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기누설건강법 사례집을 내며 

2018년 황금개띠의 해, 무술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해는 무슨 일이든 술술 풀리는 해가 되기 

기원합니다.

1988년 약사가 된 후 현 의학과 전통의학을 동시에 접하면서 같은 인체를 치료하는 의학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소통되지 않는 이론적 체계를 30년간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치료중심의 기존 의학을 보완할 수 있는 안으로서 현 의학과 전통의학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체계는 “배달의학”입니다.

“배달의학”은 증상개선 위주의 치료약 중심이 아니라 병증을 일으키는 세포환경을 정상화하도록 도와 

세포가 스스로 질병에서 회복하도록 돕는 치유의학입니다. 

그 결과 현 의학의 이론을 토 로 전통의학에서 개발된 약재와 식품원료 중에 필요한 천연재료를 찾아 

자연약의 처방을 완성하 습니다. 

또한 “배달의학”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론서로 “천기누설건강법(림프순환촉진과 항바이러스편)”을 출간하

고 도구로서 림프순환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인 써클4.U와 천연물 항바이러스 특허기술을 활용한 

안티플러스를 개발하 습니다. 

현 의학이론을 바탕으로 림프순환촉진과 천연물 항바이러스제에 한 이론을 새롭게 정립하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공식품으로 개발된 안티플러스와 써클4.U는 배달의학의 도구이자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배달의학” 이론과 제품은 의료전문가인 의사나 약사에게도 생소할 뿐만 아니라 믿기 어려운 놀라운 

효능으로 일반인에게는 만병통치약과 같은 엉터리제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행스럽게 2017년 5월 “천기누설건강법 약사모임” 밴드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이론과 제품

에 관심 있는 약사님들이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천기누설건강법”에 따른 제품과 건강법을 약사님들이 스스로 

체험하고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하면서 놀랍고 흥미로운 체험사례들이 매일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약사님들이 밴드에서 공유하고 있는 체험사례들은 기존의 치료의학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사례들로 

신속하고 확실한 치유효과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약사님들에게 치유효과에 한 신뢰가 형성하

고 새로운 교육자료가 되어 “배달의학”을 널리 알리고 확산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밴드에 올라온 체험사례들이 날마다 많아져서 최근 것이 아니면 보기가 힘들고 핸드폰으로 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 책자로 된 체험사례집을 요구하시는 약사님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많은 약사님들의 노력의 결과물인 귀중한 사례들을 “천기누설건강법 사례집” 책자로 묶어서 사내교육

용으로 제작하고 “배달의학협회” 가입회원 중 요청하는 분까지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천기누설건강법(림프순환촉진과 항바이러스편)”을 “배달의학”의 이론서로, 이번에 발간되는 “천기누설건

강법 사례집”은 실용서로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금번 사례집 발간을 맞아 그동안 귀한 체험사례를 올려주신 약사님들과 책자로 만들어 보급하도록 힘을 

주신 약사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족하지만 본 사례집이 귀중한 체험사례를 나눠주신 약사님에게는 자긍심이 되고, 체험사례를 읽고 도움을 

받은 약사님들에게는 감사한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천기누설건강법 약사모임” 밴드를 만들자고 처음 제안하고 공동리더로서 밴드를 이끌어 

주고 있는 임보은 약사님과 또 한 분의 공동리더인 류홍열 약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천기누설건강법 약사모임” 밴드의 초기부터 아낌없이 체험사례를 올리고 귀한 의견을 나누어 주신 권명선 

약사님과 강경애 약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체험사례를 올려주시는 오시  약사님, 안순원 약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천기누설건강법” 강사로 봉사하고 계신 강경애 약사님, 권명선 약사님, 류지현 약사님, 박덕순 약사님, 

오시  약사님, 이나주 약사님, 이용수 약사님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천기누설건강법 약사모임”에서 변함없는 열정과 애정을 갖고 활동하고 

계신 모든 약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정에 힘써주신 네임북스의 강다연님, 밴드관리에 항상 정성을 다하는 예스킨의 송광륜 이사, 

박정  박사, 조윤성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18년 7월 18일

학의 나래에 앉아서 세상을 바라보며    약사 류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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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7일 오후 2:51 253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류형준 의견

이담건위작용의 활용법

질의응답에 한 댓글로 달았던 글을 참고할 필요

가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질문1)

1월 초반부터 안티, 써클 101 먹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아주 좋았는데

직원이 속 썩이면서 신경 쓰다가 요 며칠 바짝 신경 

쓰니

온몸이 저리고 근육통이 옵니다…

증량을 해야 할까요.

명현은 아닌 거 같지요…?

답글1)

1월초부터 먹기 시작했으니 명현증상은 아닙니다.

지금의 증상은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된 몸 안의 환

경변화를 안티와 써클로는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써클의 용량을 2배, 3배 올리는 경우

도 좋지만 스트레스로 인해 부신수질에서 혈중으

로 분비된 교감신경흥분제를 이담건위작용을 빠르

게 배출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레몬차, 우루사, 한방이담건위소화제 등이 빠른 효

과를 보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2)

레몬차 신에 발포 비타민을 먹는 건 어떤가요? 

제가 퇴근 후 밤에는 레덕손 1알 녹여 그 물에 안티

랑 써클을 먹거든요.

답글2)

비타민씨와 레몬의 역할은 이담건위작용면에서는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비타민씨를 녹인 물에 안티와 써클을 함께 

먹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현반응이 있거나 우려될 때에는 몸 안

에 과량으로 쌓인 노폐물이나 병적산물들을 빠르

게 빼낼 때는 이담건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함께 먹는 안티와 써

클의 유효성분의 배출을 촉진하므로 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주의하세요.

상기에 경우에는 명현반응은 아니지만 스트레스로 

인해 부신수질에서 분비된 아드레날린류의 농도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생긴 증상이니 이담건위작용으

로 빠르게 배출하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에도 안티와 써클의 유효성분 배출을 촉진

합니다.

따라서 경우의 원리를 파악하고 최상의 원리를 선

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3)

그렇다면 평소에 가레오나 우루사도 같이 복용하

는 건 좋지 않는 방법인가요?

답글3)

예, 그렇습니다.

모든 작용은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담건위작용은 강력한 배독작용이 그 역할

인데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로 나누고 필요 

없는 경우가 부분이고 짧은 기간 꼭 필요한 경우

가 있습니다. 안티플러스는 만성증상에 세포 안에 

숨어있는 바이러스를 없애려면 6~8개월, 림프순

환촉진은 부분 현 인이 운동부족이 많으므로 

쭉 필요합니다.

하지만 운동은 충분히 하고 병은 없는 사람이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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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효숙

저는 겸사겸사 비타민C+아연 발포정을 함께 

먹었었는데 안티/써클의 효과를 감소시킨다

니 같이 복용해서는 안 되겠네요.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한 체내 항산화 네트워크에 기름칠 

좀 하렸더니 말입니다. 시간차를 두고 먹는다

면 얼마나 둬야 할까요? 아무리 세포 환경을 

좋게 하고 똑똑한 세포가 제 기능을 하려 해

도 양 부족, 원료 부족이 되면 최상의 건강 

상태는 안 되는 거니 다른 양소도 보충해야 

한다는 소견입니다만… 나이가 들수록 말이

죠.^^(2월 27일 오후 3:56)

② 류형준 약사  

계효숙 첫째, 이담건위제는 그 작용이 위장 내

에 머물러 있으면서 위벽을 자극할 때 나타나

는 작용이니 30분에서 한 시간 간격을 띄우고 

복용하면 됩니다.

둘째, 의견에 한 답변은 이미 댓 을 달았

던 내용과 겹치므로 다시 붙여서 신하겠습

니다.

계효숙 약사님 의견)

제 생각엔 좋은 양제 많이 드셔서 혈압이 

차츰 떨어지고 있는 거 같은데요? 

거기다 안티, 써클까지 들어가니 효과가 상승

하는 거 같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어제(魚際) 부분이 살아난다니 

그게 오히려 획기적인 변화 같아요. 

류형준 약사의 의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양제를 많이 먹어서 혈압이 떨어지면 

이미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좋은 양제의 성분이 우리 몸의 상태와 꼭 

맞는지?

꼭 필요한 만큼인지?

필요 없는 것은 아닌지?

과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 생각의 기본은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정

상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라면 모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전달체계의 문제로 원하는 부위에 원하

는 시간에 전달되지 못하니 확실한 림프순환

촉진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포 속에 숨어있는 바이러스의 문제

입니다.

바이러스는 양제로는 박멸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정확하게 처방을 구성하고 적정량

을 일정 기간 복용해야 박멸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루뭉술 적당히 될 거야 하는 생각은 

자꾸자꾸 복용하는 양제의 가지 수만 늘리

고 말 것입니다.

인체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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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림프순환촉진과 항바이러스작용이 

인류가 앓고 있는 질환 중에 하위 80%의 질환

의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

다.

이것은 이미 20여 년 동안 임상을 통해서 검

증하고 또 검증한 것입니다.

양제를 막연히 믿지 말고 세포의 위 한 능

력을 믿고 세포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월 27일 오후 5:46)

③ 계효숙

류형준 감사합니다. 공부 좀 더 하고 마인드를 

확~ 싹~ 바꿔야 자꾸 이상한 소리 안 할 거 

같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건 계속 여쭤보겠습

니다. 절  '딴지' 거는 건 아닙니다. 분명 저

의 질문으로 인해 저처럼 궁금증 해결하고 공

부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니까 제가 총  매는 

심정으로다….ㅋㅋ. 

항상 감사합니다.(2월 27일 오후 7:20)

④ 류형준 약사 

계효숙 ㅎㅎ 기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2월 27일 오후 7:23)

① 계효숙

아하, 그렇군요. 안 그래도 제가 왜 하필 '계란

'이냐고 조심스레 여쭤보려 했었습니당.ㅋㅋ. 

그러면 왜 하필 '반숙'인가요? 익거나 안 익거

나 우리 몸에 들어가서 줄기세포 노릇은 못할 

텐데요. 노른자 단백 변성의 차이가 있는 건

가요? 

2018년 2월 28일 오후 2:49 385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류형준 의견

계란에 한 제 생각입니다.

계란은 우유와 더불어 완전식품으로 확인된 매우 

훌륭한 음식입니다.

단순히 양학적으로도 매우 훌륭하지만 계란을 

보고 한 번 더 생각하면 단순히 좋은 음식이 아니라 

정말 좋은 약입니다.

계란을 심도 있게 생각해보면 

계란은 한 개의 세포가 불과 21일이면 하나의 소중

한 생명체가 되는 생명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수많은 호르몬과 여러 가지 요

인들이 작용하여 이루어낸 결과일 것입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보고이고 성장 팩터의 보고입니다. 

또 생명체를 만드는 양소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 노른자는 줄기세포이고 흰자는 

태반입니다.

보약 중 최고가 태반과 줄기세포인데 그 둘이 한음

식으로 되었습니다.

단 양체질에만 맞는데 약국에 와서 몸의 문제를 해

결하려는 환자들은 양체질이 월등 높아서 계란을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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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을 먹는 방법 중 가장 쉬운 건 생으로 먹

는 거 빼고 프라이인지라 쉬운 거면 딱 좋겠

는데 반숙을 해서 먹으라하시니 궁금해서요. 

날달걀도 아니고 완숙도 아니고 반숙이어야 

하는 이유.^^(2월 28일 오후 4:51)

② 류형준 약사

생계란이 제일 좋고

그다음은 반숙까지는 그런 로 효과가 꽤 있

습니다.

완숙은 그냥 꽝입니다.

그런데 생계란을 싫어하는 분이 많아서 반숙

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1일 오전 12:52)

③ 계효숙

류형준 앗싸, 저는 생계란도 잘 먹습니다. 그

래서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장 봐오시는 

엄마에게 앞으로 달걀을 하루 3개씩 먹을 거

니까 많이 사놔달라고 말씀드렸고, 엄마도 반

숙으로 삶아서 3개씩 드시라 했습니다.^^ (82

세 엄마가 삶은 달걀만 드시고 달걀말이도 비

린내 난다며 잘 안 드시거든요.) 

작은 구멍을 내서 빨아먹는 거, 수십 년 만에 

해본 것 같습니다. 혹시 달걀을 깨뜨려 컵에 

넣고 참기름이나 들기름 조금 쳐서 먹어도 되

나요? 

달걀에 얽힌 어린 시절 추억이 생각납니다. 

제가 달리기선수 었는데 회에 나가는 전

날이면 엄마가 달걀을 삶아주셨죠. 요즘 같으

면 몸보신에 고기를 먹었겠지만 옛날엔 달걀

이 그나마 양식이었나 봅니다. 어느 해인가 

몇 개를 먹었는지 물려버렸죠. 한 달 동안이

나 온갖 음식에서 달걀비린내가 났어요. 물을 

마셔도 나고 수저에서도 나고…으윽…. 한동

안 달걀 못 먹을 겁니다. ㅋㅋ(3월 1일 오후 

3:29)

2018년 3월 1일 오전 6:26 303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류형준 의견

인간유두종바이러스(HPV)에 한 참고사항입니다.

인간유두종바이러스 감염과 구인두암

출처 : 가톨릭중앙의료원 건강칼럼 | 네이버 지식백과

http://naver.me/5eqtzEgN 

인간유두종바이러스 감염과 구인두암

인간유두종바이러스 감염과 구인두암

[구인두 편평상피세포암 증가세] 전 세계적으로 두경

부의 편평상피세포암(HNSCC)은 매년 약 650,000

명 정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 중 약 300,000명 

정도가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는 전체 암종 중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사망원인으로 

이중 구인두 편평상피세포암(oropharyngeal cancer)

이 약 50,000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80년  이

후로 건강과 삶의 질에 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흡연

자와 음주자의 수가 줄어들면서 두경부 편평상피세

포암의 유병률도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 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는 구인두 편

평상피세포암, 특히 편도선과 설기저부 편평상피세

포암의 유병률이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

니다. 미국 조사에 따르면 2000년까지는 매년 2-3% 

증가 추세를 보 고 2000년 이후에는 5% 이상의 증

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추이를 보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m.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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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윤애숙

51번 바이러스가 뭔 가해서 검색해 보려고 했

는데 알게 됐어요.(3월 1일 오전 8:00)

② 김미숙

자궁경부암 검사와 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같

이 하면 아직 자궁세포 이상은 없는데 바이러

스 감염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  

의학으로는 자궁경부에 감염되어 있는 인유

두종 바이러스를 없앨 수 없지요. 선생님. 써

클로 인유두종 바이러스도 없애는 게 가능할

까요?(3월 1일 오후 2:32)

③ 김미숙

위 써클을 안티로 정정합니다.

둘째가 안티 6개월 이상 먹고 만성적인 부비

동염 재발하는 중이염이 나은 것을 경험했음

에도. 인유두종 바이러스도 치료될 수 있을

까. 라는 것엔 확신이 없어서요(3월 1일 오후 

2:34)

④ 류형준 약사 

밑에 있는 하현아 약사님의 체험사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1일 오후 2:45)

⑤ 김미숙

밑에 하현아 약사님이 쓰신  봤습니다. 인

유두종바이러스를 잡는다면 이건 자궁경부

암의 원인을 없앴다는 건데. 단하네요(3월 

1일 오후 11:20)

2018년 3월 2일 오전 8:32 299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류형준 의견

엊그제 하현아 약사님의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관한 

체험사례를 보고 이제까지 제 생각이 옳았음이 증

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현아 약사님과 통화하면서 서로 말은 몇 

마디 나누지도 않고 둘이서 그냥 웃고만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고 느낌으로 모두 알 수 있기에 그냥 

웃는 것만으로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우

리가 얼마나 굉장한 일을 해냈는지 이심전심이었

습니다.

만성질환의 부분은 바이러스감염증이니 확실한 

광범위 항바이러스제로 바이러스를 확실하게 없애

고 동시에 림프순환촉진으로 세포 주변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여 세포가 원하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

면 모든 질병은 스스로 없어진다는 황당한 이론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임을 저와 여기 계신 약사님들

은 모두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그러한 이론을 배달의학이라고 명명했고 도

구로 1차 안티와 써클을 세상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의학이 이제는 치료의학이 아닌 치

유의학으로 바뀔 것이고 그에 한 앞장을 제가 설 

것이고 여러분이 함께해 준다면 치유의 길이 도

무문이 될 것이라고 하 습니다.

하현아 약사님의 인유두종바이러스에 한 체험사

례 이전에는 그 외침은 단지 목표이고 가야 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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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남희

선생님. 감사합니다.(3월 2일 오전 8:54)

②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고맙습니다. 선생님!(3월 2일 오전 9:36)

③ 장우기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에 항바이러스 효과

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 내지 가설이 현실에서 

실제 입증된 귀중한 사례네요. 축하드립니

다.(3월 2일 오전 9:45)

④ 정기숙

바이러스 정복이라는 새로운 시 가 열리고 

있으니 감동입니다. 

치유의 세상을 보여주신 류형준 약사님 감사

합니다!!(3월 2일 오후 9:22)

이었다면 이제는 치유의학의 첫 페이지를 세상에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을 바꿔갈 것입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세상은 배달의학의 치유의 길이 

얼마나 위 한 길인지 알게 되고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의사와 약사로 구분된 구조가 아니라 새로운 직업

군으로 배달의학치유사가 탄생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배달의학치유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좋은 물건을 파는 소매업을 넘

어 새로운 의료산업을 넘어 새로운 의료문화를 만

들어서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가니 정말 든든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도무문의 첫 발자국을 시작하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훗날 

멀지 않은 미래에 

이 자리가 얼마나 광된 자리이고 광된 시간이

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에 내가 함께 있고 힘을 모았다는 

자부심과 자존감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마음껏 내달릴 것입니다.

호수의 얼었던 얼음이 깨지는 것을 보면 

때 이른 복수초가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면 

이미 봄은 오고 있고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입니다.

무병장수의 꿈이 여러분과 함께 익어갈 것입니다.

20여 년 전 저를 믿고 지금까지 따라와 준 이나주 

약사님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하기에 더 큰 세상에 

나와 세상을 바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하니 광입니다.

정말 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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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6일 오후 8:29 295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류형준 의견

오늘 연세가 되시는 여성 고객분께 전화를 받았습

니다.

자기는 평소 혈압이 있고 많이 예민해서 다른 것은 

안 먹는데 약사님이 안티와 써클을 먹으면 혈압은 

물론 다른 증상도 다 좋아진다고 해서 먹었는데 삼

일이 지나니 온 몸이 아프고 잠도 못 잘 지경이라서 

반품해 달라고 전화했다고 합니다.

반품을 하시려면 사신 약국에서 반품을 하여야 한

다고 하니 약국에 가려면 두 번을 버스타고 가야한

다고 화를 내시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이 전화를 받고 나서 어떤 분은 권명선 약사님처럼 

강력하게 시작해야 하고 어떤 분은 강경애 약사님

처럼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 봤습

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치유의 길을 안내해서 건강하게 

되도록 하면 그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보면

1. 골절, 화상, 사고, 피멍, 독감 등 어떤 원인으로 

초기 급성으로 증상이 심하면 초기 용량을 최 한 

늘려서 빠르게 증상개선이 되도록 돕는 것이 좋습

니다.

만성질환인 경우는 복잡합니다.

1. 만성질환인데 급성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급성증

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기용량을 늘리고 증상의 

차도가 보여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용량을 줄입

니다.

2. 만성질환인데 급성증상이 적은 경우에는 고민이 

됩니다.

명현증상을 설명하고 겪고 갈 것인지 아니면 먼저 

써클만을 복용하고 나서 명현증상을 피해갈 것 인

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사님들의 성향과 환자의 성향을 

따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권명선 약사님은 강하게 리드해서 명현증상을 정

면 돌파하는 스타일이고

강경애 약사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드럽게 리드

해서 명현증상은 적게 하여 이끌어가는 편입니다.

제 생각에는 환자가 예민하고 까칠한 경우라면 강

경애 약사님 같이 명현증상을 되도록 약하게 해서 

부드럽게 리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무던하고 개선 의지 강하면 권명선 

약사님처럼 강하게 리드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어떤 경우든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치유의 길을 안내하려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마음에서 동의하고 함께 해야 환자는 그 마음에 의

지해서 함께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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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형이

정리해주시니 감사합니다(3월 7일 오후 

12:03)

② 김영훈

저도 써클 드렸는데 먹고 나니 더 아프다고 

반품하러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 가져가실 때부터 명현증상 설명하고, 가

지고 오셨을 때도 설명해 드렸는데, 

아파서 안 되겠다고 반품해달라고 하시더라

고요. 

그 고비만 넘기면 될 것 같은데, 환자분이 고

비를 넘길 인내가 없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

더군요. 

그것도 그분 복이라 생각하고 환불해드렸습

니다.(3월 7일 오후 12:29)

③ 류형준 약사 

김영훈 잘 하셨습니다.

인연이 없는 분들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포기해야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7일 오후 9:00)

① 고현숙

선생님 써클을 202로 먹고 있어요. 안티를 시작

하려는데 020으로 먹으면 어떨까요? 101로 먹

2018년 3월 10일 오전 9:11 301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류형준 의견

병의 깊이와 증상의 정도

그제는 약사님들이 너무 힘들다고 안티와 써클을 

먹어도 차도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증상의 

진전이 없다고 하여 머리카락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두 분 다 처방 상으로는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기에 안티와 써클을 활용하여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확인됩니다.

이런 경우를 약사님들도 환자들에게 듣는 흔한 경

우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증상을 악화시키고 개선을 반 하는 

외부조건이 있는 경우입니다.

늘 이야기하는 찬 것, 매운 것, 추위, 운동부족 등이 

부분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세포환경을 방해하고 있으니 치유

의 길이 진전을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스로 병적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개선될 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찬 것, 매운 것, 추위를 확실하게 피하고 각탕법, 

기어다니기, 호보법을 확실하게 하면 생각보다 너

무 쉽게 차도를 보이게 되는 경우도 이러한 경우입

니다.

반 로 병의 뿌리는 깊은데 증상은 별로 없는 경우

는 환경적인 요인은 심하지 않게 관리를 잘해서 염

증이 악화되지 않아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에 속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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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려니 양이 많아서 부담스러워서요~~^^(3월 

10일 오후 12:04)

② 류형준 약사 

고현숙 그럼 차라리 써클 121, 안티 101로 복용

하시면 어떨까요?(3월 10일 오후 6:40)

③ 류지현

점심때 써클 2포 먹으면 오후 근무시간이 힘들

지 않고 몸이 가볍습니다. ̂ ^ 제가 먹는 방법이

에요. 아침저녁은 1포씩 먹습니다.(3월 11일 오

후 3:42)

2018년 3월 10일 오후 7:23 265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류형준 의견

부신피질호르몬에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는 진통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크게 두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테로이드호르몬류이고

또 하나는 엔돌핀류입니다.

먼저 스테로이드호르몬은 스트레스호르몬이라고

도 합니다.

이는 스테로이드호르몬이 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맞는 것 같지만 제 의견은 스트레스를 일

으키는 호르몬이 아니라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

을 지키는 호르몬이라는 것입니다.

스테로이드호르몬의 역할을 보면 진통, 소염, 근육 

형성 촉진, 체력 증강, 피로회복 등의 순기능이 많

습니다.

문제는 합성호르몬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용해

서 문제가 발생하고 또 장기간 사용으로 부신기능

이 저하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첫째, 스테로이드호르몬이 진통소염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몸을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즉 스트레스로부터 견디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트레스호르몬은 부신수질호르몬인 아드

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이에 속합니다. 따라

서 스트레스 수치를 측정하려면 스테로이드호르몬

이 아니라 스트레스 시에 분비되는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의 혈중 농도를 측정해야 하는 것

입니다.

둘째, 근육 형성 촉진, 체력 증강, 피로회복 등의 

기능입니다.

이로 미루어 짐작되는 스테로이드의 기능은 우리 

몸의 재생을 촉진하고 에너지를 축적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스테로이드호르몬은 단순하

게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호르몬이 아니라 몸에서 

우리 몸을 스트레스로부터 지켜내고 이겨내도록 

하는 호르몬인 것입니다.

참고로 엔돌핀은 신경계의 스테로이드호르몬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10일 오후 7:31 245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류형준 의견

분비되는 방식에 따른 호르몬의 분류

분비기전에 따라 호르몬을 분류하면 두 가지로 나

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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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합성-저장-자극-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부분의 호르몬들은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호르몬은 체내 존재여부가 작용여부를 나

타냅니다.

필요한 자극을 받거나 조건이 되면 분비되어 짧은 

시간 작용하고 없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합성 즉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스테로이드호르몬과 엔돌핀이 이에 속합니다.

이러한 호르몬은 항상 우리 몸에 작용하는 호르몬

으로 호르몬의 체내 농도가 기능의 강도를 나타냅

니다.

즉 농도가 높으면 기능이 강하고 농도가 낮으면 기

능이 떨어집니다.

흔히 말하는 긍정적인 자극이 합성 즉 분비되는 호

르몬의 합성을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14일 오후 1:53 247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류형준 의견

배달의학과 한방

배달의학의 출발점은 어찌 보면 현 의학과 한방

의 괴리감에서 시작했습니다.

약 를 졸업하고 약국을 하면서 한방을 배웠습니다.

약 에서 배운 현 의학의 이론과는 전혀 다른 별

나라 이론 같은 한방을 배우면서 두 가지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이론적으로 너무 달라서 서로 비교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이 질병의 증상을 개선

하는데 어느 정도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방이론을 그 로 받아드리기에는 너무 비과학적

인데 실제적인 결과물이 있으니 받아드리기에도 

멀리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의학의 기본인 해부생리학, 병

리학, 약물학을 제 로 공부해 보자 습니다.

마침 인체와 질병이라는 좋은 교재가 있어서 적어

도 30번 이상은 읽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열 번은 내용을 숙지하기에 바빴습니다.

이후 열 번은 책의 한 페이지를 들추고 이 부분의 

기능이 몸 전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향을 주고받는지 시뮬레이션을 하 습니다.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해부생리학을 자

기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로 시뮬레이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부신피질과 부신수질, 엔돌핀, 중추신경계는 

차라리 혼돈 그 자체 습니다.

마지막 열 번은 시뮬레이션에서 풀리지 않았던 실

타래들이 풀리면서 환희의 세계 습니다.

인체의 신비와 신비로 끝나지 않고 얼마나 효율적

이고 과학적으로 진화해 왔는지 그래서 수학적인 

계산과 결론들이 의학에 적용할 기본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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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방서적을 다시 봤습니다.

부족한 자료들 속에서 질병을 추론하고 또 추론해

서 병을 고치려니 옛 선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방에 한 시각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시 적인 상황을 상상하고 학문적인 수준

을 감안했을 때 옛 선인들의 노고를 이해한다는 것

이지 그로 인해 한방 전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

닙니다.

 한방이론 중에 과학적이지 못한 것을 제외하다 보

니 한방의 기본인 오행설은 너무나 소설 같은 이야

기이라 제외할 수밖에 없었고 오행설을 제외하지 

않고서는 한약의 제 로 된 이해가 불가능한 정도

습니다.

오행설을 제외하고 보니 한방의 모든 이론이 오행

설과 연결되어 있어서 한방 전체의 이론을 제외해

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 남은 것은 본초학과 방제학이었

습니다.

방제학은 본초학을 기반으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본초학을 먼저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초학은 약재에 한 한방해석은 제외하고 실제 

결과만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재해석하 습니다.

그 결과는 의학적인 이론은 현 의학으로 약재는 

자연약으로 조합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 습

니다.

이후에도 한참 동안 증상을 직접 개선하는 치료 중

심의 관리를 하다가 증상개선을 위한 최선의 처방

들이 치료 중심의 처방이 아니라 치유 중심의 처방

으로 확인되고 그러한 결과들이 10년 이상 축적된 

다음에야 치료가 아닌 치유로 결론 내렸습니다.

즉 현 의학의 이론 하에 인간약 신 자연약을 약

재로 하여 증상을 직접 개선하는 치료가 아닌 병든 

세포를 정상으로 활동하게 하여 증상을 개선하는 

치유를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배달의학입니다.

배달의학의 치유방법의 장점은 치유임에도 불구하

고 치료법보다 빠르고 확실하고 원인개선까지 가

능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17일 오전 9:59 128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류형준 의견 

천기누설건강법 약사모임 밴드의 첫째 원칙은 실

명 가입과 실명 활동입니다.

천기누설건강법 약사모임 밴드에서 실명이 아닌 

가명이나 예명으로 활동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

니다.

많은 약사님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며 많은 약사님

들이 아낌없이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주시는 공간

입니다.

이런 분들로 인해 밴드는 상부상조하며 함께 손잡

고 치유의 길을 가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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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같은 약사끼리는 본명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을 받고 감사한 마음을 느꼈다면 그 또한 

실명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약사님들이 알려주시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마움의 표시를 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가명으로 한다면 누가 그 분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드릴까요?

그리고 같은 약사들끼리 누군 실명으로 누군 가명

으로 활동한다면 어떻게 상 방을 믿고 아낌없이 

자신의 노하우를 공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실명 활동을 첫 번째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서로가 누군지 알아야 신뢰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운다고 생각합니다.

류형준 약사의 천기누설건강법 사랑방 역시 같은 

이유로 가명으로 활동하시는 약사님들을 오늘 모

두 강제 탈퇴하 습니다.

만약 강제 탈퇴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실명으로 

다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17일 오전 10:16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류형준 의견 

제안합니다.

이름(약국명.지역)으로 기재해주십시오.

예: 류형준(예스킨힐링약국.인천남구)

특히 동명이인이신 분들은 필수입니다.

요즘 체험사례답례품, 약국배너, 체험사례집 등을 

보내느라 직원들이 많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동명

이인 문제입니다.

밴드 가입 약사님들이 2,000명 가까이 되다 보니 

동명이인인 약사들이 계십니다.

동명이인이신 약사님들이 체험사례를 올리시거나 

뭔가를 신청하시면 누구인지 가려내기가 참 힘듭

니다.

어느 경우에는 잘못 보내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름(약국명.지역)까지 해 주시면 직원들이 차질 

없이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20일 오전 8:13 359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류형준 의견

의학은 과학입니다.

따라서 의학은 수학입니다. 

아니 사칙연산 정도면 되는 산수입니다.

병은 마이너스 상태이고 건강은 플러스 상태입니다.

약과 건강요법은 플러스인자이고 찬 것, 매운 것, 

추위, 과로, 스트레스, 세균, 바이러스 등은 마이너

스 요인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작용기전이 비슷한 요인끼리는 

덧셈으로 작용하고 작용기전이 다른 것끼리는 곱

셈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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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지향

치유는 예술이며 과학이다

치유가 예술인 이유는 성을 되찾는 과정이

기 때문이고

치유가 과학인 이유는 법칙 때문이다.

과학의 목적은 예측도 아니요. 지배도 아니

요. 

오직 이해다(3월 20일 오전 9:13)

② 이지향

오늘 제가 읽은 메시지인데요. 

약사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머리가 환해지네

요~^^(3월 20일 오전 9:14)

③ 하현아

이지향 약그시바 화이팅!(3월 20일 오전 

10:45)

④ 류형준 약사 

이지향 하현아 감사합니다.(3월 20일 오후 

7:22)

또 마이너스든 플러스는 은행처럼 이자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플러스 이자가 붙고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이자가 붙습니다.

또한 생활습관에 따라 마이너스로 작용할지 플러

스로 작용할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합계가 현재 건강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상태를 결정짓는 것은 현재 건강

상태에 무엇을 더하느냐에 따라 마이너스로 플러

스로 만들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 진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21일 오후 11:08 313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류형준 의견

각탕법을 매일 하는 것과 반신욕을 매일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각탕법은 손발을 뜨거운 물에 담그는 것으로 인체

의 주요 부분에 열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손발에서 데워진 혈액이나 체액이 열을 전달하여 

몸을 데우는 것입니다.

반신욕은 몸의 절반을 뜨거운 물에 담가서 몸의 아

래 부분을 직접적으로 데우고 또 더워진 체액을 순

환시켜 온몸을 데우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은 매우 유사한 듯하지만 많이 다른 

방법입니다.

반신욕은 각탕법에 비해서 지나치게 효과가 센 방법

으로 자주 할 경우 열피로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 많은 열을 전달할 필요가 있을 때 한 

두 번씩 하는 방법입니다.

각탕법은 손발만 담그는 방법이니 반신욕에 비해

서 효과가 적어서 매일 하더라도 크게 부작용은 일

으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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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24일 오전 9:41)

② 정기숙

류형준 약사님^^ 액상 제제 출시로 수고 많으

시고, 기 하고 있습니다~~~(3월 24일 오후 

12:42)

더 중요한 것은 각탕법이든 반신욕이든 땀이 잔뜩 

나도록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콧잔등에 땀이 살짝 

나면 그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운 물이 아까워서 오래하려는 성향이 있

는데 이는 오히려 열피로현상을 일으켜서 더 피로

하게 합니다.

일요일에 모처럼 목욕가서 끝나고 나면 피로가 풀

리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야하는 것이 바로 과하게 

반신욕이나 온탕에 들어가서 열피로현상을 일으킨 

것입니다.

