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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여전히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가지만, 더욱 심기 일전해서 건

강을 지켜갑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리와 허리가 약해집니

다. 특히 팬재믹이 시작된 이후 집에 있는 일이 많

기때문에 집에 있으면서도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지않으면 더욱 약해집니다. 또 아무래도 

집에 있으면서 편식의 위험도 있으니 영양을 생각

해서 식사를 하도록 합시다. 

◆이번달은 「프레지던트초이스」또는「수퍼바

이오맥스」를 구입하시면 비타민C를 

선물！  

이번달 스페샬 

S.R.P$100/120caps 

「프레지던트초이스」또는 「수퍼바이오맥스」를 구

입하시면「비타민 Ｃ (로즈힙)」을 선물! 

많은 분들이 체험하시고 계십니다! 

아울러 비타민C도 챙기세요! 

FUKKEN (福健) 
$150 SRP / 

SPORIKI 
$160 SRP / 
120 soft gel 

GINKGO CoQ10 MAX 
$84 SRP / 90 soft gel caps 

ROYAL JELLY 
GOLD 
$120 SRP / 150 tablets 

SUPER  
GARLIC PLUS 
$40 SRP / 60 caps 

KAISO (快蘇 
$160 SRP /  
240 tabs 

$300/60packets (540 tabs)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일뿐만아니라 뼈나 힘줄의 경우 

단백질인 콜라겐의 생성에 꼭 필요합니다. 사람은 비타민

C를 체내에서 만들수없기때문에 보조제로 보충하지않으

면 안됩니다. 

$300/60packets (540 tabs) 

 바쁜 현대인들~ 

하나 하나 꺼내 먹기에는 시간이나 경제적인 면에서도 손해! 

어디서나 간편하게 하나씩 드십시오. 

•에너지Up-스포리키, 면역  

•혈액순환-카이소, 후켄 

•뇌의 활성화, 신체의 홀몬 조절,노화방지-로얄제리 골드 

•항산화 작용, 항염증 효과-갈릭 캡슐 

•눈, 심장, 기억력 증진-깅코코큐텐 



 관절이 걱정되시는 분… 

「젊은 피부와 몸」을 테마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관절, 뼈, 근육등의 결합 조직을 보강하는 영양 성분（글

루코사민, 키친키토산, 콘드로이친, 콜라겐, 키토산올리

고당, MSM）을 좋은 밸런스로 배합 ! 

운동부족이나 영양의 밸러스가 맞지않으면 실제 나이보

다 우리의 신체는 더욱 노화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수퍼

바이오맥스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관절과 근육

을 튼튼하게 해서 건강하게 젊음을 되찾도록 합시다. 

*수퍼바이오맥스는 특히 많은 분들의 재구매로 20년이 

넘는 세월을 많은 분들에게 애용되고 있습니다. 

운동 부족이 계속되면 근육은 극단적으로 저하

되고 혈행이 좋지않아  냉증이됩니다. 근육은 혈

액을 전신에 발송하는 펌프의 역할을 하기 때문

에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액 순환이 좋고, 몸이 

따뜻해집니다. 남성보다 여성에게 냉증이 많은 

것은 근육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또 나이가 들면

서 몸이 굳어지는데 움직이지않으면 더욱 근육

이 굳어버리기때문입니다. 근육의 경직은 스트

레칭과 체조를 매일의  습관으로 하면 개선됩니

다.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체조는 전신의 근육에 긴

장이 풀어져 피로감 해소나 수면, 건강유지에 도

움이 됩니다! 위를 향해 가능하면 힘을 빼고 손

이나 발을 동시에 흔들흔들하는 것만으로 몸이 

따뜻해질뿐만아니고 발이나 손이 붓는 증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❶ 위를 향해 눕는다 

➋ 양손, 양발을 든다. 

❸ 그대로 20초～30초 흔든

다. 이것을 2-3회 반복한

다 

무리하지않고 가능한 범위에서  

하도록 합시다. 자기전에  

하면 숙면할수 있습니다. 

나이들수록 근육 부족 

 손발 흔들기 체조 

매일 계속하는 

것이 중요! 

의외로 알려져있지않는 무릎 관절과 허벅지와의 관계. 무릎 관절

을 지탱해주는 허벅지를 단련하면 무릎 통증도 완화될뿐만아니라 

무릎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꼭 실천해 보십시오. 
 
❶의자에 앉은채로 한쪽 

다리씩 들어올리는 「발 

들어올리기 체조」를 권

합니다. 한쪽 다리를 천

천히 들어올려 끝을 자신

을 향하도고 무릎을 쭉 

폅니다.「５회를 1셋트로

해서 하루에 3세트를 계

속하면 대퇴사두근이 단

련됩니다. 
 

