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9회 Utube를 통한 영상행사
한국자연치유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프로그램
KSN Annual Meeting & Symposium Proceedings

Welcome to the Meeting, Happyness !
<학술 대회명> Coronavirus극복을 위한 자연치유
● 일시 : 2020년 6월 13일 (토) 14:00 - 18:00
접수 및 행사 : 14:00 – 18:00
1부 : 정기총회 행사 : 14:00-14:30
** 이사회 – 전문가회 - 정기총회 합동 행사
2부 : 학술 대회 : 14: 40 – 18:00
● 장소 : 강남월드행복비전상담코칭센터
(분당선 미금역 3번출구 전방 50m-우측 골목)
● 주관 : 한국자연치유학회
● 공동주최 :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국제온열건강문화교육협회,
대한미용문화예술학회, 서울아리랑보존회,
강남행복비전상담코칭센터

● 오시는 길 : 분당선 미금역 31번 출구 50m전방 우측 길
주소: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90번길36-9. 3층
분당 월드행복비전상담코칭센터(교회)

학회 홈피주소: http://한국자연치유학회.org
http://www.knaturopathy.org http://journal.knaturopathy.org
학회 이메일: ksn998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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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및 퇴 임 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지내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성이 높아서 이번 춘계 총회와 학술대회는 영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시 영상으로 유튜브로 방영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1대는 12-13-14년, 2대는 15-16년, 3대는 17-18년, 4대는 19-20
년를 이어온 이형환 회장의 퇴임과 5대(21-22년)

신임 천준협회장님 취임식이 거

행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배려와 협조로 학회를 2012년도 창립하여 2020년도
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학회를 시작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만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학회를 발전시키어 왔습니다. 앞으로 참신한 새로운 회장님들
이 나오시어 학회를 반석위에 올려놓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취임하는 천준협 회장님은 자연치유의 발전을 위하여 남달리 후원을 많이
하여 주시었습니다. 새 회장님을 중심으로 더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시어 더욱 발전
하는 학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뒤에서 성심껒 후원을 하겠습니
다.
한국자연치유학회는 Journal of Naturopathy(한국자연치유학회지)를 연 2회(3월과
9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저널사이트를 제작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http://journal.knaturopathy.org입니다. 학회지를 자유롭게 탐색을 할 수가 있습니
다. 여러분들의 게재한 논문이 전 세계에 독자들에게 메아리를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질적으로 발전하여 알찬 훌륭한 전문 학술지가 되어 한국자연치유학
회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협력해주신 경향 각지의 회원님들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하게 알차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립니다..

한국자연치유학회 회장 생명과학박사 이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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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

존경하는 한국자연치유학회 회원 여러분!
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자연치유학회의 회장을 맡게 된 천준협 박사입니다.
먼저 지금의 우리 학회를 창립하시고 불철주야 수고하신 임원 여러분과 선배님들께 감사드
리며, 특히, 우리 학회의 초대회장님이신 이형환 명예회장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
다.
존경하옵는 이형환 명예회장님께서는 2011년 초대 회장 취임 직후부터 탁월한 리더십으로
국내외 자연치유학 분야의 학문발전과 산업발전에 기여하시며, 우리 학회를 명실상부한 한
국 최고의 학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오셨고, 국제적으로도 학회의 위상을 높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형환 명예회장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훌륭한 업적과 성과를 이어받아서, 우리 학회가
한국 최고를 넘어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국제적인 학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9년간 우리 학회는 수많은 변수 속에서도 항상 국내외 자연치유학 분야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훌륭한 전통을 이어받아서, 서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같은 마음, 같
은 뜻으로 일치단결해서, 21세기를 주도하는 우리 학회로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드립
니다!
- 한국자연치유학회 2대 회장 천준협 박사 올림 -

한국자연치유학회 회장 자연치유학박사 천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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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9회
한국자연치유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 학술대회명: Coronavirus극복을 위한 자연치유 ♣
일시 : 2020. 6. 13. (토) 14:00 – 18:00

접수 및 행사: 13:00 - 18:00

제 1 부 행사
1부 행사 : 13:30 – 14:00 음악 등 치유
-

제 2 부 2020년도 이사회의-전문가회 및 정기총회
총회 사회: 홍성진 총무간사장 (대한의료데이터협회 상임부회장)
이하영 총무간사장(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14:00 - 총회 개회