각탕법은 매일해도 되지만 반신욕은 몸이 안 좋을 

때만 잠깐씩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24일 오전 8:20 298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류형준 의견

많은 약사님들이 액상제품의 출고를 기다리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액상제품의 처방을 완성하고 

견적을 뽑았지만 경주생약의 시설미비로 제조원가 

상승을 감당하기에는 명분이 없을 정도입니다.

경주생약의 생산시설을 증축하던지 아니면 비상

책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생산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제품의 제형을 바꾸는 것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

리는 작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외주업체를 통해 하

는 작업이라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지만 죄송하게도 조금 더 기다

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형 맞추고 원가 뽑고 단가조정하고 다시 업체를 

수배해야 하는 과정이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25일 오전 9:24 259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류형준 의견

다른 병명과 같은 치유과정, 같은 병명과 다른 치유

과정

여러 약사님들이 올리시는 체험사례를 보면 림프

순환촉진과 광범위 항바이러스제가 만병통치약처

럼 아니 만병통치약보다 더 좋게 정말 많은 종류의 

질병과 증상을 개선하는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같은 병명인데 차

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림프순환촉진효과의 써클4.U와 광범위 항바

이러스제인 안티플러스가 특정 증상이나 특정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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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티와 써클이 만병통치약처럼 인

식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안티와 써클은 질병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

가 아니라 세포환경을 정상화하기 위해 개발된 것

입니다.

따라서 세포환경이 정상화되면 세포의 활동이 정

상화될 것이고 그러면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던 세

포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질병과 증상은 정상이 아닌 비정상 상태이기에 정

상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따로 처치를 하지 않아

도 저절로 질병의 원인이 제거되고 증상은 사그라

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포환경의 정상화입니다.

안티와 써클이 세포환경 정상화에 많을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안티와 써클의 효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환경적인 요인을 전부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의학은 과학이고 과학은 수학입니다.

엄 히 말하면 수학이기보다는 사칙연산 정도의 

산수입니다.

단지 점검해야 할 요소가 많은 산수일 뿐입니다.

치유과정이 수월한 경우는 문제가 없으니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치유과정이 수월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니 

왜 치유과정이 수월하지 않은가에 해서 설명하

겠습니다.

치유과정이 수월하지 않은 경우는 크게 4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용량의 문제입니다.

병증이 많고 여러 군데이면 안티와 써클도 많이 필

요할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에 따라 용량을 올려줘야 합니다.

용량을 올려주는 것은 장기간이 아니라 증상이 심

하거나 여러 군데일 경우 용량을 올리고 증상이 줄

어들고 부위가 줄면 용량을 줄이면 됩니다.

둘째, 선택의 문제입니다.

간혹 초기에 증상의 개선이 써클만으로 이뤄졌지

만 이후 병의 원인을 없애야만 차도의 진행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병의 뿌리인 바이러스를 

없애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상담을 통해 병의 뿌리인 바이러스의 박멸의 필요

성을 설명하고 안티플러스를 병용하면 됩니다.

셋째, 환경의 문제입니다.

이는 용량을 늘려서도 어느 정도 보완은 되지만 일

정 수순을 넘으면 보완되지 않습니다.

표적인 것이 찬 것, 매운 것, 추위, 튀김류, 운동부

족, 과로 등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세포환경을 악화

시키는데 작용합니다.

결국 세포환경을 좋게 하는 요인인 안티와 써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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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다니기, 각탕법, 산소호흡법 등과 세포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인 찬 것, 매운 것, 추위, 튀김류, 

운동부족, 과로 등이 더하기 빼기를 거쳐서 나온 

최종 결과가 세포환경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경험에 의하면 만드는 것은 힘들어도 부

수는 것은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든 환자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힘들

어도 악화시키는 것은 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병의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환자의 절제

도 필요한 것입니다.

급한 증상은 바로 개선되니 상관없지만 만성질환

은 결국 세포환경 조성이 어디까지 이뤄지고 유지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약사님들은 여기까지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상담을 통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여

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병의 문제입니다.

저는 병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눕니다.

일반적인 병과 신경치유까지 필요한 병으로 나눕

니다.

이는 발달장애, 뇌병변, 자폐증, 치매, 우울증, 불면

증 등으로 병명으로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일부 질환에서는 안티와 써클로 치

유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초기일 때 아직

까지 신경의 손상이 우려할 수준이 안 되고 신경세

포 주변의 환경 개선만으로도 신경의 원활한 활동

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신경 손상이 원인인 경우에는 신

경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아직까지 배달의학에서는 완전히 죽은 세포를 치

유할 방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분 시냅스 말단의 손상으로 신경전도

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러한 경

우에는 회복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증거가 발달장애, 뇌병변, 다운증후군, 뇌성마

비, 묘성증후군 등의 치유사례입니다.

그것도 각각의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라 같은 프로

그램을 적용하여 얻은 결과이기에 더욱 명확한 증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일부 가능

하다고 하는 결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신경을 회복시키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오

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신경이 치유되는 조건을 맞추려면 이제까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가 체질의학이 필요하고 체질요법이 필요

합니다.

즉 안티와 써클은 체질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처방을 만들어서 효과를 보고 있지만 신경치

유를 위한 단계의 처방으로는 부족한 처방입니다.

이제부터는 처방도 체질별로 약재를 구분하고 환자

의 체질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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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도 마찬가지로 체질식을 하여야 합니다.

건강요법도 체질별로 구분하여 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다 맞아서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비로써 가능해지는 것이 신경 치유입니다.

문제는 발달장애, 뇌병변, 다운증후군, 뇌성마비, 

묘성증후군 등과 같은 어마어마한 질병이 아니라 

당뇨나 고혈압, 아토피와 같은 경우에도 드물게 신

경치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나 고혈압, 아토피 등이 단순한 바이

러스 감염증이 아니라 중추신경계에서 혈압을 조절

하는 신경을, 혈당을 조절하는 신경을, 면역시스템

을 관장하는 신경의 손상을 일으킨 경우라면 이는 

같은 병명이지만 치유의 면에서는 다른 병입니다.

신경의 손상질병이고 이는 신경계의 회복이 있어

야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한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미 신경계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도 치유가 쉽

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암 환자의 감기치료가 어려운 것과 같은 원리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자들은 초기 상담을 통해서도 어

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일반적인 고혈압과 당뇨가 아니라 약으로도 통제

가 안 되는 고혈압과 당뇨가 그런 경에 속하는 경우

가 부분입니다.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질환을 모두 고쳐야 하는 것

은 아닙니다.

하지만 배달의학은 인류를 괴롭히는 질병 중 하위 

80%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과 도구를 드렸

습니다.

그리고 상위 20% 중 경증의 증상을 어느 정도 개선

할 수 있다는 증거도 체험사례를 통해 보고되고 있

습니다.

앞으로 처방을 보강하여 이 부분에 체질요법을 하

지 않고도 가능한 처방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상위 10%의 질환을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배달의학의 꽃인 체질의학강좌를 

열 것입니다. 

이제마 선생의 사상의학이 아닌 배달의학의 꽃인 

류형준 약사의 춘하추동16체질의학입니다.

단순히 재미삼아 참고삼아 체질을 확인하고 아니

면 마는 체질의학이 아닌 진정으로 어려운 병을 치

유하기 위한 체질의학을 말합니다.

내가 내린 결론을 끝까지 스스로 신뢰할 수 있고 

결과로서 증명하는 그런 체질의학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31일 오전 10:21 329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류형준 의견

간혹 밴드나 개인톡으로 병에 한 상담을 받게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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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어려운 병인데 안티와 써클로 나을 수 있느냐?

2. 안티와 써클로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낫지 

않는다 입니다.

저의 답은 부분 해보다 안 되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다고 하고 먼저 머리카락을 잘라서 보내 달

라고 합니다.

이러다보니 거의 매일 약사님들의 머리카락을 받

습니다.

1번은 처방을 확인해보면 안티, 써클로 해결될 수 있

는 경우와 안티, 써클로는 어려운 경우로 나뉩니다.

안티와 써클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라면 처방을 알

려주고 있습니다.

안티, 써클로 안 되는 경우라면 상담을 통해서 체질

차와 체질요법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문제는 2번입니다.

개중에는 안티, 써클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분 안티, 써클로 치유가 가능한 경우인데 차도

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티, 써클을 일정 기간 복용하 는

데도 안티, 써클의 복용기간이 변화 없이 초기에 

설정하는 기간과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에 제가 쓴 글 중에 의학은 과학이고 

과학은 결국 수학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점수는 마이너스나 플라스나 이자가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안티와 써클은 이미 모두 경험했다시피 플러스 점

수가 높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높은 점수의 제품이라도 모든 경우

를 플러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병 자체가 마이너스가 높은 경우에는 용량을 높이

거나 처방을 달리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병 자체는 마이너스가 크지 않지만 

생활습관이나 환경이 마이너스로 작용하여 안티와 

써클의 플러스 점수를 깎아먹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환자는 열심히 먹는데 병은 낫지 않고 

증상은 가시더라도 조금 있으면 다시 나타나고 하

니 골치 아픈 경우가 생깁니다.

어제 상담을 한 약사님의 경우도 이런 경우 습니다.

자기는 추위타는 것만 빼고는 찬 것, 매운 것, 튀김

류는 철저히 가린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이제까

지 경험으로 몇 가지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나쁜 것과 강력한 순으로 적어보면

1. 찬 것과 추위입니다.

찬 것과 추위는 바로 중심체온 저하와 체온 저하를 

야기합니다.

우리가 차다고 느끼는 경우와 춥다고 느끼는 경우

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어느 경우는 차지도 춥지도 않았는데 몸은 이미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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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추위에 반응하여 데미지를 받은 경우도 많습

니다.

중심체온 저하나 체온 저하는 바로 생명력과 관계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찬 것과 추위는 생명의 위협과 동일한 스트

레스 강도를 갖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스트레스는 빨리 풀어주지 않으면 

3일 정도 지속되고 바이러스가 준동하게 되면 더 

오랜 시간을 지속합니다.

그럼 3일 한 번씩 찬 것을 먹거나 추위를 타게 되면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평소 각탕법으로 손발의 체액순환을 원활하게 하

고, 기어다니기로 강력하게 림프순환을 촉진하고 

산소호흡으로 온 몸에 산소를 충만시키면 세포의 

활동이 원활해져서 기초 사량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찬 것과 추위에 한 피해도 줄일 수 있고 

내성도 갖게 됩니다.

2. 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매운 것이라 함은 자기 입맛에 매워야만 

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입맛에 매운 것은 당연히 매운 것이고 환자의 경우

에는 고추, 후추, 겨자, 와사비, 피망, 파프리카가 

들어간 음식을 모두 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입맛을 자극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위장관에서는 작은 상처도 덧나게 하고 악화시

킵니다.

또 체내로 흡수되면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인체

를 스트레스 상태로 만들어 갑니다.

이 또한 강력한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3. 튀김류입니다.

튀김류는 사실 튀김 자체가 아니라 튀김기름의 산

패 여부입니다.

산패된 기름은 썩은 기름으로 지방성 독성물질입

니다.

이러한 지방성 독성물질이 체내로 흡수되면 특히 

염증이 있는 지방 위에 쉽게 축적이 됩니다.

하지만 쉽게 제거가 되지 않아 없어지는 데까지는 

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면 한번 잘못 먹은 튀김 때문에 3개월 동안 염

증이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술, 담배, 운동부족, 스트레스, 미세먼지, 

황사, 매연, 일조량 부족, 약물중독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이미 인식하고 있고 증상

이 악화되면 주의를 합니다.

하지만 찬 것, 추위, 매운 것, 튀김류는 인식을 하지 

못하니 조심하지 않고 주변에는 접할 기회가 많아

서 수시로 접하게 되니 더욱 심한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환자가 상기의 마이너스 요인을 다 

가리지 않는다고 증상의 차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환자지만 이미 환자 건강상태의 플러스 요인

이 많거나 생환습관 중에 자신이 모르는 플러스 요

인이 있다면 충분한 차도를 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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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향숙

오이고추도 매운 것에 속합니까? 모양만 고

추지 맛이 거의 오이수준인데요 궁금합니다

(3월 31일 오후 12:35)

② 류형준 약사 

박향숙 오이고추에도 캡사이신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괜찮지만 아픈 사람에게는 독

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1일 오후 5:09)

그러나 이미 플러스 요인이 적고 생활습관도 마이

너스 요인이 많다면 이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입니다.

저한테 의뢰를 하신 약사님들 중 안티, 써클을 열심

히 복용했어도 차도가 보이지 않고 안티의 기간도 

줄어들지 않은 경우가 이러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얼마나 마이너스 요인을 줄이느냐

가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티, 써클로만은 부족하니 찬 것 

안 먹기, 매운 것 안 먹기, 따뜻하게 하기, 각탕법, 

기어다니기, 산소호흡법 등을 끊임없이 이야기 하

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2일 오후 12:05 312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류형준 의견

배달의학의 창립에 따른 경과보고

그 동안 안티플러스와 써클4.U를 활용해 주신 약사

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안티플러스와 써클4.U는 단순히 좋은 약재로 

처방한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의 공부와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처음에는 한약에 관심을 갖고 한약과 양약을 함께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전통의학과 현 의학의 괴리감은 서로 소

통할 수 없을 정도 습니다.

그래서 시도한 것이 합리적인 관점에서 전통의학

과 현 의학을 분석하고 비교하 습니다.

결론은 의학이론은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

통의학보다는 실험을 통해 입증된 사실을 근거로 

만들어진 현 의학을 기준으로 삼고 약재는 인간

이 만든 약보다 자연이 만든 약이 훌륭하다는 것입

니다.

현 의학과 자연약을 접목하려고 보니 자연약에 

한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연결고리를 갖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한 것이 우선 인체에 해서 알아 

보자 습니다.

마침 해부생리학과 약간의 병리학이 결합된 인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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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라는 책이 있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체와 질병의 내용이 유익하고 재미있어서 읽다

보니 30번을 넘게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열 번은 주로 내용의 이해와 암기 습니다.

이후 열 번은 책의 한 부분을 읽으면서 지금 이 장기

와 다른 장기의 연관성은 어떨까하는 유추와 상상

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인체가 미분적으로 연구되어 각 

증상이 따로따로 있던 것을 인체는 하나의 생명체

로 유기적인 관계인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게 되었

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유기적인 고리가 순조롭게 연결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고 나중에 이러한 부분이 잘

못 해석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열 번의 공부는 잘못된 해석에 한 보다 

합리적인 해석을 하고 결론짓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체와 질병을 30번 읽은 후에 인체의 생리

는 어는 정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과제는 본초학에서 인간의 학문적인 해석

은 제외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근거로 약물학적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 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자연약에 한 새로운 해석과 평가

를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현 의학에 한 믿음과 자연약에 한 확신으로 

현 의학이론과 자연약의 결합을 시작할 수 있었

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경험이 쌓인 후

에야 치료가 아닌 치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질병의 증상들은 결국 증상을 유발하는 부위의 세

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서 생기는 것

입니다.

이제까지 전통의학이나 현 의학에서 행하 던 치

료는 주로 병증을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직접적으

로 병증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약재나 방법들이 개

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법들이 수천 년에 걸쳐 발전해오

고 수만 가지의 약재와 처방이 개벌되어도 질병의 

종류는 늘어만 가고 완치되지 않는 병 또한 늘어나

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안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치유는 직접적으로 증상을 개선하기보다는 병적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인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

하는 세포를 세포환경을 최적화하여 정상 활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증상이란 결국 정상 활동을 하지 못하는 세포가 정

상 활동을 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포가 왜 정상 활동을 하지 못하는가 확인해보니 

만성질환의 경우 부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있고 

또 주변에는 노폐물이나 병적산물들이 쌓여서 생

기는 것이었습니다.

천연물로 구성된 광범위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고 

주변의 노폐물과 병적산물들을 제거하고 세포가 

원하는 산소, 양소, 수분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림프순환촉진의 개념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오래 시간을 걸쳐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안티플러스와 써클4.U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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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남식

책 이름이 인체와질병 인가요.

저자는 누구신가요.

저도 구해서 공부 좀 하고 싶네요.

답장 주시면 고맙겠습니다.(4월 2일 오후 

6:09)

② 류형준 약사  

최남식 20년도 더 된 책입니다.

필요하시면 약업신문사에 전화해서 확인하

세요.(4월 2일 오후 9:35)

③ 최남식

예

감사합니다.

인터넷에서 보고 있습니다.(4월 2일 오후 

9:37)

④ 이성분

최남식 인터넷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기초

가 부족해서리…,(4월 5일 오후 5:48)

⑤ 최남식

다음에 들어가셔서 인체와질병으로 들어가

면 자세히 되어 있어요.

도움이 마니 되네요.

책을 따로 구입해야겠습니다.(4월 5일 오후 

5:56)

그렇기에 안티플러스와 써클4.U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현 의학과 전통의학의 결정체이고 치료가 

아닌 치유의학의 출발입니다.

저는 이러한 새로운 의학을 배달의학(Corea 

Medical)이라고 명명하 습니다.

배달의학은 현 의학의 장점인 의학이론과 전통의

학의 장점인 자연약을 합친 것으로 증상치료가 아

닌 병적 상황의 개선을 통한 세포 스스로의 치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치유가 치료의 방법보다 증상개선 속

도도 빠르고 확실하고 치유의 범위도 넓은 것을 밴

드에 올라오는 많은 체험사례들이 증명하고 있습

니다.

2018년 4월 3일 오후 9:45 279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류형준 의견

사이질이라는 새로운 기관이 발견되었다는 가설이 

올라왔습니다.

제 생각은 사이질은 새로운 가설이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었지만 인식하지 못한 것을 새롭게 인식하

는 수준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질은 세포와 세포는 정확하게 착되어 있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공간

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사이에는 체액이 가득 채워져 있을 것이

고 또 체액은 몸의 움직임이나 중력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이질에서의 체액이동은 일부 가능하지만 

좁은 범위에서 가능한 정도일 것입니다.

림프계는 이러한 사이질에서의 순환을 넓은 범위

로 즉 전신으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보다 진화

된 구조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질에 존재하는 체액의 일부는 모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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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관의 말단에서 림프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

니다.

림프순환촉진의 정확한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운동이나 기타 방법으로 림프관 내의 림프액

의 순환을 촉진하여 모세림프관 말단에서 세포 사

이에 존재하는 체액을 림프관으로 유인을 촉진하

는 것입니다.

둘째, 복용한 림프순환촉진제의 유효 성분이 장내

에서 흡수되고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이동하여 세

포 사이에 존재하는 체액의 점도를 낮춰서 체액의 

순환을 촉진하여 림프관내로 잘 들어가게 하는 것

입니다.

셋째, 둘째의 방식으로 세포 사이에 존재하던 체액

의 점도는 낮아져서 림프관내에서도 림프액의 흐

름을 좋게 합니다.

세 가지의 방법을 종합하면 세포의 환경변화에 직

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바로 림프순환이고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새롭게 명명한 사이질은 바로 세포와 세포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공간은 체액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고립

된 공간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공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바일 브릭 - 

http://m.ibric.org/trend/news/subread.php?B

oard=news&id=292783

m.ibric.org

2018년 4월 5일 오전 8:17 237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류형준 의견

안녕하세요?

천기누설건강법 약사모임 밴드에 계신 약사님들과 

함께 치유의학인 배달의학의 새 길을 열어가는 배

달의학협회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열고자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천기누설건강법 약사모임 밴드에 계

신 약사님들은 모두가 동지이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진정한 치유의 길을 함께 가기 위해 모 고 

이제는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된 길을 함께하는 동지들이기에 얼굴

을 마주하고 싶고 손도 잡아주고 싶고 등 두드리며 

포옹도 하고 싶습니다.

함께 마주하고 서로 손을 잡고 동지애를 나누고자 

배달의학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준비했습니다.

제 강의는 물론 강경애 약사님, 권명선 약사님, 오

시  약사님의 값진 체험사례를 들을 수 있는 시간

도 마련했습니다.

동지약사님들께서는 시간이 되시면 아니 불가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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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다면 함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기쁨은 나누고 힘은 모아주세요.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8년 4월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장소: 교포생명 등포사옥 2층 강당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 올렸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모임 장소와 준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참석인원을 

선착순 150명으로 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약사님께서는 댓글로 달아주시거

나 공지사항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5일 오전 8:41 252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류형준 의견

증상의 차도는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증상의 차도는 정말 그때그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유형을 살펴보면

1. 어떤 경우는 처음 먹는 한 포에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는 급성 증상에서 확인되고 만성질환이

라도 갑자기 증상이 심해진 경우 주로 나타납니다.

2.어떤 경우는 치유의 길을 가는 것과 비례해서 나

타납니다.

만성질환의 경우는 부분 이에 속하는 경우가 있

습니다.

3. 계단처럼 차도가 없다가 확 나타나고 다시 없다

가 확 나타납니다. 

2번의 또 다른 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 계속 아무런 차도가 없다가 복용이 끝나는 시점

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로 점막 부위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음식물이나 

기타의 향으로 염증 부위를 계속 자극해서 내부

에서는 그래도 염증이 줄고 있지만 외부에는 증상

은 계속 되다가 염증이 다 없어진 이후에야 염증을 

자극할 수 없으니 증상의 차도나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에 불과하고 현장에서는 그때

그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치유의 길을 가면 어느 구석에

서는 치유되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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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순원

저도 사랑합니다.(4월 9일 오후 8:53)

② 김영희(한가족약국.여수시)

축하드려요.

노력의 결실

수고 많으셨습니다.(4월 9일 오후 10:03)

③ 박완수

듬뿍 많이 축하드립니다.

류 선생님의 연구의 결실이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virus에도 효과가 증명되겠지

요.(4월 9일 오후 11:07)

④ 오시영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4월 9일 오후 11:23)

⑤ 천명서 백제약국

안티플러스의 항바이러스의 실체 증명을 축하

드립니다.(4월 10일 오전 12:43)

⑥ 전기출

너무 감사합니다.(4월 10일 오전 5:44)

⑦ 팽중곤

축하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4월 10일 오전 

8:33)

⑧ 장진숙(참좋은P 광주광역시)

(4월 10일 오전 9:20)

⑨ 김찬배

축하드려요.(4월 10일 오전 9:32)

⑩ 이 상돈

축하드립니다.(4월 10일 오전 9:44)

⑪ 류형준 약사 

안순원 김영희(한가족약국.여수시) 박완수 오시

영 천명서 백제약국 전기출 팽중곤 장진숙(참좋

2018년 4월 9일 오후 7:34 419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류형준 의견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지난 2월부터 여러 종류의 항바이러스효과에 해

서 실험을 의뢰하 습니다.

그 결과들이 하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안티플러스의 기존 처방으로 인플루엔자 A형

과 B형에 해서 효과가 있다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한 리노바이러스에 해서도 효과가 있다고 결

과를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들어온 결과에 해서는 모두 효과가 있

다는 결과를 받았으니 제가 생각해도 너무 좋은 결

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천연물로 항바이러스 실험을 해서 결과를 받

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분 천연물들은 활성형보다는 안정형

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형 즉 비활성형 성분들이 염증 부위에서 염증

으로 인해 활성화된 효소들로 인해서 활성형으로 

바뀌어 효과를 나타낸다고 예상합니다.

그러니 실제 복용으로 효과가 있어도 실험으로는 

찾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형과 B

형, 리노바이러스가 항바이러스효과가 있다고 판

명이 되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고 배달의학의 

서광을 비추는 일입니다.

천연물 광범위 항바이러스제의 개발과 특허등록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물 광범위 항바이러스제로 치유의 실

마리를 풀 수 있는 수많은 질병들이 눈앞에 보이고 

손 안에 쥐고 있습니다.

그 길이 여러분과 함께 가야할 길이고 환자들과 함

께 해야 할 길입니다.

함께 동행해주고 힘을 보태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0032 A BOOK OF EXPERIENCES

은P 광주광역시) 김찬배 이상돈 감사합니다.(4

월 10일 오전 10:44)

⑫ 강경애

축하드리고 늘 감사합니다.(4월 10일 오전 11:47)

⑬ 이성분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리고 기 가 만땅입

니다~!!(4월 10일 오후 12:01)

⑭ 심현지

축하드립니다.(4월 10일 오후 1:04)

⑮ 배웅탁(대구,참약국)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좋은 제품 만들어 주셔서 넘 감사합니다~~(4

월 10일 오후 1:41)

⑯ 류형준 약사 

강경애 이성분 심현지 배웅탁(대구,참약국)감사

합니다.(4월 11일 오후 3:32)

⑰ 양태영

축하합니다.(4월 15일 오전 8:40)

2018년 4월 17일 오전 9:38 201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류형준 의견

체험사례를 많이 올려주세요.

아직도 천기누설건강법 약사모임에 계신 약사님들 

중에는 자신의 체험사례가 특별하지도 않은데 괜

히 예스킨에 피해가 될까 자신의 체험사례를 올리

지 않는 약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약사님들은 아직도 체험사례에 

목말라 있습니다.

저는 1개월간 체험사례를 올리시는 약사님 수가 100

분 이상, 체험사례는 500건 이상 되길 원합니다.

1. 처음 올려지는 체험사례의 증상개선은 같이 계

신 약사님들에게 새로운 증상과 질명에 해 용기

를 갖고 시도를 하게 도와줍니다.

2.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체험사례의 증상들은 처음 

그 증상에 치유의 길을 적용할 때 불확실성에서 출

발하는 것이 아닌 치유의 길에 한 확신을 갖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3. 체험사례를 통해 받은 답례품 중에 정말 어려워

서 치유의 길에 동참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좋은 마음으로 선물하셔도 됩니다.

저는 동료약사를 곤란하게 만드는 난매는 싫어하

지만 선한 마음으로 베푸는 선행은 좋아합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합

시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19일 오전 10:03 360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류형준 의견

어제 구에서 강의를 하기 전에 문득 나에게 굉장

히 건방진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의학의 진리라고 믿는 현 의학이 과연 의

학의 진리인가? 

어제도 올라온 강경애 약사님의 체험사례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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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선경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19일 오전 10:57)

② 박완수

아 ~ 매우 공감 가는 말씀이십니다.(4월 19일 

오후 12:45)

③ 하현아 

위 한 일에 뛰어들 수 있도록 열어주셔서 감사

30년 된 어머님의 고혈압과 3년 된 본인의 고혈압

이 불과 6개월 만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권명선 약사님의 체험사례에는 병명도 모르는 마

비 증상이 한 달도 안 돼서 풀리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매일 여러 

약사님들의 체험사례를 통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마냥 똑같은 처방과 

처치로 그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개선되는 상황을 

보면서 의학의 진리는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전통의학의 한계는 누구나 알기 쉬운 한약제제 길

라잡이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했으니 생략합니다.

현 의학의 현재 직면한 한계상황을 보면 이는 이

론의 미비가 아니라 현 의학의 큰 족적을 남긴 페

니실린의 발명 이후 현 의학은 자만하여 약물 지

상주의에 빠지고 의학의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하

여 자본주의와 결탁하면서 돈이 되는 것만을 추구

하는 타락한 의학으로 전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현상이 우리가 사는 한민국에서도 만연

하여 진정으로 사람을 고치려는 의사보다 의학기

술로 돈을 잘 벌어서 부자가 되려는 의사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가볍게 값싸게 고칠 수 있는 증상을 일부로 비싼 

검사와 수술을 하게 하고 그로 인해 환자는 낫기보

다는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

게 됩니다.

병은 의사나 약사가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서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쉬운 길을 우리는 너무 많이 돌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기 쉽고 간단하고 경제적인 방법이 있는

데 자만과 욕심에 깨닫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양심의 눈으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가 깊이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길이라면 과감하게 매진하고 반 로 그릇된 

길이라면 던져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다하는데 먹고 살기 어려운데 자신이 없어

서 판단을 미루고 외면해서는 밝고 희망찬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어제 바뀌지 못한 행동 때문에 오늘이 있고 오늘 

바꾸지 않기에 내일이 밝지 못하다면 나는 무엇이

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진리와 함께하고 진리를 향한 발걸음이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당당하고 보람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의 삶이 그렇다고 자부하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

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바뀌고 약국이 바뀌고 세상을 바꾸는 위 한 

일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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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4월 19일 오후 1:13)

④ 김신애

속이 후련해지는 말씀 백번 공감합니다.

새로운 길에 기쁘게 동참하고자 합니다.(4월 19

일 오후 3:27)

⑤ 장진숙(참좋은P 광주광역시)

(4월 19일 오후 4:52)

⑥ 배웅탁(대구,참약국)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말씀입니다. 선생님!!

2018년 4월 23일 오후 4:35 196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류형준 의견

당뇨의 치유과정

당뇨병의 혈당이 잘 조절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

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혈당이 잘 조절되다가 하루아침에 혈당이 

처음처럼 조절이 안 되거나 오히려 더 심하게 오르

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을 주사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고 처방도 변한 것이 없고 어제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과연 어떤 경우일까요?

제 경험으로 미뤄볼 때 현재의 혈당강하제의 용량

을 줄이거나 빼야 할 경우입니다.

췌장에서 어느 정도 혈당조절능력이 생겼는데 혈

당강하제를 정도 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저혈당으로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체는 살기 위해 급하고 강하게 혈당

을 올리는 기전이 작용하여 혈당을 적당하게 올리

지 못하고 상 적으로 높게 올리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혈당강하제의 복용량이나 주사용량

을 1/2로 줄이고 기다리면 일이주 안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반복되면 마찬가지로 다시 1/2

로 줄이면 됩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줄이다 보면 드디어 혈당강하제

에서 탈출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당뇨환자처럼은 아니지만 고혈압환

자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23일 오후 5:06 219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류형준 의견

어제 배달의학 창립기념 심포지엄에도 올라온 질문

과 같은 내용이 오늘 밴드에도 다시 올라왔습니다.

어제 올라온 내용은 구내염으로 안티 101과 써클 

202로 먹게 했는데 입 안이 아파서 못 먹고 안티 

101과 써클 101로 4개월을 먹었는데 차도가 없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추가 질문을 해보니 구내염으로 3년 동안 서울 병

원에서도 못 고친 구내염이라고 합니다.

부분 며칠이면 낫는 구내염이 서울 병원에서도 

3년 동안 못 고친 구내염이라면 이는 보통의 구내

염은 아닐 것입니다.

일단 면역기능은 매우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습관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면역기능이 

이 정도로 떨어질 정도라면 그 이전에 생활습관이

나 환경이 안 좋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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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승희

장을 체크 해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식생활, 라

이프 스타일 등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요)(4월 28일 오후 10:29)

그것으로 인해 이미 충분히 자극을 받고 체력도 면

역력도 모두 손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할까요?

일단 빠른 증상의 치유를 위해 안티 333과 써클 

333으로 복용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측면에서 플러스 요인을 추가해야 

합니다.

기초 사량이 떨어져 있으면 각탕법과 가벼운 운

동, 산소호흡법으로 림프순환을 촉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란반숙 3개는 필수입니다.

환자를 직접 보지 못했으니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

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도와줘야 합니다.

약이 아니라 건강플러스가 되는 것을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플러스 요인이 마이너스 요인을 확실

하게 이길 때 비로소 구내염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병은 아무리 가벼운 병이라도 결국 플러스 

요인의 승리가 증상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가벼운 병은 마이너스 요인이 크지 않으니 조

금만 플러스 요인을 더해줘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

고 심한 병은 플러스 요인을 최 한 추가하는 것은 

물론 마이너스요인을 최 한 줄이는 것도 함께 해

야 합니다.

어제 질문을 받은 구내염과 오늘 올라온 구내염은 

구내염 자체는 별 것이 아니지만 주변 상황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확인하고 결론은 치유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24일 오후 2:15 216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류형준 의견 

내내 설명하여도 간혹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안티와 써클은 신경계질환이나 호르몬 시스템이 붕

괴된 질환, 그리고 암은 적응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뇌위축증, 파킨슨병, 우울증 한가지만으로도 쉽

지 않은 병들인데 세 가지씩이나 함께 있는 분을 

도움을 받아서 어찌해보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거

나 너무 모르시는 것입니다.

병원의 의사는 자신의 진료과목에만 충실합니다.

그래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어찌해서 약사님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병을 감당

하려고 하는지 겁이 납니다.

무슨 병이든 고쳐야 명약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신이 치유할 수 있는 병과 치유하지 못하는 병을 

구분하여 치유가 가능한 병을 남들보다 아주 우수

한 확률로 치유하도록 돕는 것이 명약사가 되는 길

입니다.

치유되기 쉬운 병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신경계질환은 본인이 자신 없으

면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어보면서 고칠 병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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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질환은 그렇게 만만한 병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30일 오전 10:12 144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류형준 의견

변동성 약사님의 의견)

저도 여러 부류 많이 적용해 보는데요.

완전 기허, 혈허, 음허인 환자들은 투자비용 비례해

서 그만큼 효과 못 봅니다.

기허면 기, 혈허면 혈, 음허면 음을 보충해 주면서 

같이 투여 해줘야 투자한 만큼 이상 효과가 나고 

환자들에게 신뢰 받습니다.

물론 심한 허 증들 아니면 써클 안티만으로도 큰 

효과 보는 경우도 많지만요.

허증은 잘 살펴서 보충 하면서 적용해야 투자 비 

큰 효과로 환자들로부터 신뢰받습니다.

