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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 해방!

통증!

구로꼬산민 과 MSM ! 최강의 결합체!!
관절염이라고하면 지금까지는약으로서 일시적으로 통증이나 염증
을 눌루고 있었을뿐 진짜상한 관절을 고치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약보다 효과가 높고 더구나 많이 상한 관절까지도
고친다고 하는 놀라운 두가지의 영양소가 발표되었는데 바로 구로
꼬산민과 MSM 으로서 관절염의 치료법에 큰희망이 생겼습니다.
벌써 세계에 300개가 넘는 본격적인 연구보고가 있고, 외국여러곳
에서는 치료약으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관절

연골
뼈
액체
뼈

구로꼬산민 이란?

관절염에 대한 구로꾸산민에 관심은 세계의 대단한 화제가 되었습
니다. 구로꾸산민은 식품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로서 주로
게껍질에서 많이 축출되고 있습니다. 체내에서도 자체생산되며 특
히 관절과 그주위를 튼튼하게 보호하는 역활을 하고있습니다. 그러
나 나이와 더불어 구로꼬산민을 생산하는 힘은 쇠약해지고 부족하
기 시작하면 관절내나 주위가 약해져 관절염이 생기기쉽습니다.

관절염

연골이
엷어진다.

초기
염증

구로꼬산민의 효과

*관절염의 통증이나 염증을 줄인다.
*상한관절연골이나 근육을 회복.
*허리통, 노화에의한 관절염에도 효과.

중기
상한
조직

80인을 대상으로 이태리에서의 연구

연골의
손실
뼈와 뼈
가 접촉

매일 1.5gm의 구로꼬산민으로 73%의 환자의 통증이 가라않고,
악화된 관절염환자의 경우에도 20%이상의 환자의 통증이 완전히
없어짐.

말기

1208인을 대상으로 포르트갈에서의 연구.

매일1500mg의 구로꼬산민으로 평균50일 복용한 결과, 95%의 관절
염환자에게 만족한 효과를 주었다. 그외에 복용을 중지한 후에도
6~12주간이나 효과가 지속.

*구로꼬산민과 화학약품의 비교
구로꼬산민
*최초에는 서서히 효과가 나타남.
*3주째부터 화학약품보다 높은효과.
*노쇠하거나 상처를 입은 관절을 실제로 개선한다.
*부작용없음. 어쩌다 복부에 개스가 차는정도.
*사용을 중지해도 오랜동안 효과가 지속한다.

화학약품

(아스피린, 애드빌 등)

*통증을 가라않치는 효과는 빠르나 차차효과가 없어짐.
*상한관절의 개선을 하지않는다. 장기적으로 악화시킨다.
*소화기관등의 부작용도 나타난다.
*사용을 중단하는 순간 통증이 돌아온다.

MSM

(Methylsulfonylmethane)

MSM은 류마치성관절염, 골조성관절염, 통풍,
건초염등 여러종류의 관절염에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Stanley Jacob M .D. Oregon Health Science Univercity
醫學博士 스탄레-야고브 (장기이식의 권위자)
MSM이라고하면 마치 화학약품과 같은 이름이지만 실은 아주 안전한 영양소
입니다. 자연식품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으나, 인스탄트등의 가공식품에는 아주
소량 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체내에서도 보통 MSM은 생산되고있으나 연령과 더불어 점점 줄어 듭니다.

MSM의 특성:
유황을 많이 포함하고 있음: 유황은 특히 관절이나 근육이나 피부등 세포
조직의 강화에 필요함.
코라겐의 생산촉진:연골에있는 코라겐의 생산을 촉진하고 관절의 연골을
회복시킨다.
안정성: MSM의 안정성은 특히 높아서 물과같은 정도 라고도 할수 있다.
매일 6만mg나 되는 MSM을 계속복용해도 아무문제가 생기지 않는 정도
입니다.
부족할때의 현상: 관절염외 육체적이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약하고 병에걸
리기 쉽게된다.
특별한 작용: MSM에는 세포내의 유해물질을 배설하고 영양물질을 뽑아
넣는 특별한 작용이 있어 그것에 의하여 염증의 원인을 제거할수 있게끔
된다.
오랜동안 어께와 무릎관절염으로 많은 고생
을 하였습니다. 무릎이 아파 아침마다 계단
을 오르내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 한발한발
천천히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MSM을 복용하기 일년전 이
야기 입니다. 지금은 어께나 무릎 모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Sam Bongo: 46세 神父

몇년전부터 무릎과발꿈치가 아파서 수리창
고에서 수출창고까지 걸을때 항상 몹시 힘
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지에게 M S M을
소개받고 복용하기 시작한지 3일만에 통증
이 거의 가라않고 없어진것 입니다.
Bill Rich : 포트랜드의 자동차 메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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