 대마초 식물의 모든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스트레스 감소, 마음 진정, 수면의 질 개선, 편두통 감소 및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전체 스펙트럼 원시 CBD
오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해물 플러스 [각인 ]
전해물 플러스는 운동 후 완벽한 전해질 및 보조 인자의 공급원입니다. 운동 후 전해질 교체, 근육 기능 지원, 수분 유지, 운동 후 신체
적 지구력 증진 (특히 격렬하거나 장기간의 운동), 조직 회복 향상, 정신적 체력 및 집중력 지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비타민
C, 염화물,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사과산, 알파 케 토글 루타 레이트 및 l- 티로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환 치료제 [각인 ]
전환 치료제는 삶의 큰 변화에 직면한 사람들이나 교차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이 본질은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고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환 구제책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달성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
다. 전환을 하고 방향을 찾고 더 이상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
주어 고요함, 존엄성 및 평온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환 치료는 가을 잎, 바우히니아, 바틀 브러시, 부시 아이리스, 지
의류, ...

 젊어지게 하는 IC [PEMF]
결합 조직을 통한 에너지 및 정보 전달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모든 콜라겐 섬유를 포함한 신체의 매트릭스는 모든 근육과 기관의
근막을 복구하고, 엘라스틴은 구조와 탄력을 유지하며 노화 방지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및 정보 채널로서 결합 조직을 통
과하는 자오선을 지원합니다.

 점막 합성물 [각인 ]
점막 복합제는 모든 애정과 특히 점막 (호흡기 및 위장관, 방광, 눈)의 염증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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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지 [PEMF]
이 IC는 지구의 세 가지 큰 필드 (수직, 자기 극성 및 적도)와 인체 필드 사이의 불균형을 완화합니다. 불균형은 지리 스트레스, 여행
및 자기 또는 중력 영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신체 기능을 안정시키고 더 잘 조직하여 자기 몸 내에서
더 안정감을 느끼고 더 큰 웰빙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고, 피부와 조직
을 젊어지게 하고, 정신 선명도와 기능을 개선하고, 수면을 개선하고, 전자기장 (EMF) 노출과 관련된 증상을 완화하고, 식욕과 신...

 정맥 동염 [각인 ]
부비강 감염이라고도하는 정맥 동염은 부비동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의 염증 또는 부종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의 결
과입니다. 증상으로는 두꺼운 코 점액, 일반적인 점막 애정 (위, 십이지장, 눈 주위, 방광), 코 막힘, 안면 통증, 발열, 두통, 인후통, 재
채기, 기침, 뻣뻣한 목, 현기증, 피로, 코골이, 안절부절 못함 등이 있습니다. 또는, 수면과 어려움, 피로, 편도선염, 림프절 비대, 눈꺼
풀 경련, 귀 울림, 치통, 식욕 부진, 메스꺼움, 변비, 설사, 밤에 다리 경련, 야간 발한, 잠들기 및 깨어남의 어려움...

 정맥 두염 [각인 ]
- 
성분:  우미페노비르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아지트로마이신

 정맥 부전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다리 정맥에서 심장으로의 혈액 흐름에 문제가있는 상태인 정맥 부족을 위한 것입니다. 이 IC에는 주파수에 대한 일
부 음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맥 부종 [각인 ]
- 
성분:  아세틸살리실산  덱사메타손  푸로세미드

 정맥 재활 [각인 ]
- 
성분:  아르테리아  아지트로마이신  클라리스로마이신  완전한 콜라겐 펩타이드 블렌드  커큐민 + DHA + 생강 및 2 그
외...

 정맥 재활 PEMF [PEMF]
이 PEMF는 정맥 건강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결합 조직 PEMF 및 혈관을 강화하는 IC와 함께 사용하시오.

 정맥 질환 [각인 ]
- 
성분:  트리메타지딘  신나리진

 정맥 폐색 [각인 ]
- 
성분:  아세틸살리실산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신나리진

 정맥 확장 [각인 ]
- 
성분:  아세틸살리실산  덱사메타손  신나리진

 정맥과 동맥의 염증 [각인 ]
- 
성분:  아세틸살리실산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S- 아데노실 메티오닌  가시여
지 및 1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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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맥류 [각인 ]
- 
성분:  소 혈액의 단백질이 제거 된 혈액 투석액  아세틸살리실산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신나리진

 정맥류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다리의 혈전증과 정맥류를 치료합니다.

 정맥염 [각인 ]
- 
성분:  소 혈액의 단백질이 제거 된 혈액 투석액  아세틸살리실산  신나리진

 정서 상태 안정화 [PEMF]
감정 상태를 안정시키고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정신 능력 향상 [각인 ]
- 
성분:  소 혈액의 단백질이 제거 된 혈액 투석액  노니  신나리진

 정신 질환 [각인 ]
- 
성분:  델타 수면 유도 펩티드  플루옥세틴

 정신적 평온 [각인 ]
정신적 평온는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관련 피로를 완화하고 이완과 웰빙을 촉진하는데 사용됩니다. 정신적 선명도를 높이고 기분, 집
중력 및 에너지를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인삼, 홍경천, 동충하초 균사체로 만들어졌습니다.

 정신적 피로 [각인 ]
이 IC는 정신적 피로라고도 하는 장기간의 뇌 안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신적 휴식 [PEMF]
이 IC는 집중력과 수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장기적인 정서적 스트레스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IC
는 더 큰 평화, 행복 및 휴식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정서적 스트레스 지원 [각인 ]
[새로운] 정신적 및 정서적 스트레스 지원은 에너지 수준을 지원하고 정서적 균형을 촉진하며 정상적인 부신 반응을 지원하고 정신
선명도를 개선하며 집중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가 정신적, 정서적 스트레스로부터 회복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풀빅산, 구연산 및 다당류로 만들어졌습니다.

 정지 차단기(동물용) [각인 ]
정체 차단기는 중국 전통 수의학에서 개, 고양이 및 말의 종양, 결절 및 종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한약을 혼합한 것입니다. 이 IC
는 백화세조, 스쿠텔라리아, 제도아리아, 무리, 스파르가늄 및 패모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직 (목 차크라) [PEMF]
목 차크라는 호흡기 / 갑상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 의사 소통, 연설, 쓰기 및 생각 표현의 중심입니다. 인후 차크라는 인
후, 갑상선, 입, 치아, 혀 및 턱을 관리합니다. 이 IC는 자신에게 진실하고, 마음의 결정에 진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한 측면의
변화를 돕습니다. 당신은 또한 당신의 소통을 통해이 차크라를 통해 당신의 진실을 세상에 반영합니다. 인후 차크라의 문제는 의사
소통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 IC는 천식, 목 문제, 폐, 갑상선 기능 저하, 목, 턱, 소화관 및 성대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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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향 [각인 ]
정향은 "도금양과"로 알려진 나무의 꽃 봉오리이며 일반적으로 향신료로 사용됩니다. 또한 정향은 강력한 약효 성분으로 알려져 있
으며 염증 감소, 기침 및 감기 치료, 면역 체계 기능 강화, 세균 감염 퇴치, 치통 및 구강 건강 증진, 소화기 건강 증진, 암 예방에 사용
되었습니다. 혈당 조절, 혈액 순환 촉진, 테스토스테론 수치 증가, 성 건강 증진, 두통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정향 (훌다 클라크) [각인 ]
인도네시아 고유의 정향은 주로 항균 특성 (박테리아, 미생물, 바이러스)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효과적인 방부제이며 알려진 항염증
제입니다. 외부 적으로 정향은 상처를 소독하고, 치아 통증을 완화하고 구취와 싸우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항균 작용
은 요로 감염, 신장 결석 및 방광염을 진정시킵니다. 정향은 또한 좋은 국소 마취제입니다.

 정화 치료제 [각인 ]
정화 치료제 정서적 짐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안도감과 내면의 해방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각을 정화하고 감
정적인 짐을 운반하는데 따르는 두통과 피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콩과, 바틀브러시, 아이리스 부시, 대거 하
케아, 들장미 및 야생 감자 식물의 꽃 에센스로 제작되었습니다.

 제 1 형 당뇨병 / 결핵  [각인 ]
- 
성분: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생물 작용 동물 펩티드  노니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오미자 및 1 그
외...

 제올라이트(클리놉틸로라이트) [각인 ]
제올라이트는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밝혀진 독특한 벌집 모양의 결정 구조를 가진 수화된 알칼리-알루미늄 실리케이트 분자 그룹입
니다. 화산암과 퇴적암 모두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약 40개의 제올라이트가 있으며, 클리놉틸로라이트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클
리놉틸로라이트는 다양한 독소로부터 신체를 해독하고, 신체의 pH 수준 균형을 유지하고, 신장 기능을 지원하고, 장 건강을 지원하
고, 소화를 돕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암과 싸우고,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심장 건강과 심혈관 시스템 및 지원을 강화하는데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조스터 백스 200K [각인 ]
조스터 백스 200K는 수두, 약독화 바이러스 생백신으로 만든 동종요법 치료제입니다.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효능을 얻으려면 "조스터 백스 MK" 또는 "조스터 백스 XMK"를 사용하시오.

 조스터 백스 MK [각인 ]
조스터 백스 MK는 수두, 약독화 바이러스 생백신으로 만든 동종요법 치료제입니다.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낮은 효능의 경우 "조스터 백스200K"를 사용하시오. 더 좋은 효능을 얻으려면 "조스터 백스 XMK"를 사용하시
오.

 조스터 백스 XMK [각인 ]
조스터 백스 XMK는 수두, 약독화 생백신으로 만든 동종요법 치료제입니다.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을 낮추려면 "조스터 백스 200K" 또는 "조스터 백스 MK"를 사용하시오.

 조용하고 맑은 치료제 [각인 ]
조용하고 맑은 치료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찾고, 긴장을 풀고, 평화로운 활동을 즐기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이완
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평온함과 명확함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노랑데이지, 보로니아, 바틀브러쉬, 부시 후쿠시
아, 크로웨아, 자카란다, 작은 플란넬 꽃 및 파우 파우 꽃 에센스로 제작되었습니다.

 조직 및 장기 치유 (솔페지오)  [녹음된]
이 솔페지오 주파수는 조직과 장기를 치유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 신체 및 에너지 수준을 젊어지게 하여 전반적인 웰
빙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4-6 주 동안 최소 15 분 동안 일주일에 3 번 이상이 IC를 들으시오. 편
안한 중간 / 낮은 수준으로 볼륨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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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피클론 [각인 ]
중추 신경계 (CNS) 진정제 (졸음 또는 경각심을 줄여주는 약)라고하는 의약품 그룹에 속합니다. 조피클론은 불면증 (수면 장애)을 치
료하는데 사용됩니다. 조피클론은 더 빨리 자고 밤새 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졸피뎀 [각인 ]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에 사용됩니다. 더 빨리 잠들게 만들고 수면을 유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멀티 비타민 및 미네랄 포뮬러  [각인 ]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  바이오플라보노이드 복합체  코엔자임 Q10  리포좀 비타민 D3 + K2  루테인 + 제아잔틴  마그네슘 플러스 및 18
그 외...

 좋은 삶 위한 기본 3 가지  [각인 ]
이 IC 복합체는 망간, 칼슘 및 황을 포함합니다. 
성분:  칼슘 (MCHA)  망간 (구연산염)  황

 좌심실 치유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좌심실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좌창 [각인 ]
이 IC 복합체는 여드름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성분:  알로에 베라 젤  클라리스로마이신  덱사메타손  프레드니솔론  프스리노힐 및 1 그 외...

 주름 및 노화 방지 [PEMF]
이 PEMF는 주름을 최적화하고 피부를 신선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 하려는 얼굴이나 피부 영역
앞에 IC 패드를 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 PEMF를 일주일에 최대 세 번 또는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오. 독소, 스트
레스, 영양 실조를 피하고 항상 최적의 해독을 위해 장, 결장, 간, 신장, 폐와 같은 장기를 최적화하시오. 주름은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IC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콜라겐 펩타이드, DHA, 항생제, 코르티손, 프소리노힐, 세티리진, 프로바이오틱스 등을...

 주의력 결핍 장애 (라이프)  [PEMF]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죽상 경화성 플라크 (용해)  [각인 ]
- 
성분:  아세틸살리실산  디클로페낙  노니

 죽상 경화증 [각인 ]
- 
성분:  노니  트리메타지딘

 중국 5 원소-금속  [PEMF]
중국 요소는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 성격, 감정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원소는 나무, 불, 흙, 금속, 물입니다. 금속 원소는
피부, 머리카락, 코, 대장 및 폐에 작용합니다. 이와 관련된 기뻐하는 감정은 슬픔입니다. IC 복합체 "중국 5 원소"를 사용하여 모든
중국 5 개 요소와 생활 활동 및 Qi (즉, 천국의 불)에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시오.

 중국 5 원소-물  [PEMF]
중국 요소는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 성격, 감정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원소는 나무, 불, 흙, 금속, 물입니다. 물 성분은 뼈,
귀, 방광 및 신장에 작용합니다. 관련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IC 복합체 "중국 5 원소"를 사용하여 모든 중국 5 개 요소와 생활 활동 및
Qi (즉, 천국의 불)에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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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매화 [각인 ]
중국 매화는 자신의 판단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바흐 꽃 치료제입니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큰 어려움 없이 결정을 내
리지만 내린 다음에 의심이 들어와 그들이 결정한 것이 옳은지 더 이상 확신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조언을 구
합니다. 그들은 절망적으로 혼란스럽거나 마음 속으로 자신에게 옳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 매화는 이 상
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듣고 그들의 직감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판단에 더 많은 믿음을 주는 치료법입니다.

 중국 셀러리 [각인 ]
더 건강한 버전의 셀러리인 중국식 셀러리는 야생 형태의 셀러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믿어집니다. 중국 셀러리는 콜레스테롤 및 혈압
감소, 혈액 순환 촉진, 이뇨 작용을 통한 부종 제거, 감정 안정, 편두통 개선 및 노화 지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셀러리는 또
한 항산화, 항암 및 노화 방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호마꼴드 [각인 ]
중국 호마꼴드는 스트레스, 과로 또는 질병으로 인한 피로 또는 피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데 사용되는 동종 요법 치료법입니다. 또
한 지속적인 피로, 쇠약, 쇠약 및 신경계 불균형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5 가지 요소 + 기  [PEMF]
중국 요소는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 성격, 감정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중대한 불균형이 발생하면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불균형이 발견되면 질병을 치료하고 미래의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원소 균형과 불균형을 이해하는 것은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및 정서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IC 컴플렉스는 중국의 5 대 원소와 생활 활동과
기(즉, 하늘의 불)의 균형을 맞추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분:  중국어 요소-Qi  중국어 5 원소-지구  중국어 5 원소-불  중국 5 원소-금속  중국 5 원소-물 및 1 그 외...

 중국어 5 원소-목재  [PEMF]
중국 요소는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 성격, 감정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원소는 나무, 불, 흙, 금속, 물입니다. 요소 목재는
담낭, 간, 눈 및 힘줄에 작용합니다. 관련 감정은 분노입니다. IC 복합체 "중국어 5 원소"를 사용하여 모든 중국 5 개 요소와 생활 활동
및 Qi (즉, 천국의 불)에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시오.

 중국어 5 원소-불  [PEMF]
중국 요소는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 성격, 감정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원소는 나무, 불, 흙, 금속, 물입니다. 요소 불은 혈
관, 혀, 소장 및 심장에 작용합니다. 관련된 감정은 기쁨입니다. IC 복합체 "중국어 5 원소"를 사용하여 모든 중국 5 개 요소와 생활 활
동 및 Qi (즉, 천국의 불)에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시오.

 중국어 5 원소-지구  [PEMF]
중국 요소는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 성격, 감정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합니다. 원소는 나무, 불, 흙, 금속, 물입니다. 원소 지구는
근육, 입, 위, 비장에 작용합니다. 관련된 감정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IC Complex "Chinese 5 Elements"를 사용하여 모든 중국
5 개 요소와 생활 활동 및 Qi (즉, 천국의 불)에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시오.

 중국어 요소-Qi [PEMF]
중국 요소는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 성격, 감정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합니다. Qi는 항상 몸을 순환하는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IC
복합체 "중국어 5 요소"를 사용하여 모든 중국 5 개 요소와 생활 활동 및 Qi (즉, 천국의 불)에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시오.

 중쇄 중성 지방 (MCT)  [각인 ]
MCT는 세포를 위한 최적의 연료 공급원입니다. 일단 섭취 된 MCT는 사용하기 전에 간에서 처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MCT가 연료
로 연소 될 때 케톤체를 생성하므로 MCT를 보충하면 케토시스 및 케토 적응 상태를 확립 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피로, 체중 감소, 뇌
안개, 암, 당뇨병 및 일반적인 건강 지원을 위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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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소 고갈된 물 [각인 ]
중수소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안정적인 수소 동위원소이며 자연수에는 리터당 약 150ppm의 중수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수소
제거수(DDW)는 자연 수준보다 중수소가 약 1~120ppm 적게 함유된 물입니다. DDW는 신체의 중수소 농도를 낮추고 건강에 도움
이 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DDW는 면역 체계 강화, 해독 촉진, 대사율 증가, 심장과 간 보호, 포도당 대사 강화, 기분과 기억 개선,
세포 에너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화 방지 특성으로 인해 노화의 징후를 늦추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

 중이염 [각인 ]
중이염은 중이의 염증성 질환 그룹입니다. 그 징후에는 귀 염증 및 귀 울림, 과민성, 수줍음, 집착, 난청, 중이 및 외이 염증, 가려운
귀, 고름이있는 귀 배액, 수영하는 사람의 귀, 귀가 터지고 울리는 느낌, 귀의 충만감이 포함됩니다. 뼈 염증, 발열, 균형 문제 및 현기
증 때도 도움됩니다.

 중추 스트레스 외상 미주 교감 신경  [PEMF]
이 PEMF는 응력 축을 중앙에서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분:  교감신경 PEMF  외상  미주 신경 증폭기

 지구력 훈련 파워 [각인 ]
이 IC 복합체는 스포츠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분:  필수 아미노산  운동 선수를 위한 에너자이저  에리스로포이에틴 (EPO)  은행  알칼리성 완충 크레아틴 및 1 그
외...

 지메이 릴리 [각인 ]
지메아 릴리 (왕백합이라고도 함) 꽃 에센스는 과도한 자부심과 오만함을 치료하고 겸손을 가져오는데 자주 사용됩니다. 또한 동료보
다 앞서 있거나 성격이 매우 강렬하고 외향적이며 까다로운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이 본질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표현하고 공
헌 할 수 있도록 겸손하면서도 정상에 머물 수있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왕백합 꽃 에센스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고 주목하도
록 장려 할 수 있습니다.이 에센스는 지위를 갈망하고 관심을 요구하며 다른 사람보다 지배적인 사람들에게 특히 귀중한 것으로 입증
될 수 있습니다.

 지방 분해 지원 [PEMF]
이 IC는 지방 분해에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중성 지방, 콜레스테롤 및 기타 필수 지방산과 같은 지방은 신체가 제대로 기능하는데 필요
합니다. 지방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신체를 절연하며 중요한 장기를 보호합니다. 또한 지방은 단백질의 역할을 돕고 성장, 면역 기능,
생식 및 기타 기본 대사의 측면을 제어하는데 도움이 되는 화학 반응을 시작합니다. 이 IC는 "처리되지 않은 기억"의 감정적 저장을
해제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 손실 PEMF [PEMF]
이 PEMF는 인체의 지방 세포를 직접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방 손실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식단, 훈련 및 기타 요
인을 구조화해야 합니다. 지방 손실은 부신 기능, 간 기능, 장 및 결장 기능, 갑상선 기능 및 기타 많은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스트레스와 에스트로겐 우세는 지방을 빼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하려면 항상 지방 손실의 모든 요소를 염
두에 두시오.

 지방 케토 부스트 2.0  [각인 ]
이 IC에는 지방을 태우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 손실을 위해 PEMF 및 다른 IC와 결합하시오. 
성분:  성장 호르몬  L- 티록신  메트포르민  메틸렌 블루  NADH + 및 1 그 외...

 지방 케토 부스트 3.0  [각인 ]
이 IC에는 지방을 태우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체지방 감소를 위해 PEMF 및 기타 IC와 결합하시오. 
성분:  성장 호르몬  L- 티록신  메트포르민  NAT 순수 치료 용 케톤  운동 선수를 위한 에너자이저 및 1 그 외...

 지방 해독 PEMF [PEMF]
이 PEMF는 독소와 감염으로부터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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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웨이 샤오 야오산 [각인 ]
지아 웨이 샤오 야오산은 중국 전통 의학(TCM)에서 간을 진정시키고 비장을 활성화하며 혈액을 조화시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간
기능 저하 및 혈액 부족과 같은 상태에 적합합니다: 신체 내부의 열 증후군; 안면홍조; 쉽게 짜증이 난다. 자발적 발한 또는 야간 발한;
자극받은 눈으로 두통; 붉은 뺨, 불규칙한 월경; 복부 팽창 및 통증, 요통; 혀에 얇은 노란색 코팅이 있습니다. 이 IC는 기수 부플레리,
기수 안젤리카 세넨시스 토스툼, 리좀, 포리아, 피층, 목단피 및 치자나무 열매로 만들어졌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

 지알디아편모충 [각인 ]
람불 편모충이라고도 알려진 지알디아 편모충은 소장에서 식민지화 및 번식하여 편모충 증을 유발하는 원생 동물 기생충입니다. 이
유기체는 세균 포자와 동등한 원생 동물 휴지기인 낭종으로 음식에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지아르 디아 기생충은 복부 접착
디스크에 의해 상피에 부착되고 이분법을 통해 번식합니다. 람불 편모충 감염은 오염된 물에서 휴면 낭종을 섭취하거나 대변-구강 경
로를 통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감염 될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질병이 더 심각합니다. 영유아는 성인보다 감염
에 더 취약합니다. 증...

 지연 발병 근육통 (DOMS) [PEMF]
이 PEMF IC는 운동 후 지연 발병 근육통 (DOMS)을 줄이고자하는 운동 선수에게 이상적입니다. 또한 힘줄, 인대, 근육 및 근막에 대
한 주파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일 [각인 ]
지일은 경증에서 중등도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과 관련된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조절하며 관절 경직을 줄이
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일은 허리 통증, 연골종, 라이터 증후군, 척추증 및 염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균류 [각인 ]
- 
성분:  아지트로마이신  칸디다 알비칸스  플루코나졸  자몽 종자 추출물  니스타틴 및 1 그 외...

 진정 (라이프) [PEMF]
마음을 진정시키고 편온함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로얄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진정 및 통증 완화 (라이프)  [PEMF]
진정 효과 (즉, 평온함을 촉진하거나 수면을 유도)를 생성하고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질 지원 [PEMF]
이 PEMF는 질의 치유와 웰빙을 돕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질과 자궁 경부의 염증 [각인 ]
- 
성분:  플루코나졸  아지트로마이신

 질트리코모나스 [각인 ]
혐기성 기 생성 편모 원생 동물인 질트리코모나스는 트리코모나스 증의 원인균이며 인간의 가장 흔한 병원성 원생 동물 감염입니다.
트리코모나스는 일반적인 성병입니다. 다른 많은 성병과 마찬가지로 트리코모나스는 종종 증상없이 발생합니다. 여성에게 증상이
있으면 보통 노출 후 5 ~ 28 일 이내에 나타납니다. 여성의 증상으로는 무겁고 황록색 또는 회색 질 분비물, 성교 중 불편함, 불쾌한
질 냄새, 고통스러운 배뇨 등이 있습니다. 여성 생식기 부위의 자극과 가려움증, 드물게 하복부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감염된
암컷의 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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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신나물속 [각인 ]
행복한척을 하면서 고민을 감추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제입니다. 파티의 중심이 되어 내면의 상처를 가린 슬픈 광대는 집신나물
속의 원형이다. 제일 좋은 친구조차 집신나물속 같은 사람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마지막에 알게 됩니다. 때때로 집신나물속같은
사람들은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술이나 마약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
을 때 마스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친구, 파티, 밝은 빛을 찾습니다. 생각에 홀로 있는 밤에만 억압했던 정신적 고문이 다
시 돌아와 그들을...

