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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학 및 웰니스케어 접근을 통한
전인적 건강/웰니스 증진
1 강: 생활은 의학; 건강/웰니스 생활은 축복

시카고 건강 및 사회복지 엑스포, 2017년, 9월 17일
이 승현 교수, 북텍사스 주립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1

2017-09-19

2

2017-09-19

“인생” – 건강 – 생활
WHY”?  WHAT and HOW?
(“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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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 인생과 건강 그리고 생활
손자병법의 지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적과 “팀” 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2. 생활은 건강과 삶의 결정체
 생활의학 (Lifestyle Medicine)
후성유전자학이 입증하는 21세기의 중심 의학
3. 건강생활은 “축복”을 찾아주는 인생의 본질적 삶의 방식
후성유전자학-기반 생활 선택
전인적 건강 및 웰니스 생활 선택

1. 인생과 건강 그리고 생활
손자병법의 지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적과 “팀” 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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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생명을 지닌 인간) = 생명체 = 존재 + 삶

인생과 건강
• 그저 질병(생명체 구조 및 기능의 문제) 이 없는 상태만이 아님
• 정신적, 신체적 및 사회적 웰빙 (온전함) 상태를 뜻함

• 생명체의 존재 및 삶이 최적화, 최선화, 최대화할 수 있도록,
무질병적 상태를 갖추며 또한 정신적, 신체적 및 사회적 웰빙을 취하는 것

• 한 인생이 생명체를 가지고 타인과 환경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복합적 생활 영역을
최선적이자 최적적, 최대적으로 시행하는데에 필요한, 온전한 마음+몸+능력, 곧
온전한 품성 및 생활력을 취하며 또한 인생살이에 긍정적인 과정 및 결과들을 성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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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고-온전함의 연속성(Illness –Wellness Continuum):
사망-질병-(중립점)-건강-웰니스

과거
http://2004.riverrunfilm.com/films/briars-cotton-patch

http://growmakegive.com/

http://content.time.com/time/specials/packages/article/0,28804,2049243_2048654_2049245,00.html
http://longstreet.typepad.com/thesciencebookstore/2012/10/index-of-the-scientific-papers-of-albert-einstein-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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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ttp://scm-l3.technorati.com/11/03/31/30573/overweight-332420.jpg

http://wwwdelivery.superstock.com/WI/223/1491/PreviewComp/SuperStock_1491R-1134109.jpg

http://www.austinnv.com/wp-content/uploads/2012/01/Overweight-People.jpg

http://buelterk.files.wordpress.com/2011/01/car-walking-dog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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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절망

다툼, 불화

우울증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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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감염성 질환 감소

http://www.cdc.gov/mmwr/preview/mmwrhtml/mm4829a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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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만성질환 패턴 분석: 글로벌적 예상

Global Projections for Selected Causes of Death (2004 to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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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from Mathers and Loncar, PLoS Medicine, 2006)

만성질환은 미국 사망율 및 장애율의 첫번째 주된 원인
Chronic diseases kill more than 1.7 million Americans per year,
and are responsible for 7 of 10 deaths in the U.S.

American Cancer Society: www.action.acscan.org/site/DocServer/Prevention_Report_2012.pdf?docID=21549
Nation Health Council: www.nationalhealthcouncil.org/sites/default/files/AboutChronicDiseas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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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비만증 및 당뇨병 보급율
1994

2013

2000

비만증
No Data

당뇨병

<14.0%

14.0%–17.9%

1994

No Data

18.0%–21.9%

22.0%–25.9%

2000

<4.5%

4.5%–5.9%

6.0%–7.4%

> 26.0%

2013

7.5%–8.9%

>9.0%

CDC’s Division of Diabetes Translation. National Diabetes Surveillance System
available at http://www.cdc.gov/diabetes/statistics

성인 외로움 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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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노인층의 건강 상태 및 생활양상

89.2
%

평균 2.6개의 만성질환

49.0%

영양관리 필요

31.5%

33.1%

인지기능 저하

우울증상

대한민국 복지부의 실태조사 (2015. 4. 1.);
한국 고령화 예방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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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사망 원인의 변화
감염성질환

고령화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1970

자살
만성질환

YEAR
1935 1940 1945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비감염성 만성 질환

감염성 질환

대한민국 복지부의 실태조사 (2015. 4. 1.); 한국 고령화 예방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채택

인간 수명 (Life Expectancy)

• 1900 : about 50 years old
• Now : about 80 years old

http://www.pr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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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의 양과 질 비교
• 수명 : 77.9 years
• 건강한 년수 : 66.2 years
• 질환 년수 : 11.7 years
Fahey, Wellness Fitness and Lifestyle Management, Chapter 1, p 6.

