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노산 보조식품 개발 선구자로서 2001년에 상품화
2006년에는 특허 취득
아미노산 파워스틱으로
모든 사람의 건강하고 생기있는 생활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뇌·내장·신경·혈관·피부·머리털·손톱 등 전부
「단백질」로 되어있습니다. 혈액 중 적혈구나 백혈구도 「단백질」이 주성분입니다.
이들의 조직을 구성한 단백질은 끊임없이 교체되고 약 1개월마다 단백질의 절반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구성한 최소단위의 성분(부품)인 “아미노산”을 항상 보급해주지 않으면 건강을 유
지할 수 없습니다.
● 뇌를 활성화하고 집중력을 높인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뇌 속 피로 물질을 억제
● 아미노산은 non-fat으로 살 찔 걱정이 없음.
● 근육의 피로 회복을 앞당긴다.
【분기쇠 아미노산 BCAA(발린·로이신·이소로이신)알기닌·글루타민로수복】
● 위를 강하게 하고 위궤양이 되지 않습니다.
【위의 점막을 건강하게 하고, 스트레스에 대항할 힘을 높입니다】
● 암의 진행을 막아주는 작용을 하고 인플레엔자나 꽃가루 알레르기의 예방에도 좋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바이러스나 세균을 공격하는 면역세포의 마크로파지를 활성화】
● 간 기능을 높여주고, 숙취를 막고 간 장애를 억제, 또 C형 간염이나 B형 간염의 예방에도 좋습니
다.
【분기쇠 아미노산 BCAA(발린·로이신·이소로이신)알기닌·메티오닌의 필수 아미노산으로 간 기능
강화】
● 당뇨병 대책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고, 혈액 중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어하고 에너지를
만든다.】
● 아이를 원하는 부부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자의 주성분 80%는 알기닌, 알기닌으로 정자의 수가
늘어나고 정력 업
● 피부의 건조를 막고 피부를 촉촉하게, 턴오버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피부는 젊어집니다.
● 콜라겐을 만드는 아미노산을 충분히 섭취.
【피부를 탄력성과 윤기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 또 피부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주근깨· 주름·피부 늘어짐을 예방.】
● 머리카락에 윤기와 습기.
● 자기 전에 먹으면 아름다운 몸을 만들어 줍니다.
【자고 있는 중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젊어지는 호르몬)】
● 체지방을 줄이기 어려운 사람에게 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근육을 만들고, 지방을 연소시켜 체지방을
줄인다.
● 젊어지기 위한 다이어트는 아미노산 보급에 있다.
【먹지 않는 다이어트에서 아미노산을 먹는 다이어트로】 ·
● 스포츠 선수에게 아미노산은 필수불가결합니다.
【아미노산을 섭취함으로서 퍼포먼스 향상】
● 아미노산이 근육, 지구력도 매우 높여줍니다.
● 아미노산으로 부상이나 이상이 생기기 어려운 몸을 만들고, 늠름하게 변신시켜줍니다.
● 운동 중에는 피로를 억제하고, 운동 후에는 근육의 염증을 회복해줍니다.
●
●
●
●
●

식욕이나 체력이 떨어지는 노인에게도 아미노산은 맞습니다.
몸을 다친 사람의 재활을 높여줍니다.
골절부위나 봉합부위의 치유가 빠르며 변형성 무릎 관절증 아픔 개선.
백내장 개선.
자기 전에 먹는 아미노산으로 숙면, 이튿날 아침이 상쾌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