 집중력 부스터 (라이프) [PEMF]
정신 집중력을 높이고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차가 버섯 [각인 ]
[새로운] 차가 버섯은 의학적 이점을 위해 세계 여러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균류의 일종입니다. 면역 체계 기능 향상, 염증
감소, 혈당 수치 감소,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산화 스트레스 퇴치, 통증 감소 및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가 버섯 + 실라짓  [각인 ]
차가 버섯 + 실라짓은 일상 생활에 활력이 필요한 사람들을위한 것입니다. 차가의 면역 강화 항산화 특성을 소화 건강과 영양 흡수를
지원하는 실라짓과 결합합니다. 차가 버섯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장제이기도 한 가장 영양이 풍부한
약용 버섯입니다. 실라짓은 주로 히말라야의 암석에서 발견되는 타르와 유사한 물질이며 60-80 %의 풀 빅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차가 버섯 + 실라짓은 에너지를 높이고 정신 선명도를 높이고,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체를 해독하고, 염증을
줄이고, 건강...

 차전자피 껍질 [각인 ]
차전자피 껍질는 실리움 허스크 식물의 씨앗에서 추출한 섬유로, 장에서 좋은 박테리아의 영양을 공급하는 프리바이오틱입니다. 차
전자피는 일반적으로 변비 치료에 사용되지만 혈당 수치를 낮추고, 체중 감소를 돕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 및 크론 병을 돕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 건강을 증진하는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제비고깔 1M [각인 ]
참제비고깔은 수술 상처의 치유를 촉진하기 위한 동종 요법 치료제로 사용되는 식물입니다. 또한 두통, 불면증, 치통, 다래끼, 눈꺼풀
염증, 칼라 지온, 요로 감염, 신혼 여행 방광염, 방광 감염, 성관계 중 통증, 산통, 좌골 신경통, 절개로 인한 통증, 수술 후 통증, 수술
흉터, 대장염, 재발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릿니, 주요 베인 상처와 열린 상처, 관절통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참제비
고깔은 정서적 건강 (특히 외상 후)에 대한 훌륭한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불안,...

 창연 [각인 ]
비스무트는 위장관에서 황화수소 생성을 억제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가스와 팽만감을 감소시키는 귀중한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포뮬러는 비스무트와 탈글리시리진 화 감초 (DGL), 알로에 베라 및 베르베린을 결합합니다. 궤양, SIBO 및 일반적인 위장 장애의
치료에 고려해야 합니다. 항균 효과가 있으며 증상을 완화합니다.

 창의적 치료제 [각인 ]
창의적 치료제는 창의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중 연설 및 노래와 같은 경우 용기와 명확성을
제공 할뿐만 아니라 창의력 방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창의적 치료제는 창의적인 기술을 연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예술가, 음악가, 연사 또는 작가에게 훌륭합니다. 이 IC는 부시 후쿠시아, 크로웨아, 파이브 코너스, 현삼과, 붉은 그레빌레아, 탈 물
라 물라 및 터키 부시의 꽃 에센스로 제작되었습니다.

 척수 PEMF [PEMF]
이 PEMF는 척수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척수 염증 [PEMF]
이 PEMF는 외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척수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돕는 필수 주파수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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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식 및 COPD [각인 ]
- 
성분:  아지트로마이신  세티리진 염산염  덱사메타손  플루옥세틴  플루버말 플루벤다졸 및 1 그 외...

 천식 복합물 [각인 ]
- 
성분:  아지트로마이신  칼슘 D- 글루카레이트  소화기 복합 프로바이오틱스  플루옥세틴  플루버말 플루벤다졸 및 1 그
외...

 천식 복합체 1 [각인 ]
이 IC 복합체는 천식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성분:  알레르기 치료제  세티리진 염산염  덱사메타손  우미페노비르

 천식 장기 PEMF [PEMF]
이 PEMF는 천식과 같이 호흡 곤란이 있을 때 도움이 됩니다.

 천식, 알레르기 및 건초열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천식, 알레르기 및 건초열에 도움이됩니다.

 천황의 포뮬라 [각인 ]
천황의 포뮬라는 음양을 기르고, 혈액을 지원하고, 체액을 생성하고, 심장을 보충하고, 정신을 진정시키고,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중
국 전통 의학에서 사용되는 혼합 허브입니다. 또한 불안, 집중력 저하, 만성 결막염, 피로, 건망증, 구강 궤양, 혀 통증, 꿈을 꾸지 않는
수면, 수면 장애, 건조, 정서적 불안정, 두드러기, 갑상선 기능 항진증, 불면증, 과민성 통증 가려움증, 빈약함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 정신 착란, 갱년기 증상, 신경질, 야행성 분비물(젖은 꿈), 심계항진, 피부 건조, 불안한 수면, 질 ...

 철 복합체 [각인 ]
철분은 면역 체계 기능, 빈혈 치료, 근력 향상, 피로 감소, 집중력 향상 및 수면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또한
철분은 적혈구 형성을 돕고 적절한 기능을 돕습니다. 이 IC는 철분 (킬레이트 형태)과 비타민 C, 비타민 B6, 비타민 B12, 엽산, 마그
네슘 및 구리와 같은 추가 비타민과 미네랄로 만들어져 소화관에서 철분 흡수를 돕습니다.

 철분 [각인 ]
[새로운] 철분은 면역계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빈혈 치료, 근력 향상, 피로 감소, 집중력 향상, 수면 회복 등의 역
할을 합니다. 철분을 보충하면 철 결핍성 빈혈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체내에 철분이 너무 적어서 발
생하는 적혈구 부족입니다. 이 IC는 글루콘산철을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철분 플러스 [각인 ]
[새로운] 철분는 철분, 비타민 B군 및 비타민 C의 조합입니다. 철분 수치를 개선하고, 건강한 적혈구를 지원하고, 적혈구 생산을 강화
하고, 에너지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철분, 비타민 B12, 엽산, 비타민 B6 및 비타민 C로 만들어졌습니다.

 청력 지원 [PEMF]
청력 지원은 청력을 담당하는 신체의 수용 지점을 깨우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리 진동의 감각을 개선하고 "듣고 싶지 않은"감정
의 막힘을 제거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치료제 [각인 ]
청소년을 위한 치료제는 청소년이 자주 경험하는 주요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키우고, 의사 소통 및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고, 변화에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고, 낙관주의를 높이고, 정서적 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IC는 카카두플럼, 바오밥,
병솔나무속, 대거 하케아, 파이브 커너스 꽃, 플란넬 꽃, 캥거루 발, 리드 헬멧 오키드, 사던 크로스 꽃, 선샤인 와틀 꽃및 톨 옐로우 탑
꽃의 에센스로 제작되었습니다.

http://www.infopathy.com/ko/combinations/asthma-and-copd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zithromyci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etirizine-hydrochlorid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dexo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fluoxeti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fluvermal-flubendazole
http://www.infopathy.com/ko/combinations/asthma-complex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zithromyci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alcium-d-glucarat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digestive-complex-probiotic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fluoxeti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fluvermal-flubendazole
http://www.infopathy.com/ko/combinations/asthma-complex-1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llergy-remedy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etirizine-hydrochlorid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dexo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umifenovir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sthma-long-pemf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sthma-allergy-and-hay-fever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heavenly-emperor-s-formula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iron-complex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iro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iron-plu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hearing-support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dol-essence-australian-bush-flower


 청어 캐비어 오일 [각인 ]
[새로운] 청어 캐비어 오일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또한 콜린, 인지질, 식물성 스테롤 및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어 캐비어 오일은 뇌 및 인지 기능을 지원하고 미토콘드리아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력과 부신 지원 [각인 ]
이 IC는 비오틴, 판토텐산 (비타민 B5), 칼슘, 아연, 구리, 아쉬와간다, 로즈마리, 감귤류 바이오 플라보노이드의 혼합물로 만들어졌
습니다. 이 포뮬러는 부신의 건강과 기능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침 피로, 전신 피로, 염분 갈망 또는 저
혈압의 경우라고 생각하시오.

 체리 자두 [각인 ]
체리 자두는 바크 박사가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그룹화 한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체리 플럼 두려움은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자신을 해치는 것과 같은 무서운 일을 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화를 내고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체리 자두 상태입니다. 체리 자두는 또한 그러한 상황과 관련된 광적인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이미 발생한 통제력 상실에
대한 치료법입니다. 작은 아이가 비명을 지르는 비이성적인 짜증에 휩싸여 서 느끼는 두려움을 생각해보시오. 이것도 역시 체리 자두
상태입니다. 극심한 ...

 체외 수축 [각인 ]
- 
성분:  델타 수면 유도 펩티드  딜티아젬 염산염  트리메타지딘

 체중 정상화 [각인 ]
체중 정상화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클렌부테롤, 아세틸살리실산, 카페인, 티록신, 녹차, 옥타파민, 광귤나무,
오수유나무, 마테나무, L-타이로신, 디아이오딘타이로신, 3-요오도타이로신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체중 정상화 IC는 안전하
며 IC이기 때문에 일부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 요법과 적절한 신체 활동과 함께이 IC는 체중 감량, 과
도한 지방 연소, 건강한 체중 유지 및 신진 대사 정상화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체중 조절 (지방 연소) [PEMF]
체중 조절 및 지방 연소를 위한 로얄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초기 요오드 [각인 ]
[새로운] 요오드는 필수 미네랄이며 건강 유지에 필요합니다. 때로 원자 요오드라고도 하는 초기 요오드는 전자기 전하를 포함하는
요오드의 소모성 형태입니다. 그것은 몸에 의해 더 쉽게 활용됩니다. 초기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 촉진, 신진대사 조절, 기분 개선, 에
너지 증진, 해독 지원, 감염 퇴치, 면역 체계 지원 및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콜릿 민트 [각인 ]
[새로운] 초콜릿 민트는 초콜릿 맛과 향이 나는 민트의 일종입니다. 비타민 A, 비타민 C, 마그네슘, 칼륨, 항산화제 등 다양한 영양소
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초콜렛 민트는 배탈 완화, 면역 체계 기능 강화, 정신적 명료성 증가, 염증 감소, 통증 감소, 피부 상태 개선, 에
너지 증가, 기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영양소 [각인 ]
최적의 영양소는 바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고 완전히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에너
지 대사, 시력, 심장 건강, 뼈 건강, 혈당 관리, 피부 건강, 혈액 및 헤모글로빈 형성을 도울뿐만 아니라 활력과 면역력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비타민 A, 비타민 D3, 비타민 E, 비타민 C, 비타민 B1, 비타민 B2, 니아신,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 비오틴, 판토텐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 아연, 구리, 망간, 셀레 노 메티오닌, 크롬 및 요오드로 만...

 최적의 영양소 (Cu / Fe / I 제외) [각인 ]
최적의 영양소 (Cu / Fe / I 제외)는 매일의 건강을 증진하기 때문에 최적의 영양소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구리, 철 또는 요오드가 포
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민감한 사람들은 더 쉽게 견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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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간판 골연골증 [각인 ]
척추의 골연골증으로 인한 척수 뿌리의 병변으로 인한 고통스럽고 운동성 및 영양 장애입니다. 척추 골연골증은 디스크 조직의 퇴화
로 인한 상각 기능의 추간판에 의한 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퇴행성 영양 장애로 디스크 내부의 압력이 감소합니다. 트라우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증의 원인은 불분명합니다. 디스크의 한 부분에는 척추체의 골조직의 발달 (척추증), 인대 손상 및 추간 관절의 관절 병
증 (척추 관절증)과 함께 골격의 상대적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디스크 게실 (돌출 또는 탈장)과 골조직도 뿌리를 짜내어 방사통을 유
발할 수 있습니다.

 추간판의 핵 [PEMF]
이 PEMF IC는 수핵의 재활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출산을 - 행복하게 [각인 ]
- 
성분:  마그네슘 플러스  신경 아미노  피리독살 5'- 인산염 (활성 형태의 비타민 B6)  비타민 B 복합체  발레리안 및 1 그
외...

 충수염 [각인 ]
맹장염은 맹장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충수염은 복부 통증, 메스꺼움, 구토 및 식욕 부진을 점진적으로 악화시키는 증상을 유
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내 세균총의 불균형, 만성 변비, 음식 알레르기, 류마티스 장애, 복부 내 농양 및 유착,자가 중독, 전 암성 결
장, 과민성 대장 증후군 및 궤양 성 결장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충치 PEMF [PEMF]
충치는 주로 세균 감염입니다. 주요 병원체 중 하나는 연쇄상 구균입니다. 이 PEMF에는 이러한 박테리아를 죽이고 치아 물질을 지원
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치균 PEMF [PEMF]
충치균은 인간 구강 점막의 주요 병원균 중 하나입니다. 충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PEMF에는 이러한 박테리아를 죽이는 주파
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췌장 [PEMF]
- 
성분:  췌장 재활  췌장 지원

 췌장 건강 [각인 ]
- 
성분:  혈당 균형  크롬 글리시네이트 킬레이트  메트포르민  아연 (킬레이트화 비스글리시네이트 형태)

 췌장 건강 플러스 효소 [각인 ]
이 IC 복합체는 혈당과 췌장을 안정시키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성분:  혈당 균형  크롬 글리시네이트 킬레이트  메트포르민  췌장 효소 부스트  췌장 효소 복합체

 췌장 재활 [PEMF]
이 PEMF는 췌장의 재활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췌장 지원 [각인 ]
이 IC 복합체에는 건강한 췌장 기능을 지원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분: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췌장 지원  췌장 효소 부스트  췌장 효소 복합체  판크레아틴 및 1 그 외...

 췌장 지원 [PEMF]
이 IC는 설탕 조절을 지원하고 소화 및 내분비 기능을 돕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intervertebral-osteochondrosi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bandscheibenkern-akut
http://www.infopathy.com/ko/combinations/happy-delivery-giving-birth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magnesium-plu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ognitive-amino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yridoxal-5-phosphate-active-vit-b6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b-complex-plu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valeria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ppendiciti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tooth-decay-caries-pemf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streptococcus-mutans-pemf
http://www.infopathy.com/ko/combinations/pancreas-6657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ancreas-rehab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ancreas-support
http://www.infopathy.com/ko/combinations/pancreas-wellnes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blood-sugar-balanc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hromium-glycinate-chelat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metformi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zinc-chelated-bisglycinate-form
http://www.infopathy.com/ko/combinations/pancreas-wellness-plus-enzyme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blood-sugar-balanc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hromium-glycinate-chelat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metformi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mega-zym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ankreatin-enzym-formel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ancreas-rehab
http://www.infopathy.com/ko/combinations/pancreas-support-480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minodigidroftalazindion-of-sodium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ancreas-support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mega-zym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ankreatin-enzym-formel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ancreati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ancreas-support


 췌장 지원(라이프) [PEMF]
췌장 기능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췌장 효소 복합체 [각인 ]
췌장 효소 복합체는 췌장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췌장 효소의 혼합물로, 췌장이 음식을 소화하고 신체가 영양소를 흡수하도록 돕
습니다. 췌장 문제 (예:췌장 제거, 약한 췌장)로 인한 소화 장애를 돕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리파제 (지방 소화), 아밀라제
(탄수화물 소화) 및 프로테아제 (단백질 소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췌장 효소 부스트 [각인 ]
췌장 효소 부스트는 건강한 소화를 지원하고 췌장을 돕는 췌장 효소의 농축 혼합물입니다. 소화 촉진, 소화 불편 (예:가스 및 팽만감)
완화, 영양소 흡수 지원, 과도한 운동과 운동으로 인한 근육통과 통증 완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트립신, 파파인, 브로멜라
인, 아밀라아제, 리파아제, 리소자임 및 키모 트립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췌장염 [각인 ]
- 
성분:  메베베린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S- 아데노실 메티오닌  드로타베린  판크레아틴

 치과 농양 [녹음된]
이 가청 IC는 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해 치아 또는 잇몸 내부에 고름이 축적되는 치아 또는 치아 농양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이 IC를 하루에 2-3번 듣는 것이 좋습니다.

 치근첨육아종 [각인 ]
치근첨육아종의 주요 징후는 치아 낭종 또는 농양, 만성 뿌리 염증, 고름 형성, (욱신 거리는) 치통, 구강 병변, 방치 된 충치, 근육 및
신경통, 두통 (눈 부위, 편두통), 씹는 동안의 불편 함, 온도에 민감합니다. 치아, 신장 및 심장 질환, 심계항진, 구취, 발열, 목의 림프
선 부종, 부종 및 혈액 중독입니다.

 치우 디 황완 [각인 ]
치우 디 황완은 중국 전통 의학(TCM)에서 간과 신장에 영양을 공급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현기증, 현기증, 이명, 눈부심, 바람에 의
한 현기증, 시야 흐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리치 열매, 감국, 레마니아 뿌리, 산수유 열매, 천산룡, 알리스마티스 리조
마, 백복령 및 무탄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치유 수면 [PEMF]
이 IC는 수면을 개선하고 결과적으로 뇌, 심장, 폐 및 면역 체계의 건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분을 좋게하고
질병과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주염 [각인 ]
치주염의 주요 징후는 치아 주변의 뼈 손실, 느슨한 치아, 잇몸 질환 (주머니, 출혈, 염증, 위축, 후퇴), 구강 건강 불량으로 인한 전신
증상, 독성 혼잡, 구취 및 금속 맛입니다.

 치주염 및 턱 염증 [PEMF]
이 PEMF는 잇몸과 턱의 치유를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치주염(라이프) [PEMF]
치주 질환 및 잇몸 질환으로도 알려진 치주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치커리 [각인 ]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관심과 함께 사랑과 관심을 받기를 기대하고, 기
대하는 것을 모두 얻지 못하면 무시 당하고 불필요하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들의 큰 사랑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고 의존하고
가까이에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성격의 발달을 억제하거나 단순히 사람들을 쫓아 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 빠지면 치
커리는 무조건 자유로 사랑을 주는 치료제로 사용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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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통 [녹음된]
이 가청 IC는 치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이 IC를 하루에 2-3번 듣는 것이 좋습니다.

 치통과 충치 (라이프) [PEMF]
치통과 충치를 치료하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칡 [각인 ]
칡은 발열, 설사, 당뇨병 및 심장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년 동안 중국 전통 의학에서 사용되어 온 허브입니다. 케르세틴, 제니스테인,
다이드제인, 텍토리제닌 및 기타 식물화학물질을 포함한 70가지 이상의 식물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허브의 잠재적인 건강
상의 이점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칡은 알코올 중독 치료, 갱년기 증상 완화, 염증 감소, 위장 완화 및 심한 두통 완화에 사용될 수 있
습니다.

 카네프론 N [각인 ]
카네프론 N ‒ 내부 섭취를 위한 물약 또는 알약, 미나리과 식물 뿌리, 로즈마리 잎에서 추출한 물을 함유 한 당의정입니다. 약리 작용:
이뇨제, 항염증제, 경련제, 항균제입니다. 요로의 만성 염증성 질환 (방광염, 신우 신염, 만성 사구체 신염, 간질성 신염, 신 결석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권장됩니다.

 카넬리안 [각인 ]
카넬리안은 에너지를 높이고 자신감을 불어넣고 창의성을 높이고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활력을 높이고 성적 에너지를 지원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는 붉은 오렌지색 돌입니다. 하부 차크라를 연결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일깨웁니다.

 카다몬 [각인 ]
카다몬은 생강과 식물 군에서 유래한 향신료로 수세기 동안 한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카다몬은 속쓰림,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변비, 간 및 담낭 문제, 식욕 부진과 같은 소화 문제에 복용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기와 감염, 기침, 인
후통, 해독, 체중 감소, 암 예방, 우울증, 수면 문제, 당뇨병, 구강위생, 비뇨기 문제, 조루, 발기 부전, 발기 불능증, 두통, 염증, 그리고
고혈압에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 복합체 [각인 ]
카로티노이드 컴플렉스는 식물, 조류 및 광합성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되는 노란색, 주황색 및 빨간색 안료인 카로에 노이드의 혼합물
입니다. 카로티노이드는 크산토필과 카로틴의 두 가지 주요 그룹으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두 그룹 모두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신체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프로비타민 A 카로티노이드 (예 :베타카로틴)는 성장, 면역 체계 기
능 및 눈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 A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 복합체는 시력 보호 및 개선, 심혈관 시스템 지원, 일부 암 예
방 및 ...

 카르베토신 [각인 ]
카르베토신은 옥시토신의 합성 유사체이며 프라더-윌리 증후군이 있는 개인의 과식, 불안 및 고통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
다. 또한 출산 후, 특히 제왕 절개 후 과도한 출혈을 예방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르보 베게타빌리스 30CH  [각인 ]
카르보 베게타빌리스는 몸에서 독소를 흡수하는 능력으로 알려진 식물성 숯으로 만든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소화 시스템을 진정
시키고 복통, 과도한 가스, 헛배 부름, 소화 불량, 속쓰림 및 팽만감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에너지가 부족
하고 약하고 부진한 사람들에게 유용 할뿐만 아니라 감기, 기침, 인후 가려움, 호흡 문제, 귀 울림 및 치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 (하트 차크라) [PEMF]
하트 차크라는 순환계와 흉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민, 사랑, 집단 의식 및 영성의 중심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와 진정한 자아 및
유대감의 균형을 유지하여 사람들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건강한 관계, 애완 동물, 가족, 심지어 아름다움과
자연에 대한 인식까지도이 차크라의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하트 차크라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 IC는 고혈압, 심장
문제, 흉선, 혈액, 순환계 및 불수의 근육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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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무카무 [각인 ]
[새로운] 카무카무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원산지인 신 베리로 건강에 유익한 특성으로 인해 슈퍼푸드로 간주됩니다. 비타민 C가 풍부
하고 강력한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카무카무는 염증 퇴치, 체중 감소, 혈압 개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면역 체계 지
원, 기분 개선 및 혈당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카바 카바 [각인 ]
카바 카바는 태평양 섬에 자생하는 식물인 카바로 만든 약초입니다. 카바피론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카
바 카바는 스트레스와 불안 감소, 통증 감소, 우울증 관련 증상 감소, 수면의 질 개선(예: 불면증에 도움), 암 위험 감소, 손상으로부터
뉴런 보호, 폐경기로 인한 기분 개선 및 도움 월경전 증후군(PMS)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스카라 사그라다 [각인 ]
카스카라 사그라다는 자극성 완하제의 범주에 속합니다. 대장을 감싸는 평활근의 수축을 자극합니다. 이 IC는 급성 또는 만성 변비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IC로서 장기간 사용에 따른 의존의 위험이 크게 감소합니다. 그러나 이 IC를 중단한 후 변비가
재발하는 사람들은 장 운동성 회복을 위해보다 포괄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추구해야 합니다.

