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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Garlic제품이 나왔습니다! 

 

마그나스는 마늘 제품부터 시작되었지만 

그후 많은 제품이 발매되자 마늘 제품은 

프레지던트초이스에만 넣었습니다. 마늘 제

품을 기다리시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다 시 

제품화하였습니다. 제품명은「SUPER GARLIC PLUS」로 무취

마늘, 킨토키 생강, 재첩엑기스,심황에 비타민C와 B1을 배합한 

우수한 제품입니다.꼭 드시기를 권합니다. 
リンドウ 

$20 SRP / 80 tablets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중 돼지고

기가 가장 잘 어울린다！ 

마늘은 비타민B1의 효과를 지속시키는 대

표적인것. 마늘의 냄새의 원인이 되는 알린

은 잘라서 공기와 닿으면 알리신으로 변합

니다.비타민B1과 알리신이 결합한 성분은 

알리티아민이라 불리고 비타민B1만 존재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흡수율을 5배로 한다고 합니다. 돼

지고기는 비타민B1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기때문에 마늘

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마늘은 뇌세포의 존재율을 높이고 

신경 돌기의 가지수를 늘인다！ 

1988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최된

「마늘 국제 회의」에서 동경대학부의 

니시야마교수（당시）는「마늘은 뇌

의 위축을 맡고 학습 능력을 높인다」고 발표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학습 능력의 향상과 뇌의 위축을 

억제하는 작용이 마늘에 있는 것을 밝혀냄으로 니시

야마 교수는 마늘 성분은 뇌세포의 생존율을 높이고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 돌기（시냅스）의 가지수를 

늘이는 것이 아닐까 추정했습니다 .쥐의 뇌신경 세포

에 숙성 마늘 추출액을 더해서 48시간후에 세포의 

숫자와 신경 돌기의 수를 측정했더니 2배로 늘어났

습니다 .  이것은 뇌 회전이 좋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

뇌세포의 생존률에서도 1.5배 늘었습니다 . 

「비타민Ｂ플러스」에는 비타민Ｂ군외에 비타민

Ａ,비타민Ｃ,비타민Ｅ, 엽산,미네랄이 밸런스 좋게 

배합되어 있습니다. 마늘과 찰떡궁합！비타민Ｂ군

은 동식물성 식품에 널리 존재하고 있음에도 부족하

기 쉬운 영양소입니다. 식품의 정제, 가공, 보존에 의

해서 감소할뿐만아니라 장내 환경의 밸런스가 영향

을 받기때문에 꼭 필요합니다.특히 항생 물질을 장기간 복용하

고 있는 사람은 비타민Ｂ군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피

로와 어깨결림은 비타민 Ｂ군의 부족으로 요산이 축적됨으로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비타민Ｂ플러스 

       마늘 연구 

$40 SRP  
60 caps 

$40 SRP / 60 caps 

●SUPER GARLIC PLUS 2개를 주문하시는 분에게

「VITAMIN C PLUS」를 선물！（한분에 한번만 적용） 

         *5+1으로 사셔도 하나만 적용 

 

마그나스의 비타민

C에는 품질좋은 C

는 물론이고, 모발

과 아름다운 피부

에  영 향 을  주 는 

BIOTIN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마늘은 「야채의 왕」이라 불리는데 

걸맞게 자양,강장에 유효한것으로 옛날

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마늘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는 것은 마늘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 알린이 모세 혈관을 넓혀 혈

행을 좋게하기때문입니다.알린은 무색으로 

냄새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늘을 자르거나 

부수면 세포가 파괴되어 공기와 닿아 효소

에 의해 가수분해되어 마늘 특유의 자극적

인 냄새인 유화 아릴이 생깁니다. 이 유화아

릴에는 강한 항균, 살균 작용이 있어 200배 희석한 수용액

으로 치브스균을 5분만에 죽인다고 합니다. 
 

