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얄젤리 골드를 5개 사시면 하나를 더 받음과 동시

에 올개닉 샴푸 바를 선물로 드립니다.(한분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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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뉴스 

레터에 기재된 SRP는 멤버가 아니신분, 스페샬은 멤버를 위한 것입니다.Tax와 송료는 별도입니다  

Magnus Enterprises, Inc. 
22301 S. Western Ave. Suite 104 
Torrance, CA 90501 
Tel: 310.782.9657   Fax: 310.515.5263 
Email: info@magnususa.com 
www.magnusamerica.com 

●로얄젤리 골드를 사시는 

분께는 올개닉 샴푸바를  

선물! 

( 한분에 하나! 한정) 

표시 가격은 SRP 

입니다. 

어머니들께, 어머니이신 자신에게, 어머니같이 신세를 지신 분

들에게 신비의 영양식 로얄젤리와 좋은 성분의 화장품 선물이 

어떠신가요? 이번달은 로얄젤리와 화장품($100이상)을 사시

는 분들에게 올개닉 Shampoo Bar(SRP $12)를 하나  선물로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선물은 한분에 하나!)  

누구나 만족하실 선물입니다. 

 

로얄젤리 골드 SRP$120 / 150tabs  

올개닉 샴푸는 발매 1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개닉 샴푸 바를 사용하고나서부

터 머리가 덜빠진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문제

가 되고 있는 계면활성제등이 들어있지않는 자

연친화적 성분으로 여러분들의 모발을 건강하

게 지켜줄것입니다. 

●M Lotion: $48/180ml 

●M Milkk: $48/150g 

●UV Makeup base50:  

     $48/50ml 

●Cleansing oil: $60/150ml 

●White Cleansing Form: $80/150g 

●Moist Lotion: $88/150ml 

●Milky Essence: $98/50ml 

●Milky Lotion: $90/115ml 

●Rejuvenating Cream: $98/32g 

●Eye Cream: $80/30g 

●UV Milk : $35/30g 

●Moist Foundation: $48/14g 

●Gold Ion Lotion: $100/120ml 

●Gold Ion Soap: $60/120g 

●Gold Ion Thera-Massage: $120/60g 

●Gold Emollient   $120/30g  

로얄제리 골드는 유효성분을 놓치지않

고 끊임없이 분석, 검사, 연구한 최고 품

질의 제품입니다. 한알에 로얄제리 

250mg을 배합한 먹기쉬운 조그만 당의

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8/3개 셋트 내츄럴 올개닉 비누  

식물성분으로 만든 피부에 

좋은 100％ 올개닉 내츄럴 

제품。 

올개닉 샴푸 바ー 

머리카락을 건강하게하고 

탈모 방지 

 $12 

자연 친화 화장품 

자연친화적인 화장품을 ＄100이상 구입

하시는 분에게  올개닉 샴푸바를 선물로 

드립니다. 

로얄젤리 골드  

올개닉 샴푸바 
SRP$ 12/ 3.65oz 



  

 

로얄젤리는 꿀의 성분과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벌꿀은 일벌이 꿀을 먹이로 둥

지에 저장 숙성시킨 감미료이며, 로얄젤리는 일벌이 꽃가루를 재료로 체내에서 합성, 

분비하는 것 입니다. 외형은 걸쭉한 하얀 물질로 신맛이 강하고 꿀과는 전혀 다릅니다. 

알일때는 일벌도 여왕벌 같은 암놈이며,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왕벌만이 

뛰어나고 수명도 생명력도 몇십 배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먹는 것이 다릅니다. 부화 

후 3 일째까지 영양가가 낮은 일벌 젤리 (로얄젤리보다 영양가가 낮다)를 먹고 4 일째 

이후, 꿀과 꽃가루를 먹는  암컷은 일벌이 됩니다. 한편, 여왕벌이 되는 암컷 꿀벌은 부

화 후 평생에 걸쳐 로얄젤리를 계속 먹습니다. 즉 로얄젤리는 여왕벌만이  계속 먹을수 

있는 특별한 것이기때문에 로얄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이처럼 유전자적으로 완

전히 같은 수정란을 일벌과 여왕벌로 분화시키는 것은 로얄젤리의 신비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벌은 이리저리 날아 다니며 꿀을 빨아 배에 꿀을 모으고 다리

에 꽃가루를 붙여 둥지로 돌아갑니다 .  일벌의 뒷다리 

정강이 부분에 긴 털이 줄 지어 있는데  그것이 바구

니 모양으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꽃가루를 넣고 

꿀로 말아서 가져갑니다 .  이를 화분 (꽃가루 경단 )이라

고 합니다 .  일벌이 모아왔온 화분을 이번에는 담당 

일벌이 꿀을 더 첨가해서 상하지 

않도록 보관합니다 .  그 저장된 꿀

과 화분을 부화해서 1 주일된 젊

은 일벌이 먹고 체내에서 소화 분

해 생성해서 하얀 물질을 만듭니

다 .  이것이 로얄 젤리입니다 .  여왕벌에게만 

주어지기때문에 "왕유"라고도합니다 .     
      