 카이엔 페퍼 [각인 ]
카이엔 페퍼로도 알려진 카이엔 고추는 수천 년 동안 음식에 양념을 하는데 사용되어 온 칠리 고추의 일종입니다. 카이엔 고추의 매
운 맛은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과 연결된 캡사이신이라는 화합물 때문입니다. 캡사이신은 항산화, 항염, 항암 및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엔 고추는 혈당 수치를 낮추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며, 관절 통증을 감소시키고, 신진 대사를 촉진하고, 체중 감소를
지원하고, 감기와 독감과 싸우고, 혈액 순환을 증가시키고, 소화를 개선하고, 두통과 울혈을 완화하고, 신경계를 보호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카타르성 위염 [각인 ]
카타르성 위염은 위벽 점막의 염증인 단순 급성 위염입니다. 점액의 정상 또는 과도한 분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면
적이거나 위축이 없는 위선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타르성 위염은 주로 젊은 남녀에게서 발생합니다.

 카폭 부시 [각인 ]
카폭 부시 에센스는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거나 쉽게 낙담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그것은 무관심과 사임을 되돌리는데 도움
이 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시도"하려는 욕구와 의지를 주입 할 수 있습니다. 카폭 부시는 또한 사람들에게 계획 / 상황에 대한 개요
를 제공 한 다음 목표를 달성 할 때까지 작업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카프릴산 [각인 ]
옥탄산으로도 알려진 카프릴산은 중쇄지방산(MTC)으로 코코넛 오일, 팜핵유와 같은 열대 오일과 모유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됩니다.
카프릴산은 항박테리아, 항바이러스, 항진균 및 항염 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이러스, 박테리아 및 효모 칸디다 알비칸스
를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카프릴산은 또한 운동 능력 향상, 체중 감소 촉진, 여드름 퇴치, 면역 체계 기능 강화, 장과 장의
염증 감소, 소화기 건강 증진, 간질 관리, 효모 감염 퇴치 및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칸디다 + 기생충 [PEMF]
이 PEMF는 기생충와 함께 칸디다균 감염 제거를위한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IC Pad는 장 부위 또는 증상이 발생하는 기타 부위 또는
모든 유형의 곰팡이 발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이 PEMF를 다른 PEMF (아래 나열 됨)와 함께 다음 순서대
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칸디다 및 진균 감염 2. 칸디다 일반 3. 칸디다 + 기생충 가능하면 특정 유형의 기생충에 대한 특수 라
이프 PEMF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해독 반응을 피하기 위해 물을 충분히 마셔야합니다. PEMF는 최소 2 주 동안 매일 ...

 칸디다 및 곰팡이 감염 [PEMF]
이 PEMF는 칸디다 및 곰팡이 감염 제거를 위한 로얄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IC Pad는 장 부위 또는 증상이 발생하는 기타 부위 또는
모든 유형의 곰팡이 발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이 PEMF를 다른 PEMF (아래에 나열 됨)와 함께 다음 순서
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칸디다 및 곰팡이 감염 2. 칸디다 일반 3. 칸디다 + 기생충 해독 반응을 피하기 위해 물을 충분히 마
셔야 합니다. PEMF는 최소 2 주 동안 매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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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디다 알비칸스 [각인 ]
칸디다 알비칸스는 인간 장내 세균총의 일반적인 구성원인 기회 주의적 곰팡이입니다. 칸디다 관련 복합체의 원인이며 효모균 감염,
피로, 인지 문제, 점막, 곰팡이 과다 성장, 생식기 가려움증, 면역 기능 약화, 현기증, 저혈당증, 알레르기, 소화기 문제, 만성 방광 염
증, 빈번한 감기, 염증 및 낮은 체온을 일으킵니다.

 칸디다 알비칸스 10DH [각인 ]
칸디다 알비칸스 10DH는 칸디다 알비칸스 효모(인간의 장내 세균총에서 흔히 볼 수 있음)로 만든 동종요법 치료제로 효모 감염과 관
련된 증상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칸디다 알비칸스의 증식으로 인한 장의 염증과 투과성을 도울 수 있습니
다. 칸디다 알비칸스는 또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효모의 과잉 생산을 방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효능을 위해서는 "칸
디다 알비칸스 200K", "칸디다 알비칸스 MK" 또는 "칸디다 알비칸스 XMK"를 사용하시오.

 칸디다 알비칸스 2.0 PEMF [PEMF]
이 PEMF는 칸디다 균류 퇴치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칸디다 알비칸스 200K [각인 ]
칸디다 알비칸스 200K는 칸디다 알비칸스 효모(인간의 장내 세균총에서 흔히 볼 수 있음)로 만든 동종요법 치료제로 효모 감염과 관
련된 증상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칸디다 알비칸스의 증식으로 인한 장의 염증과 투과성을 도울 수 있습니
다. 칸디다 알비칸스는 또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효모의 과잉 생산을 방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을 낮추려면 "칸디다 알
비칸스 10DH"를 사용하시오. 더 높은 효능을 위해서는 "칸디다 알비칸스 MK" 또는 "칸디다 알비칸스 XMK"를 사용하시오.

 칸디다 알비칸스 30CH [각인 ]
칸디다 알비칸스는 효모 감염과 관련된 증상을 완화하는데 사용되는 동종 요법 치료법입니다.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효모 과잉 생산
을 예방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칸디다 알비칸스 MK [각인 ]
칸디다 알비칸스 MK는 칸디다 알비칸스 효모(인간의 장내 세균총에서 흔히 볼 수 있음)에서 제조된 동종 요법 치료제이며 효모 감염
과 관련된 증상의 완화를 제공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칸디다 알비칸스의 증식으로 인한 장의 염증과 투과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칸디다 알비칸스는 또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효모의 과잉 생산을 방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을 낮추려면
"칸디다 알비칸스 10DH" 또는 "칸디다 알비칸스 200K"를 사용하시오. 더 좋은 효능을 위해서는 "칸디다 알비칸스 XMK"를 사용하
시오.

 칸디다 알비칸스 XMK [각인 ]
칸디다 알비칸스 XMK는 칸디다 알비칸스 효모(인간의 장내 세균총에서 흔히 볼 수 있음)로 만든 동종 요법 치료제이며 효모 감염과
관련된 증상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칸디다 알비칸스의 증식으로 인한 장의 염증과 투과성을 도울 수 있습니
다. 칸디다 알비칸스는 또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효모의 과잉 생산을 방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을 낮추려면 "칸디다 알
비칸스 10DH", "칸디다 알비칸스 200K" 또는 "칸디다 알비칸스 MK"를 사용하시오.

 칸디다 일반 [PEMF]
이 PEMF는 칸디다 제거를 위한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IC Pad는 장 부위 또는 증상이 발생하는 기타 부위 또는 모든 유형의 곰팡이
발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이 PEMF를 다른 PEMF (아래에 나열 됨)와 함께 다음 순서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칸디다 및 곰팡이 감염 2. 칸디다 일반 3. 칸디다 + 기생충 해독 반응을 피하기 위해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PEMF
는 최소 2 주 동안 매일 사용해야 합니다.

 칸타리스 [각인 ]
칸타리스는 배뇨시 경미한 배뇨 불편, 통증 및 작열감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칸타리스 1M [각인 ]
칸타리스 (통칭 스페인어 플라이)는 타는듯한 통증으로 물집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있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또한 방광염, 신
염, 요로 감염, 배뇨 중 타는 통증, 감염으로 인한 소변의 혈액, 방광 감염, 화상 및 화상, 안구 감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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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륨 [각인 ]
칼륨은 전해질로 작용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신체가 체액을 조절하고 신경 신호를 보내고 근육 수축을 관리하는데 도움이됩니다.
칼륨은 체액 균형 조절, 신경계 지원, 근육 및 심장 수축 조절, 혈압 감소, 뇌졸중 예방, 골다공증 예방, 신장 결석 퇴치, 수분 유지 감
소, 근육량 손실 방지, 골밀도 보존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입니다.

 칼륨 마그네슘 (구연산염) [각인 ]
칼륨 마그네슘 (구연산염)은 칼륨과 마그네슘을 모두 생물학적으로 이용 가능한 형태로 포함합니다. 칼륨은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
고 신경계와 근육 기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피로를 줄이고, 전해질 균형을 지원하고, 뇌 기능을
강화하고, 신장 결석을 예방하고, 근육 경련을 치료하고, 신경계와 정상적인 근육 기능을 돕고, 정상적인 뼈와 치아를 유지하는데 도
움을 줍니다. 칼륨 마그네슘 (구연산염)은 심혈관 건강, 영양소 대사, 근육 및 신경계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칼리 설푸리쿰 3X [각인 ]
일반적으로 칼륨 황산염이라고 불리는 칼리 설푸리쿰은 노란색의 두꺼운 비강 분비물로 감기와 독감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으며 두꺼운 노란색 가래, 부비강염, 부비강 감염, 습진, 건선 및 비듬, 천식, 피부 발진 (예:일반적인 여드름과 관련된 여드름)이 있는
기침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있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칼리 설푸리쿰은 황색 점액 또는 분비물과 관련된 증상 완화에 특히
유용합니다.

 칼리 카보니쿰 6C [각인 ]
일반적으로 탄산 칼륨이라고 불리는 카보니쿰은 날카로운 통증, 쇠약 및 진통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있는 동종 요법 치료법입니다.
천식, 기관지염, 감기, 기침, 폐렴, 부비동염, 호흡기 카타르, 관절염, 요통 및 소화성 궤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칼메트-게랭균 200K [각인 ]
BCG(칼메트-게랭균) 200K는 결핵(TB) 백신으로 만든 동종 요법 치료제이며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을 낮추려면 "칼메트-게랭균 30K"를 사용하시오. 더 좋은 효능을 위해 칼메트-게랭균 MK" 또는 "칼메트-게랭균
XMK"를 사용하시오.

 칼메트-게랭균 30K [각인 ]
칼메트-게랭균(BCG) 30K는 결핵(TB) 백신으로 만든 동종 요법 치료제이며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효능을 위해서는 "칼메트-게랭균 200K", "칼메트-게랭균 MK" 또는 "칼메트-게랭균 XMK"를 사용하시오.

 칼메트-게랭균 MK [각인 ]
BCG(칼메트-게랭균) 200K는 결핵(TB) 백신으로 만든 동종 요법 치료제이며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을 낮추려면 "칼메트-게랭균 30K" 또는 "칼메트-게랭균 200K"를 사용하시오. 더 좋은 효능을 위해 "칼메트-게랭
균 XMK"를 사용하시오.

 칼메트-게랭균 XMK [각인 ]
BCG(칼메트-게랭균) 200K는 결핵(TB) 백신으로 만든 동종 요법 치료제이며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과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을 낮추려면 "칼메트-게랭균 30K", "칼메트-게랭균 200K" 또는 "칼메트-게랭균MK"를 사용하시오.

 칼슘 (MCHA) [각인 ]
칼슘 미세 결정질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MCHA)는 건강 뼈 미네랄 구성과 뼈 기능을 지원하고 골다공증 및 뼈 가늘어짐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칼슘 화합물입니다.

 칼슘 (구연산염) [각인 ]
칼슘 (구연산염)은 구연산을 사용하는 미네랄 칼슘의 킬레이트 형태이며 흡수성이 뛰어납니다. 신경, 세포, 근육 및 뼈의 정상적인 기
능에 필요하며 골다공증 위험 감소, 뼈 형성 및 유지 지원, 뼈 강도 향상, 건강한 치아 유지, 결장 건강 지원 및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지
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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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슘 D- 글루카레이트 [각인 ]
칼슘 D- 글루카레이트는 글루카르산으로 알려진 자연 발생 물질과 유사한 화학 물질입니다. 칼슘 D- 글루카레이트는 글 루카릭산과
칼슘을 결합하여 만들어집니다. 유방암, 전립선 암 및 결장암을 예방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암 유발 물질, 독성 물질 및 스테로
이드 호르몬을 신체에서 제거합니다. 또한 이미 정상적인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고 건강한 호르몬 대사를 촉진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칼슘 D- 글루카레이트는 또한 호르몬과 환경 독소의 대사를 향상시켜 간 해독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부티레이트 [각인 ]
칼슘 마그네슘 부티레이트는 칼슘, 마그네슘 및 단쇄 지방산인 부티레이트로 구성됩니다. 소화기 건강을 지원하고 신체의 염증을 낮
추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IBS) 및 크론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부티레이트는 또한 간과 담낭을 정화하고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 형성을 지원하며 장 기능을 개선하고 체중 감소를 돕고 팽만감을 줄이고 변비를 줄이고 해독을 촉진하는데 사
용될 수 있습니다.

 칼슘 에너지 장 [PEMF]
이 IC는 뼈의 칼슘을 관리 및 대사하고,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고, 신경계를 지원하고, 혈액 응고를 돕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칼슘-마그네슘 [각인 ]
이 IC는 근육 경련, 다리 경련, 하지 불안 증후군 및 피로를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뼈 건강을 개선하고 골다공증을 예
방할 수 있습니다.

 칼코힐 [각인 ]
칼코힐은 치아 문제, 모든 뼈 장애, 선 부종 및 습한 날씨에 증상이 심해지는 병들을 포함하여 칼슘 대사 장애와 관련된 증상을 일시적
으로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의 통증, 편도선염, 결핵, 순환계 문제 및 일반적인 쇠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캐모마일 [각인 ]
[새로운] 캐모마일은 오랫동안 다양한 건강 문제에 대한 약초 요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당뇨병 관리, 혈당 수치 감소, 생리통 감
소, 골밀도 촉진, 염증 감소, 불안 감소, 수면의 질 향상, 면역 체계 기능 강화 및 소화기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캡사이신 [각인 ]
이 붉은 고추의 추출물은 고농도의 통증 완화 및 항 염증 성분 캡사이신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캡사이신은 암 및 췌장염에서 모든 유
형의 통증, 체중 감소 프로그램, 관절염, 가려움증 (가려움증), 당뇨병 및 기타 상태에 다양한 질환에 사용됩니다.

 캥거루 발톱 [각인 ]
캥거루 발톱 플라워 에센스는 다른 사람들과 제대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자신과 자신의 필요에 완전히 집중하기 때문에 무
감각한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이 본질은 다른 사람의 단서와 필요를 인식하여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
니다. 또한, 캥거루 발톱은 플라워 에센스는 친절, 감성, 이완을 장려하여 자기 중심적 성향과 사회적 무능함을 막아 다른 사람들과
즐기고 소통 할 수 있습니다.

 커민 씨 [각인 ]
커민 씨앗은 파슬리과와 관련된 쿠민 식물에서 추출한 향신료입니다. 소화, 팽만감, 기침, 통증 및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많은 건강
상의 이점으로 인해 오랫동안 한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혈압을 낮추고, 면역 체계 기능을 높이고, 감염과 싸우고, 체중 감량
을 돕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 수치를 낮추고, 염증을 돕고, 불면증을 돕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
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큐민 + DHA + 생강 [각인 ]
커큐민 + DHA + 생강은 리포솜 형태의 강력한 항 염증 화합물의 완벽한 조합으로 통증과 염증을 치료하는데 도움이됩니다. 또한 건
강한 관절 기능을 지원하고,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뇌 기능을 돕고,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을 줄이고, 관절염 및 우울증과 관련된 증
상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alcium-d-glucarat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alcium-magnesium-butyrat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alcium-energetic-field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alcium-magnesium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alcoheel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hamomil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ayen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kangaroo-paw-australian-bush-flower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umin-seed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urcumin-dha-ginger


 커큐민 + 포스파티딜콜린  [각인 ]
커큐민 + 포스파티딜콜린은 체내에서 커큐민의 생체이용률과 흡수율을 높이는 복합체입니다. 체내 염증 감소, 항산화 지원, 근육 및
관절 통증 및 경직 감소, 뇌 및 심혈관 건강 지원, 소화기 문제 지원, 관절염 통증 감소, 시력 지원, 면역 체계 강화에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커큐민 + 후추 + 칼륨  [각인 ]
커큐민 + 후추 + 칼륨은 항 염증 및 항산화 특성이 풍부한 강력한 조합입니다. 통증과 염증을 줄이고, 혈액 혼잡을 치료하고, 산화 스
트레스를 줄이고, 신경계 기능을 지원하고, 건강한 관절과 뼈를 유지하고, 정상적인 간 건강을 지원하고, 혈액 순환을 관리하고, 혈액
생산 및 품질을 촉진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큐민 플러스 [각인 ]
커큐민 플러스는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커큐민을 함유하고 있으며 통증 완화, 관절 이동성 개선, 염증 감소, 소화 개선, 면역 체계 기
능 향상, 뇌 건강 지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컴프리 잎 [각인 ]
[새로운] 컴프리 식물의 컴프리 잎은 전통적으로 소염 및 진통 특성 때문에 약초에 사용됩니다. 컴프리 잎은 염증 완화, 면역 체계 개
선, 통증 감소, 피부 개선, 뼈 강화, 상처 치유 개선, 호흡기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케라틴 [각인 ]
케라틴은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고 모발, 피부 및 손톱을 지지하는 단백질 유형입니다. 머리카락과 손톱 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피부의 모양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가수분해된 케라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케르세틴 [각인 ]
케르세틴은 많은 식물, 과일 및 채소에서 발견되는 자연 발생 항산화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케일, 양파, 사과, 포도, 홍차 및 적포도주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케르세틴은 유리기 퇴치, 염증 감소, 암 위험 감소, 신경 질환 예방, 알레르기 증상 완화, 감염 예방, 심장 질환
위험 감소, 고혈압 감소, 면역 체계 기능 향상, 운동 지구력 증가, 노화와 싸우고, 방광 통증의 증상과 과도한 배뇨 충동을 감소 시키
며, 전립선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케르세틴 + 프테로스틸벤  [각인 ]
[새로운] 케르세틴 + 프테로스틸벤은 다양한 식물과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두 가지 강력한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케르세틴 + 프테로스틸벤은 미토콘드리아 건강, 혈액 순환, 운동 수행 및 회복, 대사 건강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뇌 및인지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 집중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케티아핀 [각인 ]
케티아핀은 조현 병, 양극성 장애 및 주요 우울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항 정신병 약물입니다. 또한 불안 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 수이스 합성물 [각인 ]
코 수이스 복합체는 심근 기능 부전, 뇌졸중, 심장 기능 부전, 폐동맥 내막염, 고혈압, 위 심장 증후군, 폐 부종 경향, 상태에 대한 심근
경색 후 관상 동맥 순환 장애의 경우 방어 시스템을 자극하는 데 사용되는 동종 요법 치료법입니다. 색전 후, 폐기종, 부정맥, 코디스,
협심증 때도 도움 됩니다.

 코데인 [각인 ]
코데인은 아편유사제(마약성) 진통제로 알려진 종류의 약물에 속하는 진통제입니다. 요통, 치통, 편두통, 수술 통증 및 관절염 통증과
같은 경증에서 중등도의 통증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침 억제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urcumin-phosphatidylcholi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urcumin-black-pepper-potassium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urcumatrix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omfrey-leave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kerati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querceti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quercetin-pterostilbe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quetiapi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or-suis-compositum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odeine-sulfate


 코엔자임 Q10 [각인 ]
코엔자임 Q10은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분자 중 하나입니다. ATP 생산에 필요한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경로에서 발견됩니다. CoQ10
은 고혈압 / 고혈압 감소, 울혈 성 심부전시 심장 기능 개선, 만성 피로한 환자의 에너지 개선, 스타틴 유발 횡문근 염 환자의 근육통
완화 등의 효과가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성 및 만성 감염,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확실히 암 치료에 이르기까지 세포 에너지 생
산이 손상 될 수있는 모든 상황에서 CoQ10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보십시오. CoQ10은 많은 기존 화학 요법의 손상 효과로부터
심...

 코엔자임 Q10 합성물 [각인 ]
코엔자임 Q10은 차단되고 결함이 있는 효소 기능을 재 활성화하고 퇴행성 질환에서 독소에 대한 방어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데 사
용됩니다. 또한 방사선에 대처하기 위해 신체를 강화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X- 레이 노출 전 치료). 독소와 방사선으로부터 보
호하기 위해 방어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세포의 효소 기능을 복원합니다. 피로, 독소 축적 효과, 신진 대사 둔화 및 체질 약화 등 만
성 질환의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코엔자임 합성물 [각인 ]
코엔자임 합성물은 퇴행성 질환 및 결함 있는 효소 기능에서 차단된 효소 시스템을 자극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상태를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비타민 증의 산화-환원 과정 장애, 신체적 정신적 업무량 증가, 관절 및 척수 질환, 호흡기 질환,
비뇨 생식기 질환 및 소화기 장애입니다.

 코의 감염 스프레이 [각인 ]
이것은 항감염 물질로 코 스프레이를 프로그래밍하는 IC입니다. 
성분:  알로에 베라 젤  아지트로마이신  BPC-157 및 TB-500 펩타이드 블렌드   세티리진 염산염  덱사메타손 및 1 그
외...

 코커스 선인장 30CH [각인 ]
코커스 선인장은 백일해 및 경련성 기침을 포함하여 주로 기침에 사용되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또한 요로 감염, 소변의 자갈 /
침전물 및 배뇨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코넛 워터 [각인 ]
코코넛 워터는 어린 녹색 코코넛에서 발견되는 주스입니다. 그것은 수분 공급의 훌륭한 원천이며 비타민 C, 마그네슘, 망간, 칼륨, 나
트륨, 칼슘 및 섬유질과 같은 여러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신체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혈
압을 조절하고, 심장 건강을 지원하고, 신장 기능을 개선하고, 요로와 방광을 정화하고, 혈당 수준을 관리하고, 숙취를 완화하고, 체
중 감소를 촉진하고, 변비와 소화 문제에 도움을주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콜드 인후 기관 [PEMF]
이 PEMF는 구루병과 기관염에 사용됩니다. 기관 및 인후의 염증 및 감염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콜드 컴플리트 PEMF [PEMF]
이것은 감기와 면역 자극을 위한 모든 PEMF의 조합입니다. 
성분:  면역  감기-후두  일반적인 감기 접형 부비동  기관지염 PEMF  면역 킥 스타트 및 1 그 외...