제발 여기 체험예 올리시는 약사님들 진정 치험예

만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판매 자랑하는 예는 삼가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님들이 무심히 올리는 글로 잘못 적용해 피해 보는 

약사님들도 많습니다.

저에게 여러 약사님들께서 문의 오곤 합니다.

류형준의 의견)

난 사실 이제까지 한약을 처방하면서 기허니 혈허

니를 계산해 본적이 없습니다.

20여 년간 최적의 처방을 찾다보니 결론은 림프순

환촉진과 항바이러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계산한 결론이 아니라 환자

를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내려진 결론이고 기허나 

혈허의 문제도 다 같이 해결되었습니다.

세포환경이 세포가 원하는 최적의 환경이 된다는 것

은 우리 몸에 있는 음적 물질들을 림프순환을 통해 

남는 곳은 줄이고 부족한 곳은 원활하게 공급한다는 

것이니 세포의 음적 환경을 최적화한 것입니다.

세포가 원하는 환경이 최적화 한다는 것은 이후에

는 세포의 사활동이 활성화하는 것이니 이는 기

허를 자연스럽게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구하고 스스로 회복하는 치유의 길

은 진행하는 것입니다.

저희 약국에 오시면 양약은 전혀 없고 한약도 제가 

쓰는 처방만 씁니다.

양약 중에서 추가하는 것은 로얄제리, 비타민씨, 스

쿠알렌, 아로나민골드, 지용성비타민류 뿐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림프순환촉진제와 안티플러스

로 인류를 괴롭히는 질병 중 신경계질환과 호르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망가진 상위 20%의 질환은 

제외하고 하위 80%에 해당하는 질병은 치유가 가

능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써클4.U와 안티플러스

를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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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로도 충분한데 이제까지 써오던 것이 있고 

주변에 있으니 증상 개선을 위해서 일반의약품이

나 기능성건강식품을 같이 활용하라는 것이지 써

클4.U와 안티플러스로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경우에 따라 용량을 늘리고 찬 것, 매운 것, 

추위, 튀김류를 피하고 각탕법과 기어다니기, 산소

호흡법을 해야 하는 것이 있고 계란과 우유를 가려

서 먹어야 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제까지 세상에 난무하는 의학이론 중에서 20여 

년간 거르고 걸러서 요점 중 요점을 요약한 것이 

림프순환촉진제와 항바이러스제입니다.

거기에 변약사 생각하는 어떤 것을 첨가하고 추구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난 아토피나 건선 환자에게 고쳐준다고 이야

기하지 경과를 봐야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시작한 다운증후군, 발달장애, 무뇌증, 뇌병

변 등의 환자도 틀림없이 8세의 학습능력을 갖춘 

아이처럼 좋아져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진다고 

이야기하지 두고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허니 음허니 혈허니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지만 

치유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에 따지지도 묻지

도 않는 것이고 물을 필요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누구나 알기 쉬운 한약제제 길

라잡이에서 이야기 했듯이 한방은 이론적으로 허

구이다라고 했습니다.

단지 자연약(자연약이라 함은 본초학 이론으로 약

재를 쓰는 것이 아닌 약물학으로 분석하고 약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이 인간약보다 좋기에 쓰

는 것입니다.

변약사가 천기누설건강법의 건강 플러스 실천하기

에 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실전에 적용해 보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2일 오전 8:49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안티OOO와 써클OO의 적량의 의미

안티OOO와 써클OO의 복용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는 적량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보통 항생제, 해열제 등의 약성을 갖는 의약품들의 

경우 상용량은 부분 최소복용량입니다.

따라서 보통 증상이 있으면 상용량으로 복용하고 

증상이 심하거나 여러 군데 있으면 용량을 늘리거

나 비슷한 약효군의 약물을 찾아서 복합투여하기

도 합니다.

안티OOO와 써클OO의 용량조절도 마찬가지입니

다.

염증부위가 많거나 염증이 심하면 안티OOO의 용

량을 늘리고, 통증이나 발열 등의 증상이 많거나 

심하면 또 명현증상이 나타나면 써클OO의 용량을 

늘립니다.

참고로 안티OOO와 써클OO의 경우 최 량은 1일 

15포씩입니다.



0038 A BOOK OF EXPERIENCES

① 김OO 약사

감사합니다.(5월 2일 오전 9:16)

② 김OO 약사

용량에 한 설명 감사합니다.(5월 2일 오전 

9:42)

③ 옥OO 약사

감사합니다.(5월 2일 오전 10:54)

④ 강OO 약사

좋은 치험례 넘넘 감동입니다. 함께하니 훨씬

좋습니다!(5월 23일 오후 12:10)

1일 15포인 경우 써클OO는 교통사고로 전신의 충

격을 받은 경우에 1-3일 정도만 나오고 부분 심

할 경우에는 9포까지 나옵니다.

안티OOO는 패혈증일 때 15포까지 용량을 증량하

으며 독감과 같은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이 심할 

때 1일 9포까지 복용하고 부분 6포나 3포까지 

늘려도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용 초기 증상이 많거나 증상이 심하

거나 고질적인 경우에는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를 기준으로 하고 경과를 확인하면서 증상이 

확실하게 줄어든 후 급성질환이면 7-10일, 혹은 만

성질환이면 1-2개월 경과 후에 안티OOO 101 써클

OO 201로 줄이면 좋을 것입니다.

이후 용량은 계속 유지하여도 됩니다.

초기 증상이 심하지 않고 부위가 한두 군데인 경우

에는 적량복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급성일 경우에는 증상에 따라 증상이 가실 때까지 

용량을 조절합니다.

이 정도 요령이면 부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리고 단기 급성질환인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단기 복용이 중요하지만 반복적이거나 만

성인 경우에는 안티OOO와 써클OO 최소 6-8개월, 

이후 써클OO 1년의 치유의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다보면 잘 따라오시는 환자분들도 

계시고 무시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 생각은 치유의 길을 안내하는 것은 약사님들의 

몫이고 선택하는 것은 환자분들의 몫입니다.

따라서 치유의 길의 안내자이신 약사님들은 자신의 

몫을 충분히 실천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14일 오전 9:55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어제 경기도약사회 학술제에서 손의동 교수님의 

역류성 식도염에 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식도와 

위장의 연결 부위에 있는 괄약근의 조임력이 부족

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치료법은 괄약근의 조임력을 높이는 방법

은 없고 제산제, 위산분비억제제, 개비스콘, 돈페

리돈 정도가 처방의 전부 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난 후 질문시간에 왜 괄약근

의 조임력을 높이는 방법은 쓰지 않느냐라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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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OO 약사

어제 일산 킨텍스 경기약사학술 회에서 선

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치유의 길에 앞장

서서 이끌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을 하 습니다.

결과는 괄약근이 노화로 인해 약해졌으므로 방법

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치유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치유의 관점에서 보면 괄약근에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것이니 항바이러스제로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림프순환촉진제로 괄약근의 환경을 정상화하면 저

절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체험사례도 많이 올라와 있고 효과도 빠르게 나타

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온 세상에 아픈 모든 이들이 치유의 길에 동행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오후 3:57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안티OOO와 미토콘드리아

이제까지 안티OOO는 광범위 항바이러스제로 개

발된 제품으로 세포 안에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까

지 없애는 결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만성 바이러스감염증에도 치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과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의 존재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에 관여하여 세포에너지

를 생산하는 공장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특이하게 

별개의 유전자를 갖는 기관으로 본래 세포의 기관

이 아닌 인간세포와 공생하는 세균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설을 기반으로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잠

복해 있으면 이는 미토콘드리아의 입장에서는 바

이러스와 직접 접하는 것이고 감염되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미토콘드리

아의 기능이 떨어지고 심하면 일부 미토콘드리아

는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세포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되어야 할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이는 바로 세포의 모든 기능

저하로 진행됩니다.

특히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저하는 특정세포에만 국

한된 것이 아니라 인체에 존재하는 모든 세포에 관

한 것이므로 전신적인 건강상태의 유지에도 악

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이러스감염은 단순히 바이러스감염증만 아니라 

만성피로, 체력저하, 노화에 이르기까지 바이러스

의 감염은 많은 향을 미치고 있고 바이러스의 박

멸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제부터는 광범위 항바이러스제를 단순히 바이러

스감염증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체력증진과 

노화방지에도 핵심적인 역할로 활용할 필요가 있

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0040 A BOOK OF EXPERIENCES

① 박OO 약사

아주 좋은 내용이십니다.

세포마다 미토콘드리아 마리 수(개수)가 다

르다네요.

일반세포보다 힘을 쓰는 근육세포에 더 많

고... 간세포에는 무려 3,000개나 있다고 하는

데... 세포하나에 다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하

긴 합니다.(5월 24일 오후 10:56)

② 박OO 약사

또 난자에도 미토가 있고 정자에도 미토가 있

긴 있는데, 꼬리에 들어 있어서 수정할 때엔 

꼬리가 떨어져 나가므로 수정된 아기는 남녀 

모두 엄마의 미토를 물려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엄마 친화성(tropic)이 되는

지도 모르겠군요.ㅎ(5월 24일 오후 10:59)

③ 박OO 약사

미토콘드리아가 세균유래라는 근거로는

㉠ 자체 세포막을 가지고 있고

㉡ 자체 16,000개의 염기쌍을 가진 DNA와 

그 속에 유전자 37개가 있으며(세포핵 염색

체의 30억 염기쌍과는 별도로 자체유전자가 

있네요.)

㉢ 자체 Ribosome이 있어서 단백질도 만든

다. 즉 마치 하나의 작은 세포와 같다는 말씀

이군요.(5월 24일 오후 11:05)

④ 박OO 약사

감사합니다.(5월 25일 오전 6:14)

2018년 5월 28일 오전 10:29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치유란 세포가 스스로 건강해져서 병적증상이 줄

어들고 몸 전체가 건강해져서 건강단계가 한 단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질병이 없어지고 병약한 몸도 건강해

지고 노화방지와 역노화로 건강해져서 무병장수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의 기본은 세포가 원하는 최적의 환경, 즉 세포

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 관건입니다.

바이러스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여러 종류의 바이러

스를 없앨 수 있는 광범위 항바이러스제인 안티

OOO를 만들었고 세포 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림프순환촉진제인 써클OO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나쁜 향을 미치는 고추, 찬 것과 

추위, 튀김류 등을 피할 것을 권하 으며 각탕법과 

기어다니기 그리고 산소호흡법 등으로 적극적인 

환경개선 방법을 정리하 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것들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병적 환경이 나쁠수록 병의 깊이가 깊을수록 치유

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더욱 정확해야하고 꾸준

히 유지해야 합니다.

아직도 약사님들 중에는 어떤 약을 더 먹여야 좋을

까를 먼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증상개선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을 찾고 활용하

는 것은 약사로서의 의무이고 약사이기에 가능한 가

장 잘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저도 강하게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라면 치유의 길은 완성되지 못합

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운동하는 것, 건강요법 중에서 

활용 가능하고 효과적인 것을 찾아서 경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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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네. 명심하고 잘 인지해서 치유의 길로 인도하

도록 애쓸랍니다. 고맙습니다.(5월 28일 오전 

11:26)

② 계OO 약사

[바이러스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광범위 항바이러스

제인 안티OOO를 만들었고 세포 환경을 신속

하게 개선하기 위해 림프순환촉진제인 안티

OOO를 만들었습니다.]

안티OOO가 두 번 나왔어요.^^(5월 28일 오후 

7:32)

③ 계OO 약사

감사합니다.(5월 28일 오후 9:25)

④ 김OO 약사

혹시 자폐는 어떤가요? 주위에 안타까운 아이

들이 몇 있는데 어머님들이 많이 힘들어해

요.(6월 1일 오후 12:02)

어떻게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하는지 확인할 필요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인된 무기들을 세포환경개선과 병

적증상개선을 위해 무차별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방법들은 먹는 제품과는 다른 기전으

로 세포환경개선과 증상개선을 도모하기에 상승효

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방법과 도구들을 활용해서 환자가 

병적 증상이 없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 치유의 길

이고 그러기에 약사님들이 동행해 주어야 하는 것

입니다.

많은 약사님들이 잘 해주고 계시지만 아직도 안티

OOO와 써클OO를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고 또 약

으로만 병을 고치겠다고 생각하는 약사님들이 계

신 것 같아서 참고삼아 올리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5일 오후 9:31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잘못된 선택의 예

어제 오후에 환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았

습니다.

안녕하세용.

상포진후유증으로 1년 2개월 고생 중입니다.

올 2월부터 써클OO를 먹고 있어요.

팔하고 손바닥 가상이에 염증이 났어요,

많이 호전 되었는데 열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니 안티OOO와 써클OO를 

2개월 먹고 증상이 많이 호전되니 약사님에게 가격

이 비싸다고 많이 이야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약사님께서 부담되면 

증상이 없으니 써클OO만 먹으라고 하여 4개월을 

써클OO만 먹었는데 다시 돋고 염증이 생기니 열이 

난다고 제게 문의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의 답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찬 것, 

매운 것, 튀김류를 철저히 피하고 각탕법 열심히 

하고 안티OOO와 써클OO를 6개월 병용하고 이후 

써클OO를 1년 먹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

다.

환자는 증상이 좋아져도 당장 가격이 비싼 것을 이

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격을 이야기해도 그것은 지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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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차도를 보인다는 전제 하에 가격이 비싸니 줄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자 역시 결코 차도가 없는데 가격을 줄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치유의 길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오류를 줄

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설명은 약사님 몫이고 선택은 

환자 몫입니다.

따라서 선택에 한 책임도 당연히 환자 몫입니다.

약사는 그 선택에 한 예상되는 결과들을 설명하

고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상기의 예입니다.

제게까지 전화해서 문의하는 중에도 비용문제를 

몇 번씩 제기하는 것으로 봐서 담당했던 약사님이 

얼마나 시달렸는지 이해가 갑니다.

선택의 몫이 환자의 몫이기에 그 책임도 환자의 몫

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어떤 선택이 올바른 선

택인지 확연히 보여집니다.

치유의 여정에 한 확신과 신념으로 환자의 잘못

된 선택을 개선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7일 오전 8:51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액상제품의 출시가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많이 죄

송합니다.

처음에는 액상의 제형을 잡는데 시간이 걸렸습니

다.

일단 제형을 잡았지만 생산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서 다른 거래처를 찾고 효과는 유지하면서 생산가

격을 낮추기 위해 여러 가지 원료들을 검토하여 처

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원료 중에 하나가 식품첨가물이 아니

고 건기식만의 원료라서 불가피하게 기타가공식품

에서 건기식으로 제품의 유형을 변경하고 업그레

이드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두 제품 모두 기타가공식품에서 건기

식으로 제품의 유형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제형 변경하고 처방 변경하고 제품 유형까지 변경

하고 포장도 3D인쇄로 고급스럽게 변경할 예정입

니다.

비록 제품 디자인은 유사하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제품의 탄생이 될 것입니다.

출고가격과 판매가격은 올리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할증분에 한 퍼센티지(%)

는 약간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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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윤OO 약사

건식으로 나오면 환자들에게 설명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6월 7일 오전 8:59)

그럴 수도 있지만 용도가 정해지니 용도에 없

는 설명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6월 7일 오후 1:18)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여 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더욱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기 에 벗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할 것입니다.

액상제품의 출시가 많이 늦어지고 있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회사 내부적으로는 여름휴가 시즌이 끝나는 8월 중

순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항상 치유의 길에 함께 하고 계신 약사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2018년 6월 13일 오전 6:19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지난 2월에 올렸던 글입니다.

우연히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제 마

음은 한결 같아서 다시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가격난매 문제가 발생하고 소비자들은 가

격이 부담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구조이면 제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곧 가

격질서는 무너질 것입니다.

안티OOO와 써클OO는 제가 약사이기에 약사님들

에게 선물처럼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몇 분 안 되지만 가격으로 장난치는 약사님들

에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얼마 전 백하수오파동을 기억하지죠.

백하수오파동이 있기 전까지 홈쇼핑에서 팔던 별 

것도 아닌 백하수오 제품의 1년 매출이 1000억이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양제인 아로나민 골

드가 1000억이 안 넘을 것입니다.

약국에서 1000억을 넘으려면 10000개 약국에서 

매달 100만원씩 팔아야 1000억이 조금 넘을 것입

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단일제품으로는 약국에서의 매

출에 최고점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약사이기

에 약사님들과 함께 가고 싶은 길이 있기에 함께 

가려고 합니다.

가격으로 장난쳐서 동료들을 사기꾼으로 만들고 

혼자만 돈 벌려고 하는 약사님들은 빠져주십시오.

저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려준다고 

한들 그런 분들과 함께 갈 마음이 없습니다.

만약 안티OOO와 써클OO로 그렇게 약국을 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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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고 계셨거나 그러려는 약사님들이 계시면 차라

리 있는 재고 모두를 반품해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동료들을 파렴치한으로 몰면서 장난쳐서 안티

OOO와 써클OO를 많이 팔았습니다.

다음에 찾을 때 없으면 더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또 잠깐의 장난으로 재미를 볼 테지만 이후 저와 

함께 하지 못하면 치유의 길에서 낙오하게 될 터인

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좋은 도구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없다면 저

를 믿고 동료들과 손잡고 함께 따라 오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면 소탐 실이 무

엇인지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으로부터 가격부담이 된다고 하는 말

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약사님들에게 드리고 싶

은 말입니다.

안티OOO와 써클OO를 물건처럼 팔지 마십시오.

물건처럼 판매를 하니 소비자라면 누구나 가격을 

깎길 원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예스킨 본사로 고객들이 전화를 

합니다.

안티OOO와 써클OO를 먹어보니 효과가 좋아 인터

넷을 뒤졌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본사에 전화를 했

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다 먹을 것이고 친구들한테도 많이 소개

할 테니 얼마까지 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제 답은 언제나 간결합니다.

예스킨에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는 하지 않습

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제품만 사지 말고 약사님께 치유

의 길이 어떤 것인지 배우고 명현반응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는지 등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하

니 약국에서 제값을 다 줘서 구입하여도 이익일 것

입니다.라고.

약사님들, 소매업자가 되지 말고 치유의 길에 안내

자가 되십시오.

분명히 말하지만 안티OOO와 써클OO는 단지 도구

일 뿐입니다.

치유의 길에는 안티OOO와 써클OO뿐 아니라 찬 

것 안 먹기, 매운 것 안 먹기, 따뜻하게 하기, 각탕

법, 기어다니기, 산소호흡법 등 돈이 안 드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돈이 안 되는 방법들을 충실히 하면 효과는 

더 좋을 것입니다.

정말 제품값이 부담되는 분들은 친절하게 돈이 안 

드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빠르고 확실하게 치유의 길

을 가고 싶은 분들에게는 안티OOO와 써클OO도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안티OOO와 써클OO의 가격이 지금의 

두 배가 되어도 가격이 부담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20%는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가격보다 절반이 되어도 가격이 부

담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20%는 될 것입니다.

사실 한 포 2000원은 백해무익한 담뱃값 한 갑의 

가격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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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얼마가 되었든 새롭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누

구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낫지도 못하는데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을 지불합니다.

더 속상한 것은 그렇게 낫지도 않는 것을 깨끗하게 

치유되도록 도와줬는데 가격이 부담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건만을 팔았기에 또 물건만을 샀기에 결

과가 어떻든지 다음에 살 때는 싸게 사고 싶은 심리

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지 말고 치유의 길에 안내자가 되

시라는 것입니다.

안티OOO와 써클OO는 단지 치유의 길에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난 후 이미 지불된 물건값에 한 본전 생각

은 하지 말고 치유된 만큼의 가에 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정정당당하게 알려주고 요

구하십시오.

당신의 건강해진 값이 안티OOO와 써클OO보다 못

하면 제품값을 깎지도 말고 사지도 말라고 하세요.

만약 건강해진 값이 안티OOO와 써클OO보다 큼에

도 불구하고 가격이 부담이 된다면 준비가 더 된 

다음에 다시 오세요하고 정중하게 꼭 돌려보내세

요.

그렇게 돌려보내도 제 경험을 돌아볼 때 80%는 다

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고맙다는 소리를 먼저 할 것입니다.

저는 약사님들이 다른 의약품이나 제품을 다룰 때

는 모르겠지만 안티OOO와 써클OO를 치유에 적용

할 때는 제품을 팔려고 하지마시고 치유의 길을 가

도록 도와주는 안내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장사는 물건을 주고 돈을 받으면 거래가 끝나는 것

이라 소비자는 더더더 싼값을 요구하는 게 당연합

니다.

하지만 치유의 길 안내자는 이때부터가 시작입니다.

먼저 환자차트를 만드세요.

요즘 약국에는 환자관리프로그램이 모두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 환자가 제 로 가고 있는지 중간 중간 확인하고 

잘 가고 있으면 칭찬해주고 못하고 있으면 확인해

서 제 로 가도록 계속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진행된 만큼 고맙게 여기게 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약사님 모두가 이런 마음이 되면 앞으로 들어갈 수

고가 많은데 난매는 아까워서도 못 할 것입니다.

또한 환자는 약사를 단순한 소매업자로 보지 않고 

자신이 치유되도록 도와주는 건강지킴이로서 접

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환자도 약사도 약국도 모두가 행복

해지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물건을 만들었으니 무조건 많이 팔아야 좋은 것인데 

물건을 팔지 말라고 하니 웃기고 이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자식 같은 녀석들이 제 로 접받지 못

하는 것은 싫습니다.

또한 정말 좋은 일을 하고도 약사님들이 제 로 

접받지 못하는 것은 더더욱 싫습니다.

치유의 길을 안내할 때만큼은 확실하게 치유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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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안티OOO 써클OO로 인해 의약분업 전의 당

당하고 접받는 약사의 모습, 약국의 분위기

를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약사 본연의 길을 재발견한 느낌, 안티OOO

와 써클OO는 인생 한 바퀴 돌아와 다시 시작

하는 제게 하늘의 커다란 선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하며 그 선물! 소중히 사용토록 마음 다

져봅니다.

약국의 역사를 새롭게 쓰게 만들어 준 큰 선

물.(6월 13일 오전 7:27)

② 이OO 약사

감사합니다.(6월 13일 오전 7:48)

③ 강OO 약사

저 역시 안티OOO 써클OO로 인해 약사로서

의 자긍심이 올라감을 느낍니다. 만들어 주신 

좋은 제품 귀하게 사용해서 오래 사랑받기를 

기 해 봅니다.(6월 13일 오후 12:38 )

④ 서OO 약사

저도 이OO 약사님, 강OO 약사님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귀한 약 귀하게 접받기를 원합

니다.(6월 15일 오전 11:52)

록 하고 신 약사로서 확실하게 접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이도 많이 먹지 않았는데 잔소리에 또 잔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13일 오전 7:48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약사의 문의사항 중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 간혹 머

리카락을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보낼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

켜서 빠짐없이 기록하여 보내주세요.

1. 머리카락은 머리 밑동에서 가위로 잘라 50가닥

이상 보내주세요.(절  바닥에 떨어진 것은 보내

지 마세요.)

2.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어주세요.(성명, 성별, 생

년월일(음력약력 확인), 주소, 연락처 등)

38년생 이렇게 말고 38년 5월 8일(음력)이라고 

적어주세요.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연락처도 

없는데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연락하라고 하

는지 알 수 없습니다.

3. 현재 병증과 병력을 자세히 적어주세요.

고혈압 잘 안 남 이렇게 말고, 고혈압은 10여 

년 전부터 시작되어 현재 160/105, 맥박 85회 

혈압약은 000, 000, 000을 먹고 있는데 

130/90, 맥박 85로 조절됩니다.

기타 증상으로는 허리가 아프고 상포진이 가

끔 생기고 약간의 변비가 있다.

소화불량, 슬통이 있다.

등등으로 되도록이면 환자와 상담하는 것처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저도 환자의 상태

를 예상할 수 있고 어디까지 좋아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환자와 상담하듯이 그렇게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병증과 병력은 빠짐없이 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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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머리카락 분석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8월 

5일 오후 8:32)

꼼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제 로 기재되지 않으면 보내주

신 머리카락이 저한테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꼭 필히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18일 오전 1:03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려웠던 발달장애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부터 

꿈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발달장애로 인해 절망하고 좌절하는 세상

을 희망의 세상으로 바꾸자.

또 이제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

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

제가 승리한 방식을 세상의 표준이 되도록 하자입

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상 환자를 상 로 돈 벌지 말자

입니다. 

첫째, 목표를 위해 배달의학을 만들었고 발달장애

까지는 아니지만 인류가 앓고 있는 병 중에 신경계

질환과 암을 제외한 질병군을 치유하는 도구로 안

티OOO와 써클OO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동시에 질병을 개선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건강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따라주면 몸이 건강해

지면서 동시에 병적 증상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치유의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이 여러분들 덕분에 잘 자라고 있어서 매우 

감사합니다.

둘째는 환자를 상 로 돈을 벌지 말자는 것입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은 전혀 이익을 남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익을 적게 남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환자를 상 로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은 환자에게 필

요하지 않은 것을 사게 하여 쓸데없는 지출을 늘려

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받은 금액 이상의 성과를 내자는 

것입니다.

백 원을 받으면 만원의 성과를 내고 만원을 받으면 

백만 원의 성과를 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많은 이익이 있다 싶으면 어렵고 힘

든 이웃들에게 적어도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해준 제 스승님이신 이승

길 선생님, 황봉실 선생님, 오무라 요시야기 박사

님, 방재환 선생님이 계셨음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는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 된 작은 아이가 

제게 온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제가 배달의학을 통해서, 안티OOO와 써클OO를 

통해서, 천기누설건강법 약사모임 밴드를 통해서 

약사님들과 함께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

니다.

약사끼리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고 환자의 고통을 

치유하는 것으로 경쟁하고 또 어떻게 하면 환자의 

고통을 잘 치유하도록 할까 협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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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2018년 약사로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뜻, 큰 뜻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조금이

라도 그 마음, 그 뜻, 닮아가도록 노력하겠습

니다.(6월 18일 오전 9:11)

② 최OO 약사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이타 실천 하겠습니다.(6월 18일 오전 

9:40)

③ 장OO 약사

같이 가는 길동무가 되었습니다.(6월 18일 오

전 9:40)

④ 손OO 약사

15~17일 약  동창들과 함께 강원도 쪽으로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도 안티OOO와 

써클OO를 복용하는 것을 보고 친구 약사가 

물어봐서 아는 데까지 설명했답니다. 마침 인

천과 용인에 사는 약사 친구가 자세히 물어봐 

직접 예스킨 약국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약국을 쉬고 있고 거리가 멀어서요.

인천 사는 친구 약사는 두 번이나 선생님 강

의를 들었다네요. 그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내 체험 얘기를 듣고 약을 복용하고 싶다고 

해서 직접 가보라고 했어요.(6월 18일 오전 

11:27)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환자의 돈을 낭비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약국이 운 되는 약사사회를 만들

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사사회를 만드는데 전부는 아니더라도 

약사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

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덕분에 이러한 제 꿈이 현실이 되어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밤 다시금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에 아직까

지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19일 오전 10:22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스타벅스와 빽다방에 하여

중국에서 오프라인상 가장 성공한 외국기업 중 하

나는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가 무엇을 파는 가게인가요?

스타벅스 업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스타벅스가 무엇을 파냐고 물었을 때 커피를 판다

고 답하는 사람은 스타벅스의 겉모습만 보는 것입

니다.

커피를 파는 곳은 빽다방입니다.

빽다방은 상품을 팔고 스타벅스는 문화를 팝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그 순간 

자신을 뉴요커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 느낌을 파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심비(가격 비 심리적 만족도)를 파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밴드에서 읽은 글을 정리한 것입

니다.

이글을 읽으면서 약국은 어떤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약국은 건강을 안내해주는 스타벅스인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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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공감하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6월 19일 

오전 10:36)

② 최OO 약사

다시 한번 나와 내 약국을 돌아보게 하는 좋

은 말씀 감사합니다.(6월 19일 오전 10:55)

③ 김OO 약사

돈을 쫓지 말고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가 다

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약사로 살면서 보

람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길 다시 한번 생각

해 봐야겠네요.(6월 19일 오후 3:29)

④ 김선O 약사

분명 길은 있는데 올곧게 따라가기는 쉽지 않

네요.

수시로 고민되고 갈등을 하게 되네요. 수양이 

필요하겠죠?(6월 21일 오전 9:37)

아니면 약을 파는 빽다방인가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품을 파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고 치유의 길을 

함께 하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버는 법은 모르지만 그리고 돈을 

버는 것을 인생의 제1과제로 생각본 적도 없지만 

약사로서 보람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은 알고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치유의 길이라고 자신하고 그 길을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19일 오전 10:34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무엇이 진리인가?

의학에 있어서 현 의학은 진리인가요?

의학이란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인류를 구하는 학

문입니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질병을 구하는 업적으로 보면 

현 의학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한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성질환에서 현 의학은 무기력하여 단지 증상을 

조절하는 정도를 목표로 정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현 의학은 물론 전통의학도 마찬가지로 질

병의 증상을 정상으로 고치려는 치료의 방식으로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치료란 비정상적인 범위에 있는 증상을 직접적으

로 정상범위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최선의 

방법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는 약으로 정상으로 돌렸기에 

약이 없어지면 다시 비정상의 범위로 돌아가기 쉬

운 상태가 됩니다.

또 증상이 다양할수록 약은 더 많이 필요하고 그 

많은 약으로도 증상을 유발하는 병은 없어지지 않

습니다.

치유는 치료와 다릅니다.

치유란 증상을 고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증상이란 결국 증상을 일으키는 세포의 기능에 이

상이 생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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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가 주목하는 것은 증상이 아니라 이상이 생긴 

세포 자체에 주목합니다.

세포가 왜 이상이 생겼는지?

세포의 환경은 정상인지? 입니다.

이제까지 임상경험으로 내린 결론은 만성질환에서

는 세포 이상의 원인은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입니다.

즉 세포 안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는 것입니다.

세포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제까지 인간세포 

안에 숨어있던 미토콘드리아는 바이러스에 한 

면역을 갖출 기회가 없었으므로 자연히 바이러스

에 감염이 됩니다.(미토콘드리아가 인간 세포와 공

생하는 세포설에 의하면)

그러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토콘드리아는 기능저

하를 일으키거나 죽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내에서 하는 일은 탄수화물

과 산소를 결합하여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바이러스 감염으로 죽거나 기능저

하가 되면 에너지 생성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세

포는 극심한 에너지 부족에 빠지게 되어 정상적으

로 활동하지 못하고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분 만성질환의 원인을 바이러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티OOO는 이러한 세포 안에 들어간 바이러스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에 감염된 세포 주변에는 병든 세포

에서 생기는 병적산물과 노폐물, 독성물 등이 쌓여서 

주변세포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조직액의 순환을 방

해하여 새로운 양분의 공급을 방해하여 바이러스

에 감염되지 않은 세포들의 활동도 방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을 가장 효율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

로 림프순환촉진입니다.

림프순환촉진이 되면 평소 쌓여있던 독성물질, 병

적산물, 노폐물 등이 빠르게 제거되고 세포가 필요

로 하는 산소, 양분, 수분 등이 충분히 공급되게 

되어 세포가 원하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세포는 자연히 스스로 회복되어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적증상은 정상화되고 복용하는 것을 끊어도 스

스로 회복된 것이므로 다시 증상을 일으키지 않습

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본질입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치유의 방법은 고비용과 저효

율, 느린 증상개선이 문제 습니다.

하지만 천기누설 건강법에서 소개하는 림프순환촉

진과 항바이러스제를 도구로 활용하는 치유의 길

은 이제까지의 치료보다 여러 부분에서 월등한 증

상개선을 보이는 것으로 이 방에 올라온 많은 체험

사례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상개선 속도도 빠르고 만성질환의 치유도 

가능한 치유의 길이 이제까지 현 의학에서 추구

한 치료의 길과 비교하여 어떤지 확인할 필요가 있

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의학은 실용학문이므로 성과가 우수한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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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OO 약사

좋은 치험례 넘넘 감동입니다. 함께하니 훨씬 

힘이 됩니다.

② 황OO 약사

증상개선이 넘 안 되고 있는 듯하네요. 첫 구

입 후 추가.(6월 22일 오후 8:19)

2018년 6월 21일 오전 9:25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초기 복용량과 기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은 급성환자이든 만성환

자이든 상관없이 환자는 초기 구입량이 얼마든 그 

구입량을 모두 먹었을 때는 확실한 증상개선이 일

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어느 기간 정도가 적당할까요?

이는 급성증상과 만성증상이 다릅니다.

급성증상은 현재 증상이 심하지만 병의 뿌리는 아

직 내리지 않았으니 용량을 충분히 하면 증상개선

이 빠르게 나타나므로 복용기간을 짧게 해도 됩니

다.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병의 뿌리가 단단하게 박혀

있는 상태이니 증상개선에 시간도 걸리고 명현증

상을 겪어야 하는 것까지도 감안해서 시간을 잡아

야 합니다.