●마늘은 Ｂ1의 흡수율을 높여서 소화를 촉진시키고 담즙

의 분비와 배출을 촉진하는 역활을 합니다. 그때문에 내장

의 움직임도 좋아지고 스태미너 부족이나 감기 예방에아

주 도움이 됩니다. 

민간 요법으로도 옛날부터 사용되어 온 것 

● 재첩은  아주 오래전부터 상용식

입니다. 아침 식사로 재첩 된장국이 

유행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간기능을 높이고 숙취에 좋다는 것

을 모두 경험적으로 알기에 그런 습

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명

나라의 약학서「본초강목」에는 해독 

작용외에 몸의 여분의 열과 수분을 제

거하는등의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

니다.

●재첩의 효능의 주성분은 오르니틴(아미노산의 일종)입

니다. 오르니틴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에 의해서 전신에 

운반됩니다.알콜을 대량으로 마시면 유해한 암모니아가 

체내에 증가하는데 오르니틴에 의해 무독화되어 역활이 

활발하게 되어 숙취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 근육의 합

성과 피로의 경감, 수면과 상쾌한 아침 맞이, 성장 홀몬의 

분비 촉진등,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르니틴을 

많이 포함한 식품은 재첩이 대표적이지만 필요량을 섭취

할려면 꽤많은 양을 먹지않으면 안되기때문에 서플리멘

트를 권합니다. 

●옛날부터 울금은 오장중에서도 특히 

간기능을 강하게하는 역활을 하는 것으

로 알려져있어 민간요법에 많이 이용되

어 왔습니다. 또 위장의 활동을 잘되게 

해서 노화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있

습니다. 

●울금의 성분인 크루쿠민은 간의 움직임을 

도와 간이 분비하는 소화액인 담즙 분비를 

촉진시키기때문에 숙취를 방지하는 것외에 

체내의 유해 물질의 배출을 도우는 역활을 합니다. 과학적으

로 입증된 특별하고 다양한 장점을 가진 식품인 울금은 소

화작용을 돕고 지방세포의 분해를 활성화해 체중 감소에 탁

월하며, 당뇨병과 암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일본에서는 나라시대부터  감기 특효약

으로서 사용되어져왔습니다. 킨토키 생강은 

몇번이나 품종을 개량해서 일본 독자적으

로 생산되는 생강입니다. 보통의 생강에 비

해 더욱 맵고  기름을 깨끗하게 하는 성분

이 더욱 많기 때문에 혈행을 촉진시키고 체

온을 높여 냉증인 분들에게 좋습니다. 

●향의 기본이 되는「갈라놀락톤」과 매운

맛의 성분인「진저롤」은 다른 생강에 비해 

약 11배나 높고 약효 성분은 약4배나 된다

고 합니다. 또 지방 연소 효과도 기대되기때

문에 다이어트하시는 분에게도 좋습니다. 

＝ SUPER GARLIC  PLUS ＝ 

SUPER GARLIC PLUS는 ●무취갈릭●킨토키 생강

●재첩 엑기스●오키나와 울금에 비타민C와 비타민

B1을 배합한 엄선된 품질만을 배급하는 마그나스 

제품입니다. 수퍼 갈릭 플러스의 주성분인 마늘은 

흡수력을 높이기위해서 세포를 파괴해 열을 가하지

않고 독자적인 제법으로 유효 성분만을 추

출했습니다. 

         체력 증강・피로 회복         냉증 개선    아름다운 피부에     간기능 강화 

마늘 

울금 (심황) 

재첩 엑기스 

킨토키생강



 

 

鳥 居 欣 一 

●사람은 왜 병에 걸릴까요? 병원에는 연일 많은 외래화자가 

방문합니다. 병원에는 입원환자도 있고,  가벼운 증상인 사람, 

생사를 넘나드는 사람… 병의 경중을 막론하고 환자는 모두 건

강해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정작 건강해지면 병과 싸울

때의 고생스럽던 경험과 부자유를 잊어버립니다. 어쨌던 우리

는 병에 걸리지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확실히 현대의학의 눈에 띄는 진보로 지금까지 불치라고 했

던 병들이 치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햇수로 30년, 로스엔젤레

스 일본어 TV방송의 주역이었던 K씨는 10년정도전에 일본으로 

귀국했습니다만, 작년 말쯤 의사로부터 스테이지4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스테이지4라는 것은 수개월밖에 남지않았

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K씨는 특효약이라는 것을 테스트받을 

행운을 가질수 있었습니다. 치료비는 거의 0라고 들었습니다. 