 콜라겐 펩타이드 [각인 ]
콜라겐은 신체에서 가장 풍부한 단백질이며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피부 탄력을 지원하고 눈에 보이는 노화 징후와 싸울 수 있
습니다. 콜라겐 펩타이드는 모발, 피부 및 손톱의 건강을 개선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관절통 완화, 뼈 손실 방지, 소화 개선, 근
육, 인대 및 힘줄 지원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리늄 [각인 ]
이 치료법은 담관 (전 담석), 담석, 신장 결석, 소화 장애, 섬유 성 종양, 팽만감, 간 반점, 불안한 다리 및 백내장에서 수집 된 콜레스테
롤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콜레스테리늄은 일반적인 간 및 담낭 건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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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holesterinum


 콜레스티라민 [각인 ]
콜레스티라민은 스타틴을 도입하기 전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사용되는 주요 약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소화관에서 담즙 염 (콜레
스테롤을 포함하고 있음)을 묶어 재 흡수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콜레스티라민의보다 현대적인 용도는 곰팡이 관련 질병의 치료에 있
습니다. 곰팡이 독소 (마이코 톡신)는 담즙 염에 결합되어 소화관을 순환하며 재 흡수되고 재순환됩니다. 담즙 염을 결합하여 콜레스
티라민은 진균 독소의 신체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곰팡이 노출과 관련된 증상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극적인
완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콜로이드 금 [각인 ]
나노 금으로도 알려진 콜로이드 금은 액체, 일반적으로 증류수에 순수한 금 나노 입자의 현탁액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지원하고인지
기능을 개선하며 뇌 안개를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로이드 금은 또한 염증 감소, 중독 효과 감소, 통증 감소, 에너지 증진,
상처 치유 촉진, 피부 품질 개선 및 습진과 같은 피부 상태에 도움이 되고, 기분을 개선하고, 성욕을 개선하고, 면역 체계 기능을 자극
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콜로이드 금은 항산화, 노화 방지 및 회춘 특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히친 [각인 ]
콜히친은 일반적으로 통풍 발작(공격)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사용됩니다. 염증 및 통증, 연골석회화증, 특정 희귀 질환(예: 가족성
지중해열, 베체트병) 및 미세결정질 에피소드의 급성 사례를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콜히친은 또한 심낭염 또는 재발의 첫
번째 에피소드 동안 사용되는 기존의 항염증 치료와 함께 급성 특발성 심낭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콜히컴 [각인 ]
콜히컴은 통풍, 류머티즘, 전 암성 및 암성 상태, 낭비되는 질병 및 선 부종을 돕는데 사용되는 식물입니다.

 크라로닌 [각인 ]
크라로닌은 심장 근육 자극, 심장 활동의 신경 장애 및 협심증 질환의 후유증에 사용됩니다.

 크랜베리 [각인 ]
크랜베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작고 신맛이 나는 붉은 열매입니다. 크랜베리는 요로 감염, 신장 결석 및 신경성 방
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제 2 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기억력을 개선하
고, H. 파일로리로 인한 위궤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랩 애플 [각인 ]
이것은 클렌징 치료제로 알려져 있으며, 그 자체로 바흐 박사의 원래 위기 포뮬러의 크림 버전에 추가 된 '6 번째 성분'입니다. 주요
용도는 외모 나 성격의 일부 측면을 싫어하거나 자신에게 불결하거나 유독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때때로 크랩 애플
상태에서 우리는 진정한 문제를 무시하고 우리가 고친 한 가지-때로는 전체의 아주 사소한 측면에 집착적으로 집중합니다. 우리는 크
랩 애플을 사용하여 손 씻기, 가전 제품의 플러그가 뽑혀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과 같은 강박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정화 할 수 있
습니다. 바흐...

 크레아틴 [각인 ]
크레아틴은 에너지 생산과 관련하여 신체에서 기본적인 역할을합니다. 그것의 주요 활동은 근육과 뇌에 있으며, 세포의 에너지 통화
인 ATP를 보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 선수는 일반적으로 지구력을 높이고 근육 형성을 촉진하는 크레아틴의 능력에 익숙합니
다. 크레아틴이 암과 노인의 근육량 손실을 예방하는데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크레아틴이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을 향상시켜 뇌의 뉴런에서 에너지 생산과 활용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회복 및 향상, 기억 상실, ...

 크롬 글리시네이트 킬레이트 [각인 ]
크롬 글리시네이트는 킬레이트는 인슐린 감수성뿐만 아니라 사람의 혈당 조절을 개선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우울증과 폭식 장애
를 돕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크롬 피콜리네이트 [각인 ]
크롬은 필수 미량 미네랄이며 피콜린산과 결합하면 크롬의 생체 이용률이 증가합니다. 크롬 피콜리네이트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
하고, 정상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하고, 에너지를 높이고, 근육량을 늘리고, 체중 감소를 촉진하고, 배고픔과 갈망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 탄수화물 및 지질 대사를 증가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holestyrami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olloidal-gold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olchici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olchicum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raloni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ranberry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rab-appl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reati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hromium-glycinate-chelat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hromium-picolinate


 크릴 오일 [각인 ]
크릴 오일은 새우처럼 보이는 작은 갑각류인 남극 크릴에서 생산됩니다. 크릴은 주로 고래가 소비합니다. 크릴 오일은 오메가-3 지방
산의 일종인 도코사헥사엔산(DHA)과 에이코사펜타엔산(EPA)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어유의 대용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크릴
오일에는 항산화 및 항염증 특성을 모두 가진 어유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색소인 아스타잔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릴 오
일은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염증 감소, 관절 통증 및 관절염 증상 감소, 트리글리세리드 수치 감소, 심장 건강 개선, 월경 전 증후군
(PMS) 증상...

 클라리스로마이신 [각인 ]
클라리스로마이신은 패 혈성 인두염, 폐렴, 부비동 감염, 귀 감염, 피부 감염 (예: 농가진, 봉와직염) 및 십이지장 궤양과 관련된 H. 파
일로리 감염과 같은 다양한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마크로라이드 항생제입니다.

 클레마티스 [각인 ]
클레마티스는 마음이 현재에서 미래의 환상이나 현재의 다른 버전으로 떠오르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종종 그들은 미래의 성공,
창의적인 노력 및 성취를 꿈꿉니다. 위험은 그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현실에 충분히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치료법은 우
리를 현실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백일몽 속에 사는 대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행동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클레마티스 상태를 인동과 혼동하지만 둘은 상당히 다릅니다. 인동에서 우리는 과거의 환상 속에 살거나 오래된 후회를 되풀이합니
다. 클레마티스 사람...

 클로나제팜 [각인 ]
클로나제팜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처방되는 항불안제 중 하나입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입니다. 또한 공황 장애 및 발작을 치
료하는데 사용됩니다.

 클로렐라 [각인 ]
클로렐라는 일본과 대만에 서식하는 담수 조류입니다. 식물성 영양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섬유질, 엽록소, 비타민 및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클로렐라는 신체를 해독하고,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면역 체계를 개선하고, 체중 감량을 촉진하고, 정신 기능을 개선하
고, 정상적인 호르몬 기능을 촉진하고,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고, 월경 전 증후군 (PMS)을 돕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로로퀸 [각인 ]
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면역 조절 효과로 인해 루푸스 및 기타 자가면역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클로스트리듐 PEMF [PEMF]
이 PEMF에는 클로스트리아 종을 파괴하는 주파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로트리마졸 [각인 ]
클로트리마졸은 질 효모 감염 치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항진균제입니다. 곰팡이와 박테리아는 모두 질에 존재하지만 곰팡이 칸
디다 알비칸스가 증가하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질 효모 감염은 정상이며 여성의 약 75 %가 일생에 한 번 이상이를 경험합니
다. 일부 여성이 질 효모 감염에 걸렸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가려운 친밀한 부위, 외음부 주위의 통증, 음순의 경미한 부종,
코티지 치즈와 같은 백색 분비물 등이 있습니다. 클로트리마졸은 또한 백선, 기저귀 발진, 무좀, 가려움증과 같은 다른 곰팡이 피부
감염을 치료하...

 클리막트 [각인 ]
클리막트는 폐경기 증상을 유발하는 내분비 결핍을 치료하고, 내분비 조절 센터 (뇌하수체 및 시상 하부)를 자극하고, 난소를 자극하
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과성 열감, 과도한 발한, 두통, 피로 및 과민 반응을 포함하는 폐경 및 여성 호르몬 불균형과 관련된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클리토리아 플라워 에센스 [각인 ]
클리토리아 꽃 에센스는 뿌리와 두 번째 차크라에서 심장으로 에너지의 흐름을 개선하고 잠자고 있는 영적 에너지를 점화하는데 사
용될 수 있습니다.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krill-oil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larithromyci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lemati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lonazapam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hlorella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hloroqui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lostridium-pemf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aneste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klimakt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litoria-flower-essence


 클린다마이신 [각인 ]
클린다마이신은 연쇄상 구균, 폐렴 구균 및 포도상 구균으로 인한 심각한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항생제입니다. 농흉, 혐기성 폐렴 및
폐 농양과 같은 심각한 호흡기 감염의 치료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심각한 피부 및 연조직 감염; 패혈증; 복막염 및 복강 내
농양 (일반적으로 정상 위장관에 상주하는 혐기성 유기체에 기인 함)과 같은 복강 내 감염; 자궁 내막염, 비 임균성 세뇨관 난소 농양,
골반 봉와직염 및 수술 후 질커프 감염과 같은 여성 골반 및 생식기 감염에 도움 됩니다. 경구 약물을 사용할 때 대장염의 위험이 있
기...

 키즈 면역 부스터 [각인 ]
- 
성분:  베타 글루칸  IgG 면역 글로불린  면역 시스템 부스트  소화기 및 면역 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 지원   우미페노비르

 키즈 브레인 부스터 [각인 ]
- 
성분:  아세틸 - L- 카르니틴   두뇌 부스트  메모리 인핸서  NAT 순수 치료 용 케톤  피라세탐 및 1 그 외...

 타다라필 [각인 ]
타다라필은 포스포디에스테라제 5(PDE5) 억제제로 분류되는 약물입니다. 발기 부전(ED), 전립선 비대 증상,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 폐동맥 고혈압이 있는 남성을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타박상용 로션 [각인 ]
이 IC 복합체는 모든 종류의 로션이나 크림을 프로그래밍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기, 진통, 혈전, 상처치유 등의 성분이 함유되
어 있습니다! 문제와 일치하는 IC와 결합하시오. 부상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 항상 의사와 상담하시오. 
성분:  아세틸살리실산  덱사메타손  헤파린(국소)  아르니카  디클로페낙 및 1 그 외...

 타우로르소데옥시콜산(TUDCA) [각인 ]
더 일반적으로 TUDCA라고 하는 타우로르소데옥시콜산은 신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고 간 담즙에서 발견되는 수용성 담즙산입니
다. TUDCA는 간 및 담도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중국 전통 의학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간 해독, 간 효소 증가 감소, 간 건강 지원, 담즙
정체 치료, 뇌 건강 증진, 미토콘드리아 및 세포 건강 지원, 장내 미생물 건강 증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타우린 [각인 ]
타우린은 신체에서 다양한 기능을하는 아미노산입니다. 부교감 신경을 증가시켜 불안감을 줄입니다. 체내 수분 균형에 중심적인 역
할을하여 수분 유지와 부종을 돕습니다. 이는 심장의 전기적 조절에 중요하므로 부정맥과 빠른 심박수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
다. 또한 혈압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타우린이 담즙 염에 결합되어 지방 흡수에 중심적인
역할을하는 동시에 담즙이 너무 두꺼워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불안, 불면증, 피로, 수분 유지 및 부종, 당뇨병, 지방 흡수 장
애, 담낭 문제 및 ...

 타크로리무스(국소) [각인 ]
타크로리무스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습진)의 국소 치료에 사용되는 강력한 면역 억제 약물입니다. 참고: 이 IC는 내부적으로 사용하
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IC가 찍힌 물을 수건이나 거즈에 적셔 피부염 부위에 국소적으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최소 15
분 동안 매일 2~3회 국소적으로 도포합니다. 각 적용 후에 해당 부위를 헹구고 완전히 건조시키시오. 찜질을 하는 과정에서 이 물에
손이 젖어도 되지만, 젖은 손이 눈이나 다른 점막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히보 컴플리트 추출물 [각인 ]
라파초로도 알려진 타히보는 분홍트럼펫 나무의 내부 껍질로 만들어집니다. 이 나무는 중남미 열대 우림의 원산지이며 전통적으로
내부 나무 껍질은 아마존 원주민 커뮤니티에서 위장, 피부 및 염증 상태를 치료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나프토 퀴논 (대부분 라파콜
및 베타-라파콘)이라고 불리는 많은 화합물이 내부 껍질에서 분리되었으며 청구된 이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무
껍질은 식물 면역 자극제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타히보는 염증 감소, 세균 및 곰팡이 감염 퇴치, 혈액 응고 치료, 체중 감소, 암 퇴치,
면역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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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산 수소 나트륨 [각인 ]
베이킹 소다로도 알려진 중탄산 나트륨은 천연 제산제입니다. 위산 역류 및 심장 화상을 치료하고, 요로 감염을 개선하고, 신장 기능
을 높이고, 운동 성능을 개선하고, 통풍 및 기타 관절 문제를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탄산 칼슘 [각인 ]
탄산 칼슘은 속쓰림, 배탈 및 소화 불량을 완화하는 제산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탈모 [각인 ]
- 
성분: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노니  가시여지

 태반 합성물 [각인 ]
태반 합성물은 혈액의 말초 순환의 대사 기능을 자극하고 간 및 말초 혈관계에 대한 활력 및 자극 효과를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죽상
경화증의 차가운 손과 발의 차가운, 내이 난청, 뇌졸중으로 인한 손상에 대한 방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복합 태반은 모든 장기 (특
히 뇌, 심장 및 신장)에 유익합니다.

 태양 알레르기 [각인 ]
이 IC 복합체는 일광욕 후 피부 재생을 위한 것입니다. 선크림을 각인할 수 있고, 각인된 물을 피부에 문질러도 됩니다. 일광욕 전, 중,
후에 500ml를 마신다. 
성분:  알로에 베라 젤  클라리스로마이신  프레드니솔론  프스리노힐  세티리진 염산염 및 1 그 외...

 태양 치료제 [각인 ]
태양 치료제는 열, 화재 및 태양과 관련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름에 사용하거나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었을 때 사용하면 좋
습니다. 이 IC는 물라 물라,목마황속, 스피니펙스속의 꽃 에센스로 만들어졌습니다.

 터키 부시 [각인 ]
터키 부시 에센스는 창의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상위 자아'와 조화를 이루고 창의적 블록을 통과하
도록 도와줍니다. 터키 부시 에센스는 창의력을 고취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예술적 자신감을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털곰팡이 라세모시스 [PEMF]
이 PEMF는 털곰팡이 라세모시스 감염의 일종인 털곰팡이 라세모시스를 제거하기위한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IC Pad는 장 부위 또는
증상이 발생하는 기타 부위 또는 모든 유형의 곰팡이 발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털곰팡이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최상의 결
과를 얻으려면이 PEMF를 다른 PEMF (아래에 나열 됨)와 함께 다음 순서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털곰팡이 뮤세도 2. 털곰
팡이 플람베우스 3. 털고뮤ㅏㅇ이 라세모시스 4. 균상식육종 (털곰팡이 가족과는 다르지만 곰팡이 감염이 발생할 때 종종 나타남)
해...

 털곰팡이 플럼베우스 [PEMF]
이 PEMF는 곰팡이 (곰팡이) 감염의 일종인 털곰팡이 플럼베우스를 제거하기 위한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IC Pad는 장 부위 또는 증
상이 발생하는 기타 부위 또는 모든 유형의 곰팡이 발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털곰팡이에는 몇 가지 다른 유형이 있으므로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이 PEMF를 다른 PEMF (아래에 나열 됨)와 함께 다음 순서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털곰팡이 뮤세도 2. 털
곰팡이 플럼베우스 3. 털곰팡이 라세모시스 4. 균상식육종 (공팡이가족과는 다르지만 곰팡이감염이 발생할 때 종종 나타남) 해독 반
응...

 테르비나핀 염산염 [각인 ]
테르비나핀 염산염은 손톱이나 발톱에 영향을 미치는 곰팡이 감염 (예:손발톱 진균증)을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테모졸로마이드 [각인 ]
테모졸로미드는 교모세포종(GBM)이라고 하는 가장 흔한 형태의 뇌암 치료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화학요법제입니다. 테모졸로미드
는 알킬화제입니다. 그것은 과도한 DNA 메틸화를 일으켜 DNA 합성을 손상시켜 세포 분열과 세포 생존을 손상시킵니다. 강력한 형
태의 화학요법으로서 GBM 진단이 확인된 사람 외에는 누구도 이 IC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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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사모렐린 펩타이드 [각인 ]
테사모렐린은 IGF-1과 성장 호르몬 수치를 증가시키는 성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GHRH) 유사체입니다. 체중 감량, 제지방 근육량 증
가, 말초 신경 건강 개선, 경증 인지 장애의 진행을 늦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테사모렐린 펩타이드는 또한 HIV 관련 지방이영
양증을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테스토 및 트레이닝 부스터 [각인 ]
이 IC 복합체에는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분:  알칼리성 완충 크레아틴  에리스로포이에틴 (EPO)  인삼  성장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및 1 그 외...

 테스토스테론 [각인 ]
테스토스테론은 주로 고환에서 생성되는 남성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골밀도, 지방 분포, 근육량, 적혈구 수, 안면 및 체모, 성욕 및
정자 생산을 유지하는데 중요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낮은 남성의 대체 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성욕을 높이
고, 발기 부전 증상을 개선하고, 정자 수를 늘리고, 에너지를 높이고, 기분을 개선하고, 근육량을 늘리고, 골밀도를 개선하는데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및 발기 기능 부스터  [PEMF]
이 PEMF는 테스토스테론과 발기 기능을 증가 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부스터 [각인 ]
이 복합체는 건강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지원합니다. 성분은 모든 테스토스테론 관련 경로의 최대 자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성분:  5 - 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  아나스트라졸  DHEA  프레그네놀론  테스토스테론 및 1 그 외...

 테아닌 [각인 ]
L-테아닌으로도 알려진 테아닌은 일부 버섯뿐만 아니라 녹차와 홍차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화합물입니다. 각성 상태를 유지하면
서 이완을 촉진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 향상, 뇌 안개 증상 감소, 집중력 향상, 스트레스와 불안 감소, 면역 체계 기능
향상, 혈압 관리, 수면 개선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 [각인 ]
토마토는 리코펜, 칼슘, 비타민 C, 비타민 A, 칼륨, 인, 철분, 비타민 K, 마그네슘 및 기타 중요한 영양소가 포함 된 슈퍼 푸드입니다.
토마토의 건강상의 이점은 고대부터 알려져 왔으며 암 예방, 건강한 모발 및 피부 촉진, 당뇨병 관리 지원, 건강한 혈압 유지, 콜레스
테롤 감소, 소화기 건강 증진, 변비 완화 및 시력 지원 등이 있습니다.

 토코페롤 + 토코트리에놀 혼합물  [각인 ]
토코페롤 + 토코트리에놀 혼합물은 비타민 E 계열의 일부인 토코트리에놀과 토코페롤의 혼합물입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자유 라디
칼을 중화시킬 수있는 항산화 제로 분류됩니다. 감마-토코페롤은 식단에서 가장 풍부한 형태의 비타민 E이며 반응성 질소 종을 해독
하고 제거하는 독특한 능력으로 인해 특히 중요합니다. 토코페롤 + 토코트리에놀 혼합물은 심혈관 건강 및 면역 체계 지원, 염증 감
소, 뇌 보호, 암 위험 감소, 골다공증 예방, 위장 건강 개선, 월경 경련 감소, 피부 및 모발 건강 개선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톡소플라스마증 [각인 ]
톡소플라스마증은 톡소 플라스마 곤디에 의해 유발되는 기생충 질환입니다. 감염은 일반적으로 안 익힌 오염 된 고기를 먹거나, 감염
된 고양이 배설물에 노출되거나, 임신 중 모자 전염으로 발생합니다. 톡소플라스마 증은 눈에 대한 애정, 독감과 유사한 증상, 중추
신경계 염증, 불안, 판단력 장애,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 분리, 조작 경향, 보안 및 통제의 필요성, 기분 변화,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톡소플라스모스 곤디 [PEMF]
이 PEMF는 톡소플라스모스 곤디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톨 물라 물라 [각인 ]
톨 물라 물라 에센스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불편하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본질은 사회적 상호 작
용을 장려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할 때 편안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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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증 (감염으로 인한) [PEMF]
감염으로 인한 통증에 도움이 되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통증 및 부기 완화 [각인 ]
통증 및 부기 완화는 근육 및 관절 통증, 뻣뻣함, 부기 및 멍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이 IC는 아르니카 몬
타나, 금송화, 브리오니아 및 백산차로 만들어졌습니다.

 통증 및 스트레스 완화 (솔페지오)  [녹음된]
이 솔페지오 주파수는 통증, 긴장 및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천연 마취제입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4-6 주 동안 최소 15 분 동안
일주일에 3 번 이상이 IC를 들으시오. 편안한 중간 / 낮은 수준으로 볼륨을 조정합니다. 명상을 위한 배경 음악으로 좋습니다.

 통증 및 염증 복합체 [각인 ]
이 IC는 통증과 염증을 조절하는 물질의 복합체입니다. 통증 및 염증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조직 및 상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통증 및 염증 PEMF와 빠른 관절 고정, 급성 디스크, 간 해독 등과 같은 조직별 PEMF를 사용하시오. 
성분:  아세틸살리실산  항 염증 복합체  커큐민 + DHA + 생강  덱사메타손  이부프로펜 및 1 그 외...

 통증 완화 [각인 ]
이 통증 완화 요법은 근육통 경직, 타박상 감소, 부상으로 인한 경미한 부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아르니카 몬타나및 옻나무
속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통증 완화 (라이프) [PEMF]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통증 완화 콤플렉스 [각인 ]
관절이나 근육의 중등도에서 심한 통증을 완화합니다. 
성분:  캡사이신  이부프로펜  마그네슘 구연산염  메틸설포닐메탄  NF-카파 베타 차단제 및 1 그 외...

 통칭 구리 6CH [각인 ]
통칭 구리는 다리 경련, 근육 경련, 월경 경련, 임신 중 다리 경련, 임신 중 발 경련, 경련 통증, 기침, 경련성 기침, 천식 발작, 백일해,
질식하는 기침 발작에 도움 됩니다.

 통캇 알리 [각인 ]
롱잭이라고도 알려진 통캇 알리는 동남아시아 관목인 통캇알리의 뿌리에서 나오는 약초입니다. 산화 방지제가 풍부하고 에르고제닉
보조로 작용할 수 있으며 동남아시아에서 다양한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수백 년 동안 사용되었습니다. 통캇 알리는 발기 부전, 남성
불임, 말라리아 및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열 감소, 스트레스 완화, 기분 개선, 혈압 지원, 테스토스테론
수치 증가, 성욕 개선, 근육량 증가, 운동 능력 향상, 운동 지구력 및 회복 지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통풍 [각인 ]
- 
성분:  알로퓨리놀  덱사메타손  디클로페낙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이부프로펜 및 1 그 외...

 통풍과 관련된 관절염(라이프)  [PEMF]
통풍과 관련된 관절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투자 옥시덴탈리스 LM6 [각인 ]
투자 옥시덴탈리스는 투자 식물에서 준비된 동종 요법 치료제이며 다양한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부병, 신경병증, 류머티즘
외에도 이비인후과의 여러 질병(귀, 코, 목), 부인과 질환(요로감염, 임질, 방광염, 전립선비대증 등), 안과질환(결막염 포함)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 감염(예: 기관지염), 비강 부종, 편도선 부종(편도선염), 귀 감염, 구순포진, 사마귀, 삼차 신경통(얼굴의 신경 장
애), 및 골관절염에 도움이 됩니다. 투자 옥시덴탈리스 LM6은 또한 백신 배수를 돕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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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라이트 [각인 ]
툴라이트는 제3의 눈과 심장 차크라를 연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분홍색 돌입니다. 행복과 자기애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사
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북돋우며,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연민과 외향성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툴시 [각인 ]
거룩한 바질로도 알려진 툴시는 아유르베다 의학에서“허브의 여왕”으로 불리는 식물입니다. 천식, 기관지염, 감기, 울혈, 기침, 독
감, 부비동염, 인후염, 기억력 문제, 고혈압, 고 콜레스테롤, 두통, 귀통, 피부병, 불안 및 스트레스, 경련, 위 질환, 소화 불량을 치료하
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장 기생충, 구강 질환, 궤양, 구토, 당뇨병 및 혈당 불균형, 관절통 및 류마티스 관절염, 신장 결석, 말
라리아 및 암에 도움이 됩니다.