위기: 미국 의료비 상승

4.6 $Trillion

75% 이상의 건강케어 비용이
만성질환에 소요됨

2020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Oﬃce of the Actuar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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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강케어 비용 (의료비)
Health Care Costs in 2014

http://www.cdc.gov/nchs/data/hus/hus15.pdf#093

질문 (#1)
질병의 원인?
왜, 생명체 ( 인생) 에 문제가 생기는가?
무엇이, 생명체 (인생) 를 다치게 하여 사망을 재촉하는가? (적)
그에,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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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 반생명적 요소, 관계, 상태, 환경 등

나 = 생명적 존재 및 삶

팀= 생명적 요소, 관계, 상태, 환경 등

나 = 생명적 존재 및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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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은 건강과 삶의 결정체
 생활의학 (Lifestyle Medicine)
후성유전자학이 입증하는 21세기의 중심 의학

인간, 인생, 인생살이는 생활을 통하여 가능!!!
“생활(생명활동)”  생활스타일, 생활방식, 생활습관

생활은 생명, 건강, 웰니스 또는 고통, 질병, 사망의 결정체(Determi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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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식, 위험 인자들, 그리고 심장질환 간의 관계

Mozaffarian, D. et al. Circulation 2008;117:3031-3038

Actual Causes of Death in the U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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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Causes of Death in the U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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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스타일 관련 질병 보급율

-

2 out of 3 overweight or obese. (1 in 3 obese)
1 out of 2 with abdominal obesity

- 1 in 3 with one or more types of CVD.

3

- 1 in 3 with hypertension (half over age 55, 2 in 3 over age 65.5
- 1 in 3 with pre-hypertension. 5-8
1 in 3 with low “good” cholesterol.10

생활스타일 질병 관련 행동 보급율

- 3 in 4 do not get enough physical activity. 21-22
- 4 in 5 need to significantly improve their diet. 23-26
- 2 in 3 need to lose weight.

1 in 3 exceeds the daily or weekly alcohol recommendation.29

1 in 3 adults 30 to 64 years old averages ≤6 hours of sleep per day.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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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실시 및 만성질환 역학 통계

질문(#2)
왜, 생활이 결정체/원인?
후성유전자학 및 생활의학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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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전자(생명체의 말/코드)에 대한 기본 이해부터

생명체는 유전자를 기초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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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생명체)의 형체/조직체(형상)

생명체 (Living-Being/Living-Soul)
조직체계들 및 기관들
70-100 조 개의 세포
23 쌍의 염색체 (각 세포마다)
20,000 개의 유전자
3 억의 핵산
입자 (Chemical Particles) = (흙, Dust of the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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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류의 핵산 물질이 글자 역할 (뜻/말/메세지  마음)
Science: we are “letters” or “words”
that are written and rewritten constantly

Adenine (A)
Thymine (T)
Cytosine (C)
Guanine (G)

인간은 글자, 뜻, 말, 의식, 마음!!!

(Science
American, Dec.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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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유전자 지도:
유전자에 기록된 생명현상/활동 프로그램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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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질병의 원인
• 유전자의 문제
 구조적 문제 : 염기서열 (DNA Base Sequence) 의 부정적 변화
 정상유전자 서열이 비정상 유전자 서열로 변질
 구조적 변화는 거의 잘 안됨
기능적 문제 : 유전자 기능 의 작동 유무
 정상적 유전자의 기능/활동 이 정지, 또는 부정적 작동 (ON/OFF).
기능적 오작동은 매 초에서 매 시간, 매 년, 살아있는 동안 쉬이 일어남
질문:
1) 왜, 유전자는 변할까, 특히, 유전자의 기능적 오작동은 왜 일어나는가?
2) 유전자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3) 어떻게 긍정적 작동을 재시동할 수 있는가?

자생력: 복제력, 재생력, 자연치유력, 성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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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회복: 자가수리 체계

암(비정상)세포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하는 종양억제 유전자들

(Caretaker Genes, Gatekeeper Genes, & Landscaper Genes)
•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메커니즘

“P53” 유전자가 세포에게 자살 (아포토시스, apoptosis) 명령
4차: “P73” 유전자가 병든세포 제거 (김종성 저: 닥터 예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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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법의 발전
• 축비요법 – 조약요법 – 식이요법 – 약초요법 –
한방요법 – 생약학 – 약학 – 생리학 – 약리학 –
내과 – 외과 – 방사선 – 레이저 – 유전자의학  생활의
학

식생활 개선: 병든 쥐에서 건강한 쥐로 전환 (긍정적 후성유전자 변화)
Eating Style Enhancement: Erase/Transform Agouti Gene
(Positive Epigenetic Change)

Wolff, et al. Maternal epigenetics & methyl supplementation affect agouti mice gene expression, FASEB 1998;12:9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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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후성 유전자학(Epigenetics)에 대한 기본 이해 및
의과학적 근거기반 질병 치유 및 예방, 건강 및 웰니스 증진

