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바다가 준 선물, 카노산!

입홍합 추출물 함
록
유
초

우리아이 관절 건강,
카노산으로 지켜주세요!

초록입홍합이란?
초록입홍합은 오직 뉴질랜드 연근해에서만 자생하는 먹거리입니다.
1년 내내 강하게 내리쬐는 자외선 속에서 많은 항산화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원주민들은 관절염을 앓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초록입홍합의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초록입홍합의 효과
초록입홍합은 바다의 천연 종합 영양제입니다.
GONEXⓇ은 카노산에 함유되어 있는 특허받은 초록입홍합 추출물 (GLME)입니다.1,2,3,4

뼈의 형성, 촉진에 필수인
Omega-3 지방산

연골을 구성하는
Glycosaminoglycan (GAG)

GLME
(Gonex®)

항산화 효능이 있는
비타민 C, E

체내 필수 무기질
망간, 아연

Reference 1. WSAVA (2014). Guidelines for Recognition, Assessment and Treatment of Pain. J Small Anim Pract 2014, 1 – 59 2. Comblain et al., (2015). Review of dietary supplements for the management of osteoarthritis in dogs in studies from 2004 to 2014. J Vet Pharmacol Therap, doi: 10.1111/jvp.12251
3. Kendall und Lawson (2000). New research and a Clinical Report on the Use of Perna Canaliculus in the Management of Arthritis. Townsend Letter for Doctors and Patients, 2000; 204: 98 – 111 4. Hielm-Bjorkman et al. (2009). Evaluating Complementary Therapies for Canine Osteoarthritis Part I: Green-lipped
Mussel (Perna canaliculus).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09, 6 (3): 365 – 373

카노산은 특허받은 초록입홍합 추출물 GONEXⓇ를 함유하고 있어
소중한 반려동물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알약
Real size

분할선이 있어 작은 아이에게도
부담없이 투여할 수 있습니다.

GLME가 관절 질환에 미치는 효과
퇴행성 관절 질환 (DJD)을 가진
개들을 대상으로 6가지의 임상 연구가

5½ 배

1,2,3,4,5,6

진행되었습니다.

80-90 %
개선

대상 295마리

변화 없음

GLME

플라시보

기간 52일

투여 음식과 함께 경구투여

80~90%의 개가

GLME는 플라시보

GLME 투여 후

대조 연구에서

파행 등의 임상증상이

5.5배의 운동성 향상을

개선되었습니다.3,4,5

보였습니다.1

여러 연구로부터 초록입홍합의 유의한 임상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Reference 1. Hielm-Bjorkman et al. (2009). Evaluating Complementary Therapies for Canine Osteoarthritis Part I: Green-lipped Mussel (Perna canaliculus).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09, 6 (3): 365 – 373 2. Pollard, B. Guilford, WG., Ankenbauer-Perkins, KL., Hedderley, D.
(2006), Clinical efficacy and tolerance of an extract of green-lipped-mussel (Perna canaliculus) in dogs presumptively diagnosed with degenerative joint disease. New Zealand Veterinary Journal 54(3), 114 – 118 3. Orima et al. (1998). Clinical effects of the extract of the New Zealand Green-Lipped Mussel on
Dogs and Cats with Joint Diseases. Unveroffentlichter Studienreport. 4. Bierer und Bui (2002). Improvement of arthritic signs in dogs fed greenlipped mussel (Perna canaliculus). J. Nutr. Juni 1, 2002, vol. 132 no. 6, 1634S – 1636S 5. Servet et al. (2006). Dietary intervention can improve clinical signs in
osteoarthritis dogs. J. Nutr. July 2006, vol. 136, no. 7, 1995S – 1997S 6. Rialland et al. (2013). Effect on a diet enriched with green-lipped mussel on pain behavior and functioning in dogs with clinical osteoarthritis. Can J Vet Res. 2013 Jan; 77 (1): 66 – 74 actv

이런 아이들에게 추천해 주세요.

무릎관절이 약한

관절질환이 호발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을 앓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이런 질환들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골격계 질환의 예방
퇴행성 골관절염 (DJD), 류마티스 관절염,
이단성 골연골염 (OCD) 등
카노산

만성 염증성 질환의 완화

Ⓡ

관절 기능 보조 사료

천식, 비염, 중이염, 치주염, 통풍 등

30정/2g

CanosanⓇ 일일복용표
•용법 하루 1번 체중에 맞는 용량을 직접 혹은 사료에 섞어 투여합니다.
•보관 직사광선을 피해 건조한 곳에서 실온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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