 트라마돌 [각인 ]
트라마돌은 오피오이드 진통제입니다. 다른 오피오이드와 마찬가지로 IC로서의 사용은 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신중하게 시작되어
야 합니다. 트라마돌은 자살 생각이 있는 개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트라메티닙 [각인 ]
트라메티닙은 체내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방해하는 항암제입니다. "BARF"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들의 특정 유형의 암을 치
료하기 위해 단독으로 또는 다브라데니브라는 다른 약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라메티닙은 흑색 종 (피부암), 신체의 다른 부위
로 퍼진 비소 암성 폐암, 또는 퍼지고 다른 옵션이 없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갑상선암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미주 교감 [PEMF]
- 
성분:  외상  교감의 휴식  교감 신경계 균형  미주 신경 증폭기

 트라우마 및 쇼크 충돌 해제 [PEMF]
이 IC는 과거의 정서적 충격, 트라우마, 부정적인 잠재 의식 패턴 및 뇌 홀로그램에 저장된 테이프 루프를 해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습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개인이 이러한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에 접근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에 압도당하거나 다시 외상을 입지 않
고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는 생리적,인지적, 정서적 수준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더 오래 봉인되고 저장 될수록 신체적, 정서적 차원에서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
다. 이 IC는 기...

 트라우마 지원 [PEMF]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외상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트리메타지딘 [각인 ]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이명, 현기증 및 현기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트리메토프림 + 설파메톡사졸  [각인 ]
트리메토프림 + 설파메톡사졸은 트리메토프림(한 부분)과 설파메톡사졸(5부분)의 두 가지 항생제로 구성된 약물입니다. 일반적으로
귀, 입, 피부, 요로 및 폐의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여행자 설사, 이질 및 기타 세균 감염(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
구균(MRSA) 포함)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리메틸글리신 [각인 ]
베타인 또는 무수 베타인으로도 알려진 트리메틸글리신(TMG)은 신체가 자연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중요한 화합물입니다. 비트 뿌
리와 같은 다양한 식품 소스에서도 발견됩니다. TMG는 DNA 생산에 필수적인 과정인 메틸화에 관여합니다. 정상적인 호모시스테인
수치 유지, 심장 건강 개선, 운동 능력 향상, 우울증 예방, 건강한 인슐린 수치 촉진, 단백질 생산 강화, 피로 감소 및 에너지 증진, 구
강 건조 완화, 간 기능 지원, 건강한 미토콘드리아 기능 유지 및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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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불루스 [각인 ]
트리불루스는 중국 전통 의학과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다양한 상태를 치료하는데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식물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생산 증가, 운동 능력 향상, 성기능 및 성욕 증가, 혈압 감소, 심장 건강 지원, 혈당 수치 감소, 부종 감소 및 요로 건강 지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트리블스러스 테레시스로 만들어졌습니다.

 트리요오드티로닌 [각인 ]
T₃라고도 알려진 트리요오드티로닌은 갑상선에서 생성 및 방출되며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에 의해 조절되
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것은 갑상선 호르몬의 활성 형태로 간주되며 신체의 신진 대사, 온도 및 심박수를 조절하는데 필수적입니
다. 또한, T₃는 근력 및 조절, 뼈 손실, 중추 신경계, 월경 주기 및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트리팔라 및 마그네슘 [각인 ]
트리팔라는 변비 완화 및 혈당 감소에서 항 염증, 항암, 항균, 방사선 및 화학 요법으로부터의 보호 및 기타 이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마그네슘과 결합 된이 포뮬러에서는 장의 정상화와 변비 완화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트리플 캐비티 밸런스 [PEMF]
이 IC는 두개골, 흉부 및 복부의 1 차 구멍에 에너지를 통합하여 시스템을 통해 흐르는 에너지를 얻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충치가
잘 작동하지 않거나 의사 소통이되지 않으면 에너지 고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림 [각인 ]
- 
성분:  드로타베린  판크레아틴

 티 트리 오일 [각인 ]
멜라루카 오일이라고도 알려진 티트리 오일은 호주가 원산지인 나무인 멜라루카 알터니폴리아의 잎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입니다.
티트리 오일은 항균, 항염, 항바이러스 및 항진균 특성으로 인해 수세기 동안 전통 의학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티트리 오일에는 특
정 박테리아, 바이러스 및 곰팡이를 죽이는 것으로 밝혀진 테르피넨-4-올과 같은 여러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티트리 오일은
여드름 퇴치, 건강한 모발 촉진, 비듬 조절, 순환 개선, 손톱 및 피부 건강 지원, 손톱 균류 치료, 무좀 증상 완화 및 염증 감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티멀린 MK [각인 ]
티멀린 MK는 흉선의 기능을 개선하는데 사용되는 동종 요법 치료법입니다. 흉선은 면역 체계에 중요하며 T 세포로 성숙되는 전구
세포를 생성합니다. T 세포는 바이러스 및 감염을 포함한 특정 위협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특정 유형의 백혈구입니다. 이 치료법
은 또한 면역 체계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티모신 알파-1 펩티드  [각인 ]
티모신 알파-1은 흉선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28개의 아미노산 펩타이드입니다. 면역 체계 기능을 강화하고 바이러스, 박테리아
및 곰팡이 감염의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티모신 알파-1은 또한 신체의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
하고,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고, 종양 성장을 억제하고, 건강에 해로운 세포를 제거하고, 만성 피로와 관련된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습니다.

 티엔치 인삼 [각인 ]
티엔치 인삼은 중국 전통 의학(TCM)에서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근육 염좌로 인한 통증과 염증을 완화하며 무거운 월경 기간을 완화
하는데 사용됩니다. 인삼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각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 IC는 중국 인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티오지나미눔 6CH [각인 ]
티오지나미눔은 겨자씨 기름으로 만든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흉터 조직 및 튼살을 치료하고, 섬유종을 용해하고, 이명 (예 : 한쪽
또는 양쪽 귀에서 울림)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티오지나미눔은 또한 일시적으로 현기증과 현기증 증상을 완화하는데 사
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tribulu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triiodothyroni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constipation-relief-with-triphala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es4-triple-cavity-balance
http://www.infopathy.com/ko/combinations/belching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drotaveri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ancreati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tea-tree-oil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thymuline-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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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thiosinaminum-6ch


 파리지옥 [각인 ]
파리지옥은 자연적으로 하이드로플럼바긴, 케르세틴, 포름산, 갈산, 아르기닌, 프로테아제 및 지질다당류와 같은 여러 면역 지원 화
합물을 포함하는 육식성 식물입니다. 파리지옥은 면역 체계 강화, 에너지 증가, 신체 독소 퇴치, 심장 건강 지원, 정신 선명도 향상, 세
포 성장 기능 지원 및 통증 감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파시플로라 인카르나타 [각인 ]
파시플로라 인카르나타는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패션 플라워 종입니다. 스트레스와 신경과민 감소,
이완 지원, 불안 감소, 수면 촉진(불면증 감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파오 페레이라 및 파오 타리리  [각인 ]
이 IC는 파오 페레이라와 파오 타리리로 만들어졌으며 신체의 자연 방어 시스템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파오 페레이라는
남미 북부에 서식하는 나무이며 나무 껍질은 약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파오 페레이라 나무 껍질은 신체의 자연적인 방어 시스템을
지원하여 정상적인 생리적 과정을 위한 조건을 만들고 부분적으로는 신체의 면역 및 해독 시스템이 바람직하지 않은 세포를 제거하
거나 중화하도록 도와줍니다. 파오 타리리는 서인도 제도에서 자생하는 식물이며 나무 껍질은 약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파오 타리
리는 위산을 약간 증가시키고 건...

 파오 페레이라 바크 [각인 ]
파오 페레이라는 남미 북부에 서식하는 나무로, 그 나무 껍질은 말라리아, 소화기 질환, 변비, 발열, 간통 및 암과 같은 다양한 질병/
상태를 돕는 약용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통증을 완화하고 성적 흥분을 돕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파오 페레이라는 나무 껍질은 신체의 자연적인 방어 시스템을 지원하여 정상적인 생리적 과정을 위한 조건을 만들고 부분적으로는
신체의 면역 및 해독 시스템이 바람직하지 않은 세포를 제거하거나 중화하도록 도와줍니다.

 파우 파우 [각인 ]
파우 파우 플라워 에센스는 특히 정보의 질과 양에 압도되는 경향이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보의 동화와 통합을 위한 것입니다.
이 본질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상위 자아"를 활성화시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관
적인 프로세스를 활성화하여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문제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이 에센스는 평온함과 선명함을 제공합니다.

 파워 발전기 [PEMF]
피로, 기계적 스트레스, 상처 치유, 소포 및 소기관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축색 돌기 및 신경 종말의 기능 지원, 미세 소관은
정보 및 에너지 전달 및 저장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의 물질 전달을 위해 지속적으로 구축되고 분해되며 세포 분열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경 세포 및 일반적으로.미세 소관 기능을 지원합니다.

 파이로제님 [각인 ]
파이로제님은 썩고 공격적인 분비물 (변, 소변, 땀, 호흡, 구토, 월경)로 심한 감염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티
푸스, 농흉, 중증 부비강염, 산기 감염 및 혈액 패혈증의 유형이 있습니다. 또한 (손상된 쇠고기) 감염, 고름 형성, 독감, 신장 염증, 담
낭 및 위장관 욕창 궤양을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파이브 커너스 [각인 ]
파이브 커너스 플라워 에센스는 낮은 자존감, 자신감 부족, 자기 사랑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이 본질은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 사랑,
강인함을 느끼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축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이퍼 [각인 ]
파이퍼의 주요 징후는 단핵구증 (선열), 인후 및 림프선 부종, 극심한 쇠약과 피로, 집중력 및 사고의 어려움, 염증 (목, 폐, 뇌, 신경계,
심장), 현기증, 다량의 발한, 빠른 심장입니다. 박동, 두통, 비장 비대, 간 비대, 황달, 낮은 혈소판 수, 포기에 대한 두려움, 무력감, 억
제 및 박리입니다.

 파킨슨 병 (예방) [각인 ]
- 
성분:  로수바스타틴 칼슘  노니  신나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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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크레아틴 [각인 ]
판크레아틴은 췌장 문제 (예:췌장 제거, 약한 췌장)로 인한 소화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그것은 또한 헛배 부름이나 소화 보
조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토텐산 [각인 ]
비타민 B5로도 알려진 판토텐산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돕고, 적혈구 생성을 개선하고, 면역 및 신경계 기능
을 강화하고, 골관절염과 노화 징후를 줄이고, 저항력을 높이는데 사용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감염, 피부 질환 관리,
부신이 스트레스 해소 및 성 건강과 관련된 호르몬 생성을 돕고, 간 기능을 돕고, 안구 건조증의 통증과 염증을 줄이고, 세포 에너지
생성을 촉진하고, 신진 대사를 개선합니다.

 판토프라졸 [각인 ]
판토프라졸은 양성자 펌프 억제제(PPI)로 알려진 약물 종류에 속하며 특정 위와 식도 문제(예: 위산 역류)를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그것은 위가 만드는 산의 양을 줄임으로써 작동합니다. 판토프라졸은 속쓰림 완화, 궤양 예방, 위산 역류 감소, 위식도 역류 질환
(GERD)으로 인한 손상 치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팔미토일에탄올아마이드 [각인 ]
[새로운] 팔미토일에탄올아마이드는 체내에서 생성되는 지방성 물질로 닭고기 달걀 노른자, 내장육, 대두, 잇꽃, 땅콩 등 다양한 식품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염증과 붓기 감소, 통증 감소, 인지 기능 및 기억력 향상, 면역력 향상, 관절 건강 지원, 우울증 증상 감소, 에
너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잇꽃 기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팻 버너 로션 [각인 ]
이 IC에는 지방 연소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지방 감소를 위해 PEMF 및 기타 IC와 결합하시오. 그것을 로션에 짜서 지방 패드
에 바르시오. 
성분:  성장 호르몬  L- 티록신  메트포르민  NAT 순수 치료 용 케톤  운동 선수를 위한 에너자이저 및 2 그 외...

 페나조피리딘 염산염 [각인 ]
페나조피리딘 염산염은 요로의 하부 (방광 및 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진통제입니다. 통증이나 작열감, 배뇨 증가 및 소변 충동 증가와
같은 비뇨기 증상을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요로 감염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페니부트 (4- 아미노 -3- 페닐부티르산 HCl) [각인 ]
페니부트는 러시아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습니다. 그것은 불안, 우울증; 알코올, 마약 및 벤조디아제핀 약물의 금단; 불면증, 정신
분열증에 사용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용도는 일반화 된 불안과 불면증입니다.

 페닐에틸아민(PEA) [각인 ]
페닐에틸아민(PEA)은 식품(예: 코코아 콩)뿐만 아니라 신체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화학 물질이며 실험실에서 합성할 수 있습니
다. PEA는 중추 신경계에서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하고 신체가 기분 안정에 역할을 하는 특정 화학 물질을 생성하도록 돕습니다. 화
학적으로 PEA는 구조 및 기능이 암페타민과 유사하며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PEA는 불안과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피로 및 낮은 의욕, 뇌 안개, 집중력 및 집중력 저하, 낮은 성욕에 도움이 될 수 있습...

 페퍼민트 [각인 ]
페퍼민트는 워터민트와 스피어민트를 블렌딩하여 만든 하이브리드 민트입니다. 식품 및 기타 제품의 풍미와 향을 개선하는 것 외에
도 수천 년 동안 의약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페퍼민트는 항박테리아, 항바이러스 및 항염 작용을 합니다. 페퍼민트는 에너지 증
진, 피로 해소, 집중력 향상, 두통 및 편두통 완화, 소화기 증상(예: 가스, 팽만감 및 소화 불량) 완화, 과민성 대장 증후군(IBS) 관련 증
상 감소, 염증 감소, 월경 완화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경련, 수면 개선, 식욕 억제, 체중 감소, 부비동 혼잡 완화, 염증 및 ...

 펜벤다졸 [각인 ]
펜벤다졸은 광범위한 동물용 구충제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그것은 개에서 구충, 회충, 편충, 폐사충 및 특정 유형의 촌충과 같은 다
양한 기생충을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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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터민 [각인 ]
펜터민은 암페타민과 유사한 약물로 식욕을 억제하는데 사용됩니다. 그것은 교감신경 흥분성 아민으로 분류됩니다. 펜터민은 배고
픔을 줄이고 더 오래 포만감을 느끼게 하여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운동 및 건강한 식단과 함께 사
용됩니다.

 펩타이드 복합체 [각인 ]
이 복합체는 새로운 펩타이드 신호를 포함합니다. 그것들을 강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 나는 성장 호르몬과 약간의 조직 형성 물질을
첨가했습니다. 
성분:  BPC-157 및 TB-500 펩타이드 블렌드   LL-37 펩티드  소마트로핀  티모신 알파-1 펩티드  GDF-8 펩티드 및 1 그
외...

 펩타이드-미네랄 연체 동물 가수 분해물  [각인 ]
이 IC는 해양 기원의 살아 있는 생물학적 물질인 전통 의학 (연체 동물의 펩타이드-미네랄 가수 분해물) 분야에서 새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기관, 시스템 및 인간 세포에 완전히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다양한 펩타이드, 20 개의 아미노산이 혼합되어 있으
며, 그중 조혈 시스템의 최적 기능과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및 종양에 대한 신체 자체의 보호 능력을 자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
니다. 이 물질의 사용은 신체의 호르몬, 효소 및 산-염기 균형을 안정화시킵니다. 간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최적의 건강의 기초 인 면
역 체...

 편도 [각인 ]
편도는 림프계를 자극하고 신체의 방어 메커니즘을 개선하는데 사용되는 동종 요법 치료법입니다.

 편도선염 (라이프) [PEMF]
편도선의 염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편도선염 및 아데노이드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편도선염과 아데노이드를 치료를 합니다.

 편도체 [각인 ]
비타민 B17이라고도 하는 편도체(실제로 비타민은 아님)는 다양한 견과류, 씨앗 및 식물에서 발견되는 자연 발생 영양소입니다. 살
구 알갱이에서 가장 강력하게 발견됩니다. 아미그달린은 면역 방어 특성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종종 암 치료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혈압을 낮추고, 관절염 통증을 줄이며, 염증을 줄이며, 소화기 건강을 지원하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눈 건
강을 지원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피부 건강 및 피부 세포 재생을 지원하고, 간 건강을 촉진하는데 사용
될 수 있습니...

 편도체 튜너 [PEMF]
이 PEMF는 편도체의 치유를 돕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편두통 [각인 ]
- 
성분:  노니  이부프로펜  신나리진

 편두통 [각인 ]
- 
성분:  신나리진  이부프로펜  노니  수마트립탄  플루옥세틴 및 1 그 외...

 평온 [각인 ]
- 
성분:  델타 수면 유도 펩티드  노니  플루옥세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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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온한 마음 [PEMF]
이 IC는 깊은 질병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정서적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돕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효과는 발생 했을 수 있는 감
정적인 각인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폐 [PEMF]
이 PEMF는 폐와 그 기능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폐 농양 [각인 ]
- 
성분:  아세틸살리실산  시프로플록사신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푸로세미드  가시여지 및 1 그 외...

 폐 및 기관지 염증(라이프)  [PEMF]
폐와 기관지의 염증을 도울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폐 부전 [각인 ]
- 
성분:  푸로세미드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플루옥세틴  가시여지  세티리진 염산염

 폐 지원 [PEMF]
이 IC는 폐의 산소 증가와 세기관지의 가스 교환을 돕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염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폐 에너지를 증가시
키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폐 해독 (라이프) [PEMF]
폐를 정화하고 호흡기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로얄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폐경 리버서 [각인 ]
- 
성분:  유방 방어  에스트라디올  호밀  폐경 완화  폐경 지원

 폐경 및 수면 최적화 [각인 ]
이 IC는 수면과 폐경기 증상을 개선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분:  이노시톨  멜라토닌  폐경 완화  폐경 지원  월경 및 폐경 지원 및 1 그 외...

 폐경 완화 [각인 ]
이 폐경 완화 요법은 폐경과 관련된 일과성 열감 및 경미한 기분 변화를 돕는데 사용됩니다. 이 IC는 순비기나무아과, 승마, 땅개나리
및 플래티눔 메탈리쿰과 같은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폐경 지원 [각인 ]
폐경 지원은 일과성 열감, 수면 장애, 기분 변화, 과민성, 불안 및 성적인 문제와 같은 폐경과 관련된 증상을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폐경기 [각인 ]
- 
성분:  델타 수면 유도 펩티드  플루옥세틴  신나리진

 폐경기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각인 ]
이 IC 복합체는 갱년기 여성을 위한 것입니다.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라디올, 허브, 아로마타제 억제제 및 에스트라디올 해독용 허브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로션이나 크림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으며 겨드랑이 또는 무릎 뒤에 바를 수도 있습니다. 
성분:  유방 방어  에스트라디올  호밀  폐경 완화  아나스트라졸 및 1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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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렴 (폐의 염증) [각인 ]
- 
성분:  덱사메타손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프레드니솔론  아지트로마이신

 폐렴 PEMF [PEMF]
이 PEMF는 특히 폐렴 때 폐 기능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폐렴은 세균성일 수 있으므로 이 IC와 같이울트라 항생제 IC를 사용하시
길 바랍니다.

 폐렴구균 [각인 ]
폐렴 구균은 모든 연령대에서 세균성 폐렴의 가장 흔한 세균 원인입니다. 폐렴은 아주 어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흔합니다.
폐렴구균의 전염은 대부분 폐렴 구균에 감염된 사람의 코나 입에서 또는 아프지 않고 목에 박테리아를 옮기는 사람, 특히 어린이의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됩니다. 폐렴 구균 감염의 위험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서 훨씬 증가하며 급성 부비강염, 중이염, 수막염, 골
수염, 패 혈성 관절염, 심내막염, 복막염 및 심낭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폐렴구균-13 Vax 200K [각인 ]
폐렴구균-13 Vax 200K는 폐렴균 혈청형 1, 3, 4, 5, 6A, 6B, 7F, 9V, 14, F1, 23F의 캡슐 항원 당류의 멸균 용액을 함유한 폐렴구균
백신으로 만든 동종요법 치료제입니다. 백신으로 인한 부상이나 부작용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을 낮추려면 "폐렴구
균-13 Vax 30K"를 사용하십시오. 더 좋은 효능을 얻으려면 "폐렴구균-13 Vax MK" 또는 "폐렴구균-13 Vax XMK"를 사용하시오.

 폐렴구균-13 Vax 30K [각인 ]
폐렴구균-13 Vax 30K는 폐렴균 1, 3, 4, 5, 6A, 6B, 7F, 9V, 14,19FA,C,19FA, 18, 19FA, 19FA,19FA, 19FA,19FA,19FA,
19FA,19FA,14,19F18, 19F18, 19F18, 14, 19F18 , 23F 으로 만든 동종요법제입니다. 백신으로 인한 부상이나 부작용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좋은 효능을 위해서는 "폐렴구균-13 Vax 200K", "폐렴구균-13 Vax MK" 또는 "폐렴구균-13 Vax XMK"를
사용하시오.

 폐렴구균-13 Vax MK [각인 ]
폐렴구균-13 Vax MK는 폐렴균 혈청형 1, 3, 4, 5, 6A, 6B, 7F, 9V, 14, 9A, 9V, 14, 9A, 18C, 1, 3, 4, 5, 6A, 14, 9A, 18C, 1, 3, 4, 5,
6A, 14, 9A, 18C, 23F 으로 만든 동종요법제입니다. 백신으로 인한 부상이나 부작용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낮은 효능의
경우 "폐렴구균-13 Vax 30K" 또는 "폐렴구균-13 Vax 200K"를 사용하시오. 더 좋은 효능을 위해서는 "폐렴구균-13 Vax XMK"를 사
용하시오.

 폐렴구균-13 Vax XMK [각인 ]
폐렴구균-13 Vax XMK는 폐렴균 혈청형 1, 3, 4, 5, 6A, 6B, 7F, 9V, 14,19,9A,C, 23F의 캡슐 항원 당류의 멸균 용액을 함유한 폐렴
구균 백신으로 만든 동종요법 치료제입니다. 백신으로 인한 부상이나 부작용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낮은 효능의 경우
"폐렴구균-13 Vax 30K", "폐렴구균-13 Vax 200K" 또는 "폐렴구균-13 Vax MK"를 사용하시오.

 폐렴구균-7 Vax 200K  [각인 ]
폐렴구균-7 Vax 200K는 폐렴균 혈청형 4, 6B, 9V, 14, 18C, 19F, 23F의 캡슐 항원 당류의 멸균 용액을 함유하는 폐렴구균 백신으로
만든 동종요법 치료제입니다. 백신으로 인한 부상이나 부작용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효능을 위해서는 "폐렴구
균-7 Vax MK" 또는 "폐렴구균-7 Vax XMK"를 사용하시오.