총무간사장

-

국민의례
회장 인사

-

감사보고

-

결산서 인준

-

2020-2021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

신임회장에게 학회기 업무 인계 – 학회깃발 인계

-

신임회장 취임사 –

-

2020-2022 임원진 소개

(자료-6)

-

공로상 수여(임원 및 공로자)

자료 생략

-

신임 임원진에 위촉장 수여

자료 생략

-

기타 토의

-

폐회

이형환 회장

2020년도 업무보고 / 승인

(자료–1)
소재학 박사 (자료–2)
(자료-3)
(자료-4, 자료-5)

천준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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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춘계 학술대회 프로그램 ♣♣
발표 연제, 연사 및 좌장
연제1: 코로나 바이러스의 분자적 개념과 자연치유적 관점
연사: 이형환 교수(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 건국대학교)
좌장: 최원창 박사 (부회장 청석자연치유연구소 소장)
연제2: 코로나19 예방 면역력 향상 기혈테라피
연사: 김용필 원장(국제기혈도아카데미)
좌장: 류서원 학술간사(동의연구소 소장)
연제3: 논문의 작성의 윤리성에 대한 소고
연사: 김수영 교수(건국대학교 생명과학과 명예교수)
좌장:
회원님 모두를 초청하오니 많이 시청하여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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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연치유학회 2020년도 춘계 학술대회 proceeding 1: 1-13.

연제1:

Coronavirus

연사: 이형환 교수
건국대학교 생명과학과 /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전인치유전공
시작+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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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바이러스의 외피의 존재여부에 의한 분류

4. DNA 바이러스: 유전체구성 염기는 ATGC로 구성되었다.
-

(

)

dsDNA

: Herpesvirus –

.

, Adenovirus –

.

5. RNA바이러스: 유전체 구성 염기는 AUGC 염기들로 되어있다.
DNA와 RNA 구조차이는 염기가 T에서 U로 바뀐 것이다.
-유전물질이 한 가닥 밧줄인 ssRNA를 염색체로 가지고 있다.
(dsRNA 두가닥으로 된 바이러스도 있다.)
예: Influenzavirus 독감, 감기 등 유발원, Coronavirus 폐렴, 설사 등 유발원
Poliovirus

소아마비 등

6. 코로나바이러스의 형태와 유전체 구성
- RNA 바이러스의 한 종류이다.
- ssRNA는 single strand(한 가닥 밧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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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 구성: 내부에 RNA genome, capsid단백질로 둘러싸여있고, 이 복합체
는 피막(envelope)으로 쌓여있다. 앞의 기본형 바이러스 그림에서 보았다.
피막 외부에 돌출물인 Spike단백질이 촘촘히 존재한다. 전자현미경으로 관찰
한 결과는 이 스파이크형 돌출물 때문에 모양이 왕관 같다 또는 달무리 또는
해 같아서 Crown 또는 Sun햇빛 같다는 이름이 붙여졌다(Fig. 2).

- 질병: 감기, 호흡기질환, 심각한 급성호흡기질환 유발: SARSs, COVID-19등
- genome base size: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자는 염기서열이 29,903 bases.
- 길이(Length)는 80 – 160 mμ, 직경(diameter)은 120nm 정도로 관찰되었다.
- infectious unit(감염단위): 1.19이다. 즉 한 개의 바이러스입자가 감염성을
나타낸다(Fig. 3).

Fig. 3.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체분석
- 숙주세포의 세포질에서 분열 증식(viral multiplication process)한다(Fig. 4).
- 종류: 약 40여종의 변이체가 있다. 사람에 감염하는 종류와 사람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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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유동물과 새 종류에 감염성인 것이 있다.
- 서식지: 박쥐와 야생 조류(Birds)들에서 주로 서식하고, 사람에게도 전파가 된다.

Fig. 4. 코로나바이러스의 구성과 유전자

7. Coronavirus(virion)의 숙주세포에 감염하는 과정
- 감염과정은 바이러스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대개 유사하다(Fig. 5, 6).

Fig. 5. 바이러스의 생활사.

1) 흡착(adsorption): 바이러스입자가 숙주세포 표면에 부착하는 것(Fig. 6)
2) 침입(penetration): 바이러스 입자가 세포 안쪽으로 들어와서 잠복기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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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잠복기:

Fig. 7.

