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gnus News 는 마그나스 회원을 위한 월간 뉴스 레터입니다. 뉴스 레터에 실린 스페샬은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 

니다. 마그나스 회원 이 아니신  분으로  제품을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격이 회원분과 다른점을 이해해주시기 바 

랍니다. 마그나스의 회원이 되시기위해서는 회사로 전화를 주시든지 주변에 마그나스 회원이신 분들께 문의하시면 됩니

다. 뉴스 레터에 기재된 SRP는 멤버가 아니신분, 스페샬은 멤버를 위한 것입니다.Tax와 송료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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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나스의 인기 제품「Ginkgo CoQ10Max」를 아시

나요? 서양의 영양학과 동양의 신비를 조화롭게 만든 

21세기의 영양 보조 식품 .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 혈행

을 촉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이번달은 Ginkgo CoQ10Max를 구입하시면 혈행촉진

에 도움이 되는 Super Garlic Plus（S）30정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번달부터 Royal Green Silk가 $48(SRP)로 됩니다. 

❶「GINKGO COQ10MAX」를 구입하시면 Super Garlic Plus (30 

tablets)를 선물! (한분에 하나만!) 

❷「GINKGO COQ10MAX」5개를 구입하시면 GINKGO 

COQ10MAX하나를 더받음과 동시에 Super Garlic Plus(30tablets)

를 선물! 

砂漠に咲く可憐な花・ 

デザートファイブスポット 

SUPER GARLIC PLUS는 ●무취갈릭●킨토키 

생강●재첩 엑기스●오키나와 강황, 비

타민C와 비타민B1을 배합해서 마그나스

의 품질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수퍼갈릭플러스의 주요 성분인 마늘

은 흡수력을 높이기위해서 열을 가하지않고 세

포 파괴제법으로 유효 성분만을 추출했습니다. 

S.R.P$84.00 (90 caps) 

GINKGO COQ10 

≪주성분≫ 

●ＣｏＱ１０ ●영지 

●은행잎 엑기스 

●루틴   ●비타민Ｂ군  

●비타민Ｃ ●비타민 Ｅ 

●ＤＨＡ  ●미네랄 

●레시틴 ●아연  

●엽산 

●GINKGO COQ10 MAX 에는 코엔자임 Q10을 비롯

해 부족하기쉬운 영양소를 최적의 밸런스로 배합 하

였습니다.심장, 기억, 눈이 걱정되시는 분, 면역력을 

높이시고 싶으신분, 혈관을 튼튼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드십시오.  
SUPER GARLIC  PLUS 
(S) 30capusles  

적혈구와 혈관, 식생활 개선이 열쇠！ 
혈관의 직경은 아주 작기때문에 좁은 통로 안을 

그 직경보다 큰 고형물인 적혈구가 통과할려면  

적혈구 자체가 스스로 몸을 비틀고 구부려서  

통과할수 있는 사이즈로 만듭니다. 그러나 혈액에 지방과 

당분이 많으면 적혈구 표면이 코팅되어 딱딱해져 자신의 

몸을 변형시킬 수 없게되어 버립니다.그러면 적혈구가 혈

관의 좁은 곳을 잘 통과할수 없게 되어 혈관이 막혀 혈액

이 흐르지않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지방이나 당분을 너

무 많이 섭취않도록 하고 좋은 식재료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달 스페샬 

$40 SRP ／60capus SUPER GARLIC PLUS 



혈관의 작용은 혈액을 원활하게 흐르게해서 전신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혈관은 유연하지만 나이가 들면 탄력을 잃고 딱딱하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류가 나빠져 피부나 머리카락에 트라블이 생기고 어깨결림이나 요통, 냉증등의 증상
이 나타납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동맥 경화가 진행되고 심근경색이나 뇌경색등 
소위, 「혈관병」의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https://eonet.jp/health/yobou/content4.html 
https://kenko.sawai.co.jp/healthy/201702.html 

혈관을 강하고, 부드럽게！ 

Ginkgo CoQ10 Max Omega DHA 

SRP$70 
 90 caps 

SRP$84 
 90 caps 

 혈관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 동맥, 정맥, 모세 혈관 3개입니다. 이들 혈관을 

연결하면 모두 9만9万㎞, 지구의 약 2바퀴반이 되는 길이입니다. 심장부터 

출발한 혈액이 가는 길이 동맥, 돌아오는 길이 정맥입니다. 동맥은 산소와 영

양분을 옮기고 정맥은 체내 여기저기에서 회수한 이산화탄소나 불필요한 것

들을 제각각 처리기관으로 가져갑니다. 