두 생물적 코드 (Two Biological Codes)
 유전자 코드(Genetic Code): 단백질 생산 방식에 관하여 세포에게 명령해주는 염기 서열. 생명기능
을 설정함. Sequence of DNA Base (Nucleotide Sequence) that tells a cell how to build one protein.
Set for Life.
 후성유전자 코드(Epigenetic Code): 언제 어느 유전자 정보 (DNA 염기 코드)가 세포에게 용이한지를
곧, 어느 유전자가 발현되어야 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염색체 구조의 화학물질 변화를 일으키는 유
전자; 이때, 외부환경에서 들여지는 신호에 반응하여 변화가 일어남
(especially early environmental signals or early life)
“Tuning gene expression to changing environments:
from rapid responses to evolutionary adaptation”
(Genetics, 9, 583-59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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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ournal.frontihttp://journal.frontiersin.org/Journal/10.3389/fcell.2014.00049/full42

 후성유전자학의 개요:
• 정의:
- 염기 서열의 변화없이 유전자 발현 활동이 어떻게 변화되며 그로 인한 세포의 행동/활
동이 어떻게 변화되며, 또한 그 변화가 자녀 세포에게로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그 과
정과 결과에 관한 학문. 43-44
• 원리:
- “유전자 발현(Gene Expressions)” 은 내부나 외부환경 (생활양식 포함)에서 들여지는
“신호”에 반응하여 변화됨 – Turned On or Off.
- 유전자 및 그들의 “스위치 세팅(Switch Settings)” 은 유전함 (trans-generational).
 무엇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요인(sources)” 인지를 연구; 또한, 무슨 신호가
유전자 스위치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연구
 기존의 유전자 운명 도그마/이론의 모순을 밝힘“Gene Determinism.”
• 메커니즘 (기전장치):
- DNA Methylation, Histone Acetylation, MiRNA expression, Phosphorylation, Ubiquityla
tion, and Sumolyation.
 특징: 근거기반 후성유전자 라이프스타일 (Evidence-based Epigenetic Lifestyle):
• 유전자 특징에 대한 증가되는 데이터의 확인: 라이프스타일-의존 유전자; 경험-의존 유전
자; 환경-의존 유전자; 후성유전자의 조절은 동적이며 역전될수 있는 유연성을 지님
(dynamic and reversible plasticity of epigenetic regulation)  희망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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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방 음식: 태아 프로그램 (부정적 후성유전자 변화)
High-fat Diet: Fetal Programming (Negative Epigenetic Change)

Chang GQ, et al. Maternal High-Fat Diet and Fetal Programming: Increased Proliferation of Hypothalamic Peptide-Producing Neurons
That Increase Risk for Overeating and Obesity. The Journal of Neuroscience, Nov 12, 2008;28(46):12107-12119

12개월 기본 생활 개선 (저지방 식사 + 주당 180분 운동 +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 유전자 발현 (고혈압+나쁜 콜레스테롤+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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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건강생활 개선  501 개의 긍정적 전립선 유전자 발현
 전립선 암 회복 및 치유
 Lifestyle interventions can modify gene expression and alter the risk for chronic disease and cancer development
and progression at the genetic level.

Ornish D. et al. Changes in prostate gene expression in men undergoing an intensive nutrition and lifestyle
interven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S.A. 2008.

구글 검색 키워드 :
cancer reversal, lifestyle change, gene expression
CHANGING LIFESTYLE CHANGES GENE EXPRESSION | Edge.org
• Changing Your Lifestyle Can Change Your Genes - Newsweek
Lifestyle Choices Could Affect Gene Sequences That Code for Cancer ...
Epigenetics and lifestyle - NCBI - NIH
Changes in prostate gene expression in men undergoing an intensive ...
changing lifestyle improves cancer outcome & changes gene expression
For Breast Cancer - Time Magazine
Epigenetics: How Your Mind Can Reprogram Your Genes - Dr. Mercola
Reversing A Fatal Genetic Disorder Through Lifestyle Medicine
A Cure For Cancer? Eating A Plant-Based Diet | HuffPost
Information About Cancer - Get the Information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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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ga et al. Epigenetic differences arise during the lifetime of monozygotic twins. PNAS 2005;1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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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inherit from our parents are chromosomes, and chromosomes are only 50% DNA,. The
other 50% is made up of protein molecules, and these proteins carry the epigenetic marks and info
(Emma Whitelaw, Ph. D)

http://www.m
dpi.com/14248247/6/1/1/htm

수면 부족이 후성유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 한 주간의 불충분한 수면은수백개의 유전자의 스위치를 끌수 있
음 (＂switch off“) 또한, 비만증, 당뇨병, 및 심장병을 포함한 여러
상태의 위험성을 상승시킬 수 있음.
 Surrey University 연구가들은 26 명의 자원봉사원들을
2 그룹으로 나누었음.
 한 그룹: 일주일 동안, 일일 6시간 이하의 수면 취함
 다른 그룹: 일일 10시간 수면 .
 한 주의 마지막날: 각 그룹은 40여시간을 깨어 있었으며,
피검사를 받았음.
 수면 부족이 있었던 한 주 동안, 신진대사기능, 염증, 면역
기능 및 스트레스와 관련된 711 유전자의 기능에 변화가
있었음.
http://www.surrey.ac.uk/mediacentre/press/2013/98567_lack_of_sleep_alters_human_gene_activity.ht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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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뜻/말)에 반응하는 뇌유전자파 및 심전도 간의 응집성

https://soulmatelove.wordpress.com/2014/10/15/confirmed-by-science-emotions-as-love-cosmic-radiation-light-changes-dna/

• 당신의 생각과 감성이 당신의 유전자 발현을 규정합니다.
depending on the signals being received from the environment.