(1) 탈외투단백질(uncoating): 세포내로 들어오면 단백질외투가 분해된다.
(2) 증식(multiplication): 노출된 RNA유전체가 작동을 수행하여 자손바이러스
생산하는 과정이다(Fi.g 7).
①역전사기1: RNA제놈은 역전사효소를 이용하여 cDNA를 만들고
②역전사기2: 이 cDNA을 이용하여 자기 RNA genome을 전사하고,
③조립기: 외투단백질을 생산하여 조립하고, RNA제놈을 삽입하여
자손Virions(감염능력이 있는 바이러스)를 생산한다.
4) 방출(release virion)과 전염: 자손 비리온이 완전히 조립되면 세포막을 통해
서 역 합입과정을 통해서 외부 및 다른 세포로 방출되어 전염된다.
5) 다른 세포에 감염한다.
6) 세포 당 한 개의 바이러스 입자가 침입하여 생산한 바이러스 수는 다양하다.
Coronavirus의 감염단위는 1.2 입자로 한 개의 바이러스 입자가 감염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간단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다.
우리가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여야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예방은 자연치유요법이며, 또한 의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사향중의 하나이다.

Fig. 6.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흡착과 침입 과정: 함입이 되어 세포내
로
들어오는 과정.

by Kim Bit-naeri of the RNA research group and Jang Hye-sik of the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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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Life Scienc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made the achievement through joint
research with 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at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8.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증식 확인
- 환자들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인체 세포에서 증식하는 경우를
검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 두 가지의 검침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다(Fig. 8).
1) 면역학적 검침방법
- 바이러스가 세포에서 증식을 하면 바이러스 고유의 단백질이나 항체가
분비되어 인체 혈액이나 분비물에 함유되어 순환한다.
그래서 항체가 생기었는지 특수단백질이 존재하는 지를 확인하여 감염된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잠복기가 7-15일이면 그 시간 까지 기다려야 결과
를 확인 할 수가 있다. 시간을 다투는 검침결과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 유전자적 검침방법
- 바이러스 유전자가 증식되어 배출되었는지를 PCR로 만든 바이러스 검침용
probe(탐침물질)을 이용하여 검침이 가능하다. 시간적으로 면역방법보다
신속이 감염사실을 확인 할 수가 있다. 아래 그림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활

- 10 -

사를 도식화한 것이다. 자세히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Fig. 8. PCR유전체 증폭기술을 이용한 검침

9. Coronavirus/COVID19의 치료약품 현황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치료제의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로 사용하기 까진 검증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치료 항생제는 거의 없다.
- Herpesvirus의 억제제 및 치료제인 Acyclovar 하나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 아시클로바는 DNA염기 중에 guanine과 유사하여 분열증식 때에 구아닌
염기 대신 바이러스 DNA 복제 중에 삽입되어 증식이 저해되어 바이러스의
증식이 멈추게 된다.
- 현재 사용 중인 항바이러스치료제는 전에 SARS질병에 사용한 렘데시비로
(Remdesivir)가 있으며, 특정뉴클레오티드 유사체 프로드러그로 만들어진
항바이러스제이다. 화학식은 C27H35N6O8P 이다. 에블라바이러스 항바이러스
제로 치료제 개발 되었었다.
- 파비피라비르(Favipiravir)도 항바이르스제이다. Avigan이라고도 부른다.
파라진카복시아미드 유사체이다.
- 인터페론(interferon- α2b)가 COVID19회복 속도를 높인다고 보고되었다.
아비간(Avigan)과 병행치료가 더 효과적이라 함.
- 칼레트라(Caletra)는 HIV복합치료제이며, COVID19치료제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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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모스타스 메실산염(Camostat mesylate)가 SARS-CoV-2 의 인간세포 침입을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Markus Hoffmann, German Primate Center).
취장염 치료제로 사용하였든 약품이다.

- 글로벌 항바이러스치료제(HIV, 간염 등) 매출은
2014년도에 431억3200만달라 이었든 것이
2020년도에 495억6,600만달 라로 증가하였다.