 모세 혈관은 몸의 말단까지 깔려있는 것으로 세포나 조직의 구석구석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가져갑니다. 머리카락의 20분의 1정도의 두께로 육안으로

는 볼수 없습니다.모세 혈관에는 혈관의 두께를 조절하는 근육이 없기때문에 

스스로 수축할수가 없습니다. 

  
 

 

심장(좌심실)의 대동맥에서 보내는 혈액은 단 20초

만에 전신을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갑니다. 심

장에서 떨어진 곳을 흐르는 모세 혈관이 서서히 좁아

져서 막히는 경우에는 바이패스(우회)혈관이 새롭게 

형성되기때문에 세포가 괴사되지 않을수도 있지만심

장에서부터 떨어진 곳을 흐르는 말초 혈관이 서서히 

좁아져 막힌 경우에는 바이패스의 혈관이 새롭게 형

성되기때문에 세포가 괴사하지않는 경우도 있지만 

서서히가 아니고 갑자기 혈관이 막혀서 산소의 공급이 멈추면 뇌에서 4분 심

장이라면 3시간으로 세포가 산소 결핍에 의해 괴사해버립니다. 즉 혈관의 트

라블은 치명적인 위험으로 될수 있습니다. 

 

혈관은 외막, 중막, 내막의 3층구조로 되어 있습니다.외막은 혈관을 보호하

고 중막은 혈관에 걸리는 압력을 조정하는 역활을 합니다. 내막은 혈액에 

직접 닿는 부분으로 섬유 조직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얇은 층과 내피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내피세포는 동맥 경화의 원인이 되는  유해 물질이 혈관벽

으로 칩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혈액을 잘 흐르게 

유지하는 중요한 역활을 합니다. 실은 혈관을 젊

게 되돌리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동맥의 내피 

세포.입니다. 나이와 함께 내피 세포의 역활도 

저하되기때문에 식생활을 비롯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으로 내피세포의 역활을 회복하고 

혈관 연령을 낮출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혈관 스트레치＞ 

혈관은 「수직으로 늘리면 부드럽게 된다」는 성질

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 간단한 스트레칭

을 하시면 좋습니다. 스트레칭으로 혈관이 

부드럽게 되어 혈류가 좋아지면서 혈관의 

벽에서 혈액을 부드럽게 하는 성분이 방출

됩니다. 

①양발을 어깨 폭으로 벌려줍니다. 

②양손을 쫙 편채 만세의 요령으로 위로 

올립니다. 얼굴은 정면을 향하고 발꿈치

는 바닥에 붙인채 호흡을 천천히 합니다. 
 

③양손을 내리고 힘을 빼고 릴랙스합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하면 약 1분 걸립니다. 

＝익숙해지면＝ 

④만세한 양손을 깍지끼고 그대로 천

천히 좌우로 스트레칭해주세요. 근육

을 천천히 펴는 모양으로 절대로 빨리 

움직이지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1회 5초로 왼쪽과 오른쪽 좌우로 2번씩 

하면 약 1분 걸립니다. 

 혈 소 판 과  혈 전 의  관 계 

손가락을 베어서 피가나는데 멈추는 것은  피

를 멈추는 혈소판이 상처를 막아주기 때문입

니다. 또한 혈관의 안쪽에 상처가있는 경우 역

시 혈소판이 그것을 복구하려고 상처에 모입

니다. 이것은 혈소판이 가지는 점착력 및 응집

력 등의 특성에 의한 것입니다. 혈관 속을 흐

르는 혈액은 일반적으로 굳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혈관의 내벽에 상처가 생겨 혈소판이 

모여 응집하면 그에 따라 혈액이 굳는 일도 있

습니다. 이것이 혈전입니다. 그리고 혈관이 좁

아진 곳에 혈전이 생기면 있는 혈관이 막혀 버

립니다. 