") is primarily determined by your thoughts, attitudes, and
perce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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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은 건강한 유전자 발현 유도:
암 세포 유전자 역전- 생활개선 – 유전자 발현 변화
팁: 유전자 발현의 속도
예) 운동 10분, 브로콜리 일인분 섭취시 3-6 시간 사 이

https://www.google.co.kr/?gfe_rd=cr&ei=bEFIWbatG
6rY8gfy9rv4Dg#q=cancer+reversal,+lifestyle+change
,+gene+expression+&spf=1497907564940

후성유전자 기전장치(Mechanism):
유전자 발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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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에 반응하며 의존하는 유전자 발현
(참고 – 세포/유전자들은 신호 소통으로 작동/활동함)
1. 유전자 환경에 영향을 주는 신호:
생활 및 환경 요소들은 생명체에 신호 역할 !!!
2.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신호
생명의 신, 성령, 창조주의 실재적 임재, 인도, 교통 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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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Sources) http://en.wikipedia.org/wiki/File:Epigenetic_mechanisms.jpg
http://friedmansprout.com/2012/03/31/epigenetics-101-nature-nurture-and-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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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막 안에 밀봉되어 있는 유전자 글자

유전자의 읽혀짐 = 유전자 발현
질문: 누가 읽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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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말씀) 발현  단백질 생산  세포 활동  생명활동(생활)

당신의 유전자 (생명체) 안에 있는 유령/성령
(유전자의 창조주, 생명체의 주체, 인생의 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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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세포를 치유하는 면역세포의 유전자 발현 과정

유전자 (생명체) 를 돌보시는 창조주의 사랑의 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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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성유전자학 및 의과학이 밝히는 생명체와 천지만물계에
임재하시며 인도하시는 영의 신호 (성령), 창조주의 사랑의 손길

영

영
유전자/
세포
입자
(원소)

입자

뇌/
유전자/
세포
입자

뇌/
유전자/
세포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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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창세기 2: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Living-Being, Living-Soul “생혼”)이 된지라.”
사람(몸, 생명체) + 생기(생명력) = 생혼 (살아움직일 수 있는 사람, 혼, 인생)
곧, 생명체 (몸, 사람) + 생명력(생기, 살리는 영, “생명신호”)  생명현상
 생명활동(생활) = 인생살이/영혼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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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와 신경세포의 소통 및 연합 작업
Genes & Neurons
interact /interplay

Thus, the Gene instructions are constantly changed through
the nervous system that delivers messages/words
(e. g. Spirit, mind, thinking, feeling, doing, position,
movement, speed, physiological conditions/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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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적 생활양식: 일곱 주된 삶의 영역들

Adapted from
Rebecca J. Donatelle,
Access to Health,
2010

Table 1: The Preliminary Results of Relationship between Lifestyle Dimensions & Epigenetics
Spiritual
Meditation
Spirituality/Faith
Mental-Intellectual
Cognitive Activity
Mindfulness
Mental exercises
Intellectual challenge
Learning
Mental-Emotional
Stress
Hope
Happiness
Perception
Mood
Trauma
PTSD
Depression
Anxiety
Resilience
Fear

(Lee, J., Papa, F.,
& Kenny, T.
under review,
AJLM)

Physical
Diet
Physical Activity
Exercise
Tobacco
Smoking
Alcohol
Drinking
Breathing / Breath*
Sleep / Sleep*
Addiction

Article Count
3
1
4
59
2
4
1
300
366
1406
134
1
63
1160
175
74
323
191
40
66
3633
587
169
106
170
374
348
135
18
58
144
2109

Social
Isolation
Neglect
Family
Social Support
Belonging
Conflict
Connection
Occupational
Socioeconomic
Economic
Occupational Stress
Occupational / Occupation*
Occupational Exposure
Occupational Hazard
Environmental
Environmental Exposure
Climate
Pollution / Pollute
Air Pollution
Noise Pollution
Light Pollution
Housing
Hazard*
Physical Environment
War
Security
Safety

Article Count
255
15
1503
215
50
14
94
2146
57
72
13
131
88
5
366
744
38
26
129
0
1
14
131
161
16
9
117
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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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Preliminary Results of Epigenetic Focused Lifestyle Intervenation
Spiritual

Initial Count
3
1
4

Meditation
Spirituality
Mental-Intellectual
Cognitive Activity
Mindfulness
Mental exercises
Intellectual challenge
Learning

Social
Isolation
Neglect
Family
Social Support
Belonging
Conflict
Connection

5
1
2
0
26
34

Mental-Emotional
Stress
Hope
Happiness
Perception
Mood
Trauma
PTSD
Depression
Anxiety
Resilience
Fear

111
11
0
2
70
11
7
24
14
7
10
267

Physical
Diet
Physical Activity
Exercise
Tobacco
Smoking
Alcohol
Drinking
Breathing / Breath*
Sleep / Sleep*
Addiction