10. Coronavirus / COVID19의 예방 백신개발 전망
1) 백신(vaccines)의 정의
인체에 병원성 매개체(항원 antigen)에 대한 후천적 면역체인 항체(antibody)를
유도하는 생체물질이다.
2) 백신 재료
백신의 항원(antigen)은 생체 미생물, 약화된 미생물, 독소물질, 미생물 표면의
단백질 또는 유전자 및 핵산 물질들로 만들어 진다. 유전자를 이용한 DNA백신
이 최신의 작품이다.
3) 백신(Ag)의 인체에서 항체를 생성시키는 과정
백신에 사용된 물질 항원이 인체에 접종을 하면 면역계통인 B 림프구에 자극을
주어서 항체(Ab)를 유도하는 후천성 면역성을 나타낸다. 혈액과 체액에 분비되어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 물질을 만나면 항원-항체 결합반응을 하여 외부 침입자를
사멸시킨다.
4) 혈장 및 항체 치료제
특정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질병을 앓고 난 환자 혈액에는 그 칩입 미생물균에
대한 항체가 생기어 존재한다. 혈액성분에서 고체성 적혈구나 백혈구등을 제외
한 액상물질이 혈장이다. 혈장 내에 항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혈장을 새로운
환자에게 주입하여 환자의 몸에서 증식하는 바이러스항원과 항체가 결하여 제거
하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5) 백신이 유도한 항체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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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제제 항원을 인체에 주입하는 것을 백신접종이라 부른다. 백신이 예방의학
의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자연치유적인 방법이다. 인체에 접종된
백신 항원은 인체에서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인체 내에서 면역계통에 자극하
여 항체를 유도하여 생산을 한다. 항체는 인체 내의 미사일이다.
인체의 면역의 단계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 1단계는 선천적 면역이다. 태어 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면역시
스템이다. 예를 들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인 피부가 외부의 병원균
이나 각종 유해물질을 방어사는 최전선 방어 면역책임자이다.
2단계도 거의 선천적인 면역체계이다. 세포에 의한 외부 침입균을 박멸하는
백혈구나 킬러세포들의 역할이다. 염증도 백혈구들의 자살공격으로 몸에
서 일어나는 면역반응의 일부이다.
3단계는 후천적 면역계에 속한다. 이미 인체에 침입한 병원균등이나 백신
을 접종한 경우에 면역 기억세포가 기어하고 있다가 항체의 항원인자가
들어오면 영접하여 균이나 바이러스를 괴멸시키는 미사일 탑재 항체이다.
림프구(B세포와 T세포)는 골수의 줄기세포에서 분화된다.
- 골수에서 만들어진 B세포는 림프조직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머물거나
체내를 순환한다.
- T세포에 의한 자극에 따라 B세포는 폭발적으로 증식해서 다량의 항체를
분비하는 형질세포나 기억B세포로 분화된다.
- 골수에서 만들어진 T세포는 흉선, 작은창자(소장), 피부, 폐의 상피세에서
성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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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백신의 제조
(1) 유전자핵산 백신의 제조
유전자백신은 항원 유전자를 함유한 전달체(vector)를 항원용 DNA백신을
인체에 직접 접종하여 유전자가 인체에서 발현되어 특정 단백질을 생성하여
면역반응을 유도하여 항체를 생산시키는 방법이다.
첨단 기법이지만 논쟁의 거리가 많아서 아직 널리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앞에서도 바이러스의 외투 및 외피 단백질을 설명하였다. 이 바이러스의 외피
단백질이 인체의 피부에서 상호화학기에 의해서 흡착작용하기 때문에 흡착을
막기 위하여 이 외투나 외피 단백질 유전자를 벡터운반체에 삽입하여 인체에
접종을 하는 아이디어 이다.
본인이 수행했든 Herpesvirus(HSV) 외피 단백질 DNA백신 제조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겠다. 많은 연구가들이 Coronavirus의 백신개발에서 사용하려고 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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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는 DNA백신제조과정을 간단히 소개한다.
재료: 항원단백질 유전자 준비, 이 유전자를 운반하여 인체 접종할 운반체
(vector)의 제조가 핵심기술이며 조립에 필요한 도구로 제한효소(DNA를 특정
부위에서 절단하는 효소)가 등에 대해서는 생략하겠다. 또한 제조한 백신을
검정할 동물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생쥐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백신제조
과정을 아래 그림 Fig. 1에 제시하였다.
HSV 바이러스 벡터(운반체)에 HSV 당단백질유전자 B2 및 D2를 각각 제한효소
자리 EcorR1, BamH1 효소절단 부이에 삽입하였다. 원그림에서 시계방향으로
7시-6시까지는 당단백질 유전자를 운반하는 운반체이고, 오후 6시-7사이가
당단백질 유전자 부위이다. 이 DNA vaccine을 실험용 생쥐(헤르페스바이러스을
감염시키 놓은 생쥐)에 주입하여 바이러스의 번식 및 사망률을 조사한 연구
이다.

