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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41주년 

감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면역력을 높입시다 

 

감기의 약80%는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입니다만, 그 바이러스의 숫자는 

200종류이상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춥고 건조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이번달은 바이러스에 지지않는 몸 만들기를 위해서 마그나

스 대표 제품인『후켄』을 권합니다.『후켄』은 1980년부터 발매를 시

작으로 후켄을 구매 하시는 분들을 생산이 따라가지를 못할 정도로 인

기였습니다. 발매 39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쌓인 임상만해도 너무나 많

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제품 지금 같이 경험해보시지않겠습니

까? 

흉선에 영향을 주어 면역력을 UP！표고버

섯균사체만을 추출해서 제품화했습니다. 감

기가 걸리기쉬운 분, 간이 걱정되시는 분, 

술드시는 분, 건강을 유지하시고 싶으신분

들에게… 어린아이들은 물론 누구나 안심하

고 드실수 있습니다 

고품질인 허브를 배합해서 여성 홀몬의 밸
런스를 맞춰주는 훼미제. 홀몬 밸런스가 맞
지않아 일어나는 여러가지 증상에 꼭 체험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화방지, 갱년기장애,
등 

【내용 성분】석류,이소후라본, 블랙코쉬,
알카미네랄, 달맞이꽃 

FEMISE PLUS $80  S.R.P / 120 caps 

FUKKEN  $150S.R.P / 330 tabs 

ALKA MNERARL $16(L) $6(S) S.R.P  

 

72종류의 천연 미네랄이 좋은 밸런스로 

농축되어 있는 상태의 미네랄입니다.물에 

몇방울 떨어뜨리는 것만으로 미네랄수, 

커피의 맛을 더욱 풍미있게, 요리에서 다

이어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됩니다. 

잊지마시고 넣어주세요 

후켄을 5개 사시는 분에게 후켄을 

하나더 드림과 동시에  알카미네랄

(S) 을 선물로! 
후켄을 한개 사시면 알

카미네랄(S)을 선물 

면역력 UP 

훼미제 플러스를 하나 주문

하시면 알카미네랄（Ｓ）를 

선물！ 

홀몬 밸런스가 걱정되시는 분 

 

 

 

 

훼미제 플러스를 5개 사시면 훼미제를 

하나 더드림과 동시에 알카미네랄(S)을 

선물! 



면역이란 것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등의 외부로부터 침입을 방지하거나 몸

안에 들어와서 건강에 위협을 주는 세포를 제거하는 자기 방어기능입니다. 

감기의 원인인 바이러스에 걸리지않도록 지켜주기도하고 암세포의 사멸등, 

건강을 유지하기위한 모든 일을 해줍니다. 

우리들의 몸은 태어날때부터 여러가지 면역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 

면역은 우리들이 건강하게 일상 생활을 보내기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 면

역 세포를 만들어내는 장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흉선입니다. 흉선은 가슴

의 중앙부인 가슴뼈의 뒤에 있는 장기이며 태어날때는 18g 정도인데 점점 

커져서 사춘기에는 30g정도의 크기로 되며 나이와 함께 점점 위축되어 20

대에 최고이고  그 이후는 점점 작아집니다. 

＝임파구의 학교＝ 

흉선은 면역 세포이며 임파구가 적응 능

력을 붙이기위해서 교육하는 학교같은 곳입니다. 면역 세포가되기전의 세포（전구세포）를 

키우고 교육해서 체내를 방어할수 있는 세포로까지 훈련시킵니다. 흉선으로 훈련되고 잘 성

장해서 성숙한 전구 세포가 Ｔ세포로 분화해서 체내에 「면역 사령관」으로서 활동하기시

작합니다. 

 

흉선에서 만들어진 Ｔ세포에는 헬퍼Ｔ세포와 킬러ーＴ세포가 있습니다. 제각각 막대한 수로 

다른 병원체에 대항할수 있도록 하는 특성이 있으며 외부에서 칩입해온 바이러스를 발견하

면 즉각 현장에서 대항,공격합니다. 

Ｔ세포가 없어지거나 감소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약한 병원체에도 대항할수 없게 되고 죽음

에 이르는 심각한 병을 발생시킵니다. ＨＩＶ감염자가 결핵에 걸리기쉽고 죽음에 이르는 것

도 면역력의 저하가 원인입니다. 

흉선은 방사선, 항암제등에 약하고 흉선이 그 영향을 받으면 면역력이 점점 저하해 갑니다. 

또 장기간에 걸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계속되는 경우도 면역력이 저하되었기때문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흉선이 위축되어 원래대로 되돌아오지않기때문입니다. 그 경우

는 간이나 장관에서 면역력을 지켜가게 되는데 그 부담은 아주 큽니다. 