 동맥의 내피세포를 건강하게... 

염분을 줄인다. 염분을 배출하는 청어나 콩제품을 먹는다. 

야채를 많이 먹는다. 적당한 운동으로 혈관을 강하게 한다. 

혈관의 종류 

혈액은 20초만에 몸을 돈다. 

혈관의 구조 

내피세포 
내막 

중막 

외막 

혈류 

https://eonet.jp/health/yobou/content4.html


 일본의 봄의 상징이었던 벚꽃의 개화도 올해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이전과 비교하면 보름 정도 빨라지고 있습니

다. 일본에 사는 친구가 매년 벚꽃과 후지산의 사진을 보내주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떤이들은 후지산도 지금으로서는 언

제 다시 폭발할지도 모르는 상태인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지진, 해일, 태풍, 호우, 홍수, 산불, 토네이도 등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는 현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니 무슨 말을 해도 가능성이 0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연계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않아  벌써 일년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전 인류가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있지않습니까! 더 이

상 이 지구는 인간에게 안전한 장소가 아니게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 총 인구는 약 77.5억. 그 1%에 달하는 7750만명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7750만명의 유력자가 자신들 뿐만 아니라 나머지 99%의 사람들을 생각해서 세계를 움직여 가면 지구 본래

의 모습대로 안전한 장소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34세의 생각이 건전하고 젊은 학자의 책을 

읽었습니다. 일본의 철학자, 경제 사상사 연구자인 Saito Kohei 저 『새로운 시대의 「자본론」』에서 그는 

「이미 지구는 다시 되돌릴수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알고 있어도 1%の사람들

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기는커녕 더욱더「파괴의 길」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동

시에 99%의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면서도 현실을 객관시하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어떻게 되겠지하는 자포

자기인가, 내가 아닌 누군가가 하겠지 하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지구상의 3.5%,약 2억 7천만 

사람들이 일어나서 행동을 일으키면 변한다, 파리 조약을 실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실

제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책속에 자세히 쓰고 있지만 그 방법중의 하나로 「탈성장 커뮤니즘이 

세계를 구한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 주의 민주주

의는 과도하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더이상 인간에게「편리」를 가져오는 과학의 진보는 불필요하지 않을까하고 생

각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편리함에 익숙해지면 머리도 몸도 사용하지않게 됩니다. 혹자는 IT 부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자격

지심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에 물어서 간단히 답을 얻기보다 종이 사전을 찾아서  스스로  탐구하는 쪽이 

인간답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나로그 나라」가 존재한다면 저는 거기로 이주하고 싶습니다.『인간 세상의「자본론」』

은 결코 어려운 책은 아니니 많은 분들이 읽고 현실을 직시해서 행동으로 옮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둘도 없는 아름다

운 지구가 건강하게 오래도록 보존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럴려면  자연의 섭리를 존중하고, 우리가 인간 다운 생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않을까요? 

 
 그건그렇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혹시 "행복 홀몬 세로토닌 '을 아시나요? 세로토닌은 마음의 

건강에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세로토닌이 뇌에 충분히 퍼져 있으면  긍정적인 기분이되어 정신이 안정되고 머리 회전이 좋아

집니다. 반대로 부족하면 공격적이되고, 불안과 우울증등의 정신 불안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장

내에서 생성되어 그 90 %가 대장 안에,  8 %는 혈액 속에 그리고 나머지 2 %는 뇌에 존재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장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수 있습니다. 장은 '제 2의 뇌'라고 불리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장이 건강하면 세로

토닌은 잘 보존됩니다. 또한 자가 면역력에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마그나스의 PROBIOFLORA, MANDA를 섭취해

서 장 건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깨어 있을때 배가 고파져서 조금 야식이라도 할까 하는 기분은 누구나  듭니다

만, 너무 음식을 늦게 먹으면 자는 동안에도 내장은 쉴수가 없기때문에 먹지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공 식품이나 정크푸