아직 일본에서 치료약으로 공인되진않았지만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테스트 단계로 만약 허가가 된다면 $30만불이상하는 

고액의 약입니다. 보험도 되지않아 부자가 아니면 손에 넣을수

가 없는 약이라고 합니다. 10명의 환자가 그 치료약의 임상실

험에 임했는데 도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힘들어 중간에 그만둔 

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2사람만이 그치료를 계속받고 있다

고 합니다. 

 

●그런 K씨와 토쿄에서 잠시 만났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술이라

면 2잔정도 마실수 있는 정도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간암이

라고 하면 술은 금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상식인데 의사도 허

락을 한 상태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하지만 그는 아주 편안

했습니다. 그런 그가 미국에 오고싶다고 해서 여기 캘리포니아 

유지 3사람이 K씨를 초대해서 그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

서 「삶과 죽음을 생각하면서...」라는 저녁 식사 모임을 열기로 

했습니다. 6월9일에 로스엔젤레스에 옵니다. 그가 어떤 이야기

를 할지 기대됩니다. 

 

●「암이라고 진단되면 그것도 스테이지4라고 들었을때 어떤 

생각이었나？」라고 K씨에게 직접적으로 물었던 적이 있었는데 

K씨는 천연덕스런 얼굴로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않

았다」고 했습니다.「그렇지만 역시 보통때와는 다르겠지？」다

시 물었더니「평상시 나름대로 삶과 죽음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

서…」라고 대답하고「누구나 언젠가는 죽지않나？」라고 했습니

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알고 있어도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거의 모든 사람은  받아들이기 어렵지않을까

요? 저는 K씨보다 5살이나 연장자이지만 아직 죽음이 저에게 

올거라고 느끼지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상세

히 그리고 병에 걸리기전과 지금은 어떤 마음에의 변화가 있

는지 꼭 묻고 싶습니다. 

 

●수년전, 일본에서 15명정도 모여 이틀간 「건강 장수를 지향

하는 모임」 설립에 관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에서 

중요한 과목을 가르쳤던적이 있던 K씨로서는 모임에 출석할

수가 없었지만 마지막 디너에 참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할 기

회가 있었습니다.「일본의 의료 제도는 국민을 속여서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수 없도록 만든다 결국, 자신의 건강을 

의료제도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만이라면 그래도 괜찮

은데 의료비의 지나친 사용으로 국민은 매년 막대한 빚을 지

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민 보험제도가 파괴되어버린다. 따라서 

자기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해야하지않는가」라고 제가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우리는 오랫동안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보험료도 많은 금액을 내고 있다. 그런데 당신

은 병원다니지마라고 하냐」 면서 저의 의견을 일축해 버렸습

니다. 그일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물어볼 생각입니다. 

 

●서두에 왜 사람은 병에 걸리는가？라고 썼습니다. 85%의 

병은 자신의 나쁜 습관의 결과입니다.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는 것을 인식하지않는 한 사람은 병에서 헤어나올수 없습니

다. 그것을 개선함없이 의사에게만 가는 것은 악순환의 반복

입니다. 저는 많은 건강 마니아처럼 이건 안돼, 저건 안돼라는

규칙을 만들면서 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병원 신세를 지는 일

은 없습니다. 그것은 마그나스가 주장하는 건강법을 실천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아침 식사를 잘 챙기고, ⊙몸을 움직이고 ⊙수면을 충분히 

취할것-어찌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작심3일로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하더라도  4일후에 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어쨌던 

나쁜 습관을 계속 계속 하지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간

단한 일을 왜 할수 없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의료제도가 지켜줄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마그

나스 건강법을 더 믿습니다. 그리고 마그나스 제품을 더할나

위없이 사랑하고 매일 빠짐없이 먹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고

령에도 불구하고 매일 매일 건강하고 밝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

니다. 