 흉선은 면역 세포의 학교 

면역 사령관「흉선」의 역활 

자
실
체 

균
사
체 

현대 과학에 의해서 표고버섯의“균사체”에 우수한 효능이 있다는 것이 밝

혀져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표고버섯균사체가 흉선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자연치유능력을 높이는 것을 높이는 것으로 연구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후켄은 그 표고버섯균사체만을추출한 제품입니다. 

＜표고버섯 균사체＞ 

보통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표고버섯 자실체(윗부분)입니다만 그 근본

은 견사상태의 균사라는 세포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표고버섯은 아기 같은 것이고 표고버섯 균사체는 엄마, 건강한 표고버

섯을 만들어내기위해서 표고버섯 균사체는 풍부한 영양을 축척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후켄」은 표고버섯 균사

체만 추출한 제품입니다. 

椎 茸 菌 糸 体 の 

パ ワー 

면역력이 저하되면… 

●감기에 걸리기 쉽다 
 

피곤하거나 수면 부족등으로 몸 컨디

션이 무너지면 면역력이 저하되어 외

부에서 바이러스가 침입하기쉬워 쉽게 

감기에 걸립니다. 
 

●피곤하기 쉽다 

면역 세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

우는데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지

나치게  소모해서 피로를 느끼게 됩니

다. 
 

●알러지를 일으킨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화분증등의 알러

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러

지는 체내에 화분등의 이물질이 침입

했을때 면역 기능이 과잉으로 반응해

서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면역력이 저

하되어 있기때문에 정상적으로 기능이 

싸울수가 없게 된 결과 증상이 나타나

기 때문입니다. 

표고버섯 균사체의 성분인 키시로스나 아라비노스（다당단백의 주성분）등

은 체내의 인터페론이나 인터로이키신을 유도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 방

지나 성인병까지도 예방합니다. 

표고버섯 균사체의 파워 



Kinichi Torii 

 ●캘리포니아는 올해 예년에 비해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영향으로 캘리포니아 야산이 온통 파피꽃으로 물들어 있습니

다. 구경 인파가 밀려 어떤 곳은 길을 통행 금지했다고도 합니다. 
 
 ●작년 5월 로스엔젤레스 부근에서 비지니스를 하고 있

는 사람들을 대상으로한 세미나에 강사로 불려 저의 건강법에 대

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가하신 T씨가 저의 이야

기에 흥미를 가지고 그후 오피스로 와서 Ginkgo Coq10Max를 구

입했었습니다. 그 이후 나이는 저보다 10살 아래이지만 옛날부터 

알았던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2년전 70세로 일본 회사의 

지사장을 정년 퇴직하고 현재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

니다. T씨는 우선 건강을 제일로 생각하고 2번째는 경제적 안정

을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즐겁게 인생을 지낼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건강도 경제적인 면도 괜찮아서 안심하고 있던 중, 부동

산 회사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 참가하고 난후 다시 돈을 벌지않으

면 안정된 노후를 보낼수 없겠다고 심각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

니다. 부동산 회사에서 말하는 시설에 들어갈려면 「평균 한사람 

$7,000, 두사람 $14,000이 있어야되는데 만약 두사람이 85세까지 

산다고 하면 지금 자신의 재력으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저의 제안으로  「시니어 라이프를 구가하

는 모임」인  OLD BOYS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연장으로 77세 두사람, 72세인 T씨가 저의 제안에 찬성

해주어 매주 목요일에  모여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

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 1회의 모임이 끝나자 T씨는 돈벌려면 

바쁘다며 참가가 어렵다고하더니 지금은 제일 먼저 참석해서 여

러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OLD BOYS 4사람은 개성이 뚜렷해 

좀처럼 결론이 나지않습니다. 지금 오피스에 일주일에 한번씩 모

이는데 스탭인 AYA, 일본어 방송 아나운서인 S씨가 참가하고 있

습니다. 건강, 재정적으로 부족을 느끼면 인간은 고독해지기쉬운

데 거기에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있으면  마음이 풍족해집니다. 

저의 나이가 되면 정말 친구가 적어집니다.  첫째는 신체가 부자

유해져 운전을 하지않기때문에 더욱 친구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지금 OLD BOYS는 「장래의 꿈」을 서로 이야기하며 화기애애합

니다. 창간호 준비도 하고 있는데「시니어 라이프를 어떻게 하면 

잘 즐길수 있는가」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건강하게 즐겁게 지내는 것이 사회에  

공헌하는 일입니다. 이유는 우선, •의료비를 절감할수 있고,  •저

의 주변에는 아직도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

할곳이 없어 집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분들에게 자리를 제공해주

고 바깥 활동으로 건강하게 지낼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능력이 

있는 분들은 옛날 서당처럼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고 저같이 능력

없는 사람은 휴지줍기라도 할수 있다면 건강한 사회가 되리라 생

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바깥으로 불러내는 모

임입니다. 

