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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기 쉬운 몸이 된다! 능숙하게 사용하면 난자의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정자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 올바른
서플리먼트 활용법을 알 수 있는 책.

＜내용 소개＞
언젠가는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도, 지금 임신하려고 하는 사람도 필견!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건강한 몸을 목표로 하고 싶다! 하지만 일을 열심히 하면서 제대로
요리도, 운동도 하며, 잠도 잘 자며 100% 몸에 좋은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당신의 노력 +α로 서플리먼트가 힘을 빌려줍니다!
"보조식품은 몸에 나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지식을 모르기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고 보조식품을 잘 활용하십시오!

＜저자 소개＞
코우라 유키에
주식회사 카르테 라이프 플래닝 대표. NR 보충제 어드바이저.
미야자키현 출생. 규슈공업대학 대학원 석사 과정 수료 후 철강 업체 근무를 거쳐 보충식품에
관한 정보 발신을 시작했다.
2006년에 독립 행정법인 국립 건강 영양 연구소 인증 NR(영양 정보 담당자)에 합격. 건강식품
정보를 전달하며 건강식품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다.
생활 종합 정보 사이트 AllAbout 등 각종 웹 사이트에 연재. 그 외 잡지 기사 집필 및 감수,
세미나 등을 실시해, 소비자 시선의 건강 식품 정보가 호평을 받고있다.
30세의 나이에 33세부터의 임신 활동 계획을 세워 자보

서플리먼트를 실천. 규슈 대학 대학

원 재학 중에 첫 아이를 임신하고 수료 후 34세에 출산. 2013년 36세에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

다카하시 케이이치(감수)
타카하시 위민즈 클리닉 원장
1985년에 국립 가나자와대학 의학부 졸업 신주쿠 국립병원 의료센터 산부인과에 근무. 1989년
부터 토라노몬 병원에서 불임 치료를 한다. 1995년부터 워싱턴 대학 (미국 : 시애틀) 유학하여
난관장애를 일으키는 클라미디아 토라코마치스를 연구.
1

株式会社ジェティックス
2014/10/24
1999년 4월부터 타카하시 위민즈 클리닉을 개원(치바시)하고 치바현 최다 불임 치료 실적을
가진다. 2013년 9월에는 임신 10,000명을 달성했다. 체외 수정과 더불어 자궁 복강경 수술, 안
티 에이징 의료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전문 자격 : 생식의학 전문의, 산부인과 내시경
기술 인정의, 노화방지 학회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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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보 서플리먼트를 사용하기 전에
초 기본! 임신의 구조
임신활동과 불임의 차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몸의 체크
병원에서 받아 보아야 할 몸의 체크

그 외

2 조심해야 할 3가지 영양소와 장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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