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을 거른 상태에서 오전 9시와 11시 사이에 42그램의 
피스타치오를 섭취한 1000명의 미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 응답자의92퍼센트가 피스타치오 섭취가 오전 
집중력을 향상시켰다고 대답했고 90퍼센트의 응답자는 
피스타치오가 원래 먹던 다른 간식에 비해 건강한 
간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로마 린다 대학교(Loma Linda University) 연구에 의하면 견과류를 섭취 한 후 뇌파 
측정을 했을 때, 피스타치오 섭취 후에 측적된 감마파 반응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감마파는 인지 처리 능력, 정보 유지 능력, 학습 능력과 지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합니다.1 이 연구는 피스타치오와 견과류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두뇌 건강에도 
좋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2

프랑스에서 건강한 여성을 대상으로 피스타치오 또는 프랑스 치즈 비스킷을 
간식으로 섭취하게끔 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대상자들은 4주 동안 간식을 
섭취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실험이 시작되기 전과 후에 신체 사이즈를 각각 
측정했습니다. 4주 후에 두 그룹 모두 몸무게의 변화는 크게 없었지만 비스킷을 
섭취한 그룹은 지방이 조금 증가되었고 피스타치오를 섭취한 그룹은 허리 사이즈가 
감소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스타치오를 섭취한 그룹은 비스킷을 섭취한 
그룹보다 티아민, 비타민 B6, 구리, 칼륨과 같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중요한 영양 
섭취가 더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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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정보를 위해 AmericanPistachios.kr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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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의 최근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피스타치오를 더 많이
섭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세요.

아침에도 집중력 있게

의 응답자의 집중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가 피스타치오는
건강한 간식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피스타치오는 뇌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군살 없는 허리를 위한 영양만점 데일리 간식 4주간의 실험 이후에 
단백질 비스킷을 섭취한 
그룹은 체지방이 조금 
증가한 반면,피스타치오를 
섭취한 그룹은 허리 
둘레가 감소하였습니다.

피스타치오라는
건강 간식을 먹을 시간

간식 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