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후반에서부터 체내생산량이 감소
기억력도 약해지기 시작한다.
포스화티딜세린은 식품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아주 극소량이기 때문에 대
부분 체내에서 생산된다. 단지 체내에서의 생산은 복잡한 과정과 많은 에
너지를 필요로 하므로 도중에 무엇인가 필요한 기능이 약해지던가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이 잘 안되면 포스화티딜세린의 생산은 줄어든다. 45세를
넘어서면서 부터는 체내생산량이 현저히 저하하기 때문에 보조식품으로
서 공급하여 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보급된 포스화티딜세린은 소화
흡수된 후 빠른 속도로 뇌세포에 흡수된다.

아!아! 이럴수가!
도대체 생각이
나질 않네!!

보조식품으로서 기억력에 가장 도움이 되는 영양소의 한계
세계에서 25년 이상 많은 시간과 연구를 거쳐 보조식품으로서 제조할 수
있게 되었으나 결국 1995년 미국에서 생산에 성공하여 누구나가 보조식품
으로서 복용할 수 있게 되었다.

PS와 은행잎. 공동으로 대표적인 두뇌의 영양소이나 역할은 틀리다.
본래 뇌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물질로서 뇌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연령에 따라서 부족하기 시작
한다. 특히 치매증에도 효과가 높아서 실제로 두뇌의 활성이 12년이나
젊어졌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36년이나 걸린 연구결과 치매증환자에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PS

두뇌의 활성을 돕는 효과로서 오랜동안 유럽에서는 약으
로서 최고로 사랑받고 있슴. PS와는 달리 두뇌에 피순환
을 돕고 산소의 공급을 높힌다. 동맥경화나 염증 등 혈액순환문제에
특히 유효.
또 은행잎 품질에 따라서 큰 효과의 차이가 있씀.
은행잎

DOUBLE BLIND TEST란?
새로운 약의 효능확인을 위하여 병원같은 곳에서 실시되는 본격
적인 의학적 임상실험 방법으로 아주 많은 시간과 경비를 필요로
하는 검사임. 일반에게는 그룹을 둘로 나누어 한쪽 그룹은 진짜
실험약을 사용하고 또 다른 그룹은 가짜약을 주어 결과를 비교함.
1993년의 포스화티딜세린요법 연구에서는 실로 425명이 실제연
구에 참여한 바있다.

이런 분에게 권합니다.
*치매증이나 건망증.
*기억력,학습능력,정서안정,집중력의 저하
*감정의 불안정이나 화가 잘 나는 사람.
*직장인, 스트레스가 많은 분.
*과음이나 담배,약물복용 등으로 두뇌가 쇠
약하신 분.
복용방법
처음 2개월은 하루300mg이상을 2-3회
누어서 복용.
그후 좀 나아지면 하루200mg또는 100m
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복용함.
효과를 느끼는 방법
효과를 알 수 있는 것은 일개월 정도 복용
후 부터 알 수 있다.
자주 잊어버리던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
안정성
원재료가 식품으로서 무해함.

뇌의 젊음이야말로 행복의 기반.
지금까지는 자주 잊어버린다. 화가 난다, 완고해진다, 라고 해도 노화현상이라고 묵인해 왔었
다.
중년 이후에도 뇌를 젊게 건강하게 보존하는 물질 PS의 발견으로 중년 이후의 인생에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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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망증

!!,

치매

뇌를 젊게 하는 물질 PS

(포스화티디세

PS가 치매증의 높은효과를 증명하는 지대한연구.
PS와 치매증의 연구는 스탠포드대학과 벨기에의 리-제대학의 의사 등 미국과 유럽의 기관이 중심으로 25년이나
걸린 지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있었다. 이것은 동물실험이 아니라 실제환자에 의한 임상실험이다. 그중 16가지의
연구는 이중맹검법으로 대단히 권위가 있는 실험방법이었다.
이 연구는 아주 놀라운 PS의 효과가 증명되었던 것이다.

뇌의 움직임이 12년이나 젊어졌다!

치매증 이 심한 환자일수록 그 효과가 높았다.

Dr.Crook, Memory Assesment Clinic과 스탠포드대학 등 공동연구
1991년 50-75세의 심한 치매증을 포함하여 149인에 대해서 12주간
의 실험이 실시되었다.
PS의 사용량은1일 300mg, 100mg씩 3회.
테스트 내용은 전화번호기억, 물건을 놓은 장소기억, 문장기억, 독서
때나 회화시 집중력의 중점이었다.
실험은 대성공으로 기억력이 12년이나 젊어졌다는 최고의 성과가 나
타난 것이다.
실제로 64세의 두뇌가 52세의 두뇌로 되었다는 것이다.
Dr. Crook은 이 결과는 모든 의사들에게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라고
보고 되어있다.
또 증상이 중한 사람일수록 높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한다.

59세여성. 삼단계의 머리부분 단면도.
빨강, 황색, 청색의 순으로 당분대사의
활성도를 보이고 있음.

오른쪽 윗그림: PS 복용전
전체 에네르기 레벨이 낮다.

오른쪽 아랫그림: 1일500mg씩복용

후.

두뇌부 전체가 활성화

3주간

PS란?
PS란 뇌의 활동에 중요한 물질
(인지질)로서 뇌의 세포막에 많이 포
함 되어있다. 특히 기억력, 학습능력,
신경전달이나 신진대사,감정의 안정
에 중요한 존재이다.
그외의 건강한 뇌세포의 유지를 위해
서 귀중한 역활을 하고 있다.
45세를 지나면서 부족하기 시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