또 만성질환이라고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만성질환이지만 현재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급성

증상과 만성질환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초기용

량은 과감하게 올려서 병적증상을 확실하게 개선

한 후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써클OO만 222, 아니면 안티OOO 111 써

클OO 222, 안티OOO 써클OO 111 등으로 용량을 

올리고 점차적으로 용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초기 복용기간은 충분히 효과를 확인할 수 있

는 기간으로 짧으면 10일, 가능하면 20일 정도를 

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질환인데 증상이 심하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

라면 초기용량은 유지량으로 안티OOO 111 써클

OO 111이거나 안티OOO 101 써클OO 201, 안티

OOO 101 써클OO 101로 정해서 한 달 간격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는 초기 결과도 있지만 명현증상이 지나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까지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만성질환의 종류가 많거나 

병소가 넓은 경우 또 병소가 아주 공식적인 경우에

는 병소가 줄어들 때까지 2~3개월까지 초기용량

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만성질환이니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담을 충분히 하고 초기 복용량을 강화

하고 충분한 기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함께 길

을 가는 방법입니다.

한 달분 주고 좋아져서 한두 달 더 진행하게 되면 

이후에는 투자한 노력이 아까워서 끝까지 함께 하

려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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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30일 오전 8:59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안티OOO와 써클OO의 초기 용량 조절에 하여

안티OOO와 써클OO의 용량조절에 해서는 수차

례 설명하 지만 아직도 많은 약사님들이 제 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티OOO 써클OO의 적량인 101은 정확히 말하면 

증상의 거의 줄어든 상태에서 최소한으로 복용하

는 최소유지량입니다.

병증이 심할 때, 병증이 여러 곳에 있을 때, 병증의 

부위가 넓을 때, 병소가 단단히 굳어있을 때에는 

증상의 개선이 확실히 확인될 때까지는 초기복용

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1, 부분 만성질환인 경우에는 병소가 단단하게 

뭉쳐서 림프순환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써클OO의 용량을 최소유지량

으로 복용하게 되면 병소 주변의 병적산물과 염

증개선이 이뤄지므로 증상의 차도는 보이지만 

병소 안쪽은 써클OO와 안티OOO의 유효성분이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라 작용하지 못하게 됩니

다.

안티OOO와 써클OO가 제 로 작용하면 안티

OOO의 복용기간은 6개월이면 충분하지만 상황

이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을 복용해야 비로소 

병소 안쪽까지 작용하게 되고 그렇게 된 이후에

야 비로소 안티OOO의 복용기간으로 6개월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병소가 외부로부터 천천히 무너지고 있으

니 병소 안쪽은 여전히 완고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면

역력이 떨어질 상황이 되면 다시 쉽게 발병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

르겠지만 첫 달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로 

복용하고 반드시 증상개선을 확실히 확인한 후 

2-3개월간 안티OOO 111과 써클OO 111을 복용

하고 증상이 거의 소실되는 것을 확인하면 안티

OOO 101과 써클OO 201 혹은 101로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병증이 여러 곳에 있을 때, 병증의 부위가 넓을 

때, 병소가 단단히 굳어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2. 급성 증상으로 병증이 심할 때에는 두 가지입니다.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감염으로 증상이 심할 때에는 증상이 가실 때까

지 최 량을 사용하고 증상개선이 확실히 확인

되면 바로 용량조절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감염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증상이 심할 때에는 안티OOO는 기본

용량이거나 아예 빼고 써클OO를 최 량으로 복

용하여 빠른 증상개선을 안내하는 것이 기본입

니다. 물론 증상개선이 되면 바로 용량을 조절합

니다.

3. 명현반응이 우려되는 경우는 먼저 써클OO만 복

용하여 병소주변의 노폐물이나 염증삼출물 등

을 개선하고 난 후 안티OOO와 써클OO를 병용

하여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써클OO만으로 병소의 완고함을 

개선하므로 이후 안티OOO와 써클OO의 병용 

시 써클OO의 용량을 222까지 올리지 않고 유지

하여도 좋습니다.(강OO 약사님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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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상이 단순하고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지량

으로 복용해도 됩니다.

안티OOO 써클OO의 복용량을 정하는 것은 사

람에 따라 병증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목표하는 증상의 차도가 보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안티OOO 써클OO가 출시되고 만 1년이 

조금 넘는 시점에서 이제까지 체험사례와 본인

의 경험을 종합하여 내린 결론입니다.

이미 자신만의 노하우로 안티OOO 써클OO의 운

법을 깨달으신 분들은 제외하고 이제 막 치유의 길

에 입문하신 분들이나 아직도 초기용량에 한 자

신감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정리하 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30일 오전 9:11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병증과 병원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제까지 부분 생각은 병증이 심하면 병원도 심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부분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에 상처가 있거나 뼈에 금이 간 경우가 

있습니다.

손에 상처가 있거나 뼈에 금이 간 경우라도 잘 보호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통증은 심하지 않습니다. 하

지만 보호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통증도 심하고 

염증도 심하게 됩니다.

이는 병증은 단순히 병원에 비례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도 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 것, 매운 것, 추위, 튀김류를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증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향을 미치면 증상

이 더욱 심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극적인 것들을 피하면 증상은 그

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가 부분입니다.

환자들을 보다보면 증상이 심한데 처방은 단순하고 

기간도 길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음식을 확인해보면 좋아하는 음식이 자극적이고 안 

맞는 음식만 좋아하는 경우가 부분입니다.

반 로 처방은 어마어마한데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가 스스로 자극적인 것을 피하

고 있고 좋아하는 음식이 부분 치유의 도움이 되

는 것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병증의 정도가 꼭 치유되어야

할 병원의 크기와 비례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

시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2일 오전 8:37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해부생리학을 공부하는 법

해부생리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해부생리학은 

참 재미있는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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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는 30번을 읽어도 아직도 재미있고 또 

아직도 새로운 것을 찾게 됩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움직이며 어떻

게 조절되는지 알려주는 학문이니 우리와 같은 약

사들에게는 당연히 필요한 학문이고 반드시 알아

야 할 분야입니다.

저 역시 해부생리학에 해 감을 잡고 난 후에야 

인체의 흐름이 보일 정도로 가장 중요한 학문이라

고 생각합니다.

진화는 외부환경에 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

인 방식으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화의 결과물로 인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부생리학을 공부할 때 그러한 장기가 왜 

있는지도 그러한 작용을 왜 하는지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 TCA싸이클을 공부합니다.

TCA싸이클은 왜 있을까요?

당연히 산소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활

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TCA싸이클이 인체 안에서 갖는 가장 중요

한 것, 즉 TCA싸이클이 갖는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

인가요?

TCA싸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당 한 분자

가 산소와 만나면 36개의 ATP를 만드는 것이고 산

소가 없으면 2개의 ATP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TCA싸이클에 들어가는 효소들의 명칭이나 

작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소가 중요한 것입니

다.

그럼 TCA싸이클과 연계된 것은 무엇일까요?

산소운반체인 적혈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 적혈구의 산소운반능력을 증가하는 혈액순환능

력과 림프순환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폐에서의 폐활량이 중요할 것입니다.

2.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미네랄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은 없으면 생명활

동에 막 한 지장을 주는 성분이므로 미네랄의 우

선 순위를 정하는 것은 무의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우선 순위

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중요한 것을 알아내는 척도가 있을까

요?

우리 몸에 미네랄의 척도를 재는 센서가 있으면 중

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센서가 한 개보다는 두 개가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센서가 위치한 곳이 몸보다는 뇌에 있는 것

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의견에 동의한다면 갑상선호르

몬과 부갑상선호르몬으로 조절되는 Ca보다 뇌와 

신장에서 조절되는 Na가 더욱 중요한 것임을 알 

것입니다.

3. 부비동은 외부로 들어오는 공기를 데우는 역할

만 할까요?

부비동의 많은 공간은 외부의 찬 공기를 체온에 맞

게 데우는 역할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 역할만 있을까요?

제 생각은 부비동의 역할 중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뇌를 식혀주는 냉각기 역할입니다.

뇌는 인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중 20%를 소모하

는 거 한 소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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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弘益人間(7월 2일 오전 11:02)

② 정OO 약사

이제부터는 왜?라는 의문점에서 공부해보도

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7월 2일 오후 

3:10)

③ 류형준 약사

정OO 약사 그 왜?가 단순 지식의 습득자에서 

지혜의 활용자로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④ 최OO 약사

유향과 몰약이 수지성물질인데 장기복용해

도 뇌에 문제가 없는지요?(7월 12일 오후 

8:21)

⑤ 류형준 약사

최OO 약사 유형과 몰약은 이미 식품으로 허

가된 원료입니다.

식품의 원료라는 것은 많이 먹어도 자주 먹어

도 인체에 해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액상제품을 만들면서 수지성분을 제

거한 원료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⑥ 최OO 약사

마누카꿀의 살균지표가 너무 낮지 않은가? 

궁금합니다.(7월 25일 오후 8:34)

그러면 열의 발생도 그만큼 많아지는데 뇌는 뼈에 

쌓여있습니다.

뼈에 쌓여있어 단열이 잘 되는 까닭에 뇌는 과열되

어 제 역할을 못하는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뇌의 가열을 막기 위해 뇌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공기출납구를 만들고 뇌의 냉각기로 활용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 혈관이나 림프관의 판막의 역할은 단지 혈액이

나 림프액의 역류만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

까요?

이는 이미 설명했듯이 혈액이나 림프의 역류를 막

는 것은 단지 작은 의미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혈액이나 림프

액의 순환동력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판막의 한 단위는 작은 심장이고 이러한 심

장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 놀랄 만큼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렇듯 생리학을 공부하다보면 그러한 장기가 왜 

있는지 왜 그러한 작용이 필요한지 의미를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부생리학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

는 학문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떠오른 아이디어가 아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리로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고 자신

만의 학문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해부생리학의 내용을 단순 암

기만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공부입니다.

거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왜?라는 의문을 갖고 

새로운 것을 찾아낸다면 전혀 다른 새로운 학문의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1일 오전 9:41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류약사의 꿈 그리고 우리 모두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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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OO 약사

나부터 함께합니다.

100세까지의 무병장수를 위하여~(8월 1일 

오전 10:02)

② 김OO 약사

혁명가란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트렌드를 뒤

엎고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라고 할 때, 유회장이 우리 약사님들에

게 제시하는 길이 혁명적이라는데 동감합니

다. 앞으로도 할 일이 적지 않기에 건투를 빕

니다!(8월 1일 오후 1:00)

③ 양OO 약사 

김OO 약사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혁

명가입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날 이 세상에 혁명가입니다.

더 이상 약국매출을 걱정하고 마진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약사는 아닙니다.

단순히 병증만 줄이고 관리만하는 치료의학에서 진

정한 건강이 무엇인지 깨닫고 치유의 길을 만들고 

넓히며 단단하게 다지고 안내하는 혁명가입니다.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

라 진정으로 아픈 이들을 위해서 건강해지는 길을, 

행복해지는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지 병을 몇 개로 줄이는 것이 아니

라 곧 맞이하게 되는 100세 시 에 100세까지 무병

장수하도록 돕는 치유의 안내자입니다.

여러분이 있고 제가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에 

무병장수의 길이 어렵고 힘든 불가능의 길이 아니

라 누구나 쉽게 손잡고 갈 수 있는 치유의 길입니다.

이번 휴가에서 또 한 가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위 한 혁명가의 길을!

100세 무병장수의 꿈이 모두의 현실로 만들어질 

때까지.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6일 오전 9:56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가족사랑과 환자사랑

처음 체험사례를 올리시는 분들 중에는 당장의 증

상개선을 목표로 안티OOO와 써클OO를 치료약처

럼 사용하고 증상개선이 되면 치료가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약사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좋은 치유의 길이 있고 무병장수와 백세

건강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어찌하는 

것이 좋을까요?

환자가 자신이고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거나 가족이면 당연히 알려주고 선택하게 

할 것입니다.

환자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타인이라서 단순히 

증상개선으로 성공했고 그것만으로 끝맺는다면 어

떤지 생각해 봅니다.

뿌리가 뽑히지 않고 겉에 나타난 증상만 개선된 상

태라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증상은 다시 재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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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깊이 새길 말씀들 감사합니다!(8월 26일 오후 

12:26)

이제까지 의학이 치료 중심으로 증상이 없어지면 

병이 치료된 것이고 그러므로 더 이상 약을 쓸 필요

가 없을 것이라는 사고가 충실하여 이후를 생각하

기 싫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치료는 증상을 직접 개선하는 방법으로 약을 활용

하기에 증상이 사라지면 더 이상의 방법이 없으니 

치료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유는 증상을 직접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세포의 환경을 개선하여 세포가 스스로 자신의 기

능을 회복하여 증상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치유에서 증상의 개선이 세포환경을 개선하는 초기 

단계만으로도 증상개선이 빠르게 나타나서 증상개

선과 치유의 종결이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는 잔디밭에서 잡초를 제거할 때 잔디 위에 올라

온 부분만 제거하고 뿌리는 뽑지 않는 것과 동일합

니다.

뿌리가 남아있으니 언제든 잡초는 그 자리에 다시 

돋아납니다.

잡초를 제거하려면 뿌리까지 제거해야 제 로 하

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길은 증상개선을 최종목표로 하기

보다는 세포의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고 세포

가 스스로 회복하여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최종목표로 합니다.

그것도 증상이 있는 일부분의 세포만이 아니라 온 

몸의 환경을 세포가 원하는 최적의 환경이 되도록 

도와서 온 몸에 있는 60조 개의 세포 모두가 건강한 

세포로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60조 개 세포의 건강회복이 곧 무병장수이고 백세

건강의 꿈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유의 길은 건강의 길이고 행복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갈 수 있고 뻔히 보이는 이러한 

길을 혼자만 가시겠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부모형제들과 함께 하겠지요.

그러면 나머지 가족들과 친구들은 어떻게 하시겠

습니까?

물론 함께 하겠지요.

마지막으로 약사님께 건강을 맡기고 의지하는 환

자분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사가 있는 이유가 환자가 있기 때문이고 환자들

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데 일조한다면 약사의 

직분이 자랑스럽고 행복할 것입니다.

약국을 찾는 환자분들에게도 가족과 같은 마음으

로 치유의 길을 알려주세요.

치유의 길을 안내하는 것은 약사님 몫이고, 선택은 

환자의 몫입니다.

당연히 선택의 결과는 환자의 결실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약국에 오시는 환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걱정하고 

치유의 길을 안내한다면 머지않아 약국에는 파랑

새가 몰려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6일 오전 10:45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초기 용량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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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사례를 보면 볼수록 초기 용량이 치유의 길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식품으로 개발된 안티OOO와 써클OO는 엄 히 말

하면 식품이므로 1일 섭취량은 정해지지 않았습니

다. 

단지 안티OOO와 써클OO의 처방을 정할 때 1일 권

장량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일 권장섭취량을 성인기준으로 2-9포 정도이고 

최  권장섭취량은 현재까지 18포까지입니다.

1일 2포는 최소유지량이고 1일 9포는 부분의 만

성질환에서 최  섭취량입니다.

1일 18포까지 나오는 경우는 교통사고로 충격을 받

았거나 패혈증이 왔거나 독감이 심하게 걸려서 힘

든 경우처럼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증상이 있는 부위는 반드시 염증이 있고 염증부위

는 부종이 있어서 단단하게 뭉쳐있습니다.

급성이면 단단한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짧은 시간

에 풀리는 경우가 많지만 만성인 경우에는 뭉친 정

도가 단단하게 굳어있고 심한 경우에는 낭을 형성

하여 염증부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초기 섭취량을 최소유지량으로 시작한

다면 단단하게 굳어있는 염증부위를 속까지 도달

하여 풀어주기가 어렵습니다. 

즉, 염증부위 주변에 있는 염증물질들을 풀어주고 

개선하면서 천천히 뭉친 부위에 작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명현증상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단하게 뭉친 염증 부위를 예정된 시간 안

에 모두 해결하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또한 발병 부위가 여러 군데인 경우에는 고쳐야 할 

부위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많이 고프면 밥을 많이 먹듯이 많이 

아프면 약의 용량을 늘리고 여러 군데 아프면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합니다.

안티OOO 써클OO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픈 게 심하면 섭취량을 늘리고 증상이 여러 종류

이면 약의 가짓수를 늘리는 신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약사님들 중에는 환자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

여 되도록 안티OOO와 써클OO의 섭취량을 적게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최소한의 섭취량과 최소한의 기간으로 치유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안티OOO 써클OO를 판매하는데 환자들의 저

항과 본인 스스로의 저항선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

닐까요?

저는 치유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판매가 아닌 치유

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효과를 위해선 충분한 섭취와 충분한 기간

이 필요합니다.

너무 최소섭취량과 최단기간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내린 결론은 환자들이 원하는 첫째 

소원은 병이 낫는 것입니다.

약사님들의 생각도 환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치유의 길에서 안티OOO서클의 섭취량을 과장되

게 하는 것도 원하지 않지만 너무 적어서 치유의 

길에서 좌절하는 것은 더욱 원하지 않습니다.

약사로서 치유의 길에서 충분한 치유의 안내자가 

되십시오.

선택은 환자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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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조언 감사합니다. 앞으로 복약지도에 많은 도

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

는데 안티OOO 써클OO의 제형이 환인데 그

럼 천궁이나 율무 엄나무껍질 등 천연약재들

은 잘 말린 것을 가루내서 다른 재료들과 섞

어서 환으로 성형한 것인지요? 혹시나 한약

처럼 달여서 그 추출액을 사용한 건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8월 26일 오후 12:12)

② 류형준 약사

김OO 약사 9월 중에는 액상제품이 나옵니다.

제품 제조에 관한 사항은 노하우로 남겨놓겠

습니다.

감사합니다.(8월 26일 오후 3:34)

2018년 8월 29일 오전 8:55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죄송합니다.

또 안티OOO와 써클OO의 난매가 발생하 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약사님들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의심되고 이런 분들과 끝까지 같이 갈 필

요가 있나 생각됩니다.

정말 많은 약사님들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정말로 

빈  몇 마리 잡자고 초가산간을 태우는 일은 없었

으면 합니다.

지난번 밴드에, <난매약국을 찾아내고 증거와 함께 

알려주시면 그에 따른 확실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올린 글이 있습니다.

약사님들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도 동네약국을 하던 약사라서 난매라는 것이 얼

마나 힘을 빠지게 하고 불신감을 조장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몇 분의 약사님들이 난매약국에 관한 정

보를 주시기도 하 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수집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준

이 아닌 단순한 제보수준으로 어느 약국이 난매를 

하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거래약국 수가 1500개입니다.

이 모든 약국에서 항상 가격을 지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원이기 때문에, 아는 약사가 부탁해서, 또 정말 

친한 친구라서, 그것도 아니면 너무 형편이 어려운 

환자라서 등등의 이유로 약사님 스스로 주어진 이

익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난매약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단순히 가

격으로 손님을 유도하여 이웃약국과 동료약사에게 

피해를 주고 불신감을 조장하는 약국을 말합니다.

이는 거의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행위이므로 증거

를 잡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카더라’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공분을 합니다.

그렇게 공분을 하지만 어느 약사님도 난매약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법이 있고 열 명의 경찰이 있어도 한 명의 도둑을 

근절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형사권도 없고 처벌권도 없는 제가 제보만

으로 어떻게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만 크

게 물게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티OOO와 써클OO로 난매를 하는 약국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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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증거를 잡아서 알려 주십시오.

항상 난매를 하고 있으니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쉬

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증거수집에 소요된 금액은 전액 보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국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확실하

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난매를 열심히 해서 많이 팔았는데 물건수급에 문

제가 생기면 그 약국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것

입니다.

저도 동네약국을 해오고 있고 난매약국을 하는 

학선배와도 크게 다툰 적도 있습니다.

또한 난매척결의 의지가 충만합니다.

지금과 같은 ‘카더라’제보가 아니라 확실한 제보가 

필요합니다.

약국봉투와 카드 수증이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까지 제보가 들어온 난매의심 약국이 

몇 군데 있는데 주문량을 확인해 보니 총 주문량이 

10개인 약국이 부분 입니다.

100개 200개씩 주문하는 형약국이 아니라 우리

와 같은 동네약국 수준으로 주문하는 약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난매약국이라고 지목된 약국이 결코 많지 않고 결

코 안티OOO와 써클OO를 많이 파는 약국도 아니

라는 것입니다.

이는 난매약국이라고 신고 된 약국이 과연 난매약

국인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 실제 난매로 피해를 

입는 약국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여름 초입에는 첫 주문하는 약국이 100개를 주문

해서 혹시 난매를 하지 않을까 해서 주문거절을 한 

적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난매약국은 한 달에 몇 백 개를 주문하든 저는 그런 

약국과는 결코 함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제 의지를 확인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도 난매할 것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전화

가 매일 옵니다.

약국에서 사 먹었는데 비싸니 싸게 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제 답은 항상 같습니다.

우리는 소비자에게 우리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

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난매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뒤따라 나오는 

것이 거점약국입니다.

안티OOO와 써클OO를 어떤 제품으로 생각하십니

까?

정말 일부 약국만 배불리는 제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민국 국민 모두가 치유의 길에 동참하여

야 하고 치유의 길로 가는 도구로 안티OOO와 써클

OO가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빈  몇 마리 잡자고 초가산간을 태우는 바보 같은 

짓은 안 할 것입니다.

한민국 약국 전체가 다 취급하여도 문제가 안 될 

만큼 충분한 시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치유의 길을 통해서 약싸개니 약장사니 하는 약사

님들을 조롱하고 자괴감을 갖게 하는 말을 지우고 

싶습니다.

단지 약을 파는 약사가 아니라 환자의 건강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그 노력의 가를 당당하게 요

구하는 약사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안티OOO와 써클OO 그리고 치유의 길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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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만한 자격이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약사님들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정말 난매에 피해를 보고 공분한다면 난매에 한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보내주세요.

제가 정말 그렇게 할 용기와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

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19일 오후 10:43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1. 며칠 전 개인적으로 온 질문 중에 자신은 사혈과 

뜸으로 거의 부분의 병을 치료하는데 어떻게 생

각하는지?

2. 또한 자신의 사혈요법과 뜸요법을 안티OOO 써

클OO와 합쳐서 작용하면 시너지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지막으로 사혈요법과 뜸요법 그리고 안티OOO 

써클OO로 크게 세상에서 히트를 치겠다는 바램까

지 함께 보냈습니다.

문자, 메일, 개인톡 등 여러 경로로 문자가 오는데 

확인 즉시 답하지 못하면 이후에는 찾지 못하는 경우

도 있어서 답글을 달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질문의 경우도 그러한 경우에 속하고 또 약사님

들 중 궁금해 하는 분들도 계실까하여 공식적인 답

변을 합니다.

답글 1)

1. 첫째, 저는 사실 침, 뜸, 사혈 등에 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자면 먼저 

약국에서 약사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적법해야 합

니다.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는 금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둘째, 침, 뜸, 사혈요법으로 증상개선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병마의 뿌리까지 없애는 것은 힘들 것으

로 생각합니다.

그 예로 제주도에 계시는 유력인사분이 당뇨가 있

었는데 뜸으로 유명한 00선생님께 당뇨요법을 받

았고 끝까지 믿고 가자는 의지를 갖고 현 의학의 

혈당치료 없이 뜸요법만 3년간 하 습니다.

자꾸 체중이 심하게 빠지기에 병원에 갔더니 혈당

이 너무 높아서 혈관까지 망가졌다고 심하게 나무

라더랍니다.

침, 뜸, 사혈요법에 한 효과는 위의 사례로 신

하겠습니다.

2. 안티OOO 써클OO가 합쳐져서 효과가 좋아지는

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침, 뜸, 사혈요법이 약국에

서 약사가 행하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주의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병은 단순히 테크닉만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닙

니다. 

또한 환자에게 행하는 모든 행위가 단지 돈벌이 행

위로 행해지면 안 된다는 것 입니다.

저는 환자를 볼 때마다 어렵고 힘듭니다.

제 명을 나누어야 환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

한 소명이 있어야만 환자는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

는 것입니다.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돈벌이의 수단으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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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고치려고 한다면 열 명의 환자 중에 꼭 불만을 

갖는 분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9일 오전 9:14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안티OOO와 써클OO의 가격질서에 하여

지난번 판매질서를 흐린 약국이 있어서 경고한 후 

지난주 새롭게 주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규칙 로 주문량을 30개에서 10개로 제한하고 할

증분 없이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사님께서는 이제까지 그러한 규정

에 한 설명도 없고 밴드에는 가입을 안 해서 본적

도 없으며 주문 시에 그런 규정 있는 계약서에 서명

한 적도 없는 상황에서 지난번 경고 이후로는 가격

을 지켰더니 오히려 안티OOO와 써클OO의 매출이 

줄었다는 항의를 했다고 직원에게 전해 들었습니

다.

확인한 결과 담당직원이 약사님께 제 로 설명하

지 않은 것은 맞아서 다시 설명하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 할증분 없이 안티OOO만 10개 주문하

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담당직원의 불성실한 

조치에 해 사과드립니다.

아무래도 담당직원은 약사님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직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소통

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회사입장에서는 무조건 많이 

판매하면 좋습니다.

이런 골치 아픈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제품만 많이 

팔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이제까지 동네약국만 하 습니다.

가격 때문에 그동안 쌓았던 신뢰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한순간 어긋나는 것을 몸소 겪으면서 오늘날

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저와 여러분의 예스킨은 확실히 다

를 수 있습니다.

약도 아니고 건기식도 아닌 단지 기타가공식품인 

안티OOO와 써클OO를 처음부터 알아봐주고 믿어

주고 키워주신 약사님들이 부분 저와 같은 동네

약국을 하시는 약사님들입니다.

그 분들이 처음부터 걱정하고 부탁하신 것이 바로 

가격문제로 신뢰가 사라지는 일은 없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심정을 너무 잘 알기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단 여러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약국이 그랬는지 증거와 함께 확실히 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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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OO 약사

류선생님과 예스킨이 가격을 지켜주셔서 동

네약국이 삽니다. 류선생님 감사합니다.(10

월 10일 오전 3:47)

② 이OO 약사

아주~~ 기본적인 상식, 배려만 있으면 이런 

공지 없어도 될 일인데~~ 안타깝네요^^

우리 약사사회 전반적인 모습이기도 하지요

ㅜㅜ 수고에 늘 감사드립니다.(10월 10일 오

후 12:29)

③ 김OO 약사

류선생님 감사합니다.

가격질서를 흐리지 않는 것은 예스킨과 약사

시면 반드시 조처하겠습니다.

예스킨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단지 제보만으로 

조사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

습니다.

그래서 더욱 약사님들의 협조와 신뢰가 필요합니

다.

그 약국의 판매량이 정말 많아도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니 많을수록 피해를 보는 약국이 많은 것이니 더

욱 철저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다행히 그런 약국은 없었습니다.

주문량도 많지 않고 당연히 판매량도 많지 않았을 

약국들이 문제를 발생한 약국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제까지의 일상처럼 본인이 관리하는 약

과 제품에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두지 않고 단지 

마진을 주는 제품을 판매하는데 중점을 두다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안티OOO와 써클OO를 접하시는 약사

님들이 안티OOO와 써클OO의 가치를 알기 전까지 

할증분 때문에 많은 양을 주문해서 약장에만 쌓여

있으면 주문한 것을 후회하고 어떻게든 빨리 판매

하려는 급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안내하기 위해 안티OOO와 써클OO

의 가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익을 위한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처음 안티OOO와 써클OO

를 주문하는 경우 처음 3회는 10개 단위로만 주문

을 받습니다. 이후 3회는 10개나 30개 단위까지 주

문을 받습니다. 이후에는 10개, 30개, 100개 단위

까지 마음 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단, 가격질서로 인해 문제를 일으킨 약국의 경우, 

제한 기간 이후에는 처음 주문하는 단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는 안티OOO와 써클OO를 많이 판매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티OOO와 써클OO의 가치를 제 로 알고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준비기간을 갖게 하여 재고

부담을 줄이고 그로인한 약국질서를 흐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이미 제품을 주문할 때 내부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인데 혹여 모르시는 약사님들이 많

을 것으로 생각되어 알려드립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와 예스킨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 주시면 아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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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과의 신뢰라 생각합니다.

또한 가격질서는 안티OOO와 써클OO의 가

치를 존중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의 예스킨 감사합니다.

지지하겠습니다.(10월 11일 오전 11:43)

④ 류형준 약사 

저는 약사님들을 믿습니다.

치유의 길은 장사꾼의 길이 아니고 약사님의 

길입니다.

안티OOO와 써클OO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 

파는 물건이 아니라 아픈 환자를 건강하고 행

복하게 하는 치유의 길에 도구입니다.

저는 약사님들과 치유의 길을 함께 할 것입니

다. 감사합니다.(10월 11일 오후 5:45)

⑤ 이OO 약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10월 18일 오전 

7:40)

⑥ 장OO 약사

가격으로 속상할 때 많았는데 가격 지켜주신

다니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지지하겠습니다.(10월 19일 오후 

7:13)

① 박OO 약사

독감예방접종 무료로 해주는데도 남편이 안 

맞는답니다. 안티OOO 써클OO 먹는데 맞을 

필요없다고~ㅎㅎ.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더

니만 확실히 믿고 열심히 복용합니다.(10월 

9일 오전 11:28)

② 김OO 약사

지는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로

부터 잠시 빌린 것이다.(인디언 격언).

참 현명한 것 같네요.(10월 9일 오후 3:28)

③ 최OO 약사

안티OOO와 써클OO 있는 우리들은 독감주

사는 필요 없습니다. 독감이여 굿바이~~(10

월 10일 오전 3:43)
2018년 10월 9일 오전 10:00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앞으로 11월이면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약사님들의 독감 비책은 있으신가요?

독감유행에 비하여 안티OOO와 써클OO의 활용

법을 알려드립니다.

1. 일반적인 독감인 경우

안티OOO 111과 써클OO 111 3일간 복용

2. 오래가는 독감

안티OOO 111과 써클OO 111  7일간 복용

3. 심한 독감

안티OOO 333과 써클OO 333 3일간 복용 후 용량

조절

올겨울 독감시즌에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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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2일 오후 3:09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오늘 소비자님으로부터 문의전화를 받았습니다.

자녀가 근이 양증인데 5개월째 안티OOO와 써클

OO를 약국에서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머리카락을 보내서 확인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 의학에서는 근이 양증은 유전병으로 판명을 

내린 질환입니다.

저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결론을 내린 질환이지

만 신경계질환이므로 안티OOO와 써클OO로는 치

유되는 범위를 넘는 질환입니다.

약사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모르지만 근

이 양증 환자의 증상 중 일부증상은 개선될 수 있

지만 완전한 치유는 열외라고 생각됩니다.

안티OOO와 써클OO는 약국에 오시는 경질환자 중 

하위 80%에 효과가 있도록 처방한 제품입니다.

그 이상의 질환은 처방도 체질에 따라 달라야 하고 

체질처방만으로도 안 되고 체질식과 체질요법 등 

여러 조건을 만들어주고 유지해야만 치유가능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도 치유될 수 있는 질환은 많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약사님들이 관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안티OOO와 써클OO를 활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치료법이 없어서 힘들었던 쉬운 병을 

확실하게 치유의 길로 안내해 주는 것이 명약사입

니다.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되는지 

파악도 안 되는 어려운 병까지 도전해서 치유율을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13일 오전 9:12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오늘 읽은 체험사례 중에 박OO 약사님의 사례에서 

주변 병원의 의사들이 자기 환자들에게 안티OOO

와 써클OO를 팔지 말라고 항의해서 근무하는 약국

의 주인 약사님이 난처했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약국들이 처방

전에 의지하여 운 을 하는 한 빈번하게 일어날 것

이고 많이 고민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저는 약사님들에게 약사의 길을 가라고 하고 싶습

니다.

약사님마다 생각하는 약사의 길이 모두 다를 수 있

지만 그 길이 다르더라도 스스로 양심에 물었을 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약사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

다.

얼마 전에 듣게 된 의미있는 체험사례를 올립니다.

종도에서 OOO약국을 하는 이OO 약사님에게 들

은 이야기이고 환자분께 직접 확인한 이야기입니

다.

홍OO, 남자 38세, 중증근육신경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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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OO 약사

더욱 더 정진 하겠습니다.(10월 13일 오전 

9:28)

② 박OO 약사

오늘도 속이 울 거려 맛을 못 드시는 분이 

안티OOO 드시고 이제는 밥도 먹고 아무렇지

도 않다고 안티OOO 사가십니다. 이분은 보

호환자분이라 내과에서 원없이 위장약을 종

류 로 수년째 드시고 계십니다 물론 내과위

장약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심할 때만 위장약 

한번씩. 그리고 안티OOO 101로 병행 중. 이

제 안티OOO 한 달 조금 넘게 드셨는데 그 

고통에서 해방되어가고 있습니다.(10월 13일 

상기병은 담당할 의사도 분당 000병원과 전북 00

병원에 각각 한 명의 의사, 총 두 명 뿐이며 10년간 

어떤 치료를 해도 치료할 방법이 없고 단지 마약성 

진통제의 복합투여로만 치료하고 차도도 전혀 없

는 상태입니다.

일주일이면 1-2번씩 심하게 통증이 오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끝내는 기절하고 

응급실에 실려 가서 3일 정도 입원을 해서 마약성 

진통제로 복합투여를 해야 비로소 통증이 개선되

어 퇴원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우연히 이약사님의 약국에 들러서 자신의 

병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약사님은 이분의 처지

가 너무 안타까워서 써클OO를 한 통 무료로 드리고 

1회 3포씩 1일 3회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라고 했답

니다.

