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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명이상의 의사가 사용하고 있는

키친.키토산
일본에서는 키친 키토산을 만명이상의 의사가 사용하고있습니다.
사용하기로한 각지방 의사협회 는 아래와 같으며 점점늘고 있습니다.
TOKYO 의사협회
FUKAI 의사협회
AOMORI의사협회
SHIZUKA의사협회
GIFU의사협회
NIGATA 의사협회

TOYAMA 의사협회
ISHIKAWA의사협회
OSAKA의사협회
SHIMONOSEKI의사협회
TAKAMATSU의사협회
TOKUSHIMA의사협회

OKINAWA 의사협회
TOTTORI MID의사협회
TOTTORI EAST의사협회
TSUKUSHI의사협회
KITAKYUSHU의사협회

키친.키토산이란?
게나 새우껍질에서 칼슘이나 담백질을 뽑아낸 키친 질을 다시 80%
이상을 키토산이라고 하는 흡수하기쉬운 물질로 변화시킨것을말함.
북해도대학과 동북약학대학에서 암의억제효과가 발표된후 일본정부
에서도 거액을 투자하여,13개대학에서 연구하기 시작하였음.
의사에 의하여 여러가지 병의 호전이 보고되고있다.
당뇨병,암증상호전,간장병,고혈압,코레스트롤의저하.
불면,어께통증,냉증,갱년기장애,자율신경실조,정신불안정등....
松 永 蒿 일본의학박사 (아스타크리닉원장 키토산치료 2000 人以上 )

저의78세된부친께 키토산을 복용시킨지 일주일만에 그
동안 사용하던 산소호흡기없이 집안에서 걸을수 있게
되고,또한 10일후에는 외출을 할수 있게끔 되었다.
75세의 카나다 대학명예교수에게 키토산을 투여. 이분
은 오른쪽 귀에 피부암이 있어 수술을 하면 어떨까 상담
하여 왔는데, 그에게 키토산을 권하여 단 일주일만 에
차차 적어지기 시작하여 10일 후에는 깨끗이 종양이 없
어지는 생각지않은 결과가 발생한것이다. 이두가지 경
험은 아직까지 의사로써 건강식품에 대하여 냉담하고
있던 나자신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활을 하였고, 지금
은 많은 의사들이 키친.키토산을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흥미 깊은 치료 보고를 많이 들을수 있게끔 되었다.

지금까지 2000명 이상의 환자에게 키토산을 사용했지만
키토산을 사용한 의사라면 누구라도 느끼는바와같이 키
토산의 좋은점은 면역작용이 극도로 높아서 체내의 어떤
기관이라고 할 필요없이 약해진 부분을 건강하게 한다
는점이다.부작용이나 습관성도 없고 다른 의약품과 같이
사용해도 무관한 키토산은, 의사의 말로서 의아하게
들리기쉬우나, 키토산은 생체가 갖은「삶의 힘」을 높이
는 물질이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다. 2000명의 환자 중에
서 실지로 간장암이나 유방암이 극적으로 낳은 예를 무
시해서는 안된다. 아직 의사간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듯하나 임상적으로 이와같은 사실이 빈번히 생긴다는 것
을 틀림없이 말해두고 싶다.

DR.NITTA, MINAMI SENDAI 병원원장(의학박사)
저의장녀의 난치병을 고치려고,애를쓸때 키토산을 알게되어 그 놀라운 효과에 관심을 갖고,
저의병원 에서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키토산의 효능을 지금까지의 치료 및 각기관의 연구결과로 종합해보면, 아
래와같은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1)코레스테롤치를 내린다.
키토산은 코레스테롤과 담집산을 결합해서 체외로
배설하는 것을 돕는다.

(2)혈압조절작용
혈압조정에 관계하는 염소의(-)이온과 키토산의(+)
이온이 결합하여 혈압상승의 유해한 염소를
체외로 배설합니다.

(3)당뇨병의 개선
많은 당뇨병이 낳아진다는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는
대개 인슈린작용 활성화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읍니다.

(4)간기능의 강화
토끼의 실험에서 키토산을 주사하지않은 구룹에서는
지방간이나 간염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키토산을 많이
준 구룹에서는 그와 같은 증세가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
되어 있읍니다.

(5)암억제작용
첫째로 암세포가 내보내는 독소를 체외로 내보내는 역활
과 둘째로 암세포 자체를 죽이는 NK세포의 활성을 몇배
나 높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6)암전이 예방작용
암세포가 전이 하기전에 키토산이 먼저 앞을 가로질러 암
세포가 전이 못하도록 방해, 방랑하다가 쇠약해지고 말도
록하는 역활을 한다는 보고.

Dr. Okoda예원대학의학부교수 (의학박사)
●
●
●
●

고혈압의 나쁜염소를 억제하는데는 천연요법으로 키토산밖에 없다 .
암세포 만을 죽이는 NK세포의 역활을 키친 키토산은 4~5배나 높인다.
부교감신경을 활발히 하기 위하여 긴장감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는다.
실제로 임상의료 장소에서는 키친키토산이 암환자의 기적적효과를 보았다는 보고가 속속 늘어나고있다.

키토산 복용방법
1TAB 키토산 200mg
● 피로시
: 4TAB 1일 2~3회
● 성인병
: 5TAB 1일 3회
● 암등(난치병) : 8TAB 1일 3회

Dr. Kataoka

미라이크리닉원장 (의학박사)키토산치료 800人예

● 이유를 말하기 전에 키토산은 기막힌것이라고 우선 말하고 싶다.
● 현재까지 800명의 환자에게 사용하여 효과 무 라는 예는 없었다.

Dr. Kato HIROSHIMA 여자대학교수(의학박사 )
● 키토산은 백혈구를 활성화하고 코레스토롤치를 내리는 역활이 있으며,
고혈압이나 중풍, 당뇨병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Dr. Veda 동양의학 연구소장
● 키토산으로 얼굴의 기미, 눈병, 백발,성욕감퇴등의 노화현상이 개선된분이 많다

Dr. Tsuneyasu KITAKYUSHU CITY TSUNE YASU병원원장
● 저의 병원에서 사용한지 3개월이 되지만 키토산의 효과는 현재까지 의학으로서는 설명하기 어렵군요.
「노-벨상」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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