❷통증으로 아픈 사람은 바닥에 앉아 무릎을 펴주세요. 발끝을 올리

고, 무릎을 편채 5 –10초 센

후 힘을 뺀다. 

 

❸올바른 걸음 걸이를하는 

것만으로 무릎 통증 예방에 

중요한 항문 근육과 내전근

을 단련시킬 수 있다. 올바른 

걸음 걸이는  다리를 뻗었을

때  무릎에 힘디 들어가고 근

육이 생긴다.  무릎을 구부린 

채 걷으면 일정한 부분에 부

하가 걸려 슬개골이 불안정

해서 무릎 통증을 일으킨다. 

무릎을 위한 운동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 운동  

●글루코사민 

 관절 연골의 생성 촉진이나 수복에 도움 

●MSN 

관절 연골의 수복을 촉진할뿐만아니라 염증

이나 통증 억제에 도움이 된다. 

●콘드로이친 

 관절 연골에 많이 포함되어 윤활유 역활. 
  
●콜라겐 

 나이와 함께 감소하기때문에 양질의 콜라

겐 보급은 필수, 뼈, 연골, 피부의 탄력에 꼭 

필요한 성분 

●키친키토산, 키토산올리고당 

체내 흡수가 우수하고 면역 보강에 도움이 된

다 

❶ 
❷ 

5초 

허벅지 관절에 
힘을 준다 

발끝을 올려서 무릎을 폇고 
5-10초 있다가 힘을 뺀다 

등근육을 편다 

팔을 자연스럽게 흔든다 

무릎을 편다 

 
뒷꿈치부터 착지 

SRP$100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일본인 여류 작가 시오노 나나미 

씨가 이번 코로나 재난에 대해 "지금 계단참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낸다면?」이라고 잡지에서 언급한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고

대 로마의 역사"의 저자이기도 한 시오노 씨는 "역사를 보면 지

금의 코로나 재난의 극복 방법은 저절로 알 수있다"고 합니다. 

과거 인류는 다양한 재난에도 그것을 극복해 왔습니다. 계단참

에서 숨을 고른 다음, 다음 단계 (세상)에 대처하면 이 코로나 

재해도 뛰어넘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멈추지않는 비는 없고 아침이 오면 밤

은 물러설수 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날도 

꼭 올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계단의 계단참에서」그날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면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감염 예

방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나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좋은 기

회로 생각합시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올 여름 만 85 세입니다. 신

체의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신체 노화에 반비례해서 기력은 

해마다 UP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스릴도 있고, 나름대로의 삶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위에는 건강 진단의 검사 결과에 일

희일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수치가 정

상인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교과서대로 '될수도 없

고 거기에 사로 잡혀사는 것은 좋지않습니다. '우등생'의 수치를 

얻기 위해 약에 파묻혀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나이가 

들면 여기 저기 고장나는 것은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너무 신경성으로 이끌려다니지말고 어느정도는 케세라세라로 

사는 것이 건강 장수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 유지

의 삼대 기둥 "식사 · 운동 · 수면" 을 항상 유의한 다음의 이야

기이긴 합니다.  

. 

 아직은 아직 그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유

의해야할 점은 생활 습관병과 나이는 꼭 비례하지않는다는 것

입니다. 젊을때도  생활습관병이 따라다닐수 있습니다. ①음식

의 질이나 소재를 생각지않는다 ②먹는 속도가 빠르다 ③단

음식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을 좋아한다 ➃샐러드를 먹으면 야

채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거기에 드레싱을 듬뿍)⑤수면부족, 

운동 부족  ⑥의사나 약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⑧어딘

지모르게 신경증 … 위의 열거한것들을 잘 생각해서 건강에 나

쁜 것은 가능하면 피하도록 하십시오. 나쁜 생활 습관을 계속하

면 결국은 생활 습관병이 됩니다. 병이 발병하고나면 생활습관

을 개선한다고 해도 시간이 걸립니다. 
 