당연히 먹는 동안에도 통증발작이 나타나서 분당 

OOO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10년 동안 자신을 담당하던 의사를 만났고 그 

의사에게 써클OO 이야기를 하면서 써클OO를 먹

었더니 몸이 가볍고 컨디션이 좋아지는데 먹어도 

되는지 물었답니다.

담당의사의 답변이 그 제품을 자신도 아내가 함께 

먹고 있는데 좋은 것 같다고 계속 먹어도 된다고 

하 답니다.

그리고 다시 안티OOO와 써클OO를 무료로 드려서 

각각 1회 3포씩 1일 3회 먹게 하고 2주가 지나니 

10년 동안 아주 극심해서 화가 거의 불가능할 정

도의 천명이 깨끗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 통증발작으로 다시 분당OOO병

원에 갔고 담당의사에게 그러한 경과를 설명했더

니 담당의사가 하는 말이 자신은 어릴 때부터 발생

하여 고치지 못했던 천식이 있었는데 안티OOO와 

써클OO를 먹고 좋아졌다고 하 답니다.

한민국 최고의 병원 중에 하나인 분당OOO병원

에서 근무하는 이름도 모르는 의사의 솔직한 한마

디 말이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되었고 커다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그냥 나에게만 해당하는 사례가 아

니고 안티OOO와 써클OO로 환자를 치유의 길로 

안내하는 모든 약사님께 동시에 해당하는 사례입

니다.

박OO 약사님을 비롯한 많은 약사님들이 의사들로 

부터 많은 견제를 받고 앞으로도 그러한 일은 반복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약사님들이 자랑스럽고 보람된 

약사의 길을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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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39)

③ 박OO 약사

어느 것이 옳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

다.(10월 13일 오전 10:40)

④ 박OO 약사

참고로 이분은 가스활명수, 훼스탈, 청심원 

등의 한 달 약값이 안티OOO 값보다 더 지출

이 컸던 분입니다^^(10월 13일 오전 10:43)

⑤ 박OO 약사

원장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하지는 안했지만 

안티OOO 복용 중인 상포진 환자한테서 먹

지 말라는 얘기 들었습니다~ㅠㅠ(10월 13일 

오전 10:50)

⑥ 박OO 약사

저는 [써클OO/안티OOO] 얘기는 아니지만, 

몇 년 전 환자의 이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칼

맥>을 열심히 환자에게 설명하곤 하 습니

다. 어느 날 이웃 치과원장한테서 칼맥설명을 

하지 말아 달라는 전화가 왔는데요.

그렇다고 아니할 수 없었어요.

‘이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건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고’, ‘이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걸 외면하

는 건 국민건강을 망치는 것이니’ 그 로 소

신 로 했더니 그 후론 아무 말이 없었답니

다.ㅍㅎㅎ(10월 13일 오후 3:57)

⑦ 류형준 약사 

양OO 박OO 박OO 박OO 약사 감사합니

다.(10월 14일 오전 8:54)

2018년 10월 20일 오전 7:24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작년 12월에 올렸던 글인데 지금의 마음도 그때와 

같아서 다시 올립니다.

이제까지 약국시장은 제로섬 게임이었습니다.

내 약국이 잘 되려면 누군가의 약국 매출을 빼앗아 

와야 하는 거지요.

약국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 또 동료약국의 환자를 

빼앗기 위해 단순한 서비스 경쟁이 아니라 순식간에 

동료를 천하에 몹쓸 사기꾼으로 만드는 가격난매가 

형약국이 성공하는 공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지난번 글에서도 밝혔듯이 약사님들이 안티

OOO와 써클OO를 마구잡이로 팔아 부자가 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가격난매로 다른 약사님들을 몹쓸 사기꾼으로 만들

고 부자가 되는 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약속드립니다.

아무리 많이 판매하는 약국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약국에 해서는 제품을 

공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분들을 위해 꼭 필요

한 분들에게 안티OOO와 써클OO를 알려주고 그에 

합당한 가를 받기 원할 뿐입니다.

여기 계신 약사님들이 지금처럼만 모두가 해내면 

이제부터 약국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무한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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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이 시 에 꼭 필요한 정신임을 공감합니다.

몇 십 년 전부터 잘못된 의식을 바꾸는데 선봉

장이 되어 주시니 전국의 약사선생님들도 새

로운 다짐을 해야 할 때라고 여깁니다.(10월 

20일 오전 9:53)

② 김OO 약사

적극 동감입니다.(10월 20일 오전 10:34)

③ 이OO 약사

꼭 필요한 분들에게 안티OOO와 써클OO를 

알려주고 그에 합당한 가를 받길 원하다는 

말씀~♥

약사도 좋고 환자에게도 더더욱 좋은 그런 신

세계가 가능해진다는 말씀~♥

2018년 류형준 선생님 만난 것, 안티OOO 써

클OO 만난 것이 약사로서의 제 인생에 아주 

큰 선물입니다.

늘 감사합니다~~(10월 20일 오전 11:15)

장하는 신세계입니다.

지금까지 약국에서는 생각치도 못하고 병원에서도 

근본적인 개선 방법이 없는 많은 질환에서 일관성 

있는 치유의 결과를 체험하고 진화해 간다면 새로

운 의료시장의 주역으로 여러분의 약국이 자리할 

것입니다.

인류를 괴롭히는 질병 중 하위 80%는 치유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사만이 좋은 신세계가 아니라 약사도 좋고 환자

에게도 더더욱 좋은 그런 신세계가 가능해지는 것

을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안티OOO와 써클OO를 무조건 

많이 파는 약사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손잡고 세상을 바꿔갈 약사님들이 더욱 필요합니

다.

제가 감히 말하건데 현 의학의 흐름을 바꿀 새로

운 방향을 찾아내고 약사님들께 선물로 드렸으니 

그 완성은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이러한 소망은 허무맹랑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

고 있습니다.

그 광된 자리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작은 욕심에 연연하지 말고 모두 함께 행복한 세상

을 향해 서로 손잡고 같이 갑시다.

그리고 광된 자리에 함께 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27일 오후 12:10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 꼭 읽어 주세요.

배달의학과 한방

안티OOO와 써클OO는 단지 제품으로만 개발된 것

이 아니라 배달의학의 이론 하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배달의학은 저와 이나주 약사 그리고 몇 분의 약사

와 함께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새롭게 창안한 의학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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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과 현 의학을 비교하면 이론은 현 의학이 

훌륭하고 약은 자연약이 좋다는 것을 깨닫고 현

의학의 이론 하에 자연약을 결합한 의학입니다. 

질병을 관리하는 방식도 병증에 직접 작용하여 병

증을 개선하는 치료가 아니라 병증이란 결국 병증

에 관여하는 세포가 제 로 활동하지 못하는 것입

니다.

세포가 왜 제 로 활동하지 못 하는가 연구해 보니 

부분 만성질환, 퇴행성질환, 난치병, 불치병, 유

전병 등에서 병증에 관련된 세포가 바이러스 감염

이 되어 있고 병든 세포에서 스며 나온 병적산물들

이 세포 주변에 쌓여서 체액의 순환이 방해되어 병

증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범위 항바이러스제로 원인이 되는 바이

러스를 없애고 림프순환촉진제로 세포환경을 개선

하는 치유의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달의학 치료에서 “치유로 치유의 기준을 

세우다”라는 생각 하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안티OOO와 써클OO입니다.

천기누설건강법의 안티OOO와 써클OO를 접하는 

약사님 중에 안티OOO와 써클OO에 의이인, 천궁, 

해동피, 지각, 유향, 몰약 등의 한약제가 들어있어

서 한약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고 활용하시는 분들

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종종 접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방에 한 생각은 이미 누구나 알

기 쉬운 한약제제 길라잡이 책자에서 옛 선인들의 

임상경험과 그 결과는 매우 훌륭하고 틀림없이 맞

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이론은 당시 시 적인 상황

을 미루어 짐작하면 해부학도 부족하고 생리학은 

전무하고 신경과 뇌에 한 사고는 없고 바이러스

와 세균에 한 인지도 못했던 정도이니 한방이론

에 해서는 한방과 현 의학이 등한 입장에서 

교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미 설명하 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론은 현 의학이 옳고 약은 

자연약이 좋다고 내렸습니다.

여기서 자연약이란 자연에서 구하는 모든 약을 말

하는 것이지 단지 한약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

니다.

한약 역시 자연에서 구한 약이지만 한약은 자연약

을 한방적인 이론으로 풀이해서 한방이론 하에 임

상에 적용하는 약입니다. 

제가 말하는 자연약은 자연에서 구한 약을 한방이

론이 아니라 현 의학의 약물학으로 해석하여 현

의학의 이론 하에 임상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굳이 한방으로 풀이하려고 해도 한약에서 사용하

지 않는 마누카꿀, 바시키리아꿀, MSM, 당 , 올리

브잎추출물, 자일리톨, 프로폴리스 등에 한 것은 

한방적으로 풀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구성성분의 절반 정도는 한약재로 사용한 적이 없

는 자연약인데 그 점은 어떻게 해석하려는지요?

저는 단순합니다.

배달의학도 단순합니다.

그리고 안티OOO와 써클OO 역시 단순합니다.

써클OO는 한방의 원리가 아니라 단지 현 의학에

서 밝힌 림프계에서 림프의 순환을 촉진하여 세포

가 원하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제

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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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세포의 기능이 회복되면서 다양한 세포의 

기능이 정상화 되고 그러면 다양한 병증은 자연스

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겨울의 얼음이 저절로 녹고 새싹이 자연

스럽게 돋아나는 것처럼 약효로 병증을 없애는 것

이 아니라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면 병증은 저

절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안티OOO 역시 한방의 원리가 아니라  광범위 항바

이러스 작용, 항균 작용, 항진균 작용 등의 효과가 

있는 자연약을 찾아서 적절한 배합비를 찾아서 최

한 넓은 범위에서 최 의 효과를 내게 하고 부작

용은 적게 조합하여 만든 제품입니다.

당시 한방의 이론은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의 존

재를 인식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한방이론을 적

용할 수 있을까요?

세균, 바이러스, 진균은 어느 약사나 아는 현 의학

의 이론입니다.

단지 바이러스질환에 한 범위는 현 의학과 저

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천기누설건강법에서 부분 만성질환, 퇴행

성질환, 난치병, 불치병, 유전병까지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티OOO가 말도 안 되는 병증에 작용하여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면역력증강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티OOO와 써클OO가 양인약

이니 음인약이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춘하추동 16체질을 완성하고 여러번 강

의도 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한약재 500여 종과 건기식 원료와 식

품까지 체질을 분류하고 약물학적으로 해석하여 

결과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안티OOO와 써클OO는 체질적인 성향이 약한 자연

약을 선택하고 그 비율도 체질적인 성향을 중화하여 

체질에 상관없이 상용할 수 있게 만든 제품입니다.

그러니 “양체질 제품이다 음체질 제품이다”라는 

불필요한 논쟁은 없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티OOO와 써클OO는 100점짜리 

처방이 되지 못하고 75-80점 정도의 제품이고 또

한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병에 적용

하지 못하고 약국에 오는 환자 중에 경질환자를 

상으로 적용하도록 개발된 제품인 것입니다.

약국에 오시는 경질환자만 확실하게 치유의 길로 

안내하여도 세상에 존재하는 병 중에 80%는 치유

의 길에서 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티OOO와 써클OO를 한방적으로 해석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한방적인 

해석이 림프순환촉진과 광범위 항바이러스제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활용하는 것보다 어렵고 적용

범위가 줄어들게 될까 걱정되어 저의 생각을 올립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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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OO 약사

제가 할 수 있는 것 확실히 실천하겠습니다

감사 드립니다.(11월 3일 오전 9:01)

② 송광륜 (주)예스킨

 

(11월 3일 오후 12:11)

③ 류형준 약사 

양OO 약사 감사합니다.(11월 7일 오후 1:04)

2018년 11월 3일 오전 8:58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건강플러스 실천하기에 하여

체험사례를 읽다보면 안티OOO와 써클OO의 복용

에만 집중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건강플러스 실천하기에서 설명한 찬 것 안 먹기, 

매운 것 안 먹기, 호보법, 각탕법, 산소호흡법, 일광

욕 등의 실천이 많이 부족한 듯합니다.

지난주부터 힐링센터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랑 

근처에 있는 수봉공원에서 7시 반부터 30분간 함

께 호보법을 했습니다.

한번에 연결된 200계단을 3번 호보법으로 올랐습

니다.

그 중 한 직원이 처음 한번 올라왔을 때부터 이미 

탈진상태 습니다.

그럼에도 억지로 세 번을 시키니 하루 종일 정신을 

못 차리고 피곤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삼일 정도 몹시 힘들어 하다가 이제는 힘들

어하긴 하지만 순간뿐이고 스스로 네 번째 호보법

을 시도합니다.

네 번을 오르고도 힘든 기색은 거의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정도의 노력으로 이렇게 폐활량 강

화, 심장 강화, 체력증진, 지구력 강화, 면역력 강화 

등에 극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운동은 없습니

다.

건강플러스 실천하기에서 설명한 한 가지 한 가지

가 정말 많은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보석 같은 건강

법입니다.

약사님들 먼저 하나 하나 실천해보고 그 효과를 직

접 체험으로 체득한다면 약사님들의 실력은 건강

플러스를 경험한 이전과 이후로 달라질 것입니다.

제 바램은 건강플러스 실천하기가 치유의 길에서 

지금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중요한 도구로 쓰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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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3일 오전 9:36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치유의 길을 함께하는 약사님에 하여

지난 주말에 중 약  미생반 OB모임이 있어서 1

박 2일 가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번에 보낸 안티OOO 써클OO 선물

세트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중 한 동기가 자기 약국은 형약국이라 취급하

면 난매를 해야하는데 취급해도 되냐고 묻더군요.

제 답은 당연히 취급하지 말라 습니다.

친구도 형약국은 당연히 가격을 싸게 판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했다가 혹시 제

게 누가 될까 물었던 것입니다.

많은 약사님들이 가격에 예민하고 가격만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현실은 가격 때문에 우리약국을 건너서 옆 

약국을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으면 전국의 환자분들이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승용차 타고 우리약국에 

옵니다.

저는 약사님들의 약국이 효과로 인해 그런 실력이 있

는 약국이 될 수 있는 치유의 길을 알려 드렸습니다.

약사님들이 지금까지 어떤 공부를 하 던 얼마의 

내공이 있든 배달의학이 제시하는 치유의 길은 약

사님들이 이미 갖고 있는 실력에 많은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안티OOO와 써클OO 그리고 건강플러스 실천하기

에서 제시한 찬 것 안 먹기, 매운 것 안 먹기, 각탕법 

하기, 호보법 하기, 산소호흡법 등을 제 로만 공부

하고 활용하여도 약사님의 실력은 이전과 이후로 

달리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생각합니다.

약사는 전문인이고 약의 선생님입니다.

전문인이면 전문인으로서의 실력을 갖추고 세상에 

공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전국에 계신 모든 약사님이 모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배달의학의 치유의 길이 약사가 장사가 아

닌 당당한 실력으로 환자에게 치유의 길을 제시하

고 결과로서 믿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

고 있습니다.

배달의학의 치유의 길은 환자들과 소통하여 건강

하고 행복하게 인도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천기누설건강법에서 제시한 치유의 원리를 이해하

고 방법들을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명약사

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약사님들이 이미 명약사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약사님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길 원하는 약사님들과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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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저도 안티OOO 써클OO 만나기 전과 후가 확

실히 다른 약사 중 한사람입니다.

약사로서의 제 인생에 큰 선물이지요~~^^

안티OOO 써클OO 복용 후 환자들이 생기를 

되찾는 것 만큼 약국에도 활기가 넘치는 걸 

느낍니다. 하여 늘 감사합니다~~^^(11월 3일 

오전 11:41)

② 임OO 약사

안티OOO 써클OO 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자신은 없는데요~~

명약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약사님, 이런 좋은 제품 만들어주셔서 고맙

습니다~~^^(11월 3일 오후 2:45)

③ 류형준 약사 

이OO 임OO 약사 감사합니다.(11월 7일 오후 

1:04)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6일 오전 6:39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어제 문의를 하신 약사님의 내용입니다.

구내염이 있어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치료했는

데 6개월 동안 낫지 않아 안티OOO 써클OO를 101

로 2개월 이상 드시게 했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다

는 내용입니다.

다른 증상이 없냐고 하니 허리도 아프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정도라면 반드시 다른 증상도 여러 가

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질문을 지난번 배달의학협회 창립총회에서도 

받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처음에는 구내염에 안티OOO 써클OO를 

101로 쓰는데 효과가 없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서울

병원에서 6개월간 치료를 했는데도 차도가 없는 

상태 습니다. 

답변)

3~7일이면 저절로 없어지는 구내염이 6개월씩 낫

지 않는다면 환자의 면역력은 매우 심각할 정도로 

떨어져 있고 신경도 예민해지고 당연히 체력 또한 

같은 상태일 것입니다.

구내염은 표면뿐 아니라 깊이 염증을 일으키고 있

는 상태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른 증상도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예상되

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환자는 매우 심각한데 안티OOO 써클OO 

101은 용량이 매우 부족할 것입니다.

저의 처방은 안티OOO 333과 써클OO 333으로 증

상을 개선하고 나서 용량조절을 하고 싶었지만 약

사님이 따라오기 어려울까 염려되어 안티OOO 222

와 써클OO 222로 먹게 하고 명현반응이 나타나면 

1개월 정도 용량 유지하고 명현반응 없이 증상이 

줄어들면 10일 정도 후에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로 유지하면서 조절하라고 했습니다.

안티OOO와 써클OO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용량의 

결정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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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OO 약사

안녕하세요 약사님. 말씀해주신 처방이 이미 

적용된 처방인가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적용 

후 증상 개선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1월 6일 오전 8:03)

② 류형준 약사 

어제 문의에 한 답변이므로 기다려야 합니

다. 감사합니다.(11월 6일 오후 5:12)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유지할 때는 적절하게 하는 

용량조절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6일 오후 5:04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치유의 새로운 시도

이제까지 암 치료는 자연약 중에서 항암효과가 있

는 약재를 찾아서 최 한 항암효과는 유지하고 부

작용은 최 한 적게 한 처방을 만들어 암세포와 체

질차가 서로 싸우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빠른 항암효과를 기 할 수 있지만 

암세포 안에 있는 암액질이 암세포가 죽으면서 터

져서 빠르게 주변환경을 악화시키고 강력한 명현

현상을 초래하여 매우 힘든 투병과정을 거쳐야 하

는 경우가 부분이었습니다.

몇 년부터 새롭게 착안한 방식이 항암처방을 사용

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기능을 재생시키고 림프순

환을 촉진하여 세포가 원하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

고 우리 몸의 사기능을 정상화하면 면역기능도 

자연히 정상화됩니다.

이후 면역세포와 암세포가 싸우게 하여 암세포를 

제압하는 방식을 암환자에게 적용하 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이점은 먼저 빠르게 사기능이 정

상화하여 컨디션 회복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둘째, 암세포의 제압은 다소 느리지만 전신의 세포

환경정상화는 암세포의 전이를 억제하고 암세포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셋째, 세포환경이 정상화 된 이후에는 암세포의 파

괴가 암세포에서 나오는 암액질(독성물질)의 정상

적인 배출이 가능해져서 암세포가 파괴될 때라도 

비교적 수월한 투병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장점으로 인하여 암치유 과정을 새롭

게 착안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유방암 환자의 경우에도 성공적인 사례를 

확인하 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로 약사님에게서 좋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위암3기인데 암정기검진결과 암지표수치가 내려

가고 겨드랑이 임파선에 있던 작은 멍울이 없어졌

다고 합니다.

암에 있어서도 치료가 아닌 치유의 전환을 조금 진

행시키고 있습니다. 

암의 치유과정을 확인할 시기도 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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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기 합니다~~!(11월 6일 오후 6:13)

② 정OO 약사

기원합니다.(11월 6일 오후 6:43)

③ 김OO 약사

지는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로

부터 잠시 빌린 것이다(인디언 격언).

암환자에게까지 치유의 길이 벌써 진행되고 

있네요. 암 환자의 고통과 걱정, 염려를 많이 

덜 수 있어 무엇보다 기쁘며, 류형준 선생님

의 오래 전부터 시작된 환자 치유에 한 남

다른 집념과 노력과 치유가 더 큰 결실을 이

루어 그 실질적 성과를 바라보는 마음 또한 

흐뭇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나머지 20%

의 중증 환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실지 

기 됩니다.(11월 6일 오후 7:56)

④ 최OO 약사

초기 암환자 치료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서 선생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11월 7일 

오전 3:27)

⑤ 김OO 약사

흥미진진하고 기 됩니다.(11월 7일 오전 

9:04)

⑥ 신OO 약사

암세포 자체가 분비하는 물질이 건강한 세포

환경에 해를 끼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치유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 됩니다.(11월 7

일 오전 9:47)

⑦ 류형준 약사

이OO 정OO 김OO 최OO 김OO 신OO 약사 

새로운 시도는 항상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합

니다.

특히 암과 같이 생명을 두고 고민하는 경우에

는 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11월 7일 오후 4:32)

⑧ 김OO 약사

지는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로

부터 잠시 빌린 것이다.(인디언 격언)

⑨ 류형준 약사 

류형준 선생님을 깊이 신뢰하며, 기 하세

요  이런 말씀 잘 안하시는 분이신데 이런 말

씀의 언급으로 저는 가슴 조마조마해 하면서 

기 하게 됩니다. 

류형준 선생님을 지지하며, 응원합니다! 처음 

가 보는 길을 먼저 행하신 분으로서 첫 걸음

을 내디딜 때 두려움과 용기가 얼마나 필요했

을지 저희는 감히 짐작도 못할 뿐이겠지

요.(11월 7일 오후 6:57)

기 하세요.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10일 오전 11:22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이제 거의 배달의학힐링센터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운 하다가 2017년 8월부터 안티OOO

와 써클OO의 주문이 몰리면서 불가피하게 접었던 

예스킨 한방힐링센터를 이름을 바꿔서 배달의학힐

링센터로 개명하고 약국명 역시 류형준 배달약국

으로 개명을 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원은 류형준 약사, 이나주 약사, 전근 중의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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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지는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로

부터 잠시 빌린 것이다(인디언 격언).

류형준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11월 

10일 오전 11:35)

② 박OO 약사

단하십니다.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

다. 제가 생각하는 모델입니다.(11월 10일 오

전 11:47)

③ 김OO 약사

지는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로

부터 잠시 빌린 것이다(인디언 격언)

많은 난치병들이 더 이상 난치가 아닌 치유의 

길로 이름으로 해서 환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

지고, 수명을 연장하는 쾌거를 볼 것입니다. 

그것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날을 기다려

봅니다.(11월 10일 오전 11:52)

④ 이OO 약사

축하드립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11월 10일 오후 

12:03)

⑤ 장OO 약사

축하드립니다.(11월 10일 오후 12:20)

⑥ 신OO 약사

축하드립니다.

약사들의 직능 확 가 되는 롤모델이 될 것입

니다. 열심히 배우고 따라 가겠습니다,(11월 

10일 오후 12:27)

명성 중의사, 인포데스크는 장정심 선생님으로 인

원이 구성되었습니다.

12월초부터는 제가 개발한 배달의학 림프힐링테라

피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유일한 물리치료교수

이자 물리치료와 테이핑의 가이신 김응범 교수

가 합류할 예정이고 앞으로 여자 중의사나 피부미

용사를 증원할 예정입니다.

안티OOO와 써클OO를 통한 종합적인 관리와 국소

적인 통증이나 증상을 나타내는 부위에 직접적인 

국소요법까지 함께 진행하기 위한 갖춰야 할 기본 

구성입니다.

앞으로 약사의 직능을 넓히고 강화하는데 배달의

학과 제가 약사님들께 제시하고 싶은 모델입니다.

배달의학힐링센터는 약국인 배달약국, 사무실인 

배달의학질병연구소, 피부관리실인 배달의학 힐링

캠프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병원과 비교해서 증상을 개선하고 뿌리를 

뽑는 면에서 안티OOO와 써클OO, 국소적인 증상

을 개선하는 면에서는 림프힐링테라피로 무장하면 

치유의 길은 더욱 넓어지고 공고해질 것입니다.

배달의학힐링센터는 단순히 약을 통해서만 치유의 

길을 갈 수 밖에 없는 약사의 길을 종합적인 치유의 

길을 실행할 수 있는 모델로 다시 개원하는 것으로 

통증관리와 난치병과 유전병의 연구에 전념하여 

배달의학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작용하는지 확인하

고 그 범위를 더욱 확 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림프힐링테라피와 힐링테이핑의 교육과정도 

개설하여 교육과 보급에도 힘쓸 것입니다.

약사님들의 많은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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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정OO 약사

(11월 10일 오후 1:17)

⑧ 조OO 약사

축하드립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희망을 선물해주

셔서 감사합니다.(11월 10일 오후 4:44)

⑨ 최OO 약사

많은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11월 10

일 오후 7:17)

⑩ 신OO 약사

와~ 단 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11월 11일 오전 11:21)

⑪ 박OO 약사

국가사회에 큰 기쁨을 주는 센터가 되길 기원

합니다.(11월 20일 오전 6:10)

⑫ 김OO 약사

수고와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축하드립니

다.(12월 6일 오후 4:43)

2018년 11월 16일 오후 10:13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구가 미국에서 복용하려고 한국에 나온 김에 사

갖고 가려고 제게 문의가 와서 상세히 상담을 해드

렸는데요. 단 예스킨에서는 개인판매를 안 한다고 

말하고 계신 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약국을 알려

줬더니 나온 결과입니다.

---------------------------------

누나가 소개해준 의정부 약국에 갔다가 기분 나빠

서 약도 안사고 나왔답니다.

약국에 들어가서 예스킨에서 소개받았다고 먼저 

설명하고 써클OO 안티OOO를 달라고 했더니, 약

을 주지는 않고 꼬치꼬치 묻더랍니다.

그래서 예스킨에서 다 말을 했는데, 만성염증 증상

이 있고 위의 염증과 염증으로 인한 오줌소태 증상

이 있다고 설명을 했더니, 꼭 그 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약이 뭐로 만들어졌는지는 아느냐고 

묻길래, 거꾸로 물었 요.

‘그러는 약사는 알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얼버무리면서 이것은 그런 치료약도 아

닌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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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OO 약사

어찌 그런 일이~ 안타까운 일입니다.(11월 

17일 오전 12:29)

아, 얼버무린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른다고 했답니

다.

내가 이런 일이 발생할까봐, 처음부터 예스킨에서 

소개받고 왔다고 말하라고 했고, 누나도 그리했거

든요.

그런데 뜸, 예스킨은 회사인데 거기서 무슨 소개

를 받느냐는 식으로 말을 했답니다.

예스킨 직원이 약국에 전화해서 조심스럽게 확인

할 필요는 있어요.

본사에서 소개해 준 고객에게까지 그런 짓을 한다

면, 문제가 있는 거죠.

누나가 몇 시에 방문했는지, 누나가 실수한 것은 

없는지 확인해서 추가 제보할게요.

2시쯤 들어섰고, 예스킨 소개, 써클OO 안티OOO 

1개월치를 주세요,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왜 먹으려고 하느냐고 꼬치꼬치 

물었고, 누나가 답을 했더니,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알고서 먹으면 안 되죠. 이

게 약도 아닌데”라고 무척 기분 나쁘게 말을 해서, 

“약이 아니라 식품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 

약사님은 그게 어떤 성분인지 아세요?”라고 물었

더니 모른다며 말을 끊었답니다.

그래서 누나와 같이 동행했던 친구가, 누나가 미국

에 오래 살아 우리말 구사가 조금 매끄럽지 못하므

로, 이 약을 이 친구가 왜 먹으려고 하는지를 다시 

설명하면서 약을 달라고 했더니,

꼭 그 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약도 많은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약을 달라고 한다며 말꼬리를 

흐리더랍니다.

그래서 누나가 그냥 돌아서서 나와버렸답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적인 부닥침이나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 팔지도 않는 약국을 소개해서 거기 찾아가느라 

친구까지 고생시키고 망신만 당하게 했느냐고 하

소연 하네요.

의정부 000약국, 약사 가운 입은 40  초 중반, 

살집 있어 보이고 안경은 끼지 않았답니다.

---------------------------------

저와 예스킨에서는 약사님들께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전화로 주문하는 것에 해서 개인

판매를 안 한다고 공지하고 가까운 거래약국을 찾

아서 안내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제가 문의한 분한테 

이런 장문의 글이 와서 제게 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제게는 약국명과 약사의 인상착의까지 상세히 알

려주었습니다.

아마도 주인약사가 아니라 관리약사가 주인약사가 

없을 때 제품에 해 모르고 행동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 안 생겼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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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OO 약사

참! 우째 이런 일이..ㅉㅉ(11월 17일 오전 

10:34)

2018년 11월 17일 오전 10:37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약사의 역할이 있는 약국을 만들자.

요즘 가끔씩 약국에 가보면 과연 조제를 빼고 약사

의 역할이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온통 제품과 POP로 꽉 채워져 있어서 약사의 얼굴

을 보려면 심하게 말하면 POP 숲을 지나서야 비로

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제품과 판매를 위한 정보로만 있는 약국에

서 환자들은 무엇을 살 것인가를 고민할까요? 아니

면 여기에 있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

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질까요?

유혹에 넘어가면 돈이 나가고 후회하는 경험이 많

이 있을 터이니 후자의 경우를 택하려고 노력할 것

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진열제품과 POP는 오히려 고객을 

빨리 나가라고 하는 표시일 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약국의 경쟁력은 먼저 고객과 환자

가 머물고 싶고 찾고 싶도록 상담하는 약사님들이 

있는 약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국에 무조건 사라고 하는 광고POP가 아니라 고

객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생각해주는 배려심이 묻

어나는 따뜻한 POP 한두 장 정도면 됩니다.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과 탁자, 편안한 의자 

그리고 가볍게 무료로 마실 수 있는 다과와 잔잔한 

음악 정도를 준비한다면 굿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고객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곳

에서 근무하는 약사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터

이니 약사님 역시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정보입니다.

약국은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건강해지고 싶은 분

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러니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과 병이 빨리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유혹은 반 로 유혹이 아닙니다.

고객입장에서 부담없이 상담하고 생각한 다음 선

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담도 제품에 한 직접적인 권유가 아닌 몸 상태

에 한 파악과 그에 따른 필요한 추가사항을 제품

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운동과 섭생 그리

고 생활환경 만들기에서 시작하고 그러한 것이 힘

들 경우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효능 효과 위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은 약사님의 몫이 아니고 환자의 몫입

니다.

마지막으로 약국에서 소규모 고객들을 모아서 하

는 정기적인 건강강좌는 어떨까 생각합니다.

약국에서 열 명 스무 명이 아니라 2명, 3명, 5명 

정도가 가볍게 차를 마시면서 30분에서 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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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약사가 주도하고 진행하는 건강강좌를 갖는 

것입니다.

약국이 한가한 시간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두 명 단

골고객이나 친한 고객을 초청하거나 아니면 약국

에 일정을 공지한 다음 가벼운 건강강좌를 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은 약사님이 단순히 조제만하고 약

만 파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

고 병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분이라는 

생각을 갖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그 만큼 자신의 건강을 믿

고 맡기는 분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성공한 약사와 

성공한 약국이 되는 것입니다.

약을 먼저 권하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매

개로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길을 안내하는 약사

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사님도 행복해집니다.

당장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약국도 전체의 10% 이상

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약국이 그리고 약사님이 당당하

고 건강하고 행복한 약국과 약사님이 되시길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① 김OO 약사

좋은  감사합니다^^(11월 17일 오전 11:12)

② 이OO 약사

당당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약국, 약사를 꿈꿔

봅니다.(11월 17일 오후 12:32)

③ 손OO 약사

워너비입니다.(11월 17일 오후 5:46)

2018년 11월 17일 오전 11:16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독감주의보 발령

어제부터 독감주의보가 내렸습니다.

날씨도 갑자기 쌀쌀해지고 바이러스도 만연되고 

있으니 독감주의보가 내린 것입니다.

이제부터 약국에는 독감환자들로 넘쳐서 정신없이 

바쁘겠지요. 

약사님들은 려오는 처방전을 정신없이 내다보면 

제 로 된 상담도 없이 조제약을 주기에도 바쁠 것

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 년에 한번 찾아오는 기회를 처방전 

몇 개 받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독감주의보발령은 한민국에서 부분 국민이 약

국을 찾아 몸을 맡기고 의지하는 기간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다시 일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성의껏 상담을 하고 빨리 회복될 수 있

는 방법을 안내하고 고객과 진심이 통하는 상담을 

한다면 독감주의보가 끝나도 고객들은 단골고객이 

되어 찾을 것입니다.