 폐렴구균-7 Vax MK  [각인 ]
폐렴구균-7 Vax MK는 폐렴균 혈청형 4, 6B, 9V, 14, 18C, 19F 및 23F의 캡슐 항원 당류의 멸균 용액을 포함하는 폐렴구균 백신으로
만든 동종요법 치료제입니다. 백신으로 인한 부상이나 부작용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을 낮추려면 "폐렴구균-7 Vax
200K"를 사용하시오. 더 whg은 효능을 얻으려면 "폐렴구균-7 Vax XMK"를 사용하시오.

 폐렴구균-7 Vax XMK [각인 ]
폐렴구균-7 Vax XMK는 폐렴균 혈청형 4, 6B, 9V, 14, 18C, 19F 및 23F의 캡슐 항원 당류의 멸균 용액을 포함하는 폐렴구균 백신으
로 만든 동종요법 치료제입니다. 백신으로 인한 부상이나 부작용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가를 낮추려면 "폐렴구균-7
Vax 200K" 또는 "폐렴구균-7 Vax MK"를 사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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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출혈, 객혈 [각인 ]
- 
성분: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프레드니솔론  가시여지

 포괄적 인 부신 지원 영양소 [각인 ]
이것은 비타민, 미네랄, 식물 및 선 추출물을 포함한 매우 포괄적인 영양소 세트입니다. 적절한 부신 기능에는 비타민 C, B 복합 비타
민, 아연 및 기타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부신은 또한 말산, 홍경천, 콜린, 감귤류 바이오 플라보노이드 및 부신 및 뇌하수체의 선 추출
물을 포함한 다른 영양소에 의해 영양을 공급 받고 지원됩니다. 이 모든 영양소와 다른 영양소가 이 포뮬러에 모입니다. 피로와 피로
가 지배적 인 문제인 만성 스트레스를받는 모든 사람에게 표시됩니다. '유선'과 불안을 느끼는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표시되지...

 포도상구균 일반 (라이프) [PEMF]
포도상구균 박테리아로 인한 감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포도속 [각인 ]
포도속은 성인 발병 당뇨병, 간 및 담낭 질환, 만성 염증 및 위와 십이지장의 궤양, 말초 순환 장애, 면역계 자극 및 선 기능과 관련된
증상을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포도씨 추출물 [각인 ]
[새로운] 포도씨 추출물은 와인 포도의 씨앗에서 추출됩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프로안토시아니딘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포
도씨 추출물은 혈압을 낮추고, 산화 손상을 줄이며, 혈류를 개선하고, 뇌 건강을 지원하고, 간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고, 상처 치유
를 개선하고, 뼈의 강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포스파티딜세린 [각인 ]
포스파티딜세린은 인지질이며 세포막의 구성 요소입니다. 인체는 포스파티딜세린을 만들 수 있지만 음식에서 필요한 대부분을 얻습
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기억력을 돕고, 연령 관련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고, 기분을 돕고, 우울증을 퇴치합니다.

 포스파티딜세린 복합체 [각인 ]
포스파티딜세린 컴플렉스는 인지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포스파티딜 세린과 은행 나무 빌로바, 혼합 토코페롤 및 구투 콜라를 결합합
니다. 알츠하이머 병, 연령 관련 정신 기능 저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 및 우울증에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정신과 기억
을 예리하게 유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포스파티딜세린 복합체는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예방하며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포스파티딜콜린 [각인 ]
포스파티딜콜린은 인지질의 한 종류이며 생물학적 막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포스파티딜콜린은 간 건강을 지원하고, 독소 손상으
로부터 간 세포를 보호하고, 알코올성 간 지방증, 약물 유발 성 간 손상 및 간염을 포함한 간 질환을 돕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 및 간 염증의 지방 축적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포스파티딜 콜린은 또한 뇌 건강을 촉진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지원
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포자 기반 프로바이오틱 [각인 ]
이 포자 기반 프로바이오틱에는 인도기러기 종, 고초균, 바실러스 코아귤런스, 바실러스 리체니포르미스 및 클라우시이를 포함한 5
종의 바실러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비타민과 항산화제를 생산하는 것 외에도 건강한 프로바이오틱스의 전체 스펙
트럼의 식민지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미생물 군유 전체가 면역, 소화 및 일반적인 건강에 기여한다는 증거가 빠르게 증가하
고 있으므로 사실상 모든 치료 프로그램에서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상태에는 SIBO, 신경 학적 상태, IBS 및 크론 병 및 궤양 성
대장염과 같은 염...

 포진 (라이프) [PEMF]
포진 바이러스 (HSV)로 인한 감염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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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각인 ]
이 물질은 지질과 단백질의 대사를 정상화하고 간을 강화하며 해독 기능을 향상시키고 피로를 완화하며 영양소 흡수를 향상시킵니
다. 간 지방 변성, 간염 (독성 간염, 약물 또는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간 손상 포함), 간경변 및 여러 질병과 관련된 간 기능 장애를 치료
하는데 사용됩니다.

 폴리쿨린 200k [각인 ]
폴리쿨린은 월경전 증후군 (PMS), PMS로 인한 두통, 생리통, 월경 경련, 불규칙한 생리, 편두통, 불임, 갱년기 증상, 체중 증가 및 비
만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있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월경주기를 정상화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폴산 [각인 ]
폴산은 일반적으로 렌즈 콩, 오렌지, 통밀 제품, 녹색 잎 채소, 아스파라거스, 비트, 브로콜리 및 브뤼셀 콩나물과 같은 식품에서 일반
적으로 발견되는 비타민 B 유형입니다. 엽산은 열에 매우 민감하며 요리를 통해 쉽게 파괴 될 수 있으므로 식사 할 때 충분히 섭취하
지 못 할 수 있습니다. 풀산은 신체가 새로운 세포를 생성 및 유지하도록 돕고, 세포 분열에 중요한 역할을하며, 정상적인 혈액 생성
및 정신 기능에 기여하고, 피로를 줄이며, 임신 중 태아 발달에 필요합니다.

 푸로세미드 [각인 ]
푸로세미드는 울혈 성 심부전, 간 질환 또는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체액 축적을 치료합니다. 경증에서 중등도의 고혈압 치료에
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풀사틸라 30C [각인 ]
바람의 꽃으로도 알려진 풀 사틸라는 감기와 독감, 경련성 젖은 기침, 미각이나 후각의 상실에 도움이 되는 동종 요법 치료법입니다.
또한 우울증, 기분 변화, 월 경전 증후군 (PMS), 생리통, 월경통 / 경련, 두통, 결막염, 분홍색 눈, 다래끼, 부비동염, 수두, 불안, 귀 감
염 및 진통을 관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풍요를 위한 치료제 [각인 ]
풍요를 위한 해결은 부정적인 생각, 가족 패턴, 방해 행위 및 부족에 대한 두려움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써 재정뿐만 아니라 모든 수준에서 큰 부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IC(정보 물질이)는 블루벨 꽃, 보아브 꽃, 크리스마
스벨 꽃, 파이브 코너스 꽃, 왁스 꽃, 핑크 플라넬 꽃, 서던 크로스 꽃 및 선샤인 와틀 꽃의 에센스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풍진 [각인 ]
독일 홍역으로도 알려진 풍진은 풍진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성 감염입니다. 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의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 전염됩
니다. 풍진의 증상은 얼굴에서 시작하여 몸 전체로 퍼지는 발진입니다. 다른 증상으로는 근육 및 관절통, 림프절 부종 및 압통, 두통,
저열, 안구 염증, 쇠약, 뻣뻣함, 피로, 비장 비대, 백내장, 유산, 뇌 및 척수 염증, 다발성 경화증, 청소년 당뇨병, 학습 장애, 폐증 등이
있습니다.

 풍진 (독일 홍역) 바이러스  [PEMF]
이 PEMF는 풍진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프랑스 해양 소나무 껍질 추출물  [각인 ]
프랑스 해상 소나무는 프랑스 남서부 해안을 따라 자랍니다. 이 껍질 추출물은 포도당 수치를 낮추고 심장 및 혈관 문제를 해결하여
당뇨병을 돕습니다. 또한 발기 부전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고, 운동 능력을 높이고, 뇌 기능을 높이고, 시차 증상을 줄이는데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프레가발린 [각인 ]
프레가발린은 당뇨병, 대상 포진 또는 척수 손상으로 인한 신경 병성 통증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항 경련제입니다. 또한 섬유근통
(근육통 및 뻣뻣함), 간질 및 범 불안 장애를 돕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프레그네놀론 [각인 ]
프레그네놀론은 "마스터"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로 만든 프레그네놀론은 프로게스테론과 DHEA의
전구체이며, 이들은 그 자체로 코티솔,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및 기타 여러 스테로이드 호르몬 중간체의 전구체입니다. 프레그
네놀론은 피로, 만성 염증, 낮은 면역력, 우울증 및 일반적인 부신 지원에 사용됩니다.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olyenylphosphatidyl-choli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folliculinum-200k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folic-acid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furosemid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ulsatilla-30c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bund-remedy-australian-bush-flower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rubella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rubella-german-measles-virus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french-maritime-pine-bark-extract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regabalin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regnenolone


 프레드니손 [각인 ]
프레드니손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처방되는 스테로이드 항염증제 중 하나입니다. 관절염, 루푸스, 크론 병 및 궤양 성 대장염, 경피
증, 편평 태선 등의자가 면역 질환 치료에 사용됩니다.

 프레드니솔론 [각인 ]
프레드니솔론은 알레르기, 염증성 질환,자가 면역 질환 및 암 치료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상태 중 일부에는 부신피질 기능 부전, 고혈
압 칼슘,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 질환, 궤양성 대장염, 심낭염, 크론 병, 피부염, 안구 염증, 천식, 급성 림프 모 구성 백혈병 및자가 면
역 간염, 다발성 경화증이 포함됩니다.

 프로게스테론 [각인 ]
"임신 호르몬"이라고도 하는 프로게스테론은 주로 난소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나 부신에서는 소량이 만들어집니다. 생리
주기, 생식력 및 임신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폐경기 동안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면 안면 홍조, 질 건조증, 기분
변화, 건조한 피부, 수면 장애와 같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프로게스테론은 프로게스테론 수치를 높이고 폐경 증상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게스테론은 피부 건강을 개선하고 노화 징후를 줄이며 뼈 손실을 줄이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게스테론 부스터 [각인 ]
- 
성분:  아나스트라졸  유방 방어  마카  프레그네놀론  프로게스테론 블렌드 크림 및 1 그 외...

 프로게스테론 블렌드 크림 [각인 ]
프로게스테론 블렌드 크림은 폐경기 증상을 줄이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풀빅 추출물, 필수 인지질, EPO, 시어 버터, 순
결 나무, 동 콰이, 홍경천, 인삼, 알로에, 라벤더 오일, 대마유, 아몬드 오일, ALA, 비타민 E, 그리고 비타민 A로 만들어졌습니다.

 프로게스테론 크림 1  [각인 ]
프로게스테론은 난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월경 주기와 임신 초기 단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프로게스테론 크
림은 갱년기 증상(일과성 열감 및 식은땀 등) 완화, 출혈 패턴의 변화 감소, PMS 유형 증상 감소, 월경 주기 정상화, 기분 변화 감소 및
웰빙 느낌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프로게스테론, 우엉 뿌리, 달맞이꽃 및 포도씨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프로바이오틱 12 [각인 ]
프로바이오틱 12는 건강한 장 환경을 지원하는 12개의 프로바이오틱 박테리아 균주의 조합입니다. 소화를 돕고, 배변을 촉진하고,
건강한 면역 체계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미생물총 생성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락토바실러스 람노서
스,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락토바실러스 카제이,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살리바리우스, 비피도박테리
움 롱굼, 스트렙토코커스 써모필러스,락토바실러스 벌가리피더카스.

 프로바이오틱 3 [각인 ]
프로바이오틱 3 (비피도박테륨, 락토바실루스 아시도필루스 및 엔테로코커스 패시움)은 장내 세균총을 유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
니다.

 프로클로르페라진 [각인 ]
프로클로르페라진은 암 치료와 관련된 메스꺼움 및 구토 예방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미로 염과 관련된 편두통 및 현기
증을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피로와 진정은 일반적인 부작용입니다. 운전 또는 기타 중장비 사용 6 시간 전에는이 IC를 사용하지 마
시오. 최초 사용은 개별적인 내성과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통제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프로테우스 불가리스 [각인 ]
프로테우스 불가리스는 갑작스럽고 격렬한 신경계 증상("브레인 스톰")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장 비강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
다. 그것은 푹 빠져서 바닥에 몸을 던지고 쉬지 않고 비명을 지르는 아이들을 돕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테우스 불가리스는 또
한 관상 순환의 경련과 하지의 순환을 돕고 레이노병, 십이지장 궤양, 근육 경련 및 고통스러운 헤르페스 발진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redniso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rednisolo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rogesterone
http://www.infopathy.com/ko/combinations/progesterone-booster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anastrazol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breast-defens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m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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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rogesterone-blend-c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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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robiotic-3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rochlorperazine
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proteus-vulgaris


 프루티 홉 [각인 ]
홉은 홉 식물의 꽃이 피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맥주를 양조하고 음식에 풍미를 더하는데 사용됩니다. 홉은 또한 불안, 불
면증 및 기타 수면 장애, 안절부절, 긴장,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 흥분성, 신경과민, 염증, 폐경기 증상(안면 홍조 등 및
야간 발한), 우울증, 기분 및 소화 불량. 이 IC는 전체 콘 홉과 과일 추출물로 만들어졌습니다.

 프리 + 프로바이오틱  [각인 ]
프리 + 프로바이오틱은 장내 세균총을 지원하고 면역 체계 기능을 개선하며 최적의 소화 시스템 건강을 촉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의 혼합물입니다. 이 IC는갈락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프락토올리고당, 비피도박테리움 롱
검,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비피도박테리움 인판티스,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및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프린지 바이올렛 [각인 ]
프린지 바이올렛은 충격이나 외상으로 인한 아우라 손상을 복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쁜 소식이나 수술과 같은 최근 또는
오래된 외상의 영향을 제거합니다. 강간이나 폭행 후 신체 접촉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고 정신적 보호뿐만 아니라 육체와 에테르 체
의 재 통합을 제공합니다. 이 치료제는 출생 후 며칠 동안 전방 천문에 몇 방울을 떨어뜨려 신생아의 에너지 장을 보호하는데에도 좋
습니다.

 프스리노힐 [각인 ]
프스리노힐은 주로 만성 피부 질환 발생과 관련된 과정을 극복하고 되돌릴 수 있도록 만성 질환에 사용됩니다.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
다: 모든 유형의 피부 질환, 급성 및 만성 기관지염, 위염, 무 반응 신경증 증후군, 심혈관 질환 및 일반적인 만성 질환 때 도움됩니다.

 프테로스틸벤 [각인 ]
프테로스틸벤은 블루베리, 포도 잎, 아몬드, 땅콩을 포함한 다양한 식물과 견과류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항산화제입니다. 레스베
라트롤(폴리페놀)과 유사한 구조와 작용을 가진 메틸화 스틸벤입니다. 일반적으로 당뇨병과 혈당 상승, 심혈관 건강 및 인지 기능을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체중 감량 지원, 염증 감소, 기억력 향상,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프테로스틸벤은 또한
DNA 복구에 역할을 하여 건강한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플란넬 꽃 [각인 ]
플란넬 꽃 에센스는 신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정서적 친밀감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이 본질은 신뢰를 돕고 가장 내면의 감
정을 구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플란넬 플라워 에센스는 개인적인 경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또한 남성이 더
부드럽고 민감해지도록 돕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플란넬 플라워 에센스는 모두에게 개방성과 신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플럼범 메탈리컴 30C [각인 ]
일반적으로 납이라고 불리는 플럼범 메탈리컴은 납 중독 치료에 사용되는 동종 요법 치료법입니다. 또한 손상된 신경뿐만 아니라 변
비를 동반하는 복통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플레우라 토닝 [녹음된]
이 가청 IC는 흉막을 조율하고 흉막염을 돕습니다.

 플로럴 홉 [각인 ]
홉은 홉 식물의 꽃이 피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맥주를 양조하고 음식에 풍미를 더하는데 사용됩니다. 홉은 또한 불안, 불
면증 및 기타 수면 장애, 안절부절, 긴장,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 흥분성, 신경과민, 염증, 폐경기 증상(안면 홍조 등 및
야간 발한), 우울증, 기분 및 소화 불량에 도움이 됩니다. 이 IC는 전체 콘 홉과 꽃 추출물로 만들어졌습니다.

 플루버말 플루벤다졸 [각인 ]
이 화합물은 기생충에 대한 인간 및 수의학에 널리 사용되는 약물인 벤즈이미다졸 카르바메이트 그룹에 속합니다. 플루벤다졸의 작
용 분자 메커니즘은 튜불린에 대한 특이적인 결합에 기반하여 미 세관 구조 및 기능을 파괴하고 기생충의 흡수성 조직에서 분비성 소
포의 미 세관 매개 수송을 방해합니다. 벤즈이미다졸 유도체의 미세 소관 파괴 특성은 최근 가능한 항암제로 이러한 화합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미니 리뷰에서는 골수종, 백혈병, 신경 모세포종, 유방암, 결장 직장암 및 흑색 종을 포함한 선택된 인
간 악성 세포에 대한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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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루옥세틴 [각인 ]
플루옥세틴은 주요 우울 장애 (MDD), 신경성 폭식증, 강박 장애 (OCD), 공황 장애 및 월경 전 불쾌 장애 (PMDD)를 치료하는데 사용
됩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및 사회 불안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플루코나졸 [각인 ]
플루코나졸은 주로 입, 인후, 식도, 폐, 방광, 생식기 부위 및 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곰팡이 칸디다에 의해 유발되는 곰팡이 감염
을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골수 이식으로 인해 면역 체계가 약화 된 사람들의 칸디다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피나스테리드 [각인 ]
피나스테리드는 비대해진 전립선 치료에 사용됩니다. 경증에서 중등도의 남성 탈모를 가진 남성의 모발 재성장을 자극하는데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나스테리드는 여성의 과도한 모발 성장을 치료하고 트랜스젠더 여성을 위한 호르몬 요법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넬리아 & 목련 나무 껍질 포뮬라  [각인 ]
피넬리아 & 목련 나무 껍질 포뮬라는 다양한 호흡기, 소화기 및 감정 불안전한 상태를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중국 허브의 조합
입니다. 일부 징후에는 위산 역류, 호흡 곤란, 기관지염, 과도한 가래를 동반한 기침, 감정적 불안정, 우울증, 위장 장애, 만성 후두염,
메니에르병, 입덧, 멀미, 메스꺼움, 월경전 증후군, 코골이, 삼키기 어려움, 목구멍에 무언가가 있고, 쌕쌕거림, 구토에 도움이 됩니
다. 한의학에서 피넬리아 & 목련 나무 껍질 포뮬라는 기를 움직이게 하고, 침체를 완화하고, 반항적인 기를 아래로 향하게 하고, 가...

 피라세탐 [각인 ]
피라세탐은인지 문제를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집중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
고, "인지 문제"의 느낌을 줄이고 정신적 명료성을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라세탐 애니라세탐 스택 [각인 ]
이 IC 복합체에는 두 가지 인기 있는 라세탐 노오트로픽: 피라세탐과 애니라세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IC 복합체는 기억력, 집중
력, 정신 선명도, 기분 및 생산성을 높이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분:  피라세탐  애니라세탐

 피라세탐 프로토콜 스택 [각인 ]
콜린 공급원인 피라세탐, 칼륨 및 로디올라와 함께 ALCAR - 무한한 사고방식의 조나단 로즈랜드가 개발한 "피라세탐 프로토콜" 누
트로픽스택은 스마트 약물의 대부인 피라세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개발했습니다. 
성분:  피라세탐  아세틸 - L- 카르니틴   알파 GPC  칼륨  로디올라 로제아

 피로로퀴놀린 퀴논(PQQ) [각인 ]
때때로 메톡사틴이라고도 하는 피로로퀴놀린 퀴논(PQQ)은 세포 내, 특히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산화 손상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은 퀴논 분자입니다. PQQ는 건강한 노화를 지원하며 주로 세포 에너지 생산을 최적화하여 피로나 전반적인 약점을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염증을 돕고 당뇨병을 관리하며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혈관 및 인지 건
강 모두에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PQQ는 인간의 모유뿐만 아니라 키위, 피망과 같은 과일과 채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피리독살 5'- 인산염 (활성 형태의 비타민 B6)  [각인 ]
피리독살 5'- 인산염은 비타민 B6의 활성 형태이며 체내에서 100 가지 이상의 중요한 효소 과정에 필요합니다. 염증 감소, 면역 체계
기능 향상,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기분 개선, 이완에 도움, 우울증 증상 감소, 눈 건강 증진 및 안구 질환 예방, 갑상선 기능 지원, 심
장 질환 위험 감소, 항체 생성 촉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혈구는 헤모글로빈 생성을 돕고 뇌 건강과 신경계 기능을 지원하
며 월경전 증후군 (PMS)의 증상을 치료합니다.

 피버퓨 [각인 ]
피버퓨(휘브휴)는 전통적으로 열을 내리고 편두통을 치료하며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염증을 줄이고 혈관 이완을 치료하는데 사용
되는 약용 식물입니다. 또한 월경과 관련된 문제를 완화하고 진통 기간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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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감각 수용체 지원 [PEMF]
이 IC는 신호 처리 및 해석을 위해 감각 수용체, 말초 감각 뉴런, 뇌 세포 및 뇌의 중추 신경계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 및 상처 치유 [각인 ]
- 
성분:  아세틸살리실산  아르니카 몬타나 1M  코엔자임 합성물  필수 아미노산 복합체  오메가 -3 / 폴리페놀 조합 및 1 그
외...

 피부 위한 합성물 [각인 ]
피부 위한 여드름, 습진 및 알레르기 성 피부염과 같은 지속적인 피부 상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데 사용되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
다.

 피부 주름 [각인 ]
이것은 노화 방지 및 피부 건강을 포함한 결합 조직 강화에 중점을 둔 영양소의 선택입니다. 
성분:  알로에 베라 젤  비오틴  콜라겐 펩타이드  성장 호르몬  오메가 -3 / 폴리페놀 조합 및 1 그 외...

 피부 주름 [각인 ]
안티에이징과 피부 건강을 포함한 결합 조직 강화에 중점을 둔 엄선된 영양소입니다. 
성분:  알로에 베라 젤  콜라겐 펩타이드  성장 호르몬  오메가 -3 / 폴리페놀 조합  BPC-157 및 TB-500 펩타이드 블렌드
및 1 그 외...

 피부 지원 [각인 ]
이 IC는 습진, 건조함, 가려움, 궤양, 갈라짐, 베인 상처 및 흉터와 같은 피부 애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독성 과부하,
눈 염증, 눈꺼풀 낭종, 결합 조직의 체액 축적, 세포 및 노폐물, 비만 및 만성 변비로 이어지는 대사 불균형을 돕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
다.

 피부 질환 [각인 ]
- 
성분:  덱사메타손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프레드니솔론  가시여지  세티리진 염산염

 피부 해독 지원 [PEMF]
이 IC는 신체에서 원치 않는 제품의 배설 및 호흡과 신체의 해독을 도울 수 있습니다. 피부, 폐 및 장의 점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
다.

 피부병 [각인 ]
- 
성분:  알로에 베라 젤  아지트로마이신  세티리진 염산염  피부 위한 합성물  덱사메타손 및 1 그 외...