Initial Count
6
3
44
19
1
0
4
77

Occupational
Socioeconomic
Economic
Occupational Stress
Occupational / Occupation*
Occupational Exposure
Occupational Hazard

10
4
2
6
0
0

Environmental
Environmental Exposure
Climate
Pollution / Pollute
Air Pollution
Noise Pollution
Light Pollution
Housing
Hazard*
Physical Environment
War
Security
Safety

49
1
11
5
0
0
1
4
19
0
1
6

22

104
25
25
8
14
18
6
3
11
8

97

222

The Preliminary Results of Article Cou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style Dimensions
and Epigenetics
3, 0%

366, 4%
Spiritual

1386, 14%

Mental-Intellectual

366, 4%

Mental-Emotional
3633, 36%

Physical

2146, 21%
Social
Occupational

2109, 21%

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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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liminary Results of Article Count on
Epigenetics-Focused Lifestyle Intervention
3, 0%
97, 13%

22, 3%

Spiritual

33,
5%

Mental-Intellectual
Mental-Emotional

77, 11%

267, 37%

Physical
Social
Occupational

222, 31%

Environmental

Lifestyle Factor

Polyunsaturated Fatty Acids
Daily Qigong Practice
Stress Management

Vacation/Relaxation
High Plant Diet
Green Tea
Aerobic Exercise

Aerobic Exercise
Sleep
Yogic Meditation

Social Interaction
Work Environment
Smoking Habits
Anxiety
Depression

Epigenetic Change

Positive Health Outcomes

References

Decreased expression levels of circulating pro-inflammatory Lowered risk of obesity, improved
Liu 2013
cytokines, including tumor necrosis factor α, interleukin-6,
glucose tolerance and insulin sensitivity.
and C-reactive protein. TLR4 protein and mRNA levels
down-regulated.
Altered apoptotic genes to promote decreased inflammation. Enhanced immunity
Li 2005
Inflammatory neutrophils showed faster cell death.

Dimension
Physical

Spiritual

Genome-wide transcriptional identified 57 genes showing
≥1.5-fold greater up-regulation over time and 47 genes
showing ≥1.5-fold greater down-regulation over time.
Reduced activity of NFκB (inflammatory signaling); CREB
(sympathetic nervous system signaling); and NRF2
(oxidative stress response signaling).
Three genes (ODC1, OAZ1 and OAZ2) involved in this
pathway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Other notable genes
that were suppressed included MME (membrane metallo
proteinase) & and FOXO3.
Extrinsic epigenetic age acceleration (EEAA) exhibits
significant associations with blood carotenoid levels. EEAA
also found to relate to indicators of metabolic syndrome.
Inhibits DNA methyltransferase and reactivates methylationsilenced genes in cancer cell lines.
Genes promoting inflammation became down-regulated,
whereas genes having anti-inflammatory properties and
those modulating immune function or promoting neuron
survival and axon growth, became up-regulated.

Reductions in stress, depression, &
anxiety.

Laudenslager 2016

Emotional & Environmental

Improved well-being.

Epel 2016

Emotional & Spiritual

Reduced risks of metabolic syndrome.

Quach 2017

Physical

Lowering cancer risk.

Fang 2003

Physical

Improved immunity and neurological
health.

Iyalomhe 2015

Physical

Increase in PGC1 expression induced leads to improvement
of insulin sensitivity in skeletal muscle via increase in
mitochondria density and glucose transporter expression
(GLUT4).
Rhythmic expression of core clock genes associated with
chromatin modification, transcription, and translation, as well
as genes implicated in inflammatory, immune, and stress
responses.
Up-regulated genes included immunoglobulin-related
transcripts. Down-regulated transcripts included proinflammatory cytokines and activation-related immediateearly genes. Reduced NF-κB signaling and increased
activity of IRF1.
Reduction of loneliness downregulated the NF-κB-related
pro-inflammatory gene expression profile and reduced Creactive protein, a serological marker of inflammation.
Carcinogenic agents in some work environments trigger
gene expression silencing of tumor suppressor genes
(iBRAC1, hMLH1, VHL, APC, p16INK4a) and/or activation
of proto-oncogenes (including c-myc and H-ras ).
Smoking associated with hypomethylation at F2RL3.
Methylation level strong predictor of cancer risk.

Reduced likelihood or delay onset of
Type 2 Diabetes.

Santos 2014

Improved mood, appetite and hormone
regulation, & general cognitive
functioning.

Van Someren 2015

Physical

Decreased stress, improved immune &
antiviral response.

Black 2013

Spiritual

Better sleep quality & cognitive function, Hawkley 2015
reduced likelihood of mood disorders.

Social & Emotional

Mitigation of cancer risk and improved
scope of diagnosis.