이번에 만들어 드린 독감리플릿은 이럴 때 도움이 

되시라고 만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라고 하면서 조제약과 

함께 봉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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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주의보로 인해 바쁘고 힘든 약국이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고객들을 한다면 상담약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4일 오전 6:40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타 제약회사에서 안티OOO와 써클OO의 유사품  

출시준비 중에 하여

어제는 00제약회사 업사원이 약사님에게 회사

에서 안티OOO와 써클OO를 샘플로 구매하고 싶다

고 제안하 는데 이 제품은 약사님이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하면서 거절하 다고 전화로 

알려주셨습니다.

안티OOO와 써클OO를 약사님들이 약국의 미래와 

함께할 배달의학의 도구로 생각해주시는 마음에 

걱정보다는 따뜻한 격려를 받았습니다.

또한 안티OOO와 써클OO가 단순히 돈을 버는 제

품이 아니라 약사님의 철학과 긍지가 담겨진 치유

의 도구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요즘처럼 신약 아이템이 없을 때 림프순환촉진과 

항바이러스제는 무척 하고 싶은 아이템이라는 것

입니다.

거기에 약국에서 약사님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결과들을 확실하고 빠르게 확인한다면 이런 매

력적인 아이템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부터 예상했습니다.

또 그런 상황을 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책으로 첫째는 바로 약사님들입니다.

약사님들이 안티OOO와 써클OO를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배달의학의 도구로 생각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안티OOO와 써클OO는 단순히 치료제로 개발된 것

이 아니라 20여 년의 연구 끝에 배달의학을 완성하

고 개발한 치유의 도구입니다.

단순히 처방전만을 흉내내는 제품과는 개발과정과 

철학이 다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는 약사님들이 많이 계시니 힘

이 됩니다.

둘째, 제품에 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로 제품의 

성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개념을 찾아서 제안하고 제품을 개발한 것 

모두가 저의 연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여 년의 연구결과들이 충전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최고의 제품을 더욱 최고 중 최고의 제품으

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배달의학의 치유도구들을 완성해 나갈 것입

니다.

배달의학이론을 기초로 다양한 용도의 꼭 필요한 

제품을 개발하여 지금보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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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함께 하는 약사님들이 배달의학의 정신에 걸

맞는 약사 되기를, 하여 배달의학 잘 이어가기

를, 간절한 맘으로 두 손 모읍니다.(11월 24일 

오전 9:50)

② 이OO 약사

류약사님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물질이 앞서

는 요즈음 약사님의 배달의 정신이 약국을 하

는 저에게도 자존감을 높여주셔서 감사드립

니다~(11월 24일 오후 12:23)

③ 최OO 약사

류약사님의 20년 수고로 만든 좋은 제품으로 

우리가 환자들에게 건강을 선물해 주니 너무

나 감사한 일입니다. 류약사님 너무나 긴 수고

에 감사드립니다.(11월 24일 오후 12:51)

④ 박OO 약사

단순히 제품을 흉내낸다고 해서 비슷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정신이 깃들어 있느

냐가 생명을 좌우하지요

단히 감사합니다.(11월 24일 오후 10:01)

천기누설건강법 서론에서 밝혔듯이 림프순환촉진, 

광범위 항바이러스제, 이담건위제, 부신피질회복, 

신경안정 등의 5  역할에 맞는 치유의 도구들을 

개발하여 출시할 것입니다.

넷째, 배달의학을 약사님들과 함께 새로운 의학으

로 만들 것입니다.

배달의학은 몸의 환경을 세포가 원하는 최적의 환

경으로 만들도록 돕고 세포가 스스로 건강해져서 

회복되어 증상을 개선하는 치유의학입니다.

특별히 의료법에 걸릴 수 있는 행위가 없습니다.

건기식이나 식품으로 구성된 제품 먹거리와 간단

하지만 빠르고 확실한 건강플러스 실천하기 그리

고 피부미용사 자격증 정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배달의학힐링테라피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게 배달

의학협회를 만들었고 배달의학지도사과정과 배달

의학관리사 자격과정을 단계별로 신설하여 보급할 

것입니다.

다섯째,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완성하고 확실한 

미래비전이 인정되면 함께 했던 약사님들과 공동

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약

사로 접받는 당당하고 보람되고 행복한 약사가 

되는 치유의 길을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꿈을 

첫 번째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직원들이 제품매출이 늘었다고 보고 하면 

직원들이 수고했구나 또 이달은 월급 걱정없이 지

나겠구나 하는 생각뿐 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환자들과 함께 하고 그들이 배달의

학을 통해 고통스런 삶이 개선되고 좌절에서 희망

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뛰고 피가 끓고 

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천상 병을 치유하는 약사인 것입니다.

저와 같이 환자와 함께 하면서 그들의 삶을 개선하

고 꿈과 희망을 주길 원하는 약사님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약사님들이 함께 할 그곳이 바로 배달

의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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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OO 약사

단순한 카피제품이 오리지널을 따라갈 수 있

을까요? 20년의 노하우를 가 없이 취하려는 

비양심적이고 파렴치한 이들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약사님 홧팅!!(11월 25일 오후 12:49)

⑥ 류형준 약사 

이OO 약사, 이OO 약사, 최OO 약사, 박OO 

약사, 신OO 약사님들이 계시니 항상 용기를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11월 26일 오후 

5:36)

⑦ 공OO 약사

배달의학힐링센터를 빨리 방문해보고 싶은 

약사입니다. 약손 요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터에 림프순환마사지를 함께 하신다고 해서 

더욱 관심을 갖습니다.

며칠 전 부산에도 방문하셨지요!

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제가 갖추어야할 것이 

있을까요?

이것만큼은 기본적으로 알고 오셨으면 좋겠

다 하시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초보약사에게도 적용되는 준비사항을 알려주

시길 부탁드립니다.(12월 1일 오후 11:30)

⑧ 류형준 약사 

공OO 약사 먹는 것으로만 모든 증상을 해결하

려는 약사의 한계를 벗어놓고 오면 됩니다.

언제든지 환 합니다.

단 오실 때는 미리 약속하고 오셔야 합니

다.(12월 2일 오전 9:37)

⑨ 공OO 약사

감사합니다.(12월 2일 오전 9:58)

2018년 11월 26일 오후 5:30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한약사회 선거에 임하면서

2017년 상반기 만들어진 천기누설건강법 약사모임 

밴드는 여러 약사님들의 성원으로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고 현재 회원약사 수 3,500명이 넘는 빅

밴드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술모임 밴드 성격을 갖는 천기

누설건강법 약사모임 밴드이지만 한약사회 선거

는 우리가 속한 약사회의 다가올 3년 아니 그 이상

을 만들어갈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러므로 밴드에 가입한 약사님들에게 한약사회 

선거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접하게 하여 보다 지혜

롭고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 또한 약사회원

인 한사람으로서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되어 한

약사회장과 16개 시도지부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

보님들께 10개 사항의 질문지를 보내고 그에 한 

답변을 천기누설건강법 약사모임 밴드에 올리도록 

하 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

운동이 아니라 약사회의 발전을 위해 후보자님들

의 성향을 보다 정확히 알아서 원하는 후보를 선택

하도록 하여 보다 나은 약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충정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당분간 시끄러운 선거의 장이 되겠지만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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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늘 약회장 후보이신 1번 최OO 후보와 2번 

김OO 후보님 그리고 인천시 지부장 후보이신 1번 

최OO 후보와 2번 조OO 후보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차후로 전화번호를 입수하는 로 카톡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후보님들께 보내는 카톡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기누설건강법 약사모임 밴드지기인 류형준 

약사입니다.

네이버 “천기누설건강법 약사모임” 밴드는 현재 

전국에서 약국을 운 하시는 약사님들이 참여하여 

배달의학과 천기누설건강법을 연구하고 배우는 학

술밴드입니다.

2017년 상반기에 만들어졌지만 짧은 기간에도 약

사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현재 3,500명 이상 약사

님들이 모인 빅밴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회원 수 3,500명 정도면 약사님들이 모인 밴드 중 

최 회원을 보유한 밴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매일 방문하는 약사님 수는 500~800분 정

도이며, 매주 방문하는 약사님은 1500여 명이고 체

험사례도 매일 10여건 이상 올라오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최  회원규모의 약사밴드이며 가장 활발

하게 움직이는 밴드의 운 자로서 한약사회 회

장과 16개 시도지부장을 뽑는 중요한 선거에 도움

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특정인을 뽑기 위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약사

님들이 앞으로 3년간 약사회를 이끌고 나갈 약사회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니 조금의 오해도 없었으면 합니다.

한약사회장과 16개 시도지부장 선거에 임하시는 

후보님들의 홍보를 돕고 밴드에 계신 약사님들께

서 제 로 된 후보를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

움이 될까하여 제안합니다.

한약사회장과 16개 시도지부장 선거에 임하시는 

후보님들은 약사회 지도자들이 바로 직면할 문제

에 해 정확히 파악하고 약사회장으로서의 포부

를 펼치시면 됩니다.

1. 네이버 “천기누설건강법 약사모임”에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 활동명으로 “000선거 기호 0번 000”로 가입하

시면 됩니다.(이는 선거구에 해당하는 약사님들

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규칙입니다.)

가입시에도 동일하게 적어주세요.

2. 아래 질문에 해 순서 로 답하시면 됩니다.(학

술모임밴드가 과도한 선거의 장이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답변의 기회는 단 1회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천기누설건강법 밴드에 올리신 글은 선거

가 끝나면 당선자 분들의 글은 남겨두고 나머지 분

들의 글은 삭제할 예정입니다.

[약사회의 현안]

1. 한약사 문제에 한 인식

1) 통합약사로 갈 것인가? 아니면 현행 로 갈 것인

가?

2) 그에 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설명해 주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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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후보들에 해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역시나 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11월 26

일 오후 11:14)

② 류형준 약사 

죄송합니다.

한약사회 선거법에 온라인 밴드나 카카오

톡 등에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규칙위반이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처럼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게 되

었습니다. 감사합니다.(11월 27일 오후 8:05)

2. 의약품 슈퍼판매에 한 약사회의 응방안

1) 의약품 슈퍼판매에 해 현행 로 유지할 것인

가? 아니면 정부방침을 따를 것인가?

2) 그에 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설명해 주

세요.

3. 약  6년제

1) 현행 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안이 

있는가?

2) 그에 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설명해 주

세요.

4. 법인약국에 한 인식

1) 모두가 결사반 하지만 만약 법인약국이 진행될 

경우 현행 동네약국에 한 생존전략은 무엇인지?

2) 그에 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설명해 주

세요.

[약사회의 미래]

5. 약사회의 미래상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한 평소 의견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6. 4차산업혁명이 도래한 현재 약국은 어떻게 처

하고 적응해야 하는가에 한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지?

7. 한약사회와 약사공론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한 현식적인 운 방안은 무엇인지?

8. 약사와 약국의 위상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후보님의 의견]

9. 후보님의 선거공약 10가지를 중요한 순서 로 

제목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핵심공약 3가지에 해서 현실적으로 실

현가능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10. 마지막으로 후보님이 선거에 입후보한 이유와 

회장에 당선되면 좋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상의 10가지 질문에 답해 주셔서 천기누설건강법 

약사모임에서 활동하는 약사님들이 보다 훌륭한 후

보님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이버 “천기누설건강법 약사모임” 밴드지기 약사 

류형준 올림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6일 오후 8:38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B형간염의 항체형성.

제가 직접 전화를 받지 못하고 어제 직원이 환자분

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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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드디어 빛을 발하시네요. 선생님 축하드립니

다.(12월 6일 오후 9:23)

② 강OO 약사

안티OOO 써클OO 단합니다!!! 용량은 어

떻게 쓰셨을까요? 일정용량에서 많은 환자들

이 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아님 환자에 따라 

용량이 달라져야 할까요?(12월 6일 오후 

10:00)

③ 양OO 약사

믿음이 확신입니다.(12월 6일 오후 10:00)

④ 류형준 약사 

강OO 약사 환자의 상태에 따라 또 다른 증상

은 얼마나 있고 어느 정도 심한지에 따라 그때

그때 다릅니다. 감사합니다.(12월 6일 오후 

10:04)

⑤ 정OO 약사

기쁜 소식이네요. 이런 사례들이 차곡차곡 쌓

이길 희망합니다.*^^*(12월 7일 오전 10:00)

⑥ 박OO 약사

저는 이미 이러리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체험사례도 있었던 걸로 압니

다. 여하튼 축하드립니다.

헵세라 바라크루드 비리어드 보다 더 우수할 

것 같군요.

(다다다다음주엔 HBV와 항간염virus 이야기 

나갈 예정 입니다)(12월 7일 오후 12:55)

⑦ 류형준 약사 

박OO 약사 감사합니다.(12월 7일 오후 8:55)

이제까지 B형 간염이 있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

었는데 안티OOO와 써클OO를 1년간 먹고 항체가 

생겨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전화했다고 합

니다.

안티OOO와 써클OO가 바이러스를 없애고 세포환

경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항체가 생기는 경우는 

여러 번 확인하 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체가 생겼다는 진단서를 첨부합니다. 

2018년 12월 6일 오후 10:36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질의응답에 하여

간혹 개인적으로 또는 밴드에서 올라오는 질문 중

에 본인이나 가족 아니면 지인이나 환자가 암인데 

안티OOO와 써클OO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

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누누히 안티OOO와 써클OO로는 암을 고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암은 생명과 관계된 병인데 병원에서도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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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핵연료가 있어도 누군가에게는 핵융합의 원

료이며 누군가에는 핵폭탄의 원료입니다. 

안티OOO 써클OO가 아무리 좋아도 원리 원

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날카로운 무기 그 이상

은 아닐 것입니다. 

병인(病因) 치료의 원리를 따른다면 모든 병은 

조금씩 나아져 갈 것인데, 우리는 핵폭탄으로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만 찾고 있는지도 모릅

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료는 빠른 것이 아니라 한발 

한발 내딛는 것이며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복

구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 로 빠를 수 없지만 원칙을 지킨다

면 무엇보다 더 빠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

다. 즉 빨리 가고자 해서 빨리 가는 것이 아니

라 원칙 로 갈 때 결국 빠른 것입니다.

 

핵폭탄을 찾기보다 원리에 기 는 것이 맞겠

지요. 그렇지만 안타깝다 보니 생겨나는 그런 

마음도 헤아려주시면 좋겠습니다.ㅠㅠ

결국 스스로 답을 보지 못하는 조급함이 안타

깝네요.ㅠㅠ(12월 7일 오전 12:20)

갖 검사와 온갖 처치를 다해도 쉽지 않은 병인데 

어쩌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과연 질문하시는 약사님께서는 한사람의 생명을 

책임질 만큼 준비가 되어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생명이 달린 어려운 병을 문자로 몇 마디 묻고 고치

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저는 자신

이 없습니다.

암은 아직도 제게는 어려운 병이고 힘든 병입니다.

어쩌면 최후까지 연구하고 도전해야 하는 병입니

다.

그런 병은 암에 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본인이 어찌해보겠다는 생각은 포기하기 바랍니

다.

저는 발달장애우가 확실하게 치유되는 과정을 알

아냈다고 생각합니다.

다운증후군도 유전자병이 아니고 치유되는 병이라

고 결론 내렸습니다.

고혈압, 당뇨, 퇴행성관절염, 아토피, 건선, 통풍 등

은 쉬운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려운 병이 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암을 고치는 법을 몇 마디 말로 물어

보고 도전하고자 하는지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고 생명을 존중할 줄도 모르

는 것같이 생각됩니다.

저는 웬만해서 화내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흥분하는 것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받으면 화가 납니다.

제가 잘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질문을 하는 분

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암에 해서 충분히 준비되고 자신이 있는 분

이라면 논의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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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박OO 약사

저도 암에 해서 잘 모를 땐 여기저기 물어보

곤 했었지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해한 다음에는 전혀 

두렵지 않지요.(저는 한번도 암 검사, 내시경

을 안하니 아는 분들이 뭐라고 하긴 하지만, 

두려워 할 필요가 없으니 안하는 거지요)

그래도 답답한 맘으로 질문하시는 분을 이해

해 주심 좋겠어요.(12월 7일 오후 12:48)

③ 이OO 약사

쉽게 답을 얻으려고 물어보는 태도에 화가 나

신 듯합니다. 저희 스스로가 계속 공부하고 

찾아야 하는데 안티OOO와 써클OO가 좋은 

결과가 있으니 혹시 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까 확인하는 마음이 아닐까요ㅠㅠ(12월 7일 

오후 1:08 )

④ 류형준 약사 

이OO 약사 화를 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쉽게 답을 얻으려는 태도에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생명을 쉽게 생각하는 

마음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지 않고 

그냥 제품이나 팔려는 마음에 화가 나는 것입

니다. 

모든 환자에게 최선을 다할 필요는 없지만 자

신에게 생명을 의지하는 환자에게, 삶의 고통

을 나눴으면 하는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

는 모습이 느껴지니 화가 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아직도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은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7일 오후 8:12)

① 송광륜 (주)예스킨

 

(12월 11일 오후 4:24)

2018년 12월 7일 오후 7:59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독감의 처방

독감으로 약국을 찾는 환자에게 최소한 처음 1일 

동안은 안티OOO 333으로 처방약과 함께 먹도록 

해보세요.

최근 독감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의 처방이 안티

OOO 333과 써클OO 333으로, 1일 이후로 안티

OOO 111과 써클OO 111로 3~7일 정도가 부분 

저장됩니다.

아주 심한 경우는 안티OOO 333과 써클OO 333으

로 3일간 나오고 이후로 안티OOO 111과 써클OO 

111로 7일간 확인됩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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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8일 오전 10:27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명현반응에 하여

1. 써클OO에 의한 명현반응

써클OO의 주기능은 조직액의 농도를 낮춰서 림프

순환을 촉진하는 기능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에 과량으로 쌓여있던 노폐물이

나 염증물질, 독성물질들이 림프관을 거쳐서 정

맥을 통해 혈액에 합류합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노폐물, 염증물질, 독성물질들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서 피로감이나 상열감, 연변, 

설사, 통증, 발열, 기침, 가래, 두통 등의 여러 증상

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써클OO에 명현반응은 부분 써클OO를 먹고 나

서 1-3일 사이에 나타나고 이후 3-7일 사이에 없어

집니다.

또한 이러한 명현증상은 혈액순환제를 많이 먹을 

때에도 혈관에 쌓여있던 노폐물들이 한꺼번에 나

가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2. 안티OOO에 의한 명현반응

안티OOO의 주기능은 항바이러스 작용으로 몸 안

에 있는 바이러스를 없애는 기능입니다.

경험을 비춰볼 때 혈청에 있는 바이러스를 없애는 

것은 물론 세포 안에 숨어 있는 바이러스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이러스가 혈청 속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염증

물질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빠르게 퍼져 나가므

로 기전상 명현반응도 일어나기 어렵고 현재 증상

을 심하게 일으키고 있으므로 명현증상이 있다고 

해도 환자가 인지하기 힘듭니다.

문제는 세포 안에 숨어있는 바이러스를 없애는 과

정에서 나타나는 명현반응입니다.

세포 안에 바이러스가 숨어들면 전신적인 증상의 

발현이 없어서 몸에 피해가 적다고 생각하기 쉽습

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숨어들면 세포는 바

이러스에 감염되어 염증상태를 유발하고 정상적인 

사를 못하게 되어 세포 안에는 염증물질과 이상

사로 인한 독성물질 그리고 바이러스들로 가득 

찬 상태가 됩니다.

저는 이러한 세포를 쓰레기봉투와 같은 세포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항바이러스제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바이

러스를 없애게 되면 어떤 과정인지는 밝히지 못했

지만 바이러스가 죽으면서 세포도 같이 터져서 죽

게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세포 안에 있던 독성물질, 염증물질, 바이러

스 잔해들이 주변으로 퍼지면서 세포환경을 악화

시키고 심하면 염증상태를 유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항바이러스제에 의한 명현반응입니

다.

이러한 상황은 부분 안티OOO를 먹고 3-7일 사

이에 시작하여 2-3주간 지속됩니다.

이러한 명현반응은 바이러스가 많이 있는 부위에 

전부 나타날 수 있으며 통증, 소화불량, 설사, 발진, 

심동계, 편두통 등등의 증상이 경미하게 때로는 심

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현반응에 한 설명은 이미 천기누설건

강법 책자에 설명하 으니 책자를 통해 숙지하

으면 합니다.

그럼 명현반응과 약물부작용의 차이는 무엇인가

요?

명현반응은 치유의 과정에서 만나는 어쩔 수 없는 

과정으로 명현반응이 발현되어도 원인이 되는 성

분을 계속 먹어도 증상의 악화가 나타나기 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줄어들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증상이 있거나 피부병처럼 부위가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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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손OO 약사

약사님, 명현에 한 상세한 해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명현반응이 발현되어도 원

인이 되는 성분을 계속 먹어도 증상의 악화가 

나타나는 것보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줄어

든다고 하 는데 왜 명현반응이 있을시 휴약

하거나 쉬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

합니다.(12월 8일 오후 12:56)

② 류형준 약사 

손OO 약사 서울로 가는 길은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명현반응이 나타날 때 누구는 계속 진행하고 

누구는 쉬었다 가고 누군가는 줄여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든지 서울에 무사히 도착하면 누

구든 옳은 길을 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12

월 8일 오후 2:44)

③ 이OO 약사

손OO 약사 필터용량이 작은 청소기로 청소하

다 필터에 먼지가 꽉 차게 되면 더 이상 사용불

가 상태가 됩니다.

쓰레기를 버린 후에야 다시 청소기로서의 제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런 이치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꽉 찬 쓰레기를 비우는 일, 너무 많은 먼지로 

답답하여 창을 열고 환기시키는 것. 이건 모두 

제 로 된 청소를 하기 위해 하는 일.

이런 의미의 잠시 동안의 휴약이라고 생각합

니다.

참고로 전 환자에게 병목현상을 들어 이야기

하지요.(12월 8일 오후 2:58)

④ 류형준 약사 

이OO 약사 딱 맞는 좋은 표현입니다. 감사합

니다.(12월 9일 오전 10:08)

은 경우에는 일부의 증상은 좋아지고 일부의 증상

은 심해지는, 일상적이 아닌 상태의 변화를 보입니

다.

하지만 약물부작용은 원인이 되는 성분을 계속 먹

으면 심해지고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상태 역시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

행됩니다.

따라서 증상의 변화로만 보면 긍정적인 명현증상

과 부정적인 명현증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명

현반응 자체가 긍정적인 치유의 길을 가는 과정에

서 나타나는 것이니 부정적인 명현반응이란 표현

은 틀린 표현입니다.

쓰레기로 가득 찬 집안을 청소하는데 일시적으로 

먼지가 많이 생기는 현상을 갖고 몸에 나쁘다고 청

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먼지가 심하면 환기도 시키고 물도 뿌려가면서 청

소를 깨끗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8일 오후 2:23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한약과 자연약의 차이

안티OOO와 써클OO의 원료 중에 프로폴리스, 유

향, 몰약, 천궁, 지각, 해동피 등의 한약재가 포함되

어 있어서 열약이니 냉한 약이니 음인약이니 양인

약이니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들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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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미 누구나 알기 쉬운 한약제제 길라잡이에

서 ‘한방이론은 틀리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약으로 사용하는 자연약은 좋아서 쓸만 

하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약과 자연약의 차이를 돼지고기 요리로 예를 들

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 돼지고기를 깍두기처럼 썰어 가루를 묻혀서 

기름에 튀긴 후 달콤한 소스를 뿌리면 그것이 탕수

육입니다. 이는 중국요리입니다.

2. 얇게 썰어서 고추장과 간장에 양념해서 불판에

서 구우면 돼지불고기입니다.

이는 한식입니다.

3. 돼지고기를 두텁게 썰어서 그릴에서 굽고 소스

를 뿌려서 먹으면 돼지고기 스테이크입니다. 이는 

양식입니다.

이처럼 재료는 같지만 요리하는 방법에 따라 중식, 

한식, 양식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저는 자연에서 나오는 약재의 총칭을 자연약이라

고 칭합니다.

이 중에 메이플시럽이나 마누카꿀, 자일리톨 등은 

한약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아무 상관없지만 

프로폴리스, 유향, 몰약, 천궁, 지각, 해동피 등은 

한약재에 포함되어 있어 그러한 빌미를 제공한 것

으로 생각됩니다.

자연약을 본초학적인 개념에서 풀이하여 응용하면 

한약입니다.

하지만 같은 약재라도 본초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 의학의 약물학적인 관점에서 풀이하며 사용하

면 한약이 아니고 자연약입니다.

엄 히 이야기하면 안티OOO와 써클OO 중에는 음

인약도 있고 양인약도 섞여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처방을 만들 때 체질 구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음양의 조화를 생각하여 한 쪽으로 치우치

지 않게 처방을 구성하 습니다.

그리고 열성약이니 냉성약이니 하는 구분은 잘못

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림프순환촉진으로 손발 냉증이 사라지면 열성약이

고 손발 열증이 없어지면 냉성약이라는 것은 틀린 

이론입니다.

단지 림프순환촉진의 결과일 뿐입니다.

항바이러스제로 만성염증을 없애면 염증의 열감이 

소실되는 경우도 있고, 만성염증으로 세포의 생리

활성과 조직액의 순환이 떨어져서 생기는 냉증도 

항바이러스제 복용으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

다.

이를 냉성약과 열성약으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작용으로 냉증과 열증을 동시에 개선하니 생

각하는 사람의 부족한 판단력으로 열증을 없애므

로 냉성약이고 냉증을 없애므로 열성약이라고 하

는 것은 부분 틀린 생각이고 틀린 판단이라고 생

각됩니다.

그렇기에 안티OOO와 써클OO의 원료를 갖고 한방

적으로 해석해서 활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하면 안티OOO와 써클OO의 활용도 제

로 못하고 사용범위도 축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OOO와 써클OO의 처방구성은 100점 

처방은 안 되고 75-80점짜리 처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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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저도 처음엔 열성, 냉성을 보았으나, 써클OO/

안티OOO를 써보면서 그 생각을 접어 버렸습

니다.

마치 같은 재료를 한방적으로 쓰면 한약이 되

지만 일반인이 충 쓰면 <민간약><조약>이 

되어 버리지요.(12월 8일 오후 3:32)

이 정도의 처방으로도 확실하고  놀라운 성과를 거

두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안티OOO와 써클OO는 현 의학의 약물학으로 풀

이해 주세요.

그냥 천기누설건강법에서 설명한 로 이해하고 활

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오전 12:07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매운 것에 하여

고추에 관한 손OO 약사님의 질문은 어떤 의미에서

는 매운 것을 먹어도 치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는 숨은 뜻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직접 겪은 매운 

것에 한 비극적인 사연을 올립니다.

여러분은 매운 것으로 인해 환자를 죽음의 구 텅

이로 보낸 경험이 있나요?

저는 그런 경험이 너무나 생생하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추와 관련된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려

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비극적인 결말이 여러분에게는 없었

으면 합니다.

무녀독남 37세 남자입니다.

중학교부터 크론씨병을 앓았는데 심했다 호전됐다

를 반복하다가 제게 오기 6개월부터 급격하게 악화

되어, 키 178센티 체중 65킬로그램이던 몸이 43킬

로그램으로 줄었고 죽도 먹으면 설사를 해서 못 먹

을 정도이며 차에서 내려서 10미터도 혼자 걷지 못

하고 부축해서 걷고 계단 3개도 올라올 때는 양어

깨를 부축하고 올라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해서 퇴원시켰

다고 합니다. 퇴원하고 집에 있다가 위험해지면 다

시 병원에 오라고 하면서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처방은 크론씨병의 마지막 단계인 암약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너무도 위중하여 한 달을 살아내면 3개월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3개월을 살면 1년을 노력

할 것이며, 1년 동안 살아내면 생명을 구할 것이라

고 말했습니다.

특히 크론씨병은 음식물에 향을 직접 받는 소화

기질환이기에 매운 것과 찬 것은 무조건 100% 지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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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요구했습니다.

찬 것과 매운 것을 먹으면 죽고, 안 먹고 노력하면 

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치유의 길을 시작하고 1주일 후 설사가 멈추고 보름

만에 정상 변을 보기 시작했으며 소화가 되면서 식욕

이 늘어서 한 끼에 밥 두 공기를 먹어도 소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3개월이 지나면서 체중은 62킬

로그램으로 늘고 체력도 좋아져서, 아버지가 다시 일

을 시키는 것이 어떤지 물어올 정도 습니다.

저는 처음 출발부터가 워낙 위험한 상태에서 시작

했기에 아직은 절 회복기이고, 보이는 것과 실제 

회복은 많이 달라 아직은 위험한 상태이니 무조건 

쉬게 하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빨리 좋아지니 환자도 부모들도 이

미 다 나았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처방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에서 환자는 

자신은 원래 매운 것을 좋아했는데 매운 것을 안 

먹으려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차라리 매운 걸 먹

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어떠냐고 묻는 것이었습

니다.

그때 제 답은 겉으로 느끼기에는 다 나은 것 같지

만 실제로는 아직도 매우 위험한 상태이니 살고 싶

으면 먹지 말고 죽고 싶으면 먹으라고 정말 무식하

고 강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답은 건성으로 “네 알겠습니다” 

습니다.

정말 먹으면 안 되는데 어쩌나 하며, 보호자에게 연

락을 해 못 먹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환자의 

부친이 과일 한 박스를 사들고 왔기에 부친을 붙잡고 

환자에게 말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아들이 매운 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매운 것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제발 먹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부친도 아주 건성으로, “알겠습니다”라고 

답만 하더군요.

아들은 이미 크론씨병이 다 나았는데 왜 그러냐 하

는 반응이었고, 당신이 아들을 고쳐줬으니 일 년 

동안은 비용을 지불해 주겠다는 느낌이 강하게 와

서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환자와 부모들은 가족회의를 했습

니다. 

류약사님이 널 고쳐줬으니 이제는 다 나은 것 같은

데 류약사님과 약속한 로 일 년 동안은 약도 먹고 

매운 것도 먹지 말자고 결정하고 신 오늘만 실컷 

먹어라 하고 횟집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복통이 심하다고 연락이 왔

고, 결국은 아침에 응급실로 가서 그 아들을 봤습니

다.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처음 때처럼 심하게 

아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상황은 염증이 심해도 걷어낼 것이 없으

니 염증만 진정시키고 아물기만 하면 되었지만 지

금의 상황은 아물기 시작하면서 새 살이 상처면에

서 자라는 상황입니다.

아물기 시작하니 배도 안 아프고 설사도 안하고 소

화도 되고 좋아졌지만 약한 새살은 고추의 강한 자

극은 견딜 수가 없으니 녹아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최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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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OO 약사

환자를 낫게 한다는 건 정말 힘든 길인 것 같습

니다.

그 진중한 길에 경의를 표합니다.(12월 11일 

오전 12:57)

② 김OO 약사

힘든 경험담을 나눠주신 약사님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12월 11일 오전 7:25)

① 손OO 약사

와우!!!(12월 12일 오후 4:47)

② 류형준 약사 

가격경쟁력은 필요도 없고, 약을 억지로 팔지 

않아도 되고, 법인약국이 생겨도 편의점 상비

염증은 처음 상태로 돌아갔지만 상처면에는 새살

로 자라다가 녹아버린 새살들이 떨어지지 않고 붙

어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자극을 하고 염증을 악화

시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처음 만났을 때는 일주일만에 상태가 호전

됐지만 이번에는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환자와 가족은 2주가 지나도 차도가 없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전국에 수소문해서 크론씨병

을 잘 고친다는 사람을 찾아서 집으로 초청해 만나

게 했답니다.

그 자리에서 환자분을 보고 나서 자신은 이렇게 심

한 환자는 못 고친다고는 말을 하고 바로 나갔고 

그 말에 충격을 받은 환자는 그 길로 차를 끌고 나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고추로 인해 겪었던 가장 큰 비극입니

다.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까지 설명해도 못 알아

들으면 그건 하늘도 고치지 못 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고추를 먹고 죽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상황에 따라 고추로 인해 크게 위험한 상

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죽을 정도는 결코 아니지만 현

재 상태보다 염증이 악화되어 증상이 심해집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는 것은 제 몫이고

알아듣는 것은 약사님 몫이며

실천하는 것은 환자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오후 1:58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새로운 약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단순히 처방전을 받고 약을 파는 약국이 아니라 약

국에 오는 모든 고객에게 건강과 행복을 안내하는 

치유약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운 하는데 아무런 지

장이 없는 그런 약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약국이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약사님들과 함께 희망이 있는 약국을 만들 것입니

다. 감사합니다 



  제1장 류형준 의견 0095

약이 있어도 한약사와 합쳐도 아무 상관없이 

잘 되는 약국을 함께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저는 그 길이 확실히 보입니다.

정말 가능하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있으니 믿

고 힘을 합쳐서 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12월 12일 오후 5:59)

② 상OO 약사

좋습니다~

건강과 행복을 안내하는 치유약국.

실현 되리라 믿어요~^^(12월 12일 오후 6:44)

③ 이OO 약사

요즘 사실 넘 힘든데 약사님 말씀 들으니 희망

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12월 12일 오

후 8:01)

④ 강OO 약사

공감합니다. 그런 약국 너무 하고 싶어

요~~(12월 13일 오후 4:17)

2018년 12월 21일 오후 4:04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오늘 개인톡으로 문의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여러 약사님들이 제 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애써 외면하려는 부분인 것으로 생각되어 공

개답변으로 신하려 합니다.