여기서 사용한 실험용 HEV-1계열의 Mcgraw바이러스는 생식기에 감염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이다. 아래 그림에서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대조군에서
치사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DNA백신을 접종한 쥐에서는 생존율이
거의 80~100%이었다. 두 개의 유전자를 접종한 그룹은 한 종류만 접종한
그룹보다 생존율이 20%정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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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ronavirus의 유전자백신 전망
코로나바이러스는 RNA바이러스이다. 외피 당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
유전자를 상기의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조할 가능성이 높다. RNA저놈을
역전사효소를 이용하여 CDMA을 합성하여 운반체에 삽입하여 동물실험 등을
통해서 제조와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본다.

11. 자연치유적 관점
- 자연치유적 관점에서 보면, 첫째는 예방이다. 바이러스의 접근을 차단하는
마스크 착용은 매우 적절한 예방법 중의 하나이다.
- 손 씻기도 매우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전염성 바이러스나 세균 등이 주변
에 많기 때문에 수시로 손을 잘 세척한은 것은 위생적으로도 좋은 장법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도 효과적인 예방법 중의 하나이다. 전염성 물질이 바로바로
인체에 접균이 되는 것을 차단 할 수 있다.
- 집단적인 밀접 접촉을 피하는 것도 자연치유적 방법 중의 하나이다.
- 면역력을 기본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36.5℃ 체온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따뜻한 물 마시기, 주열로 복부의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 하는 등.
- 면역성을 높이는 음식을 잘 섭취하는 것은 자연치유의 미덕이다. 근육과
생리대사 및 면역항체 물질을 만드는 단백질을 충분한 섭취하는 것이 중요
하다.
- 몸의 항상성을 잘 유지하도록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적절한 운동과 휴식
을 취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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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책
이하영 교수
총무 간사장
류서원 박사
학술간사
이경선 박사
산학협동간사
이구연
Body-You대표

홍보간사
강 현 박사
편집간사
장완성 박사
윤리간사
안지혜 박사
기획간사
김미수 박사과
워크숍 간사

소속기관 - 주소 - 연락처(휴대폰 - 일반폰 - 이메일)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상담복지학과 전인치유전공/ 월드행복비전상담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90번길36-9. 3층
010-8771-0675

yeon_ing@nate.com

RSW동의연구소 소장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50길16-1
010-8889-4040

rswregina@naver.com

원광디지털대학교 요가명상학과
서울 영등포 대림동1101-14
010-6243-1395

advaya2@hanmail.net

차의과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서울 강남구 학동로3길25 써니힐 501호
010-5261-6761

bodyeu@hanmail.net

단국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국대로1
010-6297-3603

041-550-3015

(우)31116
hkang@dankook.ac.kr

사이버피부미용대학원 / 세계건강뷰티협회 사무총장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레광장로4 지엠프라자 5층
010-3413-0177

031-752-3573

cws0177@naver.com

이너가이드센터 원장
서울 강남구 청담동81-8번 비전빌딩 4층.
010-3500-8438

jihyeahn@daum.net

(교육법인) 리더스교육진흥원 원장
부산 수영구 장대골로 27길51. 월드파크 102-1403
010-3515-1255

palonly@naver.com

카이로프랙틱 연구원 원장
정지문 박사
해외 간사

정미연
행정간사

6-C, Shinkikaku BLD, 2-81, Isezkaki-Chou, Naka-ku, Yokohama, Japan
(Zip)231-0045
010-3003-4832
unionchiro@hanmail.net
(일본)090-9109-4832
원드행복비전상담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90번길36-9. 3층
010-9961-1908

yeon_i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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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3: 논문의 작성의 윤리성에 대한 소고
연사: 김수영 교수(건국대학교 생명과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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