    ≈≈≈≈ 영양의 보고≈≈≈≈ 

로얄젤리는 영양의 보고로 인간의 몸에서는 만들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을 비롯해 몸의 상태를 조정하는 각종 미네랄, 

비타민등이 좋은 밸런스로 배합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데센산과 파로틴등 로얄젤리만이 가

지고 있는 독특한 성분이 있습니다. 

데센산：장내 환경을 정비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활동 외에 여성 홀몬의 에스테로겐과 비슷한 역

활을 한다고해서 자율 신경 밸런스가 깨져 불쾌

한 증상이나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유사 파로틴： 노화에는 40세경부터 시작되는 가짜 노화와 60세를 지나

면서 시작되는 진짜 노화가 있습니다.가짜 노화는 침샘 홀몬(파로틴)의 분

비가 줄어듦으로 일어납니다만 바깥에서 보급하면 적어도 20세는 젊음을 

연장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로얄젤리에는 이 파로틴과 유사한 특징을 가

진 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 그외 영양 성분≈≈≈≈ 

그외에도 로얄젤리는 벌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비타민류, 미네랄, 아미노산 등의 영양

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로열젤리에는 67%

의 물, 12.5%의 단백질 및 소량의 아미노산, 11%

의 당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류는 비타

민 B군이 대부분이며 약간의 비타민 C도 들어있습

니다. 

로얄젤리란 무엇인가？ 

 
  로얄젤리 골드 

생약으로서의 연구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쉬지않

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개선

작용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율 신경 조절■홀몬밸런스 개선  

■혈압 개선■콜레스테롤 조정, 개선

■아름다운 피부 

■골다공증 ■노화 방지 

●하루에 2000～3000개의 알을 낳음 

●크기：일벌의 2~3배 

●알은 낳지 않는다 

●크기：여왕벌의 １/２이하 

●수명：약1개월 

마그나스의 로얄젤리 골드는 100년 이상의 역사

를 자랑하는 제약 회사로 철저한 품질 관리하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로얄젤리 한알에 로얄젤

리가 250MG 배합되어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하루에 2알씩 드십시오. 

공복에 섭취하시면 더욱 흡수가 좋습니다

만,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식

후에 드셔도 됩니다. 

 
젊음을 지키고싶다 

건강하게 지내고싶다 

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들께 

꼭 권합니다! 

로얄젤리가 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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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여왕벌 
회춘 

일벌 단명 



  

 

 ５월이라고 하면 따뜻한 기후를 연상케합니다. 코로나때문

에 자연과 접할 기회가 드물어 그 화사하고 따뜻한 날씨도 맘

껏 누리지못하는 실정이네요. 초목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모습

을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잘 못느끼나 

봅니다. 그래도 가끔씩 답답해서 나가면 마스크까지 해야햇 제

대로 봄기운을 느끼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여기 서든 캘리포

니아는 금방 여름이 되니 많이 아쉽습니다.  
 
 회사 직원들의 성화로 주사라면 질색인 저도 백신을 맞았

습니다. 저같은 사람들도 맞아서인지 제가 사는 곳도 감염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방심하면 안됩니다. 손을 씻는 것, 양

치질이나 입안을 헹구는 것에 주의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

는 곳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

람에게서 사람으로 감염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도 지켜야 합니다. 감기기운이 있을때도 초기에 고쳐야하는 것

과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를 하지말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

는 일을 삼가해야합니다.   

 

 요즘은 집에 휴일이라도 집에 머무는 날이 많아 운동 부

족으로 체중이 늘었습니다. 물론 운동 부족 뿐만아니라 과식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덧붙여 제가 미국에 왔을 당시와 지금의 

몸 상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비교해 보시

기 바랍니다. 그 인과 관계에 분명 놀랄 것입니다  

1 신장 176cm 174cm 

2 체중 61kg 72kg 

3 허리 사이즈 31inch 34.5inch 

4 목둘레 사이즈 14.5inch 16inch 

5 구두 사이즈 8.5 9.5 

6 시력 1.5 노안, 원시, 난시 

7 치아수（영구치） 31개 31개 

8 100m 달리기 14초 
24초（숨이 가빠서 
달릴수 없음)） 

9 지병 없음 없음 50년 

10 담배 하루에 40개비 50년전에 그만둠 

11 술 좀 많이 즐길 정도 

1963년      2021년 

 여러분들 자신은 비교해보니 어떠신가요?  50 년 동안 이

렇게 눈에 띄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인의 대부분은 저 자신의 

게으름의 결과임을 알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과식, 과음, 운동 부족, 수면 부족이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은  