질문)

약사님. 안티OOO 써클OO가 가공식품이라 효능효

과 내지는 어디에 도움이 된다는 말도 하면 안된다

고 하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두통에 도움이 된다고 할머니께 드렸는데 복용법

도 지키지 않고 드시다 말고 오셔서는 효과가 없다

며 허위과 광고로 보건소 위생과에 민원을 제기 

하셨어요.

보건소 직원의 말을 들으니 제가 너무 모르고 판매

한 게 아닌가 창피하고 속상하네요.

원료도 별거 아니고 효과도 입증 안 된 건기식도 

아닌 걸 약사가 그런 식으로 팔면 걸린다면서...

이걸 어떻게 말하고 권해야 하는지 두려워서 손이 

안 가네요.

어떤 이유에서건 효과를 못 본 사람들은 고가의 제

품이기에 돈 생각이 나서 환불을 원할텐데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러한 질문에 한 답변은 이미 몇 번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간이 경과하고 밴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

지 않고 충 보고 공부하다보니 이러한 질문이 올

라오는 것 같습니다.

써클OO 액상은 건기식이고 써클OO 환, 안티OOO 

액상, 안티OOO 환은 모두 기타가공식품입니다.

건기식은 지정된 효과 이외에는 효능효과를 명기

할 수 없고 기타가공식품은 아예 효능효과를 명기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티OOO 써클OO를 어디에 효과가 좋다고 

판매하면 상기와 같은 위험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티OOO와 써클OO를 잘못 공부하면 만병통치약

으로 생각하고 아무 증상에나 정도의 경중을 가리

지 않고 효과가 좋다고 설명하면서 판매하는 것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취급방법입니다.

안티OOO와 써클OO는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증상

을 직접 개선하는 치료약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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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OOO와 써클OO를 이해하려면 먼저 치료와 치

유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치료는 병증을 약으로 직접 개선하기 위한 방법입

니다.

치료약은 병증을 직접 개선할 수 있는 약입니다.

따라서 치료약을 복용하면 직접 증상개선의 과정

에 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치료제는 병증개선은 빠르고 확실하지만 

병증마다 치료약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병증에 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 그리고 정

확한 처방이 있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의사가 진단을 하고 자격

이 있는 약사님이 조제를 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치유는 병증에 직접 작용하지 않습니다.

병증이 생기는 이유를 심사숙고해보면 병증이란 

병증에 관련된 세포가 정상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

입니다.

왜 세포가 정상활동을 하지 못하는지 연구해 보니 

3개월 이상 된 만성증상인 경우 첫째가 바이러스감

염으로 세포가 병들어 있어서 활동을 제 로 할 상

황이 못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병든 세포에서 나온 독성물질이나 염증물질

들이 주변에 퍼지면서 염증을 일으키면서 딱딱하게 

굳고 조직액순환을 방해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세포까지 세포활동을 억제하게 됩니다.

상기 두 가지 이유로 세포활동이 비정상적으로 저

하되면 병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이러한 상황에서 병증을 직접 개선하는 것

이 아니라 세포에 감염된 광범위 항바이러스제로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림프순환촉진제로 세포환경

을 세포가 원하는 최적의 환경이 되도록 도와 세포

가 정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상은 개선되고 증상개선의 속도와 효과

가 치료제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의 장점은 병증을 직접 개선하는 것이 아니므

로 병증에 한 정확한 진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

다.

또한 치유는 병증을 직접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세

포환경을 개선해서 세포가 스스로 건강해져서 병

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병증에 상관없이 세포환경이 개선되

면 스스로 건강해져서 병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뇨, 고혈압, 퇴행성관절염, 천식, 아토

피, 역류성 식도염 등의 증상이 일부 또는 전부 있

다면 치료에서는 각각의 병증을 진단하고 치료약

을 처방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치유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세포활동의 

이상에서 비롯된 증상이므로 세포 내에 감염된 바

이러스를 없애고 세포환경을 개선하여 세포가 원

하는 최적의 세포환경을 만들면 세포가 스스로 건

강해지면서 병증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에서는 다른 병이 아니라 같은 병일뿐입니다.

따라서 치유는 병증을 직접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병증을 스스로 이겨내도록 도와주는 것

입니다.

운동을 해서 건강하게 하는 것과 좋은 것을 먹어서 

건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치유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안티OOO와 써클OO는 치료약이 아니라 치

유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치유의 도구입니다.

즉 등산을 함에 있어 등산을 수월하게 하는데 필요

한 등산화, 등산복, 배낭, 지팡이와 같은 것입니다. 

안티OOO와 써클OO를 그렇게 이해하고 활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치료제처럼 안티OOO

와 써클OO를 먹으면 두통이 좋아집니다라고 설명

하면 이는 과 광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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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치료와 치유> 핵심단어로 각인하겠습니다. 

(12월 21일 오후 5:42)

② 류형준 약사

치유는 배달의학의 핵심단어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21일 오후 6:45)

③ 손OO 약사

안티OOO가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다고 특허 

등록되었고 약사들은 그에 따를 뿐인데 이 범

주 안에서 손님들하고 화가 이루어지는 것

은 당연하지요. 뒤로 물러나면 판매가 위축됩

니다.  감사합니다.(12월 22일 오전 10:40)

④ 류형준 약사

손OO 약사 안티OOO를 크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안티OOO를 단순히 항바이러스제로 

판매하려고 하는 것은 반 합니다.

안티OOO는 파는 물건이 아니라 약국에 병을 

고치기 위해 오는 환자들에게 건강을 되찾아 

주는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환자에게 건강해지는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치유의 길을 안내하고 그 길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로 

안티OOO와 써클OO를 활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12월 22일 오전 11:00)

⑤ 손OO 약사

리플릿이나 밴드책자의 효능 표시 여러 약사

님들 치험례에서 효능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

고, 안티OOO가 항바이러스제로 특허 등록되

었는데 도구라는 것은 너무 겸손한 표현 같습

니다. 치료도 되고 있고 치유프로그램으로 나

갈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감사합니다.(12

월 22일 오후 1:46)

하지만 조금 번거롭더라도 안티OOO와 써클OO는 

병든 세포의 환경을 세포가 원하는 최적의 환경이 

되도록 도와서 세포가 건강해져서 스스로 병증을 

이겨내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치유의 길이 치료약보다도 증상개선

에서 빠를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소

인이 없습니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

처럼 식품이기에 아무리 훌륭한 제품이라도 그에 

해 설명하는 것은 과 광고에 걸리는 불법행위

이기에 직접 설명하지 못하고 치유에 한 설명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25일 오전 10:32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

배달의학에 하여

배달의학협회를 만들고 나서 의사인 친구들 심지어 

약사인 친구들까지 “배달의학이 뭐야? 약사면 약이

나 공부하지 의학을 하는 게 말이 되냐?” 등의 궁금

증이 묻어나는 또 약간은 비아냥 는 질문을 받곤 

하 습니다.

여러분은 안티OOO와 써클OO를 접하면서 좋은 제

품을 만나서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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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배달의학에 입문하신 것입

니다.

이제까지 약사의 신분으로 현 의학과 전통의학을 

접하고 공부하면서, 또 의학의 기본인 해부학, 생리

학, 병리학, 약물학 등을 공부하면서 이론에서는 현

의학이 월등히 뛰어나고 병을 고치는 약에 있어

서는 자연약이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을 깨달았습

니다.

따라서 현 의학의 이론과 현 의학의 약물학으로 

재해석된 자연약을 결합한 의학의 필요성을 깨달

았습니다.

그리고 병증을 직접 개선하는 치료의학이 아니라 

병증이 있으면 병증에 관여된 세포가 제 로 활동

을 못하는 것이므로 병증에 처하기 보다는 병증

에 관여된 세포를 정상화하고 세포환경을 세포에 

맞게 최적화하면 세포가 스스로 건강해져서 병증

을 없애고 건강해지는 치유의학이야말로 진정한 

의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치유의 길이 일반적인 몸을 치유하기 위한 조건과 

신경손상을 치유하기 위한 조건은 많이 차이가 있

었습니다.

몸을 치유하는 조건은 일반적인 조건을 따르면 됩

니다.

하지만 신경계의 손상을 치유하기 위한 조건은 환

자의 개별체질에 맞는 맞춤형 체질요법이 필요합

니다.

그래서 사상의학을 발전시킨 춘하추동체질의학을 

창안해서 결합하 습니다.

결론을 정리하면 현 의학이론+자연약+치유의학

+체질의학이 바로 배달의학입니다.

그래서 배달의학은 홍익인간입니다.

안티OOO와 써클OO는 바로 이러한 배달의학의 바

탕 하에 새롭게 처방되고 만들어진 치유의 도구입

니다.

따라서 안티OOO와 써클OO를 활용하고 있다면 여

러분은 이미 배달의학에 입문하신 것입니다.

배달의학에 입문하신 것을 환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배달의학을 더욱 발전시키고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당장 배달의학에 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약사

공론 KPA교육강좌에서 한약제제길라잡이와 림프

순환촉진과 항바이러스 강좌를 듣고 유튜브에서 

배달의학을 검색하면 제 강의와 강경애 약사님의 

강의가 있으니 강의를 듣고 공부하면 됩니다.

배달의학은 어려운 의학이 아니고 생활의학이고 

인류가 병과 싸우기보다는 건강해짐으로써 병증을 

저절로 사라지게 하는 의학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하게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

자가 건강을 되찾도록 도와서 건강으로 병을 없애

는 무병장수의 꿈을 가능하게 하는 의학입니다.

그런 배달의학을 여러분과 함께 해서 기쁘고 행복

합니다.

그리고 배달의학이 여러분과 함께 발전해서 새로

운 의학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에 감사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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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써클 222 안티 111부터 적용해 보세요.

명현반응이 있으면 이담건위제와 우루사로 

개선합니다.

그리고 증상을 관찰하면서 써클량을 111로 

줄이고 더 좋아지면 유지요법으로 적량복용

을 합니다.

적용해보시고 체험사례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18일 오전 3:06)

① 류형준 약사  

몸에 노폐물이 많이 있는 경우 자주 나타나는 

명현반응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때는 30 이니 써클만 222로 복용하면

서 이담건위제와 우루사를 복용하게 하시면 

얼마 후에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1월 18일 오전 3:18)

2018년 1월 17일 오후 6:15 211 읽음

안순원

#질의응답 

77세 남 165/52 혈압약 협심증약

요협착으로 3년 전 수술 후 허리가 갑자기 구부러

지고 요실금, 변실금 생겨 그 후로 지금껏 24시간 

디펜드 착용 중. 다리 마비감, 색인통, 족냉 3년 전

까지 술 많이 드셨으나 지금은 금주. 의료과실이라 

하시네요. 운전은 하십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8년 1월 17일 오후 10:50 226 읽음

한현주

#질의응답 

만성위염인 30  여자 분이 병원 약을 2-3년째 복

용중인데 약 먹을 땐 괜찮고 약만 떨어지면 또 다시 

아프시다며 병원가기도 이젠 지겹고 평생 이렇게 

지내야 되냐고 하기에 안티와 써클을 설명하고 하

루 한 포씩 두 번 드시라고 10일분 하고 명현반응이 

있을 수 있다며 건위이담제 10알 같이 드렸습니다. 

5일분 드시고 오늘 오셔서 약 드시니 입이 바싹바

싹 마르고 혀가 꼬인다며 계속 먹어야 합니다. 혀가 

꼬이고 입이 마를 수도 있는지요?

2018년 1월 18일 오전 10:39 208 읽음

이원빈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매번 여러 약사님들이 올려주신 글만 

읽어보다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가까운 지인

분이 2형 헤르페스로 고민이라고 하셔서, 그때 이 

밴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보내주신 책은 읽어봤으

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 적용한 경험

이 없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황

1. 40세 남 보통체격. 사람 상 하는 업일을 전국

적으로 뛰고 있음.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운전을 많이 하고 일이 많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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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1. 안티와 써클 각각 11로 복용하세요.

2. 이미 설명했는데 다시 질문을 하니 본인이 

직접 결과로 확인하세요.

3. 수포가 올라오면 증상에 따라 적으면 안티

와 써클을 111로 복용량을 늘리고 많이 심하

면 안티 111과 써클 222로 용량을 늘려서 먹

고 이후 증상이 줄어들면 111로 줄여서 증상

이 없어지면 적량 로 먹으면 됩니다.

총 기간은 안티, 써클 6개월 복용 이후 써클만 

1년 복용입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차분하게 하루만 공부해도 

충분할 텐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1월 18일 오후 2:35)

② 이원빈

류형준 약사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인분과 이

야기해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맘

이 급해서 책과 밴드에 있는 여러 사례를 제

로 숙지하지 못하고 질문을 올렸습니다. 죄

송합니다. 추후 체험사례를 올려보도록 하겠

습니다.(1월 18일 오후 4:09)

2. 1년 전부터 2형 헤르페스 수포가 성기에 아주 

조금 올라와서 비뇨기과에서 검사받고 확진 판정

을 받음. 5일 정도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고, 2일 

정도 약을 먹으면 괜찮아져서 약을 중단하고… 

2~3개월 후에 다시 재발하면 남은 약을 먹기도 하

고, 병원 가서 항바이러스제만 처방받아 복용함. 그

때그때마다 약을 복용하면 쉽게 가라앉으나, 2~3

개월 주기로 반복되며 수포가 올라오지 않아도, 한 

번씩 뻐근하다고 함.

질문

1. 현재는 수포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안티 혹은 

써클과 함께 복용한다면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고 

복용량을 유지해야하는지요? 

2. 복용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헤르페스 같이 완치

가 불가능한 질환도 완치 가능성 높은지요?

3. 만약 수포가 올라온다면 어떤 식으로 처방을 변

경해야 하며, 완치를 목적으로 장기 복용 시 예상되

는 명현현상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질문을 올려야하는데 마음

이 좀 급하여 기초적인 질문까지 함께 올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오후 9:17 299 읽음

박향숙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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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안티와 써클 6개월 요법은 아시죠?

감사합니다.(1월 18일 오후 11:20)

② 박향숙

네 오실 때마다 강조합니다.♡(1월 19일 오전 

9:14)

잠깐 참고하세요. 안티 써클 복용 2달째 건선 80  

할아버지 인설이 전혀 없죠. ̂ ^ 하지만 여전히 치료

해야 할 게 멍이 심하고 허리 부위는 붉어 저녁에는 

가렵다합니다. 열감시 사라지고 인설이 사라진 게 

본인도 놀랍고 밥맛이 넘 좋아졌다니 빠른 피부 회

복이 있으리라 봅니다. 다음 달 또 올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8일 오후 9:34 274 읽음

정태영(크리닉약국)

#질의응답 

늘 예상외의 효과로 놀라워하면서 류약사님께는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어요.

이번 독감이 유행할 때는 안티와 써클로 많은 분이 

도움 받았고 좋아지신 분들이 다른 분들께 광고도 

해주셨어요.

저는 61세.

안티, 써클 101로 12월부터 복용하고 있어요.

좀 과로했다 싶어도 정말 안 피곤하고 좋아서 계속 

복용중…

겨울만 나타나는 비염증세가 다른 겨울보다는 좋

으나 좀 빨리 좋아지자고 지난주부터 111로 이틀 

전부터 써클을 222로 늘려봤어요.

각탕법은 발만 하다가 손은 처음 같이했는데 손에

만 점상출혈이 생겼어요. 

이 경우 써클을 줄여 계속 복용하면 될까요?

지난번 어느 약사님 질문에 코피처럼 받아들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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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적량으로 복용해도 되는 것을 용량을 늘렸습

니다.

용량을 늘린다고 무조건 증상 개선이 더 많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량을 늘려서 명현증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그 정도는 그냥 먹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점상출혈은 써클로도 잘 없어집니다.

이왕 시작한 거 증상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때까지 같은 용량으로 진행해보세요.

감사합니다.(1월 18일 오후 11:19)

② 정태영(크리닉약국)

감사합니다.

점상출현은 바로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서로 서로의 경험이 공유가 되고 공부

가 되는 곳이라 올렸어요.

다른 약사님 환자에게 나타나도 크게 걱정 안

하고 계속 진행가능…

늘 적량을 고민해요.

처음에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야 6개월을 

유지가 훨씬 수월해서요.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1월 19일 오전 

9:56)

③ 류형준 약사 

정태영 감사합니다.(1월 19일 오후 6:21)

① 류형준 약사 

몸 안에 쌓여있던 노폐물들이 림프순환촉진

으로 간이나 신장에서 걸러져서 배출되므로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감사합니다.(1월 19일 오후 8:18)

될 듯 하긴 한 데…

다른 약사님들께도 혹시 이런 경우도 있다고 올립

니다.

2018년 1월 19일 오후 1:41 211 읽음

박신희

#질의응답 

안티, 써클 111로 먹기 시작한지 2일 지났습니다.

소변색이 진해졌는데 다들 그러신가요? 

2018년 1월 19일 오후 8:48 314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질의응답

선생님 덕분에 안티와 써클을 통하여 시도하지 못 

했던 부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천기누설건강법 책을 읽고 B형 간염 보균자인 분이 

시도해 보고 싶다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안티와 써클만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체질요법

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께 보내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바이러스성 간염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티와 써클로도 충분한 경우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안티와 써클만으로 가능하다고 했을 때, 안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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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안티와 써클의 복용으로 장기능이 정상화되

면 정상적인 배변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내장의 자율신경도 정상화되어 

찬 것과 매운 것에 반응이 평소보다 잘 일어

납니다.

또한 안티가 장내 유산균에도 작용하니 필요

하다면 유산균제제를 안티의 복용시간과 엇

갈리게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1월 22일 오후 7:48)

② 김금희 (메디팜한사랑약국. 양산)

제가 약간의 변비가 있습니다. 첨 복용 시에

는 엄청난 양의 변을 보게 되어 좋았다가 지

금은 다시 변비가 오는 듯합니다. 이유를 곰

곰이 생각해 보니 매운 음식 섭취와 충분하게 

따뜻한 물을 안 먹었지 싶습니다. 수시로 따

뜻한 음료의 복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1월 

22일 오후 9:09)

③ 최미경(예천 인제약국)

저도 첨에는 엄청난 양의 변을 보았지요.

항체가 생길 때까지 복용하는 것인지 다른 경우처

럼 6개월간 복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바이러스를 없애는데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3. 이건 환자가 궁금해 하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간수치가 올라가는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답: 현재 간수치에서 10-20배 정도 올라갈 수 있습

니다.

반 로 떨어지는 경우도 체험사례에 올라옵니다.

4. 현재 간염바이러스약인 비리어드를 복용 중인

데, 안티, 써클 복용할 때, 비리어들 중단해야 하는

지 같이 복용해도 되는지, 어떤 편이 더 좋은지 궁

금합니다.

답: 비리어드가 효과가 있으면 병용하는 것도 좋습

니다.

효과가 없다면 환자와 논의할 문제입니다.

5. 치료기간은 책에 나온 로 1년 정도 잡으면 될

까요?

답: 책에 이미 설명한 내용의 반복입니다.

6. 책에 나온 체험례 말고 더 있다면 몇 건 정도 

될까요?

답: 중요한 것은 몇 건이 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가 되느냐 입니다.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더 공부하세요.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22일 오후 4:17 267 읽음

최미경(예천 인제약국)

#질의응답 

56세 보통 체격 여자

안티와 써클을 한 달째 101로 복용중

첨에는 변이 시원하고 평소에 약간 있던 아랫배 가

스 차는 것도 없고 개운했는데 얼마 전부터 변양

이 적어지더니 후중감도 생기고 변비까지 생겼습

니다. 

안티와 써클 복용으로 이럴 수가 있나요?

비염땜에 먹는 다른 사람도 먹고 나니 변비가 있다

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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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은 단지 변비만이 아니라 변이 가

늘고 잔변감이 문제네요.

안티가 장내 유산균도 없앤다면 유산균제 복

용은 필수겠네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복용하면 좋을까요.

먹어야 될 약이 너무 많아서 ㅠㅠ(1월 23일 

오전 10:15)

④ 김선희(옥산삼화당약국)

저는 안티, 써클 먹고 변비 다가 써클의 양

을 늘렸더니 매일매일 변을 보러가요.(1월 23

일 오전 10:43)

⑤ 류형준 약사 

최미경 써클량을 늘리거나 복용할 약이 많으

면 유산균 식품을 먹게 하세요.

감사합니다.(1월 23일 오후 4:14)

2018년 1월 23일 오후 4:54 308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질의응답 

카카오톡으로 올라온 사진입니다.

안티와 써클을 적량으로 복용한지 두 달이 지나서 

피부에 상기와 같은 트러블이 생겼다고 합니다.

명현증상이 아닌지 질문입니다.

일단 피부트러블은 사진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은 없습니다.

안티와 써클의 복용기간을 참고하는 것이 원칙입

니다.

써클의 명현반응은 주로 복용 당일부터 3일까지 많

이 나타나고 3~7일 정도 유지되다가 없어집니다.

노폐물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명현반응이

니 이담건위제나 우루사의 복용으로 해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써클의 용량을 2배로 늘리고 이담건위

제를 복용하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입니다.

안티의 명현반응은 주로 복용 7일 후부터 10일 사

이에 나타납니다.

명현반응은 발생 후 2~3주 진행하다가 없어집니다.

명현반응의 정도는 너무 다양하고 정도도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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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바이러스성 장염이면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송아지 몸무게를 확인하고 안티만 3배량

까지 써보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24일 오후 10:36)

게 나타납니다.

참고로 스테로이드를 많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명

현반응의 정도도 심하고 지속기간도 2~3배 정도 

늘어납니다.

상기의 경우처럼 복용 초기에는 괜찮다가 2개월 복

용 후에 나타나는 경우는 명현반응이 아니라 찬 것, 

매운 것, 추위, 튀김류 등의 염증을 악화시키는 상

황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각탕법하고 이담건위제 먹고 써클의 양을 두 배로 

늘리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명현반응에 한 응방법은

1. 명현증상이 견딜만하면 복용량은 유지하면서 이

담건위제를 추가로 복용합니다.

2. 명현증상이 견딜만하지만 더 빠른 명현반응의 

개선을 원할 경우 1의 방법에서 써클의 용량만 두 

배로 증량합니다.

3. 명현증상이 견딜 수 없게 심할 경우 안티를 일시

적으로 끊고 써클 222 복용과 이담건위제를 복용합

니다.

그리고 명현반응이 줄어들면 써클만 111로 1~2개

월 복용한 후 안티와 써클을 복용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24일 오후 9:30 205 읽음

안순원

#질의응답 

지난주 한우 사육농장주 오셔서, 한 달쯤 된 송아지 

열 마리 중 일곱 마리가 설사하여 동물용 항생제를 

며칠 투여함에도 불구… 멎질 않아 방문

지난번 강아지 두 마리 치유한 기억이 남… 해서 

20~25키로 잡고 안티, 써클 각 0, 5포 일단 3회분 

투여

담날 오후 연락해보니, 7마리 모두 무반응이라 하

여 수의사 불러 놨다 하네요.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음 더 먹일 텐데 하시면서요.

이 후에 올지도 모를 다른 송아지 환우를 위해서라

도 책을 세워야겠는데요…

1. 용량을 늘려볼까요?

2. 안티만 101로 써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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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설사를 하는 경우는 

첫째 림프순환촉진으로 몸 안에 있던 노폐물

이 한꺼번에 장으로 배출되어 장을 자극하

여 설사를 합니다.

둘째 혈중 지질이 담즙으로 분비가 많아져서 

소장에서 미처 흡수되지 못하고 설사를 하는 

것입니다.

셋째 평소 위장관에 바이러스 감염증이 있어

서 안티의 명현반응으로 설사를 합니다.

따님의 경우도 안티를 끊으니 설사가 멈추고 

직원의 경우는 안티 복용 5일 후에 설사를 하

는 것은 안티의 명현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개선되지만 빠른 개선을 위해

서는 유산균제제를 같이 복용하는 것도 도움

이 됩니다.

잦은방귀의 경우에도 유산균제제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1월 25일 오전 11:20)

② 조형이

답변 감사합니다.(1월 25일 오후 12:11)

① 정국현

2018년 1월 25일 오전 10:08 250 읽음

조형이

#질의응답 

고등 올라가는 딸아이도 설사가 심해(하루에 열 번) 

안티는 못 먹고 써클만 먹고 있는데

건장한 약국 직원(80키로)이 감기에 걸려 안티를 

주니 방귀를 뀌더라고요…

좁은 약국에서 괴로워서 퇴근할 때 한번 먹고 자기 

전 한번 먹으라고 줬는데 5일 정도 지나니 설사를 

한다하네요.

어제 저녁에 심하게 2번 먹은 거 다 쏟은 거 같다합

니다.

저랑 남편은 101로 열흘 가까이 먹는데 설사 전혀 

안하구요.

글 읽다보면 설사부작용은 별로 없던 거 같은데 어

떤 사람이 설사를 할까요?

2018년 1월 25일 오후 6:25 291 읽음

정태영(크리닉약국)

#질의응답 

23개월 12kg 여아

이제까지는 병원 출입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서 너

무 고마웠는데…

어제 밤부터 열이 나기 시작해서 혹시나 하고 병원

에 갔는데…

독감 A형이라네요.

안티하고 써클 따뜻한 물에 넣어 체에 걸러서 한입

씩 먹여보는데…

어린 유아에게 복용시켜보신 약사님 계신가요?

열만 떨어지면 잘 놀고는 있는데 열이 오르면 40도

까지도 오르고 해열제에 빠르게 반응은 못하고 시

간이 좀 걸려 떨어지고 있어요.

경험 있으신 분 그 경험 나눠 주세요~~^^



 제2장 질의 응답 00109

해열제에도 열이 잘 안 떨어지면 관장하면 잘 

떨어집니다.

아들 둘 키울 때 경험입니다.

안 그러면 이담제를 복용시켜도 되실 것입니다.

물론 써클안티는 기본이구요.(1월 25일 오후 

7:13)

② 유남희

타미플루와 같이 먹이니 효과가 더 좋다던데

요.(1월 25일 오후 7:30)

③ 류형준 약사  

전에 류지현 약사님의 경우 안티와 써클을 갈

아서 메이폴시럽에 섞어 먹 다고 합니다.

정상 용량은 성인의 1/4 정도면 되는데 바이

러스 감염이 심할 경우 3배량까지 증량이 가

능합니다. 

따라서 1회 각각 1/2포씩 1일 3회 복용하세요.

독감으로 확진되었으니 타미플루와 같이 먹

여도 효과는 상승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25일 오후 8:13)

④ 정태영(크리닉약국)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타미플루 처방받았고요.

저희 아가가 가장 어린 투약례가 될 듯한데요.

시럽이 간절하네요.(1월 25일 오후 8:23)

⑤ 류지현

아가 좋아지셨나요? 저희 아이들은 안티, 써

클 갈아서 메이플시럽에 걸쭉하게 꿀약이라

며 주면 잘 먹습니다. 저희 둘째는 생후 7개월

쯤에 류형준 약사님의 체질 약을 잠시 먹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안전하니 걱정

은 더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독감 같은 경우 

안티 용량을 늘리면 정말 효과가 단합니다. 

저희 둘째 20kg인데 하루 2포 성인 용량 먹을 

때도 전혀 부작용 없이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1월 27일 오전 10:09)

⑥ 정태영(크리닉약국)

예쁜 류 약사님. 고마워요.

가장 어리고 몸무게도 작아 고민이 되었어요.

할머니라…

안티 써클 따뜻한 물에 불려서 체에 걸러서 

한입씩 먹 어요. 아가베시럽 넣어서.

내가 줄 때는 도리도리 하면서도 먹더니 다음

날 엄마가 먹이니까 엄마 아빠 먹으라며 안 

먹더래요. 짠하게… 

어제부터 열 조금씩 떨어지고 보통 변 한 번, 

설사 두 번 하면서 점점 좋아져 오늘부터는 

춤추며 

잘 놀고 있다 네요.

잘크톤에 가레오 용량 좀 올려 먹 어요.

모두 궁금해 하실 거 같아서 끝나고 알려 드

리려 했는데…

아가들에게도 사용 가능합니다.(1월 27일 오

후 12:15)

2018년 1월 29일 오후 7:14 292 읽음

정세운

#질의응답

꽤 통통하신 편인 여자분.

일전에 심한 생리통 때문에 써클포유 드린 적이 있

는 분이에요.

예전 양상은 심한 생리통이 생리 전에 있다가 생리 

시작하면서 괜찮아지는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예정

일 10여 일 전부터 혈이 비치고 예정일이 되었는데

도 생리를 안 해서 병원을 가서 초음파 해보니 자궁

내막이 많이 커져있다며 프로베라 처방 주셨 요.

의사는 건강식품 다 중단하고 약만 먹으라고 가이

드했고요. (뭐 당연히 그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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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환자분의 나이와 써클4.U의 1일 복용량과 복

용 기간을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30일 오후 3:00)

② 정세운

류형준 써클 1일 2회 1포씩 섭취하셨고 환자

분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30  추정입

니다.(1월 31일 오후 10:30)

③ 류형준 약사 

생리통이 심한 것은 자궁내막의 바이러스 염

증이 심한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써클 222와 안티 111

로 충분하게 복용하게 하면 점막질환의 특성

상 명현반응은 없이 증상은 빠르게 개선되는 

경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7일 오후 6:22)

① 류형준 약사 

제 생각에는 헤파린의 복용을 막을 필요는 없

고 병용하여 써클만 1회 3포씩 1일 3회 먹게 

하세요.

증상 개선이 있을 때까지 용량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머리카락을 잘라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1월 30일 오후 2:52)

② 정국현

류형준 약사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

생님!(1월 30일 오후 7:50)

제가 이분께 드린 건 써클포유와 이담목적으로 레

시친 드린 게 다 고, 예전에 구매하셔서 갖고 계신 

리그난 남은 거 좀 같이 드신 것 정도밖에 없어서 

굳이 크게 변화를 줄만한 것은 역시 써클포유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명현으로 봐야 할까요? 명

현 치고는 너무 길지 않나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들이 림프순환 촉진에 의해서 한꺼번에 

배출되면서 일시적으로 에스트로겐 작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면 될까 싶기도 하지만 병원에서 

먹지 말라고 한 마당에 어떻게 가이드 드려야 할지 

좀 애매해졌네요… 이 해석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의 해석이니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시나요?

2018년 1월 30일 오전 8:18 178 읽음

정국현

#질의응답 

60세 남. 운동하다가 뇌출혈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

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헤파린 투여할 것인데요.

이럴 때는 써클 용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

니다.

2018년 1월 30일 오후 12:47 187 읽음

이선영

#질의응답 

비리어드 드시는 60세 여자분이신데 안티 써클을 

복용한다면 정량으로 같이 6개월 후 써클 6개월하

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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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B형 간염인가 보죠?

비리어드가 세포에 숨어있는 바이러스를 박

멸한다는 효과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티는 세포 안에 숨어있는 바이러스

까지 박멸하는데 이때 필요한 최소 기간이 6

개월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적량 로 6개월, 이후 써클

만 6-12개월을 복용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30일 오후 3:32)

② 이선영

넵(1월 30일 오후 5:36)

① 류형준 약사 

찬 것, 매운 것, 튀김류 안 먹고 안티 101과 

써클 102로 복용하세요.

빠른 치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안티와 써클은 6개월이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 (1월 31일 오후 9:38)

① 이미경

제가 1달째 먹고 있는데, 아토피 명현반응이 

심하네요… 병과 이 안티, 써클에 한 지식

이 없다면 힘들겠습니다.

전 일단 스테로이드는 안 썼고요. 물을 되도

록 안 닿게 하고,, 씻고 나면 갈라지면서 아프

니까 윤활제 역할하게 이것저것 발랐습니다.

일반 항바이러스제 생각해서 1일 4~5회씩 먹

다가 류 약사님께서 이건 단일성분이 아니고 

복합제라 그럴 필요 없다고 하셔서 지금은 3

회씩 먹고 있습니다. 2회로 줄이니 바이러스 

활동이 왕성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이제 

조금 진정되는 상태이구요…시간이 좀 걸리

는 듯합니다.

환자에게도 이해하도록, 교육과 격려가 필요

할 듯싶네요~(2월 1일 오전 10:15)

② 권명선

1. 스테로이드 없는 자운크림과 알로에 함유

된 습윤크림으로 환부를 다스리시면 도움이 

됩니다.

2. 잠시 안티 중단 후 써클 222로 체내의 염증물

2018년 1월 31일 오후 7:24 232 읽음

심기정

#질의응답

건장한 30  후반 남자분이 코골이가 너무 심해서 

오셨어요… 신혼인데 각방을 써야 할 정도라네

요…

이런 경우에도 써클이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2018년 2월 1일 오전 9:43 321 읽음

정국현

#질의응답

아토피 치유 중 피부트러블이 심한 경우가 생겼습

니다.

이런 경우 피부병 치료 시 명현반응으로 피부트러

블이 심하게 났을 경우에 연고를 함께 병용해도 되

는지요?

아니면 절  금기 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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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독성물질을 배출시킨 후 다시 안티 101 써클 

111이나 202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2월 1일 

오후 12:59)

③ 류형준 약사 

이미경 권명선 두 약사님의 의견도 좋은 방법

입니다.