 ●마그나스 멤버 여러분들도 이같은 활동에 꼭 참가해주

시기 바랍니다. 언어가 달라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

으면 지금 준비중이 창간호의 한국어, 영어판도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들도 아주 젊어진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남은 인

생이 아닙니다. 살고 있는 한 중요한 자신의 인생인 것입니다. 친

구가 이렇게 저에게 멋진 파워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전에는 몰

랐습니다. 
 
 ●사람은 한자로 「人」이라고 씁니다. 그뜻은 두사람이 

서로 받쳐준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수 없는 동물입니

다.꼭 의견이 일치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희노애락이야말로  참 

인간 관계에 필요합니다. 인간 관계를 지키는 비결은 역시 최종적

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T씨가 가져온 생선으로 회사 스탭들에게 런치를 

만들어 주어 모두들 맛있게 먹었습니다.  

생선이라하면 알라스카 사시는 ＯＯＯ씨가 남편과 함께 직접 잡

아서 보내주는 연어야말로 최고입니다. 저번에는 제가 출장중에 

보내주셨는데 특히 스모크살몬은 정말 맛있었다고 스탭들이 칭찬 

자자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

들은 정말  부럽습니다. 아무 재주가 없는 저는 그 호의에 진심으

로 기뻐할뿐입니다.「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정신

을 가지면 이세상은 평화롭지않겠습니까? 
 
 ●「호모사피언스 」를 쓴 이스라엘의 작가 유발 하라리

는 지금부터는「보다 진화된 자본주의 와 AI시대」가 된다고 합

니다. 부자는 지금 이상으로 부를 축적해서 더욱 빈부의 격차를 

가져오고 AI（인공 지능)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능력을 발휘

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에 좋은 일뿐만아니

라 경고도 있습니다. 인간을 도우기위해서 만든 AI에 의해서 인간

이 고통받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의미를 생각해봐야합니다. 자기

만 좋으면 다른 사람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의 어머니는 언제나 입버릇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폐

를 끼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뇌속에 박혀있습니다. 사회인이 되어 이말은 언제나 도움이 됩니

다. 지금 손자가 매주 화요일 방과후 저의 오피스에 와서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너희에게는 시간이 없어서 아무것

도 해줄수 없었지만 손자에게는 「이런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

을 확인(?)시켜주고 싶다고 해서 기회를 만들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손자에게 어느정도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어

떤 시기를 함께 보낸 기억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죽으면 재로 만들어 하늘에서 바다에 뿌리는 

것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뭔가 생각을 하지않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생각해서 행동하도록 합시다! 



This material is not intended to be interpreted as a diagnosis or prescription in any way. Information provided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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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rectly dispense medical advice or prescribe the use of herbs as a form of treatment or assume responsibility if 
you choose to prescribe for yourself without your physician’s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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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다녀왔어요! 

   East Coast 멤버 코스타리카 여행! 

뉴욕의 추운 겨울을 피해 따뜻한 곳으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산으로,바다로, 온천

으로… 

신선한 공기와 함께 화산 온천에서 

몸을 담그니 온 몸이 새로 태어난

듯 …..돌아오니 다시 가고 싶네

요. 

마그나스에서 만난 친구들. 

사랑해요! 

얼굴 자세히 보여주세요! 

 

♣매달 정기적인 월례 행사로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후켄」을 

먹고서부터 이번 6개월 동안 전혀 감기에 걸리지않아 정말 놀

라고 있습니다.첨 시작은 반신반의했지만 정말 제가 6개월동안 

감기에 걸리지않았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는 것... 

    H.Smith 여성32세 회사원  
 

♣남편은 여러가지 비타민을 먹고 있는데 언제나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모두다 끊어보라고 할정도

였습니다. 그러던중 마그나스의 「후켄」을 일본에 있는 친구

에게 소개받아 남편에게 사주었습니다.아침 저녁 5알씩 두달 정

도 먹더니 좀 다르다고 하면서 계속 먹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사

실 처음에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이것 저것 사

먹은 것에 비하면 오히려 이것 하나로 남편이 만족하니 오히려 

싼편입니다. 이제는 저도 남편도 후켄 마니아가 되었습니다. 

    K Kawakami 60주부  

 

♣혼자 생활하고 있는 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첨에는 잘 챙

겨먹지지않아 제가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감기에 걸렸

을때 약을 사먹지 해도 후켄이 더 잘듣는 것 같다고 꼭 챙겨 먹

습니다. 술도 마시고 스트레스도 많은 직업이라 두

달에 한번씩 꼭 보냅니다. 지금은 저도 먹고 있습니

다.           R Yamada 64주부 

 

 

Fukken의 파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