Ziech 2010

Occupational & Environmental

Zhang 2015

Physical

Wingo 2015

Emotional

Ponder 2011

Emotional

Reduced risk for lung cancer incidence
and mortality. Possible improved early
detection.
631 genes were differentially expressed. Mild anxiety was
Affects immune cells and susceptibility
associated with observable changes in immune-related
to viral and bacterial infection, and
gene expression levels.
affects traits of metabolic syndrome.
SLC6A4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placentas Positive fetal development. Risk for
from women with untreated mood disorders and from
mood disorders in child.
women treated with SSRIs, compared to controls. SLC6A2
and 11β-HSD2 expression was increased in non-contro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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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적 라이프스타일에 반응하는 근거기반 후성유전자의 변화 관련 연구들
 Spiritual Lifestyle Dimension (영적 라이프스타일 영역) :
- Study of meditation on rapid changes in histone deacetylases and inflammatory gene
expression in expert meditators.46
- Study of Spiritual therapies like Relaxation Response Induces Temporal Transcriptase Change
s in Energy Metabolism, Insulin Secretion and Inflammatory Pathways.47
- Study of Mind-body therapies have revealed intriguing connections to the immune system an
d prevention of cancer. 48-49
 Intellectual Lifestyle Dimension (지적 라이프스타일 영역):
-

Study of epigenetic landscape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50

-

Study of epigenetic regulation of learning and memory formation and

maintenance.51

 Emotional Lifestyle Dimension (감성적 라이프스타일 영역) :
-

Study of intimate marriage lifestyle on epigenetic change in stem cells .52
Study of emotional lifestyle (positive and negative), stress related family on epigenetic cha
nge. 53-54

 Physical Lifestyle Dimension (신체적 라이프스타일 영역):
-

Study of pregnant mother’s eating habit on off-spring and obesity risk from Gestation to A
dolescence. 55

•

Study of early nutrition and its impact on the Epigenetic Changes at
Transposons and Imprinte
d Genes, and Enhanced Susceptibility to Adult Chronic Diseases.56
• Study of exercise Intervention Influences the Genome-wide DNA Methylation Pattern in Human A
dipose Tissue.57
• Study of sleep and chronobiology with epigenetics changes , physiological effects of sleep depriv
ation.58-59
 Social Lifestyle Dimension (사회적 라이프스타일 영역):
• Study of parenting skill on teen’s alcohol gene promote alcohol consumption through incre
ased tonic inhibition. 60
• Study of social relationship link between the neuroscience, epigenetics and the new social biology.
61

Occupational Lifestyle Dimension (직업적 라이프스타일 영역):
• Study of occupational lifestyle on chronic exposure to chemicals and genetic interaction increas
ed risk of various diseases. 62-63
 Environmental Lifestyle Dimension (환경적 라이프스타일 영역):
• Study of physical environment on epigenetic reprogramming of host gene in bacterial pathogene
sis .64-65
• Study of Social environment on epigenetic change on disease risk and health outcomes .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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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의 삶은 후성유전자-기반 라이프스타일을 포함
(Everyday includes Epigenetics-based 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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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은 의학이다!
(Lifestyle IS Medicine)
의학으로서의 생활!
(Lifestyle AS Medicine)

생활의학 (Lifestyle Medicine)
후성유전자학이 입증하는 21세기의 중심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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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변화”를 통한 “원인 치유”를 추구하는
의학의 새로운 변화/개혁

A Call to Action (행동 개시를 위한 부름):
Healthy Transformation centered on Therapeutic Lifestyle Changes (TLC),
From Individuals to Population
(개인들에서부터 전 인구에 이르기까지,
치유적인 생활습관 변화/개선에 중심을 둔 건강한 전환의 필요)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
ion (WHO) estimate that as much as 80% of chronic disease is preventable!
(미국 질병예방 통제 및 예방 기관 및 세계보건기구는
80%의 만성질환이 예방될 수 있다고 측정했음)
“Your body often has
a remarkable capacity to begin healing itself
if you give it a chance to do so – and quickly.”
(Dr. Dean Ornish)
“당신의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신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면, 또한 빠른 시기 안에“
(생활습관의학의 글로벌적 선구자, 딘 오니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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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습관을 다루는 의학의 시대적 필요:
 생활습관의학의 출현 및 정의
 생활습관의학의 역할 및 복합적 기여
 생활습관 개선 및 중재를 통한 만성질환 예방, 치료 및 반전
 건강 유지 및 웰니스 증진 기여

생활습관의학의 중심 정의
Core Definition of Lifestyle Medicine
• 생활습관의학은 근거기반 의학의 한 영역:
(a branch of evidence-based medicine)
개인, 가족, 무리, 그리고 지역사회 및 인구들에게 있어서,
종합적인 생활습관 변화를 사용하여,
질병들의 근본 원인을 다루므로서,
만성질환들을 예방, 치료, 그리고 역전시키는 것을 도와주며,
또한 건강 및 삶을 증진시키는 생활습관을 향상시키고 지지해주므로서
웰빙 및 웰리빙, 곧 웰니스를 향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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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의학 (Conventional Medicine)
환자의 위험인자를 치료

•)