드는 체내에서 해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때문에 내장에 부담이 됩니다. 바른 식생활을 하고 잠을 잘 자는 것은 내장 건

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바쁜 생활로 인해 먹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을 잊지마십시

오. 그리고 현대인이 가장 혹사하는 「눈」, 눈은 뇌에 직결되어 있기때문에 아주 민감한 기간임을 명심하십시오. 저도 나이가 

들면서 눈이 정말로 약해졌습니다. 눈의 신경을 케어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잠을 잘 자는 것인데 저는 늦게까지 깨어서 

밤늦게까지 책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YE CROCETINEＶ》는 빠트리지 않고 먹습니다. 크로세틴은 인

지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잠을 잘 자고 ,가끔식은  멀리보는 습관을 길러 꼭 눈을 보호하도록 하십시오. 

 
 이번달, 다음달 정도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계 태세도 완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결코 방심하지 마시고 스스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면서 "장 · 뇌 · 눈"건강에도  신경을 써, 모두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을 만끽하도록 합시다. 

Kinichi Torii 



This material is not intended to be interpreted as a diagnosis or prescription in any way. Information provided here-
in, for example, references to herbs as to their historical uses, may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professional ad-
vice or as an alternative to professional medical treatment. MAGNUS ENTERPRISES, INC. does NOT directly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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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NUS ENTERPRISES, INC. 
22301 S. Western Ave., Suite 104, Torrance, California 90501 

GINKGO COQ10  복용 후기 

 ♣치매에도 효과가… 

저의 할머니는 81세인데 몸은 건강하고 의욕도 

왕성한데 침해가 시작되었는지 잊어버리기를 

잘해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로

부터 GINKGO COQ10MAX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할머니에

게 약간 많은양으로 아침에 4알, 저녁에 4알을 먹게 했습니

다. 그랬더니 한달 후 전화를 받을 때도 전혀 이전과 다름이 

없고 전화 번호라든지, 이름등을 확실히 알아듣고, 가족들 

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되어 가족 모두가 기뻤습니다. 가족

들 모두 건강을 제일로 생각해서 Ginkgo Coq10을 종합비

타민제로 애용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기위해

서도 절대적으로 권할만한 제품입니다. 

    Sanjose   Sato 

 

 ♣종합 비타민으로…. 

몸이 많이 약해 멀리 여행 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않고 항

상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비타민대

신에 Ginkgo Coq10를 먹어보라고 해서 좀 비싸긴 했지만 

먹기 시작한지 꽤 지났습니다. 얼마전 일본 여행도 다녀왔

는데 친구 남편이 의사라 Ginkgo Coq10을 보여줬더니 아

주 좋다고 계속 먹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Ginkgo가 좋습니다.  

     Hawaii  KS 

  ♣두통이 없어지다 

저는 직장에서 계속 컴퓨터 화면을 봐야합니다. 그때

문에 눈이 항상 피곤하고 두통이 있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GINKO COQ10 Max를 먹기 시작하고 지금 

4개월짼데 두통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혈액이 잘돌아서 

그럴까요?  눈은 아직 많이 피곤해서 저번달부터는 눈보조제인 

아이크로세틴도 같이 먹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

니다. 아직은 일을  더 해야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Los Angeles E. T 
 

 ♣지금은 아들도 깅코 팬! 

마그나스 뉴스에 오래전 저의 사진도 올라왔었습니다. 저는 올

해 94세. 코비드 전까지 아들 사무실에서 일을 도와주었습니

다. 제가 마그나스를 만난것은 아마 40년도 지난것 같습니다. 

마그나스 초창기때부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꾸준히 조금

씩 먹어준 것이 저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해주었습니다.  원래 

성격이 무슨 일에나 성실한 타잎이라 정말 꾸준히 복용해왔습

니다. 깅코의 이름으로 처음 발매되었을때부터 지금

까지 먹고 있는데 아직 눈도 좋아 체크도 안경없이 쓸

수 있습니다. 깅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

의 아들 2명도 몇년전부터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아

들들도 저처럼 건강 하기를 바랍니다.    

Torrance S. 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