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뇨병/고혈압
당뇨병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프란딘과 메트포르민 HCL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

고 이 환자의 첫 번째 포도당 수치는두 배 건강한 한계!

단 3개월 만에-
- 트리글리세리드 129포인트 감소 - 포도당 수치가 274에서 120으로 떨어졌습

니다.
- 갑상선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 30파운드를 잃었습니다.

- 증가된 에너지
- Prandin, Metformin HCL, Cozaar, 

Lisinopril, Lovastatin 및 Maxzide를 포함
한 모든 처방전 해제

초기 증상-
- 높은 콜레스테롤
- 고혈압
- 저림/부종
- 더 낮은 다리/발의 진행성 당뇨병

- 제2형 당뇨병
- 샤르코 신경관절병증
- 근육 경련

“당뇨병은 미국 전역에서 광범위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인과 어린이들
이 자신이 당뇨병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이 질병의 영향으로 매일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테스트를 받고 문제가 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포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반 D. 머클 박사

환자 프로필:
01-23-07 -65세의 환자는 고혈압과

유형 II 당뇨병. 첫 방문 당시 그의 몸무게는 5'6”에 272lbs였으며 혈압은 130/70이
었습니다. 그는 마비, 부기, 근육 경련 및 허약감으로 인해 발에 말초 신경병증이 있었
습니다. 이 상태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증상이 점차 다리를 따라 손가락, 손, 팔로 
진행되면서 몸 전체의 신경 섬유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는 일주일
에 여러 번 참여하는 스퀘어 댄스 취미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지와 발
에 진행성 당뇨병(샤르코 신경관절병증)의 징후가 있었고 치유가 더딘 경향이 있어 환
자는 1년 이상 다리의 궤양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다른 증상으로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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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스테롤, 체중 및 피부 문제, 순환기 장애, 눈물, 가벼운 황반 변성. 환자는 Back 
To Health Center에 오기 전에 피부 성장을 위해 처방 튜브에 $500.00를 썼지만 가
치 있는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처음 보았을 때 그는 여러 가지 비타민, 
고혈압 또는 고혈압에 대한 처방 세 가지, 고콜레스테롤에 대한 처방 한 가지, 혈당 수
치를 낮추기 위한 처방 두 가지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테스트 결과:
02-12-07 ‒Prandin과 Metformin HCL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병, 초기 혈액 검사 결과 공복 혈당 수치는 274, 헤모글로빈 A1C는 11.10으로 나
타났습니다. 둘 다 건강 범위의 두 배 이상입니다. 관심 있는 다른 결과는 높은 트리글
리세리드와 매우 높은 페리틴 수준이었습니다.

초기 혈액 검사 결과:

파란색 = 임상적으로 매우 높음 또는 임상적으로 매우 낮음 빨간
색 = 임상적으로 높음 또는 임상적으로 낮음
노란색 = 약간 높음 또는 약간 낮음; 이는 값이 최적이 아니라는 경고 신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모발 검사 결과에 몇 가지 결함/불균형이 나타났는데 이는 신체가 치유하고 복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량의 독성 원소인 비소와 니켈도 존재했는
데, 이는 부분적으로 필수 원소의 불균형을 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초기 모발 테스트 결과

파란색 = 임상적으로 매우 높음 또는 임상적으로 매우 낮음 빨간
색 = 임상적으로 높음 또는 임상적으로 낮음
노란색 = 약간 높음 또는 약간 낮음; 이는 값이 최적이 아니라는 경고 신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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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모발 테스트 계속

파란색 = 임상적으로 매우 높음 또는 임상적으로 매우 낮음 빨간
색 = 임상적으로 높음 또는 임상적으로 낮음
노란색 = 약간 높음 또는 약간 낮음; 이는 값이 최적이 아니라는 경고 신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의사 분석:
02-21-07 ‒페리틴은 총량을 반영하는 단백질 복합체입니다.