 피부암 지원 [각인 ]
- 
성분:  커큐민 + DHA + 생강  다브라페닙  덱사메타손  EGCg (녹차 추출물)  플루버말 플루벤다졸 및 1 그 외...

 피부암 지원 2.0  [각인 ]
- 
성분:  다브라페닙  덱사메타손  EGCg (녹차 추출물)  플루버말 플루벤다졸  트라메티닙 및 1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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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와 곰팡이 [각인 ]
- 
성분:  아르니카  칸디다 알비칸스  피부 위한 합성물  플루코나졸  자몽 종자 추출물 및 1 그 외...

 피부와 상처 [PEMF]
이 PEMF는 상처 치유를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상처가 나아질 때까지 매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문제
가 나아지지 않으면 항상 치료를 받으시오. 상처나 피부 손상이 있는 부위에 IC Pad를 놓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됩니다. 아르니카,
트라우밀, 프소리노힐, 코르티손, 항생제, 생장호르몬 등과 같은 인포슈티컬즈를 항상 추가하여 치유 속도를 높이시오!

 피세틴 [각인 ]
피세틴(3,3',4',7-테트라하이드록시플라본)은 바이오플라보노이드 항산화제로 딸기, 사과, 포도, 망고, 양파, 오이와 같은 다양한 과
일과 채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피세틴이 항염증제, 화학예방제, 화학요법제, 노화방지제 및 노화방지제로서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피세틴은 손상된 DNA의 복제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염증 감소, 심장 건강 증진, 기
억력 향상, 혈당 수치 조절, 우울증 및 불안 감소, 건강한 세포 지원, 피부 건강 개선, 인지 기능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흥미
롭...

 피크노제놀 [각인 ]
프랑스 해상 소나무 껍질로도 알려진 피크노제놀은 항산화 지원을 제공하여 혈관 건강과 완전한 혈관 건강을 촉진합니다. 콜라겐 막
과 혈관의 완전성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인지 기능 개선, 면역 체계 강화, 심혈관 건강 증진, 이명 치료, 노화 징후 감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 관리 및 대사 증후군 치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 트레이닝 파워 IC 여성  [각인 ]
이 IC 복합체는 스포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성분:  크레아틴  필수 아미노산  아나스트라졸  성장 호르몬  마카

 핀웜(라이프) [PEMF]
어린이에게 자주 발견되는 장내 벌레 핀웜의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각인 ]
필수 아미노산은 내부적으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식이 요법이나 보충제를 통해 얻어야 합니다. 이 아미노산은 에너지 생산, 간 해
독, 결합 조직 완전성, 면역 건강 및 신체의 거의 모든 중요한 과정을 위해 근육량을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합니다. 이 포뮬러는 활
용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운동 선수뿐만 아니라 만성적으로 아프고 체중 감소의 위험이 있거나 피로 및 / 또는 빈혈로 고통받는 사람
들에게 적합합니다. L-류신, L-발린, L-이소류신, L-리신, L-트립토판, L-페닐알라닌, L-트레오닌, L-메티오닌, L-트립토판.

 필수 아미노산 복합체 [각인 ]
필수 아미노산은 신체가 만들 수없는 아미노산이므로 식품 및 보충제와 같은 외부 공급원을 통해 얻어야 합니다. 그들은 적절한 신체
기능에 필요하며 신체의 체액 수준의 균형을 맞추고 세포를 복구하며 효소를 생산하는 동시에 에너지 대사를 촉진합니다. 필수 아미
노산 복합체는 격렬한 운동을 지원하고, 근육 단백질 합성을 돕고, 운동 후 회복을 촉진하고, 뼈와 근력을 구축하기 위해 복용 할 수
있습니다. 근육량을 유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므로 노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L- 히스티딘, L- 이소류신, L- 류신,
L-...

 필수 오메가 -3  [각인 ]
필수 오메가 -3는 심혈관 기능, 뇌 기능, 근골격 건강 및 면역 체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분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이 IC는 생선 오일로 만들어졌으며 에이코사펜타에노산(EPA) 및 도코사헥사에노산 (DHA)를 포함한 오메가 -3 지방산을 포함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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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물라 물라 [각인 ]
핑크 물라 물라 에센스는 정신에 깊은 영적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깊은 영적 치유를 제공합니다. 또한, 핑크 물
라 물라 에센스는 사람들을 멀리하기 위해 경비원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고립되어 있고 매우 깊이 느낄 수있
는 상처, 잘못 또는 불의를 해결할 수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동기를 의심
하게 만들어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

 하나됨과 단결 (솔페지오) [녹음된]
이 솔페지오 주파수는 다소 강력하며 송과선 활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됨으로 돌아가고 당신의 더 높은 자아와 연결되
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4-6 주 동안 최소 15 분 동안 일주일에 3 번 이상이 IC를 들으시오. 편안한 중간 /
낮은 수준으로 볼륨을 조정합니다.

 하와이안 스피루리나 [각인 ]
하와이안 스피루리나는 남조류에서 추출한 슈퍼푸드인 스피루리나의 고유한 우수한 균주입니다. 건강한 노화를 지원하고, 면역 체
계를 강화하고, 세포 건강을 지원하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위한 영양을 제공하고, 정상적인 콜레스테롤 및 지질 프로필
을 지원하고, 알레르기를 개선하고, 해독을 촉진하고, 염증을 감소시키고, 갑상선 건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살충제나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은 신선한 하와이 대수층에서 하와이 코나에서 자란 하와이 스피루리나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이드로모르폰 [각인 ]
하이드로몰폰으로도 알려진 하이드로모르폰은 중등도에서 심한 통증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오피오이드입니다.

 하이드로셀(라이프) [PEMF]
하이드로셀 주파수입니다. 수종은 한쪽 또는 양쪽 고환 주위에 체액이 축적되어 음낭이나 사타구니 부위가 부어오르는 현상입니다.

 하이드로코돈과 아세트아미노펜 [각인 ]
노르코는 아편 진통제 하이드로 코돈과 아세트 아미노펜을 결합한 광범위한 처방의 진통제입니다. 표준 NSAID 진통제가 부적절 할
때마다 진통제로 처방됩니다.

 하이드록소코발라민(비타민 B12) [각인 ]
하이드록소코발라민은 비타민 B12의 독특한 형태로 체내에서 메틸코발라민과 아데노실코발라민(비타민 B12의 두 가지 조효소 형
태)으로 더 쉽게 전환됩니다. 결과적으로 하이드록소코발라민은 비타민 B12의 효과적인 광범위 형태로 작용합니다. 하이드록소코
발라민은 종종 심각한 비타민 B12 결핍증 환자를 치료하는데 사용됩니다.

 하이드록시메틸부티레이트(HMB)  [각인 ]
하이드록시메틸부티레이트(HMB)는 아미노산 류신의 자연 발생 대사 산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HMB를 보충하면 신체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근육 성장 촉진, 근육 손실 감소, 근력 및 신체 구성 개선, 근육 피로 완화, 운동 회복 개선, 지방 연소에 도움이 될 수 있
습니다.

 하이드록시카바마이드 [각인 ]
하이드록시우레아라고도 알려진 하이드록시카바미드는 세포가 DNA를 만들고 복구하는 것을 막는 대사물질로 분류되는 약물입니
다. 하이드록시카바마이드는 겸상 적혈구 질환,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만성 골수성 백혈병(CML) 및 자궁경부암에 사용될 수 있습니
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 [각인 ]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항말라리아제와 함께 항염증제로 분류됩니다. 관절의 통증, 뻣뻣함 및 부기의 증상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
습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소아 관절염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 기생충 [각인 ]
이 치료제는 벼룩,이, 천공 개선충 및 참 진드기, 유충 및 성인 선형 동물, 편형동물류 및 일부 디스토마류와 같은 피부 기생충으로 인
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사용됩니다 (트리코세파로시스 및 기타). IC는 프라지콴텔, 이버멕틴및 염산염으로 준비되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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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염증 복합체 [각인 ]
항 염증 복합체는 신체의 염증과 통증을 줄이기 위해 함께 작용하는 천연 식물 추출물의 조합입니다. 또한 면역 체계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케르세틴, 강황, 브로 멜라인 (파인애플 줄기에서 추출) 및 생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항공 여행 지원 [PEMF]
이 IC는 시차, 소화 문제, 불면증, 수면 장애 및 광범위한 거리와 시간대 이동으로 인한 부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항균 [각인 ]
- 
성분:  가시여지

 항바이러스 버섯 [각인 ]
항바이러스 버섯에는 계절 변화에 대처하는 버섯이 들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헤르페스(HSV), 단핵구증(NID), 간염, 인유두종
(HPV), AIDS(HIV), 엡스타인 바(EBV)와 같은 바이러스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유기농 약
용 버섯과 곰팡이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항바이러스/항박테리아/항진균 [각인 ]
이 IC는 항바이러스/항박테리아/항진균 혼합물은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항진균, 항염증, 항산화, 항당뇨병 및 면역 강화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IC는 폐, 심장, 심낭, 심내막, 내장, 맹장, 흉선, 간, 부신 및 갑상선의 생리적 기관 주파수; 비타민 C; 비타민 D;
오레가노 오일; 불안, 스트레스에 대한 동종 요법 및 다음 노소드 - 독감 A 및 B, 결핵, 헤르페스, 콕사키, 백일해, DPT, MMR, 황열병,
폐렴, 말라리아, 마이코플라스마, 소아마비 및 로타바이러스로 만들어졌습니다.

 항산화 포뮬러 [각인 ]
항산화 포뮬라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기와 독감으로부터 보호하고, 상처 치유를 돕고, 면
역 체계를 강화하고, 알레르기를 돕습니다. 이 IC는 비타민 E,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아스코르빌 팔미 테이트, 아연, 셀
레늄, 베타 카로틴, 밀크 씨 슬, 천연 카로티노이드 및 N- 아세틸 -L- 시스테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항생제 복합체 [각인 ]
광범위항생제 지원. 
성분:  항 염증 복합체  아지트로마이신  클라리스로마이신  독시사이클린  사카로미세스 및 1 그 외...

 항생제 복합체 [각인 ]
광범위항생제 지원. 
성분:  AHCC  클라리스로마이신  독시사이클린  실버 하이드로졸  사카로미세스 및 1 그 외...

 해결 염증 [각인 ]
해결 염증은 염증의 해결 단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SPM(전문 해결 중재자)을 고농축으로 함유한 오메가-3 지방산의 혼합물입니다.
염증의 해결 단계는 조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감염 또는 손상 부위에서 염증 세포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세포 이벤트를 조절하는 매
개자를 포함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 IC는 어유, EPA(에이코사펜타엔산), DHA(도코사헥사엔산), 17-HDHA(17-하이드록시-도
코사헥사엔산), 18-HEPE(18-하이드록시-에이코사펜타엔산) 및 14-HDHA(14-하이드록시-도코사헥사엔산)의 도움으로 만들어졌
습...

 해독 [PEMF]
간에서 몸을 돌볼 수 있도록 독소를 제거합니다. 이 기능은 장에 흡수 된 영양소를 처리하는 등 간의 해독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간
세포와 그 대사를 지원하여보다 효율적으로 흡수되고, 혈액 구성을 조절하여 단백질, 지방 및 당분의 균형을 맞추고 오래된 혈액을
파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혈액 세포, 혈액 응고를 돕는 필수 화학 물질을 생산하고, 알코올과 약물을 분해 및 대사하고, 필수 단백
질과 콜레스테롤을 생성하고, 빌리루빈, 암모니아 및 기타를 포함하여 혈류에서 독소를 제거하고, 미네랄, 철분 및 비타민을 저장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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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독 적합 [각인 ]
- 
성분:  알파-리포산  유방 방어  심장 건강을위한 킬레이션 콤플렉스  클로렐라  EGCg (녹차 추출물) 및 1 그 외...

 해양 식물성 플랑크톤 [각인 ]
해양 식물성 플랑크톤에는 두 가지 해양 식물성 플랑크톤 균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난노클로롭시스의 특정 종인 "난노"균
주와 세포에서 잠재적으로 유해한 산소 분자를 분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효소인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스(SOD)로 가득찬 "갈
라"균주입니다. 해양 식물성 플랑크톤은 건강에 필요한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필수 지방산, 항산화제, 전해질 및 아미노산을 제공
합니다. 해양 식물성 플랑크톤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높이고, 노화 징후를 늦추고, 활력을 개선하고, 신체 및 관절 통증을 줄이고, 혈
압을 개선하고, 심장 건강...

 해양 플라즈마 + [각인 ]
해양 플라즈마 +는 세포 내 유체 밸런서입니다. 우리의 세포에는 미네랄과 미량 원소가 필요하며, 세포막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러
한 미네랄이 고도로 보호 된 생활 환경에 접근 할 수 있는 수송 체가 필요합니다. 해수에 포함 된 미네랄의 핵산 킬레이트 화는 세포
내 배지로의 침투를 촉진합니다. 해양 플라즈마 +는 대사 교환을 촉진하고, 피로와의 싸움을 돕고, 신체 및 신경 피로 또는 과로를 돕
고, 세포 내 액체를 재생하고, 세포를 재분극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해수, 샘물, 야생 연어 DNA 뉴클레오타이드 및 칼륨
...

 해열 [각인 ]
- 
성분:  아세틸살리실산  디클로페낙  이부프로펜

 해피 워터 맨 [각인 ]
- 
성분:  부신 지원  다이아제팜  플루옥세틴  피라세탐  벤라팍신 및 1 그 외...

 햇볕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일광 화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복한 물 [각인 ]
- 
성분:  부신 지원  다이아제팜  둘록세틴  플루옥세틴  페니부트 (4- 아미노 -3- 페닐부티르산 HCl)  및 2 그 외...

 행복한 전립선 [각인 ]
전립선 기능과 세포 주기를 지원합니다. 
성분:  아나스트라졸  유방 방어  피나스테리드  소변 흐름 및 전립선 지원  선종 전립선 및 1 그 외...

 향쑥 (훌다 클락) [각인 ]
향쑥은 항진균, 항 기생충 및 항균 특성과 작용으로 고대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정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수분 보유의 경우 종종
권장됩니다. 강력한 기생충 세정제로 인식됩니다. 향쑥은 위산과 담즙 생성을 자극하여 소화를 촉진하고 영양소 흡수를 촉진하는데
사용되는 특별한 종류의 쑥입니다. 또한 기생충 세정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라이프) [PEMF]
척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간판 탈출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주파수입니다. 때로는 디스크가 돌출되거나 파열되었다고 합니다.

 허브 라임 포뮬러 [각인 ]
아시아 차전자, 대청, 국화속,더덕속,목향, 마디풀속, 기름당귀속, 모란, 관동화, 자리공속, 병꽃풀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스펙트럼 식
물 포뮬라입니다. 라임 병 및 바르토넬라, 바베시아 및 리케차와 같은 관련 진드기 매개 질병이 있는 모든 개인에게 적합합니다. 그것
은 살균 및 면역 자극 성분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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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브 면역 및 혈액 지원 [각인 ]
허브 면역 및 혈액 지원는 면역 체계를 강화 /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천연 허브의 혼합물입니다. 면역 반응 및 신체 조혈 강화, 항암
활동 개선, 신체 산화 손상으로부터 신체 보호, 에너지 증진 및 피로 감소, 통증 및 염증 감소, 관절염 증상 감소, 체력 증가, 신체 기능
개선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선한 혈액과 헤모글로빈 생성을 돕습니다. 노인, 학생, 장거리 운전자, 운동 선수 등과 같이 에너지 복
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습니다.이 IC는 허브 한국고본뿌리, 천궁 및 백작약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허수우 [각인 ]
허수우 (또는 중국 매듭풀이라고도 하고 미국에서는 포-티라고도 함)은 중국 약용 핸드북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치료법 중 하나이며
적하수오 식물에서 파생됩니다. 그것은 종종 좋은 건강과 정력을 증진하는데 사용되며 한의학에서는 간과 신장을 보충하고 혈액과
음에 영양을 공급하며 기 에너지의 균형을 돕고 정수를 유지하고 누출을 막고 몸을 해독하고 축축하게 하는데 사용됩니다. 장, 대변
을 움직이게 하고, 힘줄과 뼈를 지지하고,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에서 바람을 몰아냅니다. 허수우는 또한 요통, 혈액 결핍 패
턴, 탄수화물, 높은 콜...

 헛배부름(라이프) [PEMF]
장내 가스라고도 하는 헛배부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헤더 [각인 ]
헤더는 자기중심적이지만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크 박사는 그들을 '버튼홀 재봉'이라고 불렀습니
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을 붙잡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피할 때까지 자기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이야
기합니다. 따라서 헤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외로움)은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헤더 치료제는 다른 사람들의 맥락에
서 우리 자신의 우려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화의 필요성으로 고통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경청자가됩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우리의 자기 중심...

 헤르니아(라이프) [PEMF]
탈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헤비메탈 디톡스(라이프) [PEMF]
중금속 해독을 위한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성분:  Heavy Metal Detox 1 (Rife)  Heavy Metal Detox 2 (Rife)  Heavy Metal Detox 3 (Rife)

 헤어 부스터 [PEMF]
이 PEMF는 모발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헤어 부스트 [각인 ]
이 IC 복합체는 모발 건강과 모발 성장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분:  콜라겐 펩타이드  인디언 구스베리 (암라)  비오틴  케라틴

 헤파 설퓨리스 칼케어움 200CH [각인 ]
헤파 설퓨리스 칼케어움 (통칭 조 칼슘 황화물)은 추운 날씨와 차가운 음료로 악화되는 고통스럽고 쉰 마른 기침을 치료할 수 있는 동
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또한 분비물과 고름이 많은 안구 감염, 고름이 있는 궤양, 농양, 치아 농양, 감기 및 독감 (감기에 극도로 민감
한 사람), 파편과 같은 통증이있는 인후염, 구순 포진, 악취가 나는 인후 농양 때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헤파 설퓨리스 칼케어
움 200CH가 동종 요법 항생제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효능을 낮추려면 "헤파 설퓨리스 칼케어움 30CH"를 복용하시
오.

 헤파 설퓨리스 칼케어움 30CH  [각인 ]
헤파 설퓨리스 칼케어움 (통칭 조 칼슘 황화물)은 추운 날씨와 차가운 음료로 악화되는 고통스럽고 쉰 마른 기침에 사용할 수 있는 동
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또한 분비물과 고름이 많은 안구 감염, 고름이있는 궤양, 농양, 치아 농양, 감기 및 독감 (감기에 극도로 민감한
사람), 파편과 같은 통증이있는 인후염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순 포진 및 악취가 나는 인후 농양 때도 사용됩니다. 더 높은
효능을 얻으려면 "헤파 설퓨리스 칼케어움 200CH"를 복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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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파 합성물 [각인 ]
헤파 합성물은 간 및 담낭과 관련된 모든 기능 장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세포 기능과 해독을 자극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습니다.

 헤파린(국소) [각인 ]
헤파린은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항응고제입니다. 헤파린(국소)은 순환 상태, 정맥염, 혈전정맥염, 정맥류, 욕창, 치질, 염좌, 좌상, 타
박상(즉, 타박상), 잔디 화상, 혈종 및 흉터를 포함한 다양한 상태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국소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헤파린(주사) [각인 ]
헤파린은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항응고제입니다. 헤파린(주사)은 특정 의학적 상태가 있거나 혈전 형성 위험을 증가시키는 특정 의료
절차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혈전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전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막아 혈전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각인 ]
- 
성분:  시프로플록사신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오메프라졸  아지트로마이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각인 ]
십이지장 및 위궤양, 불안, 속쓰림, 낮은 위산, 메스꺼움, 빈번한 트림, 무기질 결핍, B12 결핍, 잇몸 질환, 염증 및 위궤양, 소화관에
대한 만성 감염 때 도움이 됩니다.

 헬리크리섬 에센셜 오일 [각인 ]
헬리크리섬 에센셜 오일은 에버라스팅 식물에서 생산되며 약초로 사용됩니다. 염증 감소, 감기 및 기침 퇴치, 상처 치유 촉진, 소진
및 피로 감소, 경련 완화, 신경계 보호, 배뇨 자극, 세포 건강 증진, 피부 건강 개선(예: 피부 콜라겐 및 엘라스틴 촉진), 노화의 징후를
감소시킵니다. 헬리크리섬 에센셜 오일은 또한 복통, 소화 불량, 팽만감, 위산 역류 및 변비와 같은 소화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기증 [각인 ]
- 
성분:  델타 수면 유도 펩티드  신나리진

 혈관 경련 [각인 ]
- 
성분:  소 혈액의 단백질이 제거 된 혈액 투석액  아세틸살리실산  트리메타지딘  신나리진

 혈관 경화증 [각인 ]
- 
성분:  아세틸살리실산  트리메타지딘  신나리진

 혈관 근긴장 이상 [각인 ]
- 
성분:  소 혈액의 단백질이 제거 된 혈액 투석액  아세틸살리실산  신나리진

 혈관 질환 [각인 ]
- 
성분:  아세틸살리실산  가시여지  신나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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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관 질환 [각인 ]
- 
성분:  소 혈액의 단백질이 제거 된 혈액 투석액  아세틸살리실산  신나리진

 혈관염 [각인 ]
- 
성분:  아세틸살리실산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S- 아데노실 메티오닌

 혈당 균형 [각인 ]
혈당 균형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녹내장, 백내장 및 다발 신경 병증과 같은 당뇨병 증상을 예방하
고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비터 멜론, 빌베리, 짐네마 실베스트르 잎, 루테인, 크롬을 포함한 식물 추출물과 미네랄
로 만들어졌습니다.

 혈당 지원 [각인 ]
혈당 지원은 이미 정상 범위 내에 있는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인슐린 반응을 돕고 건강한 식욕을 지원하는데 사
용할 수 있습니다.

 혈류 순환 [PEMF]
이 IC는 신체의 순환계를 조절하여 필요한 혈류를 유지하고 순환계 조직 염증을 치료합니다.

 혈색소 침착증 [각인 ]
혈색소 침착증은 신체가 너무 많은 철분을 저장하는 상태입니다. 이 IC 복합체는 신체의 과도한 철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
니다. 
성분:  케르세틴  레스베라트롤  울금  IP-6(이노시톨 헥사포스페이트)

 혈석 [각인 ]
헬리오트로프라고도 알려진 혈석은 표면에 밝은 빨간색 표시가 있는 짙은 녹색 돌입니다. 용기를 높이고, 힘을 키우고, 위협(언어 및
신체)으로부터 보호하고, 직관력을 높이고, 창의성을 높이고, 에너지를 높이고, 이타심을 장려하고, 의사 결정을 강화하고, 공격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우 차분하고 기초적인 돌입니다.

 혈압 건강 [각인 ]
[새로운] 혈압 건강은 이미 정상 범위 내에 있는 혈압 수준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 순환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포도씨 추출물로 만들어졌습니다.