 저의 아버지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있는 일을 다하

고나면, 나머지는 초조해하지 말고, 그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는 

말을 좋아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하늘에서 정해준 것이지만 

천수를 다하기위해서는 그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

그나스의 근본 사상이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지킨다」인것

은 여러분들도 다아실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의사에게 맡겨

서는 천수를 기대할수 없습니다. 어쨌던 스스로 자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노력합시다. 마그나스가 「건강해지는 캘린더」를 

매년 무료로 배포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건강을 지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깨닫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마그나스의 기쁨이며 

건강 식품 회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귀중한 고객

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보다 이익을 중시하는 회사가 많아 한탄

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하와이 지역 신문 '하와이 퍼시픽 '이 지난해 말 44 년

의 역사를 끝으로 막을 내 렸습니다. 발행자인  카즈오 씨는 저

보다 일년 선배인데 그의 사명감 넘치는 태도에 저는 항상 매

료되어 있었습니다.  폐간을 섭섭해하는 많은 편지가 쇄도했다

고하는데, 그것은 그의 진지한 활동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인정했다는 증거입니다. 창간 일인 111 월 30 일과 창간 십주

년인  11 월 19 일 을 카즈오의 날로 HONOLULU시에서 정했

다고 합니다.  2016 년에는 시민상도 받았습니다. 저는 그로부

터 배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첫째가 돈을 벌려고하면 안되

고 먼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우선해야한다"는 말은 

아직도 저의 인생의 금언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는 하나님 만이 

아시겠지만, 저는 남은 인생이란뜻의 여생이란 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는 그 순간까지  그사람에게는 소중한 인

생입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않고  저의 인생 전체를 완수하

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입버릇처럼  남에게 피

해를 주지마라 '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요즈음의 부

모들은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잘 하지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

의 개성을 키워주기위해 하라 하지마라 말을 안하면서 자유롭

게 성장하도록 두는 것이 현대적인 교육 정책의 것 같습니다

만, 저는 약간 다른 생각입니다. 인간의 기본 윤리가 아이들에

게 준비된 바탕위에서 비로소 자유방임주의가 성립된다고 생

각합니다. 같은 국민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윤리 교육 부

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없고는 코로나 감염 대책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도 좌우

됩니다. 코로나 재난 수습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다

른 사람에게 폐가 되지않도록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마지막까

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저도 꼭 필요한 일이아니면 외출

은 일절하지 않고 후켄, 카이소,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inichi Torii 



 ●관절통이라 벌써 몇년째 페인노모어를 애용하

고 있습니다. 정말로 도움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는 수퍼바이오맥스를 알고 재빨리 구입, 먹었더니 

정말로 좋아짐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관절의 통증이 줄고 무릎 구부리는 것도 수월해 

가벼운 운동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

론 페인노모어도 계속 사용하고 있지만 

「SUPER BIO MAX」를 먹고부터는 많이 다르네요.

Ｙ.Kitamura (Los Angeles) 

 

●저의 친구중에 건강 식품 마니아가 있습니다.젊을때

는 왜 저렇게 먹어야하나 하면서 친구를 말리기도 했었습니다. 

나이70이 지난 지금 그 친구는 날아다니는데 저는 늘 여기저기

가 아파서 괴롭습니다. 그 친구가 건강 식품때문인지 체질인지

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마냥 부럽습니다. 그러는 중 무릎이 

이유가 없이 아프고 굽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카이로프라틱에 

다녀도 시원한 느낌만 있지 낫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그친구가 

수퍼바이오맥스를 권했습니다. 자기는 예방 차원에서 10년전부

터 먹었다고…. 

그때부터 수퍼바이오맥스와 콜라겐을 같이 먹기 시작했

는데 벌써 1년 정도 되었네요. 많이 나아져 카이로프라틱

에는 이제 다니지않습니다.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해 지리

라 믿고 열심히 먹고 걷고 하고 있습니다. LA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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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용자 소식 

●마그나스 뉴스레터를 보면서 프레지

던트초이스를 언젠가는 꼭 먹어보고싶

었습니다. 가격이 $210이라 좀 비싸다 

생각하고 지내다 언제가 프레지던트 초

이스를 사면 제가 좋아하는 프로바이오

프로라를 선물로 준다고해서 사게 되었

습니다. 그이후로 쭉 먹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원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친 적이 있는

데 좀 무리하면 다시 허리가 아파 잘 못움직였는데 1년 정

도 먹은 지금은 허리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무리는 안

할려고 노력하고도 있습니다. 어쨌던 하나 사면 두달 먹으니 

크게 비싸게 생각되지않아 아주 좋습니다.  

S. T Harbor city 

 

●저의 남편은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으로  제가 항상 걱정

이 되어 여러가지 건강 식품을 많이 사들이는 편입니다. 사

오기만 하면 항상 그런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쓴다느니 귀가 

얇아서 큰일이라는둥 불평이 많았는데  PC만큼은 남편이 몇

개 안남아 있으면 자기가 먼저 사오라고 합니다. 

처음 한달은  2팩씩을 먹었는데  지금은 한팩씩만  먹어도 

전혀 피곤하지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

금은 친구들에게도 권하면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Chicago      C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