90세 건강을 목표로해서 다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스

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건강 식품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

의 건강관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의사와 약에 의존하는 

건강으로는 건강할수 없고, 질병 (건강) 발병의 85 %는 자신의 

나쁜 생활 습관임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의료 제도에 맡기고있으면 결코 건강은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건강을 의료제도에 맡기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않아도 되니까 생활 습관에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의 식생활에 정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에 운동 부족, 수면 부족도 좀더 노력해서  100세 현역도 가능

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약 좋아하

고 병원 좋아하는 친구들이 없어지면 쓸쓸할거라서 혼자서 지

내지 못하게 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력은 제가 미국

에 왔을때, 다시말하면 50여년전보다 더욱 좋습니다. 그것은 

아직 꿈과 호기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 

식품의 힘도 컸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고싶은 일과 해야할 일

들을 항상 머리속에 생각하고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 저는 샴푸바를 사용하고 

나서 탈모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샴푸의 마지막에 물로 잘 헹

국고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린스합니다. 이전 액체 샴푸를 사

용할때보다 물도 훨씬 적게 사용해서 아주 만족합니다. 자연

의 힘은 정말 큽니다. 먹는 음식도 집에서 정성들여 만들어 먹

으면 건강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ー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고 사십시오.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고 배우십시오 ー  
 

 이것은 인도 독립운동가의 아버지가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의미

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이 바뀔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변에 친구들이 별 생

각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마그나스 멤버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매일매일 

배우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Torii Kinichi 



  

 

 
 Shampoo Bar   로얄젤리 복용후…. 

 

♣로얄젤리는 저희 집에서는 구원투수나 마찬가지

입니다.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는 젊을때부터 위장

이 나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마그나스의 로얄젤리

를 만나고부터 돌아가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지내셨

습니다.그 영향으로 저도 계속 먹고 있는데 주변에

서 나이보다 많이 젊어보인다고 합니다.그리고 나이가 지금 68세

인데 잔병치레를 안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얼마전부터 여기저

기가 안좋다는 말들을 많이 하던데… 

        H.Z  (HI) 

 

♣젊을때부터 로얄제리를 먹어서 그런지 갱년기를 모르고 지나

갔습니다. 60정도 되었을때부터 친구들은 컨디션이 않좋다는 말

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전혀 증세를 전혀 못느끼고 지나간것 같

아요. 건강 식품은 로얄젤리밖에 먹지않았고, 요즘 들어 콜라겐도 

먹고 있을정도. 로얄젤리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S.K (L A) 

 

♣저는 여러가지 건강 식품을 먹어봤는데 로얄젤리가 제일 저에

게는 맞는 것 같았어요. 소화도 잘 안되고 늘 이유없이 

피곤했었는데 로얄제리를 먹고서부터는 소화도 잘되고, 

피곤한 것도 덜하고… 지금 1년 정도 복용하고 있는데 잠

도 잘자고 피곤하던 증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C. K (Seattle) 

♣제가 늘 비누로 머리를 감으니 와이프가 어느날 샴푸라

면서 주길래 써봤습니다. 저는 어차피 비누를 사용하니  

그냥 썼습니다. 한달 써보니 차이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덜빠져요! 지금 68세로 얼마전부터 머리숱이 줄어든다 생

각했는데  확실히 보기에 풍성해 보입니다. 혹시 걱정되시

는 분들 사용해 보십시오.      

      A. T (Gardena) 

 

♣저는 샴푸가 나오기전에도 올개닉 비누로 머

리를 감았습니다. 저는 액체 샴푸보다 비누가 

편하고 좋았습니다. 파마하신 분들은 어떨는지 

몰라도 저는 아주 마음에 들어 남편도 사용하게 해서 괜

찮다고하는데 아직 아이들은 안쓸려고 하네요. 제가 아이

들을 만날때마다  플라스틱이 안나오니 

환경에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애들

은 환경에 좋다고 하면 들어주니까…  

ㅎㅎ                       K. N(Tx) 

 

♣저는 꽤 몇년전부터 늘 딸이 사와서 고체 샴푸를사용해

왔습니다. 꽤 비싸서 때로는 내가 뭐 이렇게 비싼걸 사용

하나 생각했는데 마그나스의 샴푸는 싸기도 하고 사용감

도 훨씬 좋아 만족합니다.   

     S. T (F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