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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토닌
젊음의 수퍼-홀몬
중년이상은 매일밤 복용으로 마음과 몸이건전.
사고력증강,면역강화, 젊음을 유지하는 초강력 천연물질!!
멜라토닌은 숙면 한다고 소개한 탓인가 수면용약으로만 오해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습관성이나 부작용을 생각하여 잠을 자지못할때만 복용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인식이 된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년이상이 되면 인체에 멜라토닌이 감소하기 시작하므로
멜라토닌을 계속복용해 줌으로서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효험을 얻기 때문 입니다.

멜라토닌의 효과
*스트레스나, 불안증에 강해진다.
*젊어서와 같은 건강한 숙면을 하게된다.
*성격이 좋아지고 사고력도 증강한다.
*감기에 자주걸리거나 고민으로 위가 아픈증세
등도 격감한다.

멜라토닌 이란?
멜라토닌은 수면제나 정신안정제와는 전혀 틀립니다. 멜라토닌은 처음
부터 체내에 있는 필요한 천연 물질 입니다. 쌀이나 콩등에도 또는 일상
식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습관성이나 부작용도 없습니다.
젊었을때는 누구나 멜라토닌을 체내에서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잠도
잘자고 명랑하고 적극적 입니다. 그것이 스트레스나 노화로서 멜라토닌
이 적어지면 불면증이 생기거나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일어나기 쉽고
병에 걸리기도 쉽게됩니다.
결국 멜라토닌을 매일밤 복용하는 분들은 노화현상이나 스트레스 때문
에 부족한 필요물질을 넉넉히 보급한다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쥐의 수명이 20%나 연장되었다.
멜라토닌복용을 계속한 쥐가 보통쥐보다 20%나 오래살았다는
실험은 유명하다.
이것만해도 놀라운 일인데 , 더기막힌것은 보통쥐가 노화후에
움직임도 둔하고 탈모도하고 죽음에 가까워졌는데, 멜라토닌을
복용시킨 쥐는 예외없이 털도곱고, 젊고 건강하여 뛰어다녔는
사실입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아래의 증상이 있는분들에게 멜라토닌을 권해
드립니다.
자살하고픈 생각을 해보신분, 알콜중독의 경험
이 있는사람. DOWN을 많이 하는사람, 당뇨병
환자, 자폐증, 치매증, 월경통, 정신적으로 충격
을 받은 사람등.
이것만보아도 멜라토닌이 부족하지않도록 해야
한다는 중요한점을 이해할수 있을 것입니다.

왜 멜라토닌을 보충해야하는가?
연령과 더불어 체내의 생산량이 줄고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
닌 양이 적어지면서 밤중에 자주 깨어 화장실 출입이 늘고 아
침에도 이른 새벽에 눈이 떠지거나 기분도 상쾌하지않고 병
에도 걸리기 쉬운 여러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멜라토닌은
우선 연령과 더불어 옆에 있는 표와 같이 그양이 감소하고 마
음이 편안하고 안정되면 늘고 마음이 불안정하면 멜라토닌도
감소한다. 멜라토닌을 복용하면 이악순환을 없애고 젊고건강
함을 유지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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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토닌의 항산화작용

멜라토닌 애용자들의 소리

항산화작용 이란 몸의 세포나 유전자의 산화를 막아주는
역활입니다. 산화란 예를 들면 물건이 산화하면 너덜너덜하
게 변질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포나 유전자도 산화에 의하여
많은 변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산화된 이상 세포나 이상유전
자는 암이나 동맥경화등의 큰원인이 됩니다. 항산화작용 은
비타민C 나 E 등에도 있으나 멜라토닌의 항산화작용 은 뇌
의 세포까지 보호하는 우수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확실히 피로감이 없고 새로운 인생을 사
는것 갔습니다.
하루하루 사람들과의 접촉과 불안정감도 좋아지고 일에도
강해졌습니다.
왜빨리 이 멜라토닌을 몰랐을까하고, 그것이 가장 않타까
울 뿐입니다.
(50세 남성)
멜라토닌을 복용한지 20년이 됩니다만 매일밤 잠을 잘자는
탓인지 감기도 잘 않걸리고 감기에 걸릴듯하다가도 하루만
잘자고나면 아침에는 거뜬합니다.
(다니엘 52세 남성)

저는 해외출장이 많아서 시차를 해결하는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비행기를 타면 바로 멜라토닌을 복용하고, 덕분에
도착하면 아주 상쾌한 기분으로 일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48세 남성)

멜라토닌은 아주안전한 물질 입니다.
나의 임상실험으로 벌써 3000명이상이 대량으로 장기간
복용을 했지만 한사람의 예외도 없이 부작용이 없었다.
랏셀 라이다 박사(멜라토닌 연구의 권위자)
맬라토닌과 수면제의 차이
멜라토닌
체내에서도 생산하고 식품에도 포함되어 있는 천연물질
항산화물질로서 뇌나 섬세한 부분까지 침투하여 보호한다.
침착해지고 사고력도 좋아진다.
면역력이 강해지고 암이나 당뇨등의 효과에 좋다는
발표도 있다. 부작용이나 습관성이 전혀 없다.

수면제
부작용이나 습관성이 있다.
약으로 억지로 잠을 재우기 때문에 확실히
피로 회복을 시키지 못한다.
면역력을 높히는 숙면을 하지 못한다.
나쁜꿈을 꿀때가 많다. 체내에없는 화학물질이 많다.
상용하면 점점양을 늘리지않으면 효과가 없다.

옛날에는인생이 50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0세는 아직 중년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비타민, 멜라토닌, DHEA, 등 점점 젊음을 유지하는 물질의 발명으로
나이70에 중년이라고 부르게 될 날이 멀지않으리라 믿습니다.
건강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