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
병과 Axona 의
효능
®

가벼운 정도부터 중간 정도까지의
알츠하이머 병의 식이 관리를 위해
의료 식품에 관하여 알아보세요

알츠하이머 병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알츠하이머 병에 대처하는 방법을 막 알게 되었든 —
아니면 한동안 그 병과 함께 살아 오셨든 — 아마도 갖가지
감정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증상이 심해질까봐 걱정하고 계실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현재의 일상 요법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나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 약으로 이미 효과를 보고 계신다 할지라도,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재차 안심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본 안내지는 Axona®, 즉 가벼운 정도부터 중간 정도까지의
알츠하이머 병 환자들을 위한 혁신적 처방 의료 식품의 복용
효과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Axona®는 또한 의사가 처방해준
알츠하이머 병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도
연구되었습니다. 추가 효과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Axona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찾고 있는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빨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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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츠하이머 병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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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xona의 작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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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xona의 단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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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의 Axona 환자 시작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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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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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8

알츠하이머 병은 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직 그 원인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학자들은 알츠하이머
병으로, 뇌세포 주변에 (플라크라고 함) 또는 뇌세포 내에 (탱글이라고
함) 과다한 단백질 분자가 축적되어, 뇌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압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플라크의 축적은 뇌세포의 죽음을
가져옵니다.

과학의 혁신
연구자들은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가 에너지의 주 원천, 즉 글루코스라고
하는 당 분자를 잘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부족은 기억 장애와 인간의 사고력, 지각력, 그리고 판단력 (인지라고 함)
에 영향을 끼칩니다.
다행히, 이 연구자들은 기억과 인지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지의 대체
원천을 찾았는데, 그것이 케톤이라고 하는 유기화합물입니다. Axona
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죠. Axona는 뇌가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나은
기능을 위해 필요로 하는 케톤을 공급해 주는 유일한 알츠하이머 병
요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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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ona®는 알츠하이머
병 약들과는 다르게
작용합니다
Axona는 처방 의료 식품으로서, 신체의 뇌에 대한 자연스런 케톤
공급 과정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다른 요법으로는 제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1일 1회 복용 Axona는 케톤을 제공하기 쉽게 만들어 가벼운
정도부터 중간 정도까지의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뇌에“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한 임상 시험에서, 많은 수의 가벼운 정도부터 중간 정도까지의
알츠하이머 병 환자들이 하루 한 번 Axona를 사용한지 처음 6주
이내에 기억 및 인지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았다는 것을 알면 또
놀라실 것입니다. 또 다른 큰 이점은 Axona가 다른 정제를 추가할
필요 없이 알츠하이머 병 요법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의 여러 요소들을
동시에 다루는 것은 기억과
인지를 강화하는 데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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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병 환자들을
위한 간편한 1일 1회 복용
의료 식품
Axona는 복용하기 쉽습니다. 바닐라 향 분말 형태로 나오는데 음료나
소프트 푸드에 쉽게 혼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쥬스, 우유,
식사 대용 음료, 오트밀, 요구르트, 푸딩, 아이스크림, 또는 기타
소프트 푸드에 들어간 Axona의 맛을 선호합니다.

Axona는 또한 편리합니다:

›
›

›
›

안 쓴 분말은 패킷이 개봉되어
있더라도 실온에서 보관될 수
있습니다.

Axona는 혼합된 후 냉장고에서 최대
24시간 동안 보관될 수 있습니다.

Axona는 매월 귀댁까지 배달될 수 있습니다.
Axona 우편 주문 약국에 전화하셔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거나 시작하세요: 1-800-662-0586.

지역 약국에서 Axona를 구입하고자
하신다면, 매월 20%를 절약할 수 있는
Axona 할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about-axona.com 에 방문하셔서
등록하시고 쿠폰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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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무료의 Axona®
Patient Starter Kit (환자
시작 키트)를 요청하세요
이 7일간의 Patient Starter Kit는 올바른 시작의 길잡이입니다. 이는
신체가 Axona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계획된 것으로, 가벼운
부작용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킵니다.

각 키트에 들어 있는 것:
+ 첫 주 동안의 충분한 Axona
+ 따르기 쉬운 일정표
+ Axona 혼합을 위한 흔들이 컵
+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
+ Axona 우편 주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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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ona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
Axona는 약입니까 식이 보충제입니까?
Axona는 가벼운 정도부터 중간 정도까지의 알츠하이머 병 환자들을
위한 처방 의료 식품입니다. 의료 식품 제품은 미국 식품의약청에 의해
규제되지만, 약과 식이 보충제와는 다릅니다. 의료 식품은 사람들이
건강식을 먹거나 보충체를 복용하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특화된
영양을 제공하며, 특정 의료 증상을 가진 이들을 특히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Axona의 성분은?
Axona의 주요 성분은 식물 오일에서 추출된 카프릴릭
트리글리세라이드입니다. Axona는 카세인염 및 유장 (유제품), 그리고
레시틴 (콩)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유제품 또는 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Axona는 글루텐이 없으며 Orthodox Union
에 의해 인증된 정결 식품입니다.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성분 및 영양
정보 전체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about-axona.com.

효과를 보는 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어떤 환자들은 처음 6주 이내에 Axona로 상당한 개선을 체험합니다. 모든
이가 다릅니다.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의사와 협력하여 진척상황을 계속 추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한 번 복용 때를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매일 Axona를 복용할 때 최상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루를 놓쳤다면, 그
다음 날 복용하면 됩니다. — 2일치를 한꺼번에 복용하지는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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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처는
도처에
있습니다
여전히 Axona®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세요?
담당 의사에게 이야기하거나 Axona Helpline에 전화하세요: 1-888-569-3730.

알츠하이머 병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 미국 알츠하이머 재단: www.alzfdn.org
• 알츠하이머 협회: www.alz.org
• 알츠하이머 병 도움 센터: www.helpguide.org/topics/
alzheimers_disease.htm

간병인 지원 및 정보를 원하시면:
• 가족 간병인 연맹: www.caregiver.org
• 가족 간병 101: www.familycaregiving101.org
• 건강한 배우자 협회: www.wellspouse.org
• 미국 노인청의 노인 간병 정보: www.eldercare.gov
• Healtheo360.com

Axona는 처방 의료 식품으로서, 가벼운 정도부터 중간 정도 까지의 알츠하이머 병과 관련된
신진대사 과정의 임상적 식이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Axona는 케톤산증의 위험에 있는 환자들, 예를 들어, 알코올 남용과 잘 관리되지 못한 당뇨
병 경력이 있는 환자; 또는 위장계의 염증, 대사 증후군, 및/또는 신장 기능장애의 경력이 있
는 환자들에게는 주의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Axona는 카세인염 및 유장 (유제품), 그리고
레시틴 (콩)을 함유합니다.
함유 성분: 우유와 콩.
전체 처방 정보는 www.about-axona.com에서 참조하십시오.
Accera, Axona, 그리고 Axona 로고는 Accera, Inc.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발급된 특허: USP 6,835,750, EP 1292294, 및 JP 3486778; 그리고 특허 출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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