생활 의학 (Lifestyle Medicine)
1. 생활양식 및 습관 원인을 치료

환자는 치료를 받는데서 수동적 수용자로서의 위치

2. 환자는 치료를 받는데서 능동적 파트너로서의 위치

환자에게서 큰 변화가 요구되지 않음

3. 환자에게서 큰 변화가 요구됨

치료는 종종 단기적

4. 치료는 항상 장기적

책임성은 진료자에게 대부분 전가됨

5. 책임은 환자에게 대부분 전가됨

약은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됨

6. 약은 생활습관 변화에 부수적으로 사용됨

강조점은 진단과 처방

7. 강조점은 동기유발과 순응

목적은 질병관리

8. 목적은 일차, 이차, 삼차 예방

환자의 생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음

9. 환자의 생활 환경을 고려함

부작용은 유익성에 의하여 균형을 갖추게됨

10. 부작용 (예: 근육통증, 음식 요리와 운동을 위한 바쁜 스케줄)
은 결과의 부분으로 간주

다른 전문의사에게 소개

11. 다른 건강 전문인들에게 소개

의사는 일대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진료

12. 의사는 건강 전문팀과 협력을 하며 코오디네이터 위치
(Source: Garry Egger et al. Lifestyle Medicine, page 5, 2012)

라이프스타일 중재 Diabetes Prevention Program (DPP):
미국 CDC 개발 국가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적용)
31% 58%

DPP Research Group NEJM (2002): 346 (6):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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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개선을 통한 심근경색 질환 회복Diagrams from Esselstyn’s article

(Esselstyn et al. A Way to Reverse CAD? The Journal of Family Practice. 2014; 63(7):356-364)

(Esselstyn CB. Prevent and Reserve Heart Disease, 2007)

의료진의 카운셀링 및 의뢰 부족

Peek ME, Tang H, Alexander GC, Chin MH. National prevalence of lifestyle counseling or referral
among African-Americans and Whites with diabetes. Journal Gen Intern Med, November 2008;23(11):1858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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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카운셀링 효과성 (Efficacy)

Halm J, Amoako E. Physical activity recommendation for hypertension management: does healthcare provider advice make
a difference? Ethnicity and Disease 2008 Summer; 18(3): 278-82.

보고된 의대학생들의 생활의학
낮은 필수 능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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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의사; 건강한 환자
(Healthy Doctor, Healthy Patient)

에머리 대학 진료 대기실 비디오 기반 연구:
30 초의 전략
• 연구 질문: 의사들이 자신들의 개인적 건강 생활
행동을 환자들에게 공개했을때 (Disclosure), 환
자들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또한 동기
유발력을 증가 시킬 수 있는가?
• 연구 대상: 에머리 대학의 일반 진료실 대기실에
서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
• 연구 방법: 의사 공개 비디오 (PhysicianDisclosure Video):
• 비디오에 30초 동안의 자신의 건강 생활 공
개:
 식사 및 운동 실행
 자전차 헬멧 및 책상 위의 사과

Frank E, Breyan J, Elon L. Physician Disclosure of Healthy Pers
onal Behaviors Improves Credibility and Ability to Motivate.
Archives of Family Medicine. 2000;9:28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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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및 결론:
 의사들의 공개 비디오를 시청한 환자들은 운동 및
건강한 식사에 관하여 의사들을 더욱 신뢰하고
동기유발력을 더욱 잘 제공하는 의사로서
평가했음.
 환자로 하여금 건강한 생활습관을 채택하도록
동기유발시키는 의사의 능력이 자신들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보여주므로서 향상될 수 있다.
 교육 기관은 건강케어 전문인들로 건강한 개인적
라이프스타일을 실행하고 시범을 보여주는
트레이닝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의학 분야(Medical Discipline)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활습관의학의 도전
•

그러나, 의대학부, 의대학원, 평생 의료 교육 수준의 공식적 트레이닝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부족

1.
2.
3.
4.
5.
6.
7.
8.
9.
10.
11.

금연
영양 및 식생활
운동 및 신체 활동
체중과다/비만증 체중 관리
스트레트 관리
자가 케어
건강 행동 변화
감성 관리
관계 관리
수면 관리
등

• 건강 라이프스타일 카운셀링의 주된 장애물:
 라이프스타일 카운셀링에 관한 지식 및 기술 또한 경험과 동기력의 부족
 개인의 건강 생활습관 향상의 부족
 부적절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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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21세기의 건강과 질병과 웰니스의
일차선 치료 (First Line Therapy ):생활습관의학

아시아 및 한국에
생활습관의학 시작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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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아시아 생활의학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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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대한민국 생활의학 및 웰니스 케어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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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의학회 결성 (2016년 10월 3일)

http://www.lifemedwellcare.org

한국생활의학회 창립식 및 1회 심포지엄
(2017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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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생활은 축복을 찾아주는 인생의 본질적 삶의 방식
후성유전자학-기반 생활 선택
전인적 건강 및 웰니스 생활 선택

후성유전자와 화학물질 신호와의 관계
Relationship of “Chemical Signals” to the Epigenomes
“Unhealthy/Unloving”
Chemicals

“Unloving/Unhealthy”

