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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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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의 과일 “석류”로 건강과 젊음을!
동양의 절세미인 양귀비도 매일 반쪽씩 먹었다는석류!
석류의 효능을 알았던 것인가? 최근 석류에 함유된 천년에스트로겐은 섭취
후 체내에 적합한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되며 석류씨앗 1kg속에17mg의 식
물성 에스트로겐이 함유되어 있다는 연구발표가 있자, 스웨덴 과 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중년여성들사이에 석류가 아주 귀중한생명의 과실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천연에스트로겐이많이 함유된 석류요법으로 젊
음을 되찾고자 하는수요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석류의 과실은 수용성당(포도당,과당등)이 전체의 반에 가까운 40.6%나
포함되어 있으며 포도당 분해를 촉진하는 쿠엔산,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수용성비타민(B1,B2, 나이신)등 많은 생리작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
는 미네랄 밸런스를 좋게하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콜라겐
콜라겐은 인간을 비롯한 동물의 체내에서 세포와 세포 사이를 메우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섬유상태의 경단백질(Albuminoid)입니다. 세
포가 다수 집합되어 있는 부위에는 반드시 콜라겐이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피부, 뼈, 연골, 혈관벽, 치아, 근육 등에는 콜라겐이 다량으
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콜라겐은 오래 전부터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콜라겐 및 그 변성물인 젤라틴을 섭취한 경우에는 다른 단백질
과 마찬가지로 소화관 내에서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대부분 아미노산의 형태로 흡수됩니다. 콜라겐은 면역기능을 향상시키고, 세포
의 재생작용을 촉진시켜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며, 피부의 신진대사 활성화 및 보습력 유지를 통하여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콜라겐은 인체내에서 젊어서는 많이합성되나 20대 이후에는 생성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탄력은 물론 잇몸
의 붕괴, 근육통, 혈관벽의 손상, 특히 공기중의 유해산소인 프리 라디칼(Free radical)에 의하여 햇빛이 많이 닿는 얼굴 등에 리포프
신이라는 색소가 출현하여 생기는 검버섯, 기미 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질병적 요소를 예방 하기 위해서는 콜라겐이 많이 함유된 식품
이나 콜라겐가공식품, 등을 복용하시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콜라겐 이란?
콜라겐은섬유성 단백질의 일종으로 1000개의 아미노산이 모여
길이 300nm, 굵기 1.5nm의 가늘고 긴 띠를 만들고, 이 띠 3개
가 새끼줄처럼 꼬여 콜라겐 분자를 만듭니다. 사람의 몸에서는 뼈
와 피부, 장기를 감싸는 막, 관절연골, 눈의 각막 등에 주로 존재
하여 생명과 건강을유지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은 먹어서 공급된다. 체내의 각종 효소와 대부분의 호
르몬, 적혈구 그리고 근육 등이 각종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에 착안하여 계산한 학설에 의하면 지구상에는 약 1억 종류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5005종류의 단백질이 있고,
그 중 콜라겐이 단백질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그렇게 많다는 것은 먹는 방법 이외에는 보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 체중의 65%나 점유하고 있는 물을 인
간은 피부에서 보급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입으로 마셔서 보
급하고 있는것입니다. 물분자는 콜라겐 분자보다 훨씬 작은데도
불구하고 피부로는 흡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mg단위의 콜라겐
을 크림타입으로 바른다거나 드링크제로 마신다고 하여도 굉장히
미량이므로 효과는 의문이며, 효과가 있다 하여도 심리적인 것일
것입니다. 나노과학에서 밝혀진 피부의 세포간격은 70nm, 그리
고 콜라겐 길이는300nm나 됩니다. 피부를 통과하여 콜라겐이보
급되려면 이 길이가 30~40nm 이하로 잘라졌을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콜라겐은 분자길이가 길고 분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상식이며,

여성갱년기,피부미용,힌머리,스트레스
신경통,생리불순,변비,빈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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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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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콜라겐+c

콜라겐은 먹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ese products are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