체내에 저장된 철. 높은 수치는 염증, 갑상선 문제를 일으키거나 당뇨병 증상을 더할 
수 있습니다. 몸에서 과도한 철분을 제거하여 페리틴 수치를 낮추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헌혈하는 것이므로 환자에게 헌혈을 한 다음 페리틴 수치를 다시 확인하도록 
권장했습니다. 2주 후 재시험에서 환자의 페리틴 수치가 3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
타났기 때문에 나는 그가 시스템에서 과도한 철분을 계속 제거하기 위해 격월로 헌혈
을 계속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테스트 결과의 첫 번째 라운드는 또한 통풍을 가리키는 
높은 요산과 우리가 면밀히 관찰할 신장 질환 발병 징후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포도
당과 헤모글로빈 A1C 수치를 낮추기 위해 환자에게 매우 특정한 당뇨병 식단을 제공
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매주 소변 포도당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혈액 검사 및 조직 미네랄 분석에서 나타난 결함과 불균형을 기반으로 한 맞
춤형 보충 프로그램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환자는 식이요법과 영양보충 프로그
램을 충실히 따랐고 2007년 3월 14일까지 요중 포도당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당뇨병 처방 중 하나를 해제했습니다.

환자 평가:
04-26-07 -그냥 후삼 개월 우리의 보살핌 아래 환자의 혈액

포도당 수치는 274포인트에서 120포인트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의 헤모글로
빈 A1C도 4포인트,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129포인트 떨어졌고 갑상선도 눈에 띄
게 개선되었습니다. 분명히 환자는 지속적으로 보충제를 복용하고 식단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환자에 따르면 그는 "정말 노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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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혈액검사 결과

파란색 = 임상적으로 매우 높음 또는 임상적으로 매우 낮음 빨간
색 = 임상적으로 높음 또는 임상적으로 낮음
노란색 = 약간 높음 또는 약간 낮음; 이는 값이 최적이 아니라는 경고 신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Ferritin도 추가로 8점이 하락하는 지속적인 개선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통풍이 조금 
더 악화되어 Uric Acid를 낮추기 위해 그의 보충제 목록에 Pantothenic Acid를 추
가했습니다. 5월 18일 환자와 통화일그리고 그는 자신의 당뇨병과 에너지 수준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30파운드를 감량했고 6가지 처방약을 모두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Merkle 박사의 최종 생각:

국립신경장애뇌졸중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Neurological Disorders and Stroke)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높은 혈당 수치는 미국에서 말초 신경병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운 좋게도 말초 신경
은 신경 자체가 죽지 않은 경우 재생 능력이 있으며 증상은 종종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
다.

동일한 방법론이 때때로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이 무엇을 먹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혈당 수치가 빠르게 통제 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환자가 첫 방문을 위
해 내원했을 때, 일단 식이 요법을 따르기 시작하면 혈당 수치가 몇 시간 내에 개선되기 시작하여 약물의 
필요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 혈당 수치를 재도록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당뇨병 환자의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부 환자는 여전히 좋은 
식사 계획의 도움으로 혈당 수치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다른 요인이 프로세스를 지연
시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환자가 장기적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이러한 요인을 식별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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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가능. 이 경우 대부분의 의사들이 검사를 고려조차 하지 않는 높은 페리틴, 비소 및 니켈이 당뇨병
을 악화시켰습니다. 나는 추천을 할 때 그 테스트 결과를 고려했으며 환자의 노력과 함께 그가 그렇게 성
공한 이유의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 반 D. 머클 박사

이 사례 보고서는 질병 진단과 관련된 수백 개의 수치 데이터와 그 역할, 조합 및 상호 관계를 고려한 Science Based Nutrition™ 분석 시스템
을 사용하여 실제 환자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환자는 Science Based Nutrition™, Inc.의 창시자이자 설립자인 Dr. Van D. Merkle의 치료
를 받고 있으며/이용했으며 Science Based Nutrition™ 보고서를 사용하여 달성한 결과의 예가 될 것입니다. 지역 의료 전문가에게 문의하십
시오. 그리고 그/그녀에게 Science Based Nutrition™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하십시오. 결과는 다른 많은 요인 중에서 권장되는 영양 프로
토콜을 따를 수 있는 환자의 능력/의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안된 영양 조언이나 식이 조언은 질병이나 특정 신체 증상에 대한 1차 치료 및/또
는 요법으로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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