Effect

go into

Cell

“Healthy/Loving”
Chemicals

“Loving/Healthy”
Effect

go into

Epigenetic Change

Cell

Epigenetic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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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성유전자와 말 /뜻 신호와의 관계
Relationship of “Word Signals” to the Epigenomes
“Unhealthy/Unloving”
Words

“Unloving/Unhealthy”

Effect

go into

Cell

go into

“Healthy/Loving”
Words

Cell

“Loving/Healthy”
Effect

Epigenetic Change

Epigenetic Change

“긍정적 후성유전자 라이프스타일”과 웰니스 라이프

Love

Breathing

Good Sleep

Faith & Prayer

Hope
Positivity
Nutrition
Beau

Peace

Joy

ty
Relaxation

Belief
Compassion

Hydration

Meditation

Trust

“Healthy & Happy Gene”
Forgiveness

Goodness
Exercise

Volunteering

Sharing

Altru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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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후성유전자 라이프스타일”과 일니스 라이프”
Unemployment

Selfishness

Air Pollution

Drug Abuse
Violence/War

messy
Pessimism

Arguing
Hatred
Promiscuity

Frustration

Poverty

Hopelessness

Anger
Fear

“Unhealthy & Unhappy Gene”

Betrayal

Hurt

Jealousy

Untruth/Lying

Stress/Anxiety/
Depression

Sedentary Lifestyle
Junk Foods

영성/신앙
믿음
기도
의미/목적
감사
기쁨
선함
친절
칭찬/격려
긍정적 생각
배움/깨달음
소망
용서
아름다움
명상
예술
음악
건강식
신체활동
운동
쉼/이완
스트레스 관리
햇빛
호흡
숙면
스킨십
애타주의
봉사활동
보호적/지지적 관계
친밀성/우정

;

 “생명을 사랑하는” 전인적 건강/웰니스 생활은 의학(Medicine)
‘생명사랑” 생활 = 전인적 건강/웰니스 생활 = 생명체 및 삶에 축복

64

2017-09-19

생명체 (유전자) 가 필요한 긍적적 신호
생명 사랑 신호 = 생육번성의 신호
= 치유, 건강, 행복, 능력, 지혜 등의 축복의 신호 !!!

생명, 존재 및 삶에 “긍정적” 성질, 품성
긍정적 생활습관 및 환경 요소들 (뜻/말 + 화학물질 + 에너지)

긍정적 후성유전자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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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웰니스 (=축복)결과를 위한 로드맵 (Road Map):
후성유전자-기반 생활습관 접근
1. 당신의 생활습관 변화

2. 당신의 후성유전자 변화

3. 당신의 유전자 발현 변화

4. 당신의 “웰니스 (축복)” 결과 변화!!!

긍정적
생활 선택

긍정적

긍정적 건강

후성유전자

결과/결실 성취

선택

긍정적 유전자
발현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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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은 의학; 건강생활은 축복
건강한 생활 속에
생명(력) = 생명신호가 충만하며
생육과 번성, 치유와 건강, 행복과 축복 등이 임함!!!

부정적, 불건강적 생활을 긍정적, 생명적 생활로
전환시키는 변화의 선택 및 도전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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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안의 변화 본능을
깨우는 7단계 전략
1) 단계 : 용기를 내라,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2) 단계 : 구체적인 성공의 비전을 세워라
3) 단계 : 마음의 ‘결단’ 내리기
4) 단계 : 최고의 적, 나 자신을 냉정히 파악하라
5) 단계 : 집착과 결별하라
6) 단계 : 두려움과 맞서라
7) 단계 : 행동하면 강해진다. 뒷일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껏
저질러라!

변화의 여섯 단계 (Stage of Change)

단계 2 (Contemplation Stage):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생각이 듬
단계 3 (Planning Stage): 변화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계획하고 있어
단계 4 (Action Stage): 변화를 위한 구체적 목적 및 계획을 가지고 현재 실천하고 있어
단계 5 (Sustaining Stage): 변화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단계 6 Terminating Stage): 완전히 완료되었어 -- 나는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된 만큼,
좀 더 성숙하고 다듬어진 “새로운 나 자신이 되었으며 그러한 삶을 얻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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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와 나비효과!

뜨거운 물속에 있는 개구리
(Comfort Zone)
• 개구리를 뜨거운 물 속에 갑자기 넣으면 후딱 뛰쳐나온
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속에 넣고 서서히 열을 올리면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는 채 죽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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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가 살려면 뛰쳐나와야
한다!

안전지대(Comfort Zone)
• 안전지대는 심리학적인 말로서 한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 근심과 스트레스를 적당하게 조절하고
적게 경험하는 익숙함과 편안함을 느끼고 계속적
으로 머무르고 있는그곳을 안전지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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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생활 하나에서 시작: 영
국 민요의 교훈 중
• “못이 하나 없어서 말굽이 빠졌네/ 말굽이 빠져서
말이 도망갔네/ 말이 달아나서 전투에 패배했네/ 전
투에 패배해서 왕국도 빼앗겼네/ 못이 하나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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