K씨에게 또 저의 건강론을 펼칠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ㅎㅎ

ㅎ) 모임에서 그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을수 있을지 지금부

터 기대됩니다.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This material is not intended to be interpreted as a diagnosis or prescription in any way. Information provided 
herein, for example, references to herbs as to their historical uses, may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profes-
sional advice or as an alternative to professional medical treatment. MAGNUS ENTERPRISES, INC. does NOT di-
rectly or indirectly dispense medical advice or prescribe the use of herbs as a form of treatment or assume re-
sponsibility if you choose to prescribe for yourself without your physician’s approval. 

MAGNUS ENTERPRISES, INC. 

22301 S. Western Ave., Suite 104, Torrance ,California 90501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여성 홀몬을 먹고 있

었는데 의사로부터 홀몬제를 계속 먹을 경우 암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고 홀몬제의 부

작용으로 체중도 늘어서 걱정하고 있던 중, 마그나

스의 Femise를 권유받고 먹었더니 잠도 잘 잘 수 

있었고 초조한 느낌도 없어졌습니다. 저는 춤을 가르치고 있는데 

바쁠때는 스트레스가 많아 신경이 쉬지를 못해 잠도 못자고 괴로

운 상태가 계속되는 일이 많았는데 Femise를 먹고 나서 부터 스

트레스도 그다지 느끼지 않아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홀몬제를 드시는 분은 꼭 훼미제를 드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

다.       Los Angeles Y L 

혹시 아직도 병원 홀몬제를 드시나요? 

FEMISE  정말 좋아요! 

▣두통, 생리통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그런데 생리가 불규칙하고, 생리가 시작

되기전에는 머리도 아파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Femise를 먹고 

나자 생리도 일정해지고 머리도 아프지않게 되었습니

다. 그리고 다시 젊어진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정말 처

방약도 아닌 이런 건강 식품이 이렇게 효과가 있으리

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주변에 생리가 불규칙하

신 분이나 그로인해 여러가지 증상이 있으신 분은 꼭 

드셔 보시기를 바랍니다.  NJ  Mi  Kim 

    -성분- 

•석류-여성홀몬 유사 물질인 ‘엘라그산’을 풍부하게 함유

하고 있는 에스트로겐 음식이며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미용, 노화 방지등에 효과.   
•마카-여성 홀몬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갱년기,피로, 스트

레스 해소 

•달맞이꽃-감마 리놀렌인산이 많이 함유되어 생리통이나 

갱년기 증상 완화,피부 질환 개선 

•이소후라본-식물성 에스트로겐이 가장 많이 함유, 골다

공증이나, 안면홍조, 비뇨생식계 질환 예방 

•블랙코쉬-북미원산의 노루삼속 약초라 불리며 갱년기 

증상 완화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홀몬의 수치를 높이지않고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도와드립니다! 
√손발이 차가우십니까? 

√갱년기 장애로 불편 하십니까? 

√생리통, 생리불순등으로 고민이십니까? 

√만성 피로에 시달리십니까? 

√생활에 활력이 없으십니까? 

√면역이 떨어져 있습니까? 

√거친 피부로 고민이십니까? 

http://www.google.com/imgres?imgurl=http://www.salisbury.edu/nursing/herbalremedies/images/primrose.gif&imgrefurl=http://www.salisbury.edu/nursing/herbalremedies/evening_primrose_oil.htm&usg=__JSRFWFO65Q7-GFypP8cw4AOfnGs=&h=200&w=200&sz=13&hl=en&start=31&zo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