 혈압 조절기 [PEMF]
이 IC는 혈액 세포 생성 및 혈압 관리를 돕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T 세포의 면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조혈계 시스템을 지원하
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혈압 조절기는 의지력과 결단력에 자극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혈액 내 콜레스테롤 (양 감소)  [각인 ]
- 
성분:  로수바스타틴 칼슘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간 지원

 혈액 질환 [각인 ]
- 
성분: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가시여지

 혈액 해독 PEMF [PEMF]
이 PEMF는 독소와 감염으로부터 혈액을 깨끗하고 맑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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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전 정맥염 [각인 ]
- 
성분:  아세틸살리실산  노니  신나리진

 혈전증 [각인 ]
- 
성분:  아세틸살리실산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혈중 헤모글로빈 (증가) [각인 ]
- 
성분: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간 지원  노니

 협심증 [각인 ]
- 
성분:  드로타베린  트리메타지딘  플루옥세틴

 호두 [각인 ]
호두는 일반적으로 외부의 영향, 특히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치료법입니다. 호두 사람들은 삶의 목적
을 달성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 이론 또는 신념을들을 때 때때로 자신의 길을 의심합니다. "세라토"사람들과 달리 호두 주에 사
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제공되면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변화의 영
향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호두는 출생에서 이가 나는 것까지, 사춘기, 결혼, 출산, 은퇴 및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모든 전환점
에 유용합니다. 과...

 호두 (나무 열매) [각인 ]
호두 (나무 열매)는 영양이 풍부하며 심장 건강 증진, 혈압 감소, 제 2 형 당뇨병 조절, 남성 생식력 증진, 좋은 뇌 기능 지원, 염증 감
소, 체중 조절 지원을 위해 섭취 될 수 있습니다.

 호로파 (메티) 잎 [각인 ]
메티라고도 알려진 호로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허브로 대체 의학 및 중국 의학에서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호로파
잎과 관련된 건강상의 이점에는 소화 문제 (예:식욕 부진, 배탈, 변비, 소화 불량 및 헛배 부름, 위염) 치료, 콜레스테롤 및 혈압 감소,
모유 수유 여성의 모유 생산 촉진, 월경과 관련된 통증 감소, 갱년기 증상을 돕고, 리비도를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당 수치를 조
절하고, 암 위험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증진합니다. 호로파는 또한 관절염, 갑상선 기능 저하, 비만, 신장 문제, 파킨슨 병,...

 호로파 씨앗 분말 [각인 ]
호로 파 씨앗 분말은 혈당과 인슐린의 강력한 조절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및 인슐린 저항성을 조절하는데 도움이되는 것으
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LDL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콜레스테롤을 낮추면서 "좋은"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화 보조제입니다. 뮤시나아제라고하는 박테리아 효소를 억제하는 능력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음식을 먹지 않고 오랜 시
간이 지난 후에도 팽만감을 경험하는 SIBO 환자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호르몬 균형 [PEMF]
신체적 웰빙, 정서적 웰빙, 경험, 신념, 라이프 스타일 및 현재 관계를 증가시킵니다. 남성과 여성의 낮은 성욕은 종종 스트레스, 의학
적 상태, 침묵의 만성 염증, 폐경,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불균형, 노화, 수면 문제, 생활 습관, 자신과 삶에 대한 전망으로 인해 낮은 전
체 에너지 수준, 불안 또는 우울증, 피로를 유발합니다.

 호밀 [각인 ]
호밀은 불규칙한 월경주기를 조절하고 통증, 팽만감 및 신경 과민성을 포함하는 월경 및 월경 전 불편 함을 완화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호르몬 기능 장애, 불임, 뇌하수체 활성화 (및 생식선, 갑상선 및 부신의 간접적), 무월경, 저 월경 및 갱년기 불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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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씨 [각인 ]
페피타스라고도 불리는 호박 씨앗은 항산화 제가 풍부한 짙은 녹색 씨앗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과 관련이 있으며 슈
퍼 푸드로 간주됩니다. 호박씨는 아연, 망간, 인, 구리 및 철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호박 씨앗과 관련된 건강상의 이점에는 심장 건
강 개선, 고 콜레스테롤 감소, 염증 감소 및 관절염 통증 완화, 수면 보조, 전립선 및 방광 건강 개선, 남성 생식력 개선, 소화 기능 개
선, 혈당 수치 저하 등이 있습니다.

 호흡 곤란 [각인 ]
- 
성분:  딜티아젬 염산염  푸로세미드  트리메타지딘

 호흡 곤란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호흡 곤란, 산소 결핍 및 기관지 자극을 위한 것입니다.

 호흡기 감염 [각인 ]
- 
성분:  우미페노비르  아세틸살리실산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아지트로마이신

 호흡기 염증 [각인 ]
- 
성분: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가시여지  아지트로마이신

 호흡기 해독(라이프) [PEMF]
호흡 해독 및 폐 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호흡기의 건조 점막 [각인 ]
- 
성분:  우미페노비르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호흡기의 염증 [각인 ]
- 
성분: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가시여지  아지트로마이신

 호흡기의 유육종증 [각인 ]
- 
성분:  덱사메타손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나트륨의 아미노디지드로프탈라진디온  가시여지

 혼합된 불안 및 우울증 [각인 ]
- 
성분:  노니  플루옥세틴  신나리진

 홀리 [각인 ]
홀리는 종종 분노의 치료제로 생각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흐 시스템에서 분노는 부차적인 감정이며 우리는 원인을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내심에 기반한 분노는 또 다른 치료법이 필요합니다. 홀리는 실제로 다른 사람을 향한
매우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감정-증오, 의심, 부러움, 악의와 같은 감정에 대한 치료법입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사랑의 부재이며,이 치
료법은 우리의 관대함과 타인에 대한 개방성을 장려합니다. 증오, 부러움 및 / 또는 질투심을 제어해야 할 때 제안됩니다.

 홍역 바이러스 PEMF [PEMF]
이 PEMF에는 홍역 바이러스 구조와 결합 도메인을 죽이는 주파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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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농성연쇄상구균 [각인 ]
연쇄상구균은 쌍 또는 사슬로 성장하는 크고 다양한 그람 양성 구균 그룹입니다. 그룹 A 연쇄상 구균은 그람 양성, 비운 동성, 비포 자
형성 유기체입니다. 화농성연쇄상구균 (스트렙토 코커스 그룹)는 인간에게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비쿼터스 유기
체입니다. 연쇄상 구균 인두염 (연쇄상구균 인두염), 농가진 및 기타 피부 감염, 류마티스 열, 성홍 열, 사구체 신염 및 침습성 근막염
을 유발하는 피부의 일반적인 박테리아입니다.

 화상 치료제 [PEMF]
화상에 도움이되는 로얄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화이자 백신 부작용 감소기 4.0  [각인 ]
이 IC는 화이자 백신 부작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분:  커큐민 플러스  피크노제놀  우미페노비르  Pf Vax XMK  세티리진 염산염 및 2 그 외...

 화이자 백신 파괴자 [PEMF]
이것은 화이자 백신 성분을 파괴하는 PEMF입니다.

 화이트 밤나무 [각인 ]
화이트 밤나무는 원치 않는 생각과 정신에 침투하여 집중을 방해하는 정신적 논쟁에 대한 치료법입니다. 화이트 밤나무 생각은 종종
'걱정하는'것으로 묘사되지만, 반드시 불안하거나 두렵고, 또 반복적인 것은 아닙니다. 개가 뼈를 걱정하는 것처럼 그들은 사람들에
대해 걱정합니다. 다시 말해, 불필요없는 생각과 걱정은 많고 행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화이트 밤나무의 생각은 아무데도 가지 않
습니다. 그들은 반복되는 녹음처럼 머리에서 빙글 빙글 돌고 있습니다. 화이트 밤나무 치료법은 우리가 똑바로 생각하도록 도와줍니
다. 우리는 문제를 일으...

 화이트 히비스커스 [각인 ]
화이트 히비스커스 꽃 에센스는 학대로부터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동에서 벗어나고,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외부 연결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자신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
니다.

 화학 과부하 해독 [PEMF]
화학 물질 과부하로부터 몸을 정화하고 해독하는데 도움이 되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환절 척추 급성 [PEMF]
이 PEMF IC는 추간판의 섬유 고리를 재활시키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활성탄 [각인 ]
활성탄은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는데 사용됩니다. 중독 및 약물 과다 복용 중에 유익합니다. 또한 가스와 팽만감을 완화하고, 콜레스
테롤을 낮추고,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피부와 신체 건강을 증진하면서 담즙 흐름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황 [각인 ]
유황은 습진 및 모든 관련 불만, 염증 및 비염증성 피부 질환, 발진 및 자극, 가려움증 및 타는 피부와 같은 피부 질환에 사용될 수 있습
니다. 또한 신경통을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황금 잎 은행 나무 빌로바 추출물  [각인 ]
황금 잎 은행 나무 빌로바 추출물은 신체의 자연 세포 복구 과정을 촉진하고 조직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
다 (극심한 생리적 스트레스에 노출 된 경우에도). 리보뉴클레아제라고 하는 세포 효소의 조절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세포
에서 리보뉴클레아제는 전반적인 인간 건강에 필수적인 과정인 DNA에서 복사된 메시지를 잘라내고 마무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
러나 극심한 신체적 스트레스의 일부 조건에서 리보뉴클레아제는 조절 해제 (또는 파괴)되어 세포와 신체 조직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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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기 뿌리 [각인 ]
황기로 알려진 황기는 아시아가 원산지인 식물이며 그 뿌리는 수세기 동안 중국 전통 의학(TCM)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TCM에서 가장 중요한 허브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황기 뿌리는 적응 물질로 간주되어 다양한 스트레스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데 도
움이 됩니다. 황기 뿌리는 에너지 강장제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 기능 개선, 야간 발한 감소, 혈압 감소, 부종 감소,
심장 기능 개선, 설사 감소, 상부 호흡기 감염 퇴치, 간 보호, 부스트 에너지, 섬유 근육통 관리, 화학 요법의 부작용 완화, 혈당 수...

 황달 [각인 ]
- 
성분:  폴리에닐 포스파티딜-콜린  가시여지

 황련해독탕 [각인 ]
영어로 "독성을 완화하는 콥티스 즙"로 알려진 황련해독탕은 다양한 조건에서 수백 년 동안 사용되어 온 4가지 허브를 혼합한 것입
니다. 염증 완화, 출혈 중지, 간헐적 요로 감염(UTI)과 관련된 증상 완화, 이질 관련 증상 감소, 피부 감염, 종기 또는 발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황련해독탕을 사용하여 열을 내리고 불을 빼며 삼교의 독성을 완화하고 습열을 제거하고 담낭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 IC는 황련 뿌리줄기,가데니아 과일, 중국 해골 및 황벽 나무 껍질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황반 흑룡 [PEMF]
이 PEMF는 급성 및 만성 황반 치료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황색 포도상 구균 [각인 ]
황색 포도상 구균은 피부나 코에 서식하는 흔한 박테리아입니다. '황금 포도상 구균'이라고도 하며 포도상 구균 감염의 가장 흔한 원
인입니다. 감염된 상처의 고름과의 접촉, 감염된 사람과의 피부 대 피부 접촉, 감염된 사람이 사용하는 물체 및 장비와의 접촉을 통해
전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 감염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황색 포도상 구균은 식품에 장 독소를 방출하여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고름이 인간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농가진, 절종증, 종기 및 다래끼와 같은 표재성 피부 병변을 유
발합니다...

 황열병 Vax MK [각인 ]
황열병 백신 MK는 황열병을 치료하기 위해 백신으로 만든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백신으로 인한 부상이나 부작용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낮은 효능의 경우 "황열병 30K" 또는 "황열병 200K"를 사용하시오. 더 좋은 효능을 얻으려면 "황열병
XMK"를 사용하시오.

 황열병 백신 XMK [각인 ]
황열병 백신 XMK는 황열병을 치료하기 위해 백신으로 만든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백신으로 인한 부상이나 부작용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낮은 효능의 경우 "황열병 백신 30K", "황열병 백신 200K" 또는 "황열병 백신 "를 사용하시오.

 황열병 백신 200K [각인 ]
황열병 백신 200K는 황열병을 치료하기 위해 백신으로 만든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백신으로 인한 부상이나 부작용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을 낮추려면 "황열병 백신 30K"를 사용하시오. 더 좋은 효능을 얻으려면 "황열병 백신 MK" 또는 "황열병
백신 XMK"를 사용하시오.

 황열병 백신 30K [각인 ]
황열병 백신 30K는 황열병을 치료하기 위해 백신으로 만든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백신으로 인한 부상이나 부작용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효능을 얻으려면 "황열병 백신 200K", "황열병 백신 MK" 또는 "황열병 백신 XMK"를 사용하시오.

 황화수소 소광제 [각인 ]
이 제품은 SIBO, 뇌 흐림, 안면홍조, 피로 및 기타 다양한 증상과 관련하여 황화수소의 생물학 및 대사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명
인 그레그 나이 박사에 의해 공식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체가식이 유황 섭취의 결과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H2S를 적절하게 처리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C는 리보플라빈, 비타민 B12, 몰리브덴, L-글리신, 벤포티아민 및 오레가노 추출물로 만들어졌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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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색 거미 꽃 [각인 ]
회색 거미 꽃 에센스는 주로 극심한 공포, 특히 생사 상황이나 심령 공격에서 경험하는 공포를 다루는데 사용됩니다. 이 본질은 공황
과 악몽을 극복하고 믿음, 신뢰 및 용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색 노새 귀 30CH [각인 ]
회색 노새 귀(통칭 독-잡초)는 동종 요법 치료제이며 주요 징후는 건초열과 계절성 알레르기입니다. 또한 인두염, 가려운 코, 마른 (해
킹) 기침 및 치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색 머리칼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탈모 및 조기 백발을 돕는 것입니다.

 회충 (라이프) - 짧은 주파수  [PEMF]
기생충 - 회충에 도움이 되는 주파수입니다.

 회충(라이프) [PEMF]
기생충 - 회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효모 감염 [PEMF]
효모 감염에 도움이 되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효소, 소화 및 전신 [각인 ]
- 
성분:  단백질 분해 효소  소화 효소 복합체  휴믹산과 풀빅산 (유물 박테리아에서 생산)  췌장 효소 부스트  나토키나제 및
4 그 외...

 후각 및 미각 장애 [PEMF]
후각 및 미각 장애에 도움이 되는 주파수입니다.

 후각 증 (라이프) [PEMF]
후각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 상실인 후각 증에 도움이 될 수 있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후각 증은 알레르기나 감기와 같이 코의 내벽을
자극하는 상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코이단 [각인 ]
후코이단은 모즈쿠, 다시마, 리무모이, 미역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갈조류에서 주로 발견되는 천연 황산화 다당류입니다. 면역 체계
기능을 향상시키고 항산화 보호를 제공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혈전 예방, 혈액 조성 정상화, 항 바이러스 활성 증
가, 종양 세포 활성 억제, 혈당 수치 조절, 결합 조직 및 연골 지원, 위장관 건강 유지, 신장 및 간 기능 지원 등이 있습니다. 즉, 죽상 경
화증, 심근 경색증 및 노화로 인한 기타 질병에 대한 도움이 됩니다.

 후퍼진 A [각인 ]
후퍼진 A는 뱀톱이라는 식물에서 나오는 화합물입니다.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로 작용하여 아세틸콜린(학습 신경 전달 물질)의 분
해를 방지합니다. 후퍼진 A는 뇌 건강과 인지 기능을 촉진하며 방향성 보충제의 일반적인 성분입니다. 후퍼진 A는 학습 및 기억력 지
원, 아세틸콜린 수치 증가, 수면의 질 향상, REM 수면 및 자각몽 증가, 알츠하이머병 치료, 노화 관련 인지 저하 예방에 사용될 수 있
습니다.

 훌다 클라크 기생충 버스터 [각인 ]
- 
성분:  항 기생충  검은 호두 (훌다 클라크)  정향 (훌다 클라크)  플루버말 플루벤다졸  이카리인 및 1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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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믹-모놀라우린 조합 [각인 ]
부식산과 모노라우린은 모두 강력한 항바이러스제이며 광범위한 추가 이점이 있습니다. 부식산은 킬레이트화되어 글리포세이트를
포함한 여러 독성 화합물을 해독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세제로 작용하는 모노라우린은 mRNA 백신과 관련된 양이온성 지질 나
노입자를 분해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IC는 부식산과 모노라우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휴믹산과 풀빅산 (유물 박테리아에서 생산)  [각인 ]
휴믹산과 풀빅산은 분해되는 식물에 대한 수백만의 유익한 미생물의 작용의 결과로 자연 전체에서 발견되는 유기물의 주요 성분 인
"휴믹 물질"의 한 유형입니다. 식이 요법에 부식 물질이 없으면 면역 및 사전 면역 방어 시스템을 포함하여 신체의 모든 보호 기능이
크게 저하됩니다. 휴믹산과 풀빅 산은 독소를 킬레이트 화하고 면역 체계를 자극하여 몸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어 최적의 건강을 달
성하는데 없어진 고리를 나타냅니다. 휴믹산과 풀빅산은 감염과 싸우고,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에너지와 체력을 높이고, 미네랄 흡
수를 개선하고, 완전...

 휴식 [PEMF]
이 IC는 다양한 이완 기능, 심박수 감소, 혈압 저하, 호흡 속도 감소, 소화 개선, 정상적인 혈당 수치 유지, 스트레스 호르몬 활동 감소,
주요 근육으로의 혈류 증가, 근육 긴장 및 만성 통증 감소, 집중력과 기분 개선, 수면의 질 개선, 피로 감소, 분노와 좌절감 감소, 문제
처리에 대한 자신감 향상, 진정, 이완, 감정 균형 조정, 심신 완화 및 선명도 제공합니다.

 휴식과 재충전 (라이프) [PEMF]
긴장을 풀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흉부 디스크 재생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흉부 디스크 재생을 돕는 것입니다.

 흉선 단백질 A [각인 ]
흉선 단백질 A는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천연 (송아지 흉선 세포 배양)식이 보충제로서 많은 만성 질환과 환경 독소에 대처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면역 체계 기능이 낮은 사람들에게 탁월하며 항생제 과정을 막 마친 사람들이나 심지어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흉선 부스터 [PEMF]
이 PEMF는 흉선의 건강과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건강과 면역 기능을 위한 하나의 기초입니다.

 흉선 추출물 [각인 ]
흉선은 면역 체계의 전반적인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T 세포 ( "T"는 흉선을 의미 함)가 기능성 면역 세포로 성숙하는
곳입니다. 흉선 IC는 감염성 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낮거나 암이 있는 사람에게 표시됩니다. 흉선의 조절 역할은자가 면역 질환에서
도 나타납니다.

 흉선 토닝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흉선을 조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흉터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흉터 치료를 위한 것입니다.

 흉터 [PEMF]
이 PEMF는 흉터 조직을 돕고 조직 치유를 촉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흉터는 정상 조직이 파괴되거나 손상 될 때 형성되는 섬유 조
직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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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fopathy.com/ko/infoceuticals/scars


 흑 포도 [각인 ]
포도는 풍부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흑포도는 녹포도와 적포도에 비해 항산화제가 훨씬 높습니
다. 폴리페놀, 특히 안토시아닌과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합니다. 흑 포도는 심장 건강 지원, 혈당 조절 개선, 항암 효과 제공, 피부 건강
증진, 모발 성장 촉진, 염증 감소, 기억력 및 뇌 건강 증진, 면역 체계 기능 개선, 장수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흑연 6C [각인 ]
흑연은 탄소 화합물인 흑연으로 만든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습진 (피부가 갈라지고 노랗고 끈적한 분비물이 스며나오는 곳), 건선,
농가진과 같은 다양한 피부 상태를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균열, 두꺼운 흉터, 불안, 안쪽으로 자란 손톱, 부서지기 쉬
운 손톱 및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흰 모란 뿌리 [각인 ]
바이샤오라고도 알려진 흰 모란은 꽃이 피는 식물이며 그 뿌리는 1000년 이상 동안 고대 중국 의학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신
체에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는 화합물인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흰 모란에는 항
암 및 항산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화합물인 파이오니플로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흰 작약 뿌리는 에스트로겐 수치의 균형
을 유지하고, 폐경과 관련된 증상을 줄이고, 불임을 치료하고, 혈당 수치를 낮추고, 당뇨병을 관리하고, 염증과 통증을 줄이고, 불안
과 우울증을 치료하고,...

 흰 버드나무 껍질 [각인 ]
자연의 아스피린이라고도 알려진 흰색 버드나무 껍질은 수천 년 동안 천연 진통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활성 성분인 살리신은 항염
증 및 진통(즉, 통증 완화)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화이트 버드 나무 껍질은 발열 감소, 면역 체계 강화, 통증 감소, 관절염 증상
관리, 운동 능력 지원, 심장 건강 증진, 생리통 감소, 피부 품질 개선(예: 주름 및 검은 반점 감소), 두통과 싸우고 기분을 개선하며 체
중 감소를 촉진합니다.

 히베르티아 [각인 ]
히베르티아 본질은 엄격하고, 단련되거나, 자신과 그들이 소유 한 지식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정보와 철학을 삼키는 경향을 바꾸고 대신 자신과 자신의 타고난 지식을 받아들이고 만족하도록 도와줍니다. 히베르
티아 본질은 또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려는 욕구를 제거하고 만족과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히비스커스 [각인 ]
히비스커스 꽃 에센스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차크라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허리와 척추의 막힘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을 높이고 성욕과 열정을 자극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히스타민 버스터 [PEMF]
이 PEMF는 히스타민 수치를 낮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알레르기 엑스트림" IC 복합체와 결합하시오.

 히스타민염산염 30C [각인 ]
[새로운] 히스타민염산염 30C는 건초열 및 두드러기를 포함한 알레르기 상태와 관련된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종
요법 치료제입니다.

 히스테리 [각인 ]
- 
성분:  델타 수면 유도 펩티드  플루옥세틴

 히스테리 [녹음된]
이 녹음된 IC는 히스테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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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알루론산 [각인 ]
히알루론산은 신체 조직에서 발견되는 화합물로 피부 및 연골과 같은 결합 조직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입니다. 그것의 주요 기능은
조직을 촉촉하고 윤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물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히알루론산은 건강한 피부를 촉진하고, 잔주름과 주름을 줄이고,
상처 치유 속도를 높이고, 관절통을 완화하고, 위산 역류 증상을 완화하고, 안구 건조증을 완화하고, 뼈 강도를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노화 방지 특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히오스신 부틸브로마이드 [각인 ]
[새로운] 히오스신 부틸브로마이드는 소화 시스템의 이완을 도와 복통과 경련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련 방지 약물입니다.

 히필 [각인 ]
히필은 복통 및 팽만감, 산통, 설사 및 / 또는 변비와 같은 소화 불량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 강화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힐링과 재생용 컴플렉스 [각인 ]
힐링과 재생용 컴플렉스 항산화제,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플라보니드, 레스베라트롤, 필수 지방산, 미네랄, 섬유질 및 비타민을 포
함하는 천연 복합체입니다. 그것은 몸을 청소하고, 젊어지게하고, 치유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신진 대사 및 에너지 대사를 정상화
하고, 정신 및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고, 피부와 모발의 상태를 개선하고, 조기 노화를 예방하고, 에너지를 높이고, 질병 회복 후 발생
하는 쇠약을 돕습니다.

 힘든 호흡 [각인 ]
- 
성분:  델타 수면 유도 펩티드  드로타베린  세티리진 염산염

 힘줄 부상 급성 [PEMF]
이 PEMF는 힘줄의 치유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힘줄 통증 [PEMF]
이 PEMF는 과도한 사용 또는 잘못된 생체 역학으로 인한 힘줄 통증 (평탄한 힘줄)을 치료하는 필수 주파수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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