국소적일 때에는 그렇게 조처하면 됩니다.

전신적일 때는 욕조에 38도 전후의 미지근한 

물을 준비해고 굵은 소금을 바닷물 농도로 녹

인 다음 20-30분간 전신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에 쌓 던 노폐물과 염증 물

질의 배출이 빨라집니다.

목욕탕에서 사우나로 땀을 내는 것도 같은 이

유입니다.

동시에 써클4.U를 222로 먹으면 빠르게 해결

됩니다.

하지만 아토피는 워낙 쌓여있는 노폐물과 병

적산물이 많아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부질환의 경중을 가릴 때 부후 정도

와 색깔의 변색 정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1일 오후 1:46)

④ 정국현

이미경 권명선 류형준 처음으로 너무 심한 분

을 만나니 당황스러웠는데 감사합니다.

다행히 명현반응 이해하셔서 잘 인내하고 계

십니다.(2월 1일 오후 3:26)

⑤ 이미경

정국현 

부위가 큰가요?(2월 1일 오후 3:38)

⑥ 정국현

이미경 예 얼굴이 아주 심하게 트러블이 났는

데요. 특히 눈 쪽으로요. 얼굴이라서 공개는 

안했습니다.

고등학교 남학생입니다.(2월 1일 오후 3:44)

① 류형준 약사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지속되면 어느 순간에 

통증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을 해부학적으로 설명하면 신경 

말단의 시냅스 신경전달물질이 저장되어 있

다가 자극에 의해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어 

통증을 전달하게 됩니다.

통증이 지속되면 시냅스 말단에서는 지속적

으로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어야 합니다.

이런 와중에 합성되어 저장되는 속도보다 분

비되는 속도가 빠르면 신경전달물질이 고갈

되고 더 이상 신경전달이 안 되는 상태가 옵

니다.

2018년 2월 1일 오후 12:32 274 읽음

최미경(예천 인제약국)

#질의응답 

써클 202로 5일 드신 분이 어깨 통증이랑 팔 아픈 

건 많이 좋아졌는데 그전에 아무 이상이 없던 오른

쪽 견갑골이랑 다리 발목에서 찬바람이 나오는 듯 

시리고 에린감이 생겼다네요.

저도 한 달 정도 먹고 나니까 그런 증상이 나와서 

다른 분들도 그런 경험 있는지요?

전 예전에도 그런 증세가 가끔씩은 있었는데 안티

와 써클 먹기 전과 첨 먹을 땐 거의 없던 증세가 

생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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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만성통증에서 통증이 줄어들고 신경

마비가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일 때에는 약간 우리하긴 하지만 통

증은 적어지고 견딜만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써클과 안티의 복용으로 상태

가 개선되면 신경전달물질의 합성이 정상적

으로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신경마비가 풀리

게 됩니다.

이때 전체적인 상황은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

가 아니므로 통증이나 불편한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명현증상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나타나는 불

편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몸

에 개선되고 있는 증거이므로 상세히 설명하

고 함께 기뻐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2월 1일 오후 1:39)

② 최미경(예천 인제약국)

네 알겠습니다.

첨에 복용했을 때는 변도 좋아지고 몸도 가볍

고 해서 좋았는데 도중에 불편한 증세가 나타

나서 당황스러웠는데 치유되는 과정이라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1일 오후 2:17)

③ 최미경(예천 인제약국)

그런데 저는 다리와 견갑골 시리고 에린점이 

그전에도 가끔씩은 있었지만 그전에 그런 적

이 한 번도 없던 사람도 그럴 수가 있나요?(2

월 1일 오후 2:31)

④ 신현욱

저도 손발 찬 증상으로 써클 222(2월 1일 오

후 6:19)

⑤ 신현욱

안티 111 먹고 있는데 발등이 시림 증상이 나

타납니다.(2월 1일 오후 6:20)

⑥ 신현욱

이게 이유가 뭘까요(2월 1일 오후 6:20)

⑦ 류형준 약사  

최미경 인체의 신경 구조는 통증이나 불편한 

증상은 심하게 아픈 곳이 있으면 덜 심한 곳

은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못 느낀 부위에도 증상이 발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2월 1일 오후 6:47)

⑧ 류형준 약사  

신현욱 댓 과 동일한 경우이므로 댓 로 

신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1일 오후 6:48)

⑨ 신현욱

류형준 손발 순환이 호전되는 과정이라고 이

해하면 되겠네요.(2월 1일 오후 6:51)

⑩ 류형준 약사  

신현욱 그렇습니다.(2월 1일 오후 8:22)

2018년 2월 1일 오후 4:35 243 읽음

이주연

#질의응답 

뇌수막염을 앓으신 45세의 남자분이십니다. 

평소 고혈압약 드시고 있고 잔병은 없는 건강 체질

인데 최근 부인의 허리디스크 파열로 인해 많은 스



00114  A BOOK OF EXPERIENCES

① 류형준 약사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하니 안티와 써클을 적

량 로 복용하면 될 것입니다.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을 앓았다고 하니 안티

와 써클 6개월 복용은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1일 오후 6:42)

② 이주연

네~ ㅎ 감사드립니다~꼭 좋은 효과가 있었으

면 하는 바람입니다.(2월 1일 오후 6:47)

① 류형준 약사 

림프순환으로 근종 안에 쌓여 있는 노폐물과 

병적산물들을 빼내야 하는데 꽉 막혀서 나가

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커질 수 있습

니다.

이럴 경우에는 써클 222로 증량하고 하루온

팩을 팬티의 하복부에 붙여서 따뜻하게 데워

주시면 해결이 빨라집니다.

감사합니다.(2월 1일 오후 7:36)

② 최미경(예천 인제약국)

아~그렇겠군요.

감사합니다(2월 1일 오후 7:44)

③ 정순용

자궁근종에 써클 222와 핫팩~ 기억해둬야겠

습니다.

그럼 안티플러스는 필수가 아닌가요?(2월 1

일 오후 8:04)

④ 류형준 약사 

정순용 지금의 경우는 커졌으니 빨리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원칙은 안티와 써클의 6개월 병용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1일 오후 8:21)

트레스를 받은 듯합니다.

17년 11월에 심한 두통과 머리까지 들지 못하는 통

증으로 검사 결과 포진 바이러스와 유사한 바이러

스성 뇌수막염 진단받고 1달간 입원치료 했으나 지

금껏 깨끗하게 나은 건 아니고 병원에서는 두통약

만 처방해 주고 있습니다. 

안티 써클이 도움이 될 것 같아 말씀드리고 책을 

드렸는데 용량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18년 2월 1일 오후 7:14 361 읽음

최미경(예천 인제약국)

#질의응답 

64세 여성

눈이 많이 피곤하고 시리고 눈물이 난다하여 눈 

양제를 찾아서 루테인 함유된 눈 양제를 드렸는

데 복용하면 배가 아프다고 가지고 오셨네요.

이분이 오늘 오셔서 6센티, 5센티, 4센티 자궁근종 

3개가 15년 전부터 있어서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는

데 수술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고 폐경 후부터 지금

은 1센티 정도 줄어든 상태라고 합니다.

이분은 양제 종류를 먹으면 아랫배가 아프고 그

로 인해 근종이 자랐다고 하네요.

림프순환 목적으로 써클 202 한 달 먹고 안티를 

먹어보자 했는데 적절한 방법인지 써클로도 근종

이 자라는 명현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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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안티, 써클의 복용이 3주차라면 2주 이상 경

과한 것인데 이는 안티의 명현반응일 가능성

이 있습니다.

안티와 써클의 명현반응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새로운 증상이 생기게도 하며 한편

으로는 피로감을 느끼게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담건위제와 우루사를 복용

하면 쉽게 풀어집니다.

감사합니다.(2월 2일 오전 10:28)

② 조형이

네. 답변 감사합니다.(2월 2일 오전 11:40)

① 류형준 약사 

써클을 먹으면 정신이 맑아져서 잠이 안 온다

는 분이 전에도 계셨습니다.

머리의 림프순환이 잘 되니 머리가 맑아지고 

활력을 찾으니 잠이 안 올 수 있게 되는 것입

니다.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아침과 점심에 먹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2월 2일 오후 10:41)

① 류형준 약사  

외관상 건강해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암4기

이면 생명의 끈이 거의 끊어진 상황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우선 안티와 써클은 암 치유를 위한 처방은 

아니라고 했으나 암을 치유하겠다는 생각은 

2018년 2월 2일 오전 10:00 228 읽음

조형이

#질의응답 

혹시 안티, 써클 먹고 졸음이 올 수도 있나요?

3주차 101 안티, 써클 먹고 있는데 노곤하게 잠이 

와요. 남편도요.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어제 밤에 약이 떨어져 못 먹고 열 시간 넘게 잤는데 

아침 되니 눈꺼풀 무거워요.

붓기 빼는 효과는 확실히 좋네요.

2018년 2월 2일 오후 7:45 245 읽음

김선희(옥산삼화당약국)

#질의응답

50  제 신랑입니다. 안티, 써클 아침에만 먹고 있

습니다.

저녁에 먹으면 잠을 못 잔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요?

2018년 2월 2일 오후 10:16 306 읽음

안재숙

#질의응답 

원래 숨이 차서 서울 병원 갔는데요…. 암4기 임

파, 자궁, 폐로 전이 되어서 항암2차 치료 받고 숨이 

차다해서 안티와 써클과 타 양제ㅡ 식물성오메

가3, 유산균, 베타칸 함께 드시면 어떨까요…??? 

70  여자 외관상은 건강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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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아주세요.

신 암으로 인한 증상을 개선하는 데에는 역

할을 할 수 있으니 명확하게 한계를 설명하고 

시도하세요.

안티 111과 써클 222가 기본인 것은 알고 계

시죠.

감사합니다.(2월 2일 오후 10:36)

② 안재숙

네~ 류형준 약사님 감사합니다.(2월 3일 오전 

8:06)

① 류형준 약사 

통풍의 기본 처방은 증상에 따라 써클 222와 

안티 111 또는 써클 202와 안티 101 중에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원인인 요산 결정은 써클로만 녹여서 빼내는 

데에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부종이 빠져도 요산 결정 때문에 다시 

붓고 염증이 생기니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각탕법으로 요산을 녹이고 써클로 빼내는 것

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안티와 써클을 1:2의 비율로 계속 먹게 하면

서 45도씨 물에 각탕법을 매일 하세요.

감사합니다.(2월 3일 오후 4:46)

② 유옥경

감사합니다.(2월 3일 오후 8:41)

③ 이용수

그렇네요.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2월 4일 

오전 11:24)

2018년 2월 3일 오후 3:50 307 읽음

유옥경

#질의응답 

61년생 남자분, 황갈색 안색, 전체적 비만인데 특히 

복부비만

폴리코사놀 드시고 살도 빠지시고 콜레스테롤도 

정상되셨다고 함.

주소증은 복숭아뼈 통증으로 통풍치료 중 의사분

이 정형외과를 가보라 해서 사진촬  결과, 물이 

차있답니다. 외관상 부어 있습니다.

써클 222, 2일분 드렸는데 첫날은 부기가 쏙 빠지

고 둘째 날은 아침에 부었다가 저녁에 빠지면서 열

나고 뜨거웠답니다. 다시 써클 20포, 안티 20포 드

리고 202씩 드시라했는데 부기와 빠짐을 되풀이하

면서 열감과 뜨거움도 계속입니다.

계속 써도 될런지요~?

2018년 2월 3일 오후 9:55 302 읽음

김정주

#질의응답 

#써클4.u 

안녕하세요^^

써클포유 문의 드립니다.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림프순환을 촉진시킨다

고 얘기는 하지만, 제 자신이 기전을 정확하게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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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제 생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실험한 것은 없지만 림

프순환촉진은 체액의 점도를 떨어뜨려서 이

동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 약사님이 물었던 질문1의 답으로 

체액이 림프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줍니

다.

또한 질문2의 답으로 림프액이 림프관에서의 

이동을 쉽게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염증으로 뭉쳐서 딱딱

해져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4일 오전 12:16)

② 김정주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2월 4일 오전 11:03)

① 이 용수

수족냉증의 다양한 원인중 하나가 될 듯한데

요… 

일반적으로 염증이 생기면 혈액이 모이고 열

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만성염증이 되어갈수

록 노폐물이 쌓여 순환이 점차 안 되면… 말

초 부위로 혈류 도달이 안 되겠지요… 바이러

스는 만성염증의 한 원인으로 보시면 될 것으

로 생각합니다.(2월 4일 오후 7:55)

② 이 용수

추위, 더위, 스트레스, 찬 것, 매운 것, 과로 

등 만성질환의 원인은 많습니다. 다만 만성질

환에 바이러스가 많은 건 좀 함정같네요… ㅎ

ㅎ 어쩌면 만성질환은 여러 원인이 합치는 경

우가 많지만 일정 상황이 지나면 바이러스가 

상주할 가능성이 무척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찬 것, 스트레스, 운동부족, 양과잉, 피로, 

바이러스 등이 합치면 큰 순환장애가 발생할 

듯요.(2월 4일 오후 8:18)

③ 정국현

이 용수 아 그렇군요. 감사드립니다.(2월 4일 

오후 9:51)

못하고 있어 자신 있게 권해드리지는 못하겠네요.

제가 손가락 관절이 튀어나오고 통증이 있었는데 

써클과 안티 복용 후 없어진 경험으로 효능에 해

서는 믿음이 가지만, 이론적인 뒷받침이 더 탄탄하

다면, 환자분들에게 자신감 있게 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부종이라 하면 세포와 혈관, 사이 공간인 간질

액에 수분이 과잉된 상태인데, 써클포유는 이 과잉

된 수분이 림프관에 유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

할을 하는 것인가요? 

류 약사님이 같이 권하시는 호보법이나 수  등은 

림프순환 자체를 물리적으로 촉진시키는 것이구

요…

아니라면 써클포유가 림프액이 림프관에서 순환하

기 쉽게 도와주는 역할도 하는 것인지요.^^;; 

알 듯 모를 듯 머릿속에서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

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4일 오후 6:53 267 읽음

정국현

#질의응답 

수족냉증도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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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류형준 약사 

어떤 증상이든 3개월 이상 된 증상은 부분 

바이러스감염을 동반한 증상이라고 생각하

면 됩니다.

수족냉증도 3개월 이상 오래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자체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

납니다.

그리고 증상을 더 악화시키게 되고 오래 끌고 

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4일 오후 10:15)

⑤ 정국현

류형준 약사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2

월 5일 오전 7:52)

① 류형준 약사  

일단 이담건위제를 종류별로 쓰고 써클만 

111로 추가하세요.(2월 6일 오후 1:08)

② 임갑순

네~고맙습니다.(2월 6일 오후 2:05)

① 류형준 약사  

안티와 써클을 같이 먹나요?

안티와 써클을 같이 먹다보면 안티의 살균작

용으로 방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유산균제제를 식간에 복용하세요.

감사합니다.(2월 6일 오후 8:39)

② 정국현

류형준 아 그렇군요. 감사드립니다.(2월 6일 

오후 8:53)

④ 박향숙

저도 같은 경험을 했는데요. 매일 아침 온수 

머그컵으로 2잔 마시면 10분 내로 변을 보게 

되면서 방귀가 사라집니다. 근데 깜박 잊고 

아침 온수를 마시지 않고 배출하지 않으면 종

일 방귀가 지속됩니다.(2월 6일 오후 10:08)

⑤ 류형준 약사  

박향숙 감사합니다.(2월 6일 오후 10:10)

⑥ 신현욱

저도 변을 보면 방귀가 없는데요. 변을 못 본 

날은 그렇습니다.(2월 7일 오전 8:23)

⑦ 정국현

박향숙 신현욱 감사드립니다!(2월 7일 오후 

3:43)

⑧ 김정랑

2018년 2월 6일 오전 8:51 176 읽음

임갑순

#질의응답 

38세 남자 복통으로 응급실가니 담석이 1cm 약으

로는 어렵고 수술을 하라 하는데 써클 222, 이담제 

그렇게 써야 하는지 안티도 같이 써야 하는지요?

2018년 2월 6일 오후 7:25 351 읽음

정국현

#질의응답 

잦은방귀의 원인

두 달 정도 복용한 여동생이 자꾸 방귀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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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계속 유산균제제를 복용하다가 안티 써

클 먹으면서 유산균을 안 먹어도 변 상태가 

좋아서 어느 순간부터는 안티 써클만 먹고 있

네요…(2월 8일 오후 2:01)

⑨ 정국현

김정랑 그렇군요. 감사합니다.(2월 8일 오후 

3:03)

⑩ 정국현

공복에 유산균제제 먹으니 방귀가 사라졌다

고 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9일 오후 2:51)

① 류형준 약사  

증량할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입니다.

방광염만 있다면 안티 101 써클 201로 복용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2월 7일 오전 6:09)

① 류형준 약사 

현재도 헬리코박터균이 있나요?

또 B형간염은 어떤가요?

원칙적으로는 헬리코박터도 없어져야하고 

간염바이러스도 명현반응이 나타났다가 줄

거나 명현반응이 없었으면 간수치가 많이 줄

어야 하는데 확인해 주세요.(2월 7일 오전 

6:15)

② 이민영

바이러스 수치는 경계선에서 경계선 이하로 

많이 떨어져있고 1달 전 내시경으로 위염 소

견으로 2일 전에 헬리코박터균 검사하고 먹

어보자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위보호제

와 유산균 1달치 먹고 먹어보자고 했어요. 간

수치는 계속 정상입니다.(2월 7일 오후 1:12)

③ 류형준 약사 

일단 간수치도 정상이므로 헬리코박터균에 

한 항생제요법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안티와 써클로 헤리코박터균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아니라니 충격입니다.

그래도 안티와 써클을 같이 드시면 좋을 것으

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2월 7일 오후 4:14)

④ 이민영

류형준 계속 복용중이고 온수나 각탕요법, 식

2018년 2월 6일 오후 10:52 217 읽음

정기숙

#질의응답 

42세, 여, 보통체격

방광염으로 병원치료 반복해서 재발되어서 안티 1, 

써클 1, 3회, 3일 복용 후 혈뇨가 보인다고 합니다.

써클 복용량 증량해야 하는지요.

2018년 2월 7일 오전 3:32 261 읽음

이민영

#질의응답 

안티, 써클 101로 복용 7개월째 복용중인데 헬리코

박터균이 있어서 제균 요법하자고 합니다. 바라크

루드 복용중이라 걱정인데 먹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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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법은 거의 안하고 있고 술, 담배는 전혀 

못합니다. 위염은 1년 전보다 많이 좋아진 상

태인데 2주간 치질이 많이 나와서 써클 202 

안티 101 복용했습니다.(2월 7일 오후 5:48)

2018년 2월 8일 오전 12:47 297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질의응답 

#체험사례

갑작스런 극심한 어지럼증

이00 약사님으로부터 본인의 상태에 해 문자메

시지로 들어온 질의응답입니다.

이00 약사님 질문)

선생님, 바쁘신가요?

머리가 어제부터 빙빙 어지럽더니 오후부터는 침

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겠네요.

천장이 빙빙 돌고요.

어찌 해야 할까요? ㅜㅜ

류형준약사 답변)

전화 통화를 해서 확인하니 중간에 몇 주 건너뛰기

를 했지만 안티와 써클을 적량 로 복용한지 두 달 

가량 지났습니다.

그런데 상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명현증상

은 아닌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안티와 써클의 복용 2개월에는 상기와 같은 명현증

상은 없다고 설명하 습니다.

그러면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찬 것, 매운 것을 찾았지만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수 장을 다니는데 본인에게

는 물이 찼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은 추위을 잘 탄다고 하니 당연히 추위입

니다.

추위를 타니 몸은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부신수질

에서 과량의 아드레날린류가 분비됩니다.

분비된 아드레날린류는 심장의 박동수는 증가시키

지만 말초혈관을 수축시키니 뇌압이 오를 수 있다

고 설명하 습니다.

본인은 평소 저혈압이라 혈압이 오를 일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혈압을 정상이라도 뇌압이 오를 수 있다고 

설명하 습니다. 

처방1) 과잉 분비된 아드레날린류를 담즙으로 빠르

게 배출하기위해 이담건위제인 까스활명수(마침 

집에는 까스활명수 밖에 없다고해서)를 먹게 하고

처방2) 높아진 뇌압을 내리기 위해 반신욕을 권했

으나 너무 어지러워서 반신욕이 어렵다고 호소해

서 각탕법을 하도록 하 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변화된 상태를 문자로 보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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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정말 놀랍네요. 류약사님! 정말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2월 8일 오전 11:00)

② 류형준 약사 

최현정 감사합니다.(2월 8일 오전 11:10)

③ 권명선

훌륭한 가르침 감사드려요.(2월 8일 오전 

11:56)

④ 류형준 약사 

권명선 감사합니다.(2월 8일 오후 3:05)

⑤ 김선희

제가 요즘 두피가 가렵고 어깨가 가렵고 그러

는 것도 제가 추위에 노출되어서 그런 걸까

요?

약국이 난방이 잘 안되어서 한파 동안 오전에

는 덜덜 떨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지

내고 있거든요(2월 8일 오후 4:31)

① 류형준 약사 

습니다.

이00 약사님 문자메시지)

소화제 먹고 각탕하니까 괜찮아졌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평안하세요~

류형준약사의 생각)

참 빠르고 확실하죠.

기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또 해결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침 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

도의 극심한 어지럼증이 까스활명수 1병과 각탕법 

1회에 괜찮아졌습니다.

어지럼증을 제거하기 위해 달팽이관의 문제를 해

결하지도 않았고 뇌압을 떨어뜨리기 위해 혈압강

하제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혈압을 올릴 수 있는 아드레날린류를 혈중에

서 빠르게 배출하기 위해 이담건위제로 까스활명

수를 1회 먹고 빠르게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 각탕

법을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치유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8일 오후 4:08 253 읽음

김선희(옥산삼화당약국)

#질의응답

여. 60세 작년 11월 초 손톱 갈라짐으로 안티, 써클

을 복용중

눈꺼풀 처짐으로 쌍꺼풀 수술을 1월에 받았는데 의

사쌤이 건식 포함 아무 것도 먹지 말란다고 10일 

정도 중단하셨어요.

저는 제 딸도 수술 중에 2일 쉬고 먹어서 괜찮으니 

드시라 했지만 의사쌤이 워낙 강하게 먹지 말라 하

니 환자분이 걱정하셔서 10일간 중단하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질문. 이분은 다시 드신 시점부터 6개월이 되어야 

할까요?

처음 드셨던 11월부터 6개월이 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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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지 마시고 10일만 추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2월 8일 오후 5:52)

② 김선희(옥산삼화당약국)

네 감사합니다.(2월 8일 오후 7:03)

① 류형준 약사 

이런 경우는 이미 캘로이드화가 진행되고 있

기에 써클의 용량을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티 101과 써클 201로 7개월, 이후 써클 201

로 12개월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9일 오후 7:09)

① 류형준 약사 

죄송합니다. 

고산병에 적용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천기누설건강법 건강플러스에서 설명

한 산소호흡법이 기전 상 몸 안에 산소포화도

를 높이는 호흡법이니 고산병에는 좋을 것으

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감사합니다^^(2월 9일 오후 7:29)

2018년 2월 9일 오전 9:11 136 읽음

박향숙 ♡♡

#질의응답 

오랜 역류성 식도염으로 장상피화생 바렛식도 환

자분도 바이러스 감염으로 보고 안티 써클 6개월 

써클 6개월로 치료 가능할까요?

2018년 2월 9일 오전 9:39 99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질의응답 

고산병 예방에 안티, 써클 사용해 본 경험 또는 좋

은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2월 11일 오후 10:06 277 읽음

강은희

#질의응답 

60  지방출장이 잦은 전립선이 불편하신 남자분

이고 치험례로 올린분입니다.

지난번에 써클 2일 먹고 넘 좋고 소변도 좋고 무슨 

피로회복제냐고 하고 다시 통으로 사 가신 분인데요.

일주일 후 오셔서 목에 가래가 달라붙어 기분이 아

주 나쁘다고 오셨습니다.

기관지에 노폐물이 나오는 거라고 했고 각탕법을 

하시라고 했더니 각탕법을 할 시간이 없다고 하시

네요.

밴드에서 명현반응을 찾아보니 일단 써클 202 방

법이 나와 있어서 가래가 나아지면 써클 111, 안티 

111 드시라고 안티를 드렸는데요.

저는 명현을 줄이는 방법이 써클을 한 달 복용하고 

안티를 쓰는 게 보통 인 것 같아 했는데 명현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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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정답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전립선비 도 있고 기관지도 심한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초기증상이 개선될 때까지 써클 

222, 안티 111로 먹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일단 좋아지면 안티 101, 써클 201로 진행하

세요.

감사합니다(2월 11일 오후 10:25)

② 강은희

네 감사합니다.(2월 11일 오후 11:18)

① 박원용

체질은 상관없이 쓰시면 됩니다. 참 편하

죠~!! (2월 12일 오후 3:16)

② 류형준 약사  

체질에 상관없이 쓸 수 있도록 처방을 만든 

처방입니다.

도한 음양한열허실도 상관없이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12일 오후 9:22)

① 류형준 약사 

두 달 있다가 나빠지는 것은 명현증상이 아닙

니다.

이것은 뭔가 환경적인 요인으로 심해지는 것

입니다.

찬 것, 매운 것일 수도 있고 추위일 수도 있습

니다.

아무튼 어떤 원인으로든 체내 환경이 나빠지

니 갑자기 심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심해진 것은 환경만 좋아지면 

부분 빠르게 증상개선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12일 오후 11:06)

나면202로 증량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두는 게 맞

을까요?

아님 처음부터 안티, 써클을 함께 드리는 게 맞을까

요?

여쭤봅니다.

2018년 2월 12일 오전 11:23 194 읽음

심기정

#질의응답

많은 약사님들께서 올려주신 사례들을 보면서 공

부가 많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환자를 하

는 마음도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티와 

써클은 흔히 말하는 체질, 음/양인지 등과는 상관

없이 적용해도 되는지요?

2018년 2월 12일 오후 4:37 146 읽음

한현주

#질의응답 

조카가 온몸에 좁쌀 같은 게 나서 간지럽다기에 안

티, 써클 하루 한 포씩 두 달 복용해서 많이 좋아졌

다 하여 다시 두통을 줬는데 다시 좁쌀 같은 게 나서 

잠을 못 잔다합니다. 차가운 것, 매운 거는 안 먹고 

각탕법은 안하지만 뜨거운 물 목욕은 자주 한답니

다…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질 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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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써클 222로 먹게 하세요.

아니면 기어다니기와 각탕법을 하게 하세요.

너무 많이 막혀서 림프관이 뚫리기 전에 나타

나는 현상이니 더 강하게 뚫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써클을 먹고 속 쓰릴 때는 밥을 먹고 먹거나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2월 12일 오후 11:10)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류선생님.

감사합니다.(2월 13일 오전 9:27)

① 박향숙

같이 드세요.(2월 12일 오후 8:32)

② 김영희(한가족약국.여수시)

박향숙 처방약이랑 안티 써클 같이요?(2월 12

일 오후 8:41)

③ 박향숙

병원약도 병행하는 게 초기에는 중요할 것 같

습니다.(2월 12일 오후 9:28)

④ 김영희(한가족약국.여수시)

박향숙 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시술 중에도 

마취가 깬 뒤에도 통증이 전혀 없어요.

써클과 안티 효과인지

그래서 항생제하고 안티 써클 각 한포 복용(2

월 12일 오후 9:52)

⑤ 최현숙약사 (24시약국)

저도 임플란트 중입니다.

2018년 2월 12일 오후 5:07 221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질의응답 

갑자기 허리아파 오신 60세 여자분께 써클 202로 

10포 드렸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2포 먹고 머리부터 온몸이 이가 있

는 것처럼 가려워서 옷을 벗어 뒤집어보고 한바탕 

소란이 있었답니다. 약국 퇴근 후라 물어볼 곳도 

없고~^^.

근데 아침에 허리가 가벼워지니 1포씩 2회 먹었다고 

하네요. 1포 먹었더니 아무 일 없고 편안하시다고,

근데 부종에 쓰는 써클 먹고 얼굴이 보톡스 맞은 

것처럼 부어있네요.

써클 복용 후 10일이 지나서 저도 5일간 얼굴이 땡

땡 부은 경험했지만 저는 그냥 견디어보자~하고 

견디었더니 6일째 되는 날 쏴악~ 빠져나가는 느낌

도 느껴 보았습니다마는^^.

궁금해서 올립니다.^^

써클 복용하고 속 쓰려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시

나요. 다른 약사님들은?

2018년 2월 12일 오후 8:00 158 읽음

김영희(한가족약국.여수시)

#질의응답 

오늘 처음으로 임플란트 시술 1개 기둥 세우고 왔어요.

치과가기 전에 써클과 안티 각 2포씩 먹고 다녀왔

어요.

처방약을 먹어야 하나 아니면 써클과 안티만 먹어

볼까 고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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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은 5일 받았는데 하루만 먹고 그냥 안티, 

써클만 먹었네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2월 12일 오후 10:18)

⑥ 김영희(한가족약국.여수시)

최현숙약사 (24시약국) 네 감사합니다.(2월 12

일 오후 10:28)

⑦ 류형준 약사 

정답은 그때그때 달라요.

하지만 처방약과 같이 먹어도 좋을 것입니다.

무조건 처방약을 안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2월 12일 오후 11:21)

① 류형준 약사  

지금의 상황은 몸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확 좋

아지기에는 써클의 양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각탕법과 기어다니기를 하면 정말 많이 도움

이 됩니다.

써클의 용량으로만 계산하면

처음 한 달 써클 222,

만약 써클 222로도 안되면 333으로 복용합니

다.

이후 한 달 써클 222와 안티 111 

그리고 이후에는 안티 101과 써클 201로 하

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12일 오후 11:25)

② 김영희(한가족약국.여수시)

네 그렇게 시도해 보겠습니다.(2월 13일 오후 

9:46)

① 류형준 약사 

레몬차를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1. 레몬과 설탕을 활용해서 레몬청을 만들거나

2. 슈퍼가면 노란 레몬모양의 용기에 담긴 레

몬즙이 있습니다.

그것을 뜨거운 물에 풀고 설탕으로 단맛을 추

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2월 18일 오후 7:57)

② 조경아

레몬차를 마시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2

월 18일 오후 8:38)

③ 류형준 약사 

레몬차의 신맛이 강력한 이담작용을 해서 혈

2018년 2월 12일 오후 8:48 229 읽음

김영희(한가족약국.여수시)

#질의응답 

섬유근육통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제 동생 써클만 

3회 1주일 지금 2회 13일 정도 먹고 있는데 (변비가 

심한데) 써클 먹으니 처음엔 설사하다가 지금은 변

을 잘 보고 있는데 요즘 많이 아프고 땀도 줄줄 흐른

다는데 써클 중단할까요?

힘들어 할까봐 써클 한 달 먹이고 써클, 안티 같이 

먹이려고 했는데요.

2018년 2월 18일 오후 4:39 215 읽음

김영희(한가족약국.여수시)

#질의응답 

레몬차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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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있는 독성물질의 배출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급작증상이 있을 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응용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18일 오후 9:22)

④ 조경아

아~~

감사합니다.(2월 19일 오전 8:27)

① 류형준 약사 

사마귀에 한 체험사례는 몇 건 있고 저 역

시 체험사례가 있습니다.

특별히 따로 용량을 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량 로 원칙 로 복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2월 19일 오후 5:46)

② 조형이

답변 감사합니다.(2월 23일 오후 5:50)

① 류형준 약사 

3개월째 되었다면 당연히 명현은 아닙니다.

뭔가 잘못을 크게 한 것입니다.

찬 것, 매운 것, 추위, 튀김, 술 중에 있을 확률

이 높습니다.

안티 111, 써클 333으로 증상이 줄때까지 복

용하고 증상이 줄면 안티 101, 써클 201로 줄

여서 쭈욱 복용하세요.

감사합니다.(2월 21일 오전 5:28)

② 계효숙

입술 마비감은 여태껏 한 번도 없었는데 안티

/써클 복용 후에 생긴 건지요? 아무리 생각해

도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럽니다. 환자의 생활

습관이 예전 그 로라서 찬 것, 매운 것, 추위, 

튀김, 술 등을 그 로 했다면 바뀐 것은 안티/

써클 복용뿐인데, 명현도 아니라면 뭔가요? 

그 분에게 뭔가 새로운 질환이 생기려고 폼 

잡는 건가요? '마비'라면 통하지 않는다는 건

데(기든 혈이든 림프든) 써클 하루 4포를 3달

째 먹는 사람이라 또 이해하기 난감하고요.(2

월 21일 오후 4:35)

③ 류형준 약사 

2018년 2월 19일 오전 11:59 115 읽음

조형이

#질의응답 

편평사마귀 써보신 분 계신가요?

검색해보니 몇 건 나오긴 하는데 써보신 약사님 계

시면 간단하게라도 치험례 부탁드려요.

2018년 2월 20일 오후 7:09 233 읽음

차혜원

#질의응답 

안티 2, 써클 2, 1일 2회 복용 시작한지 3달째.

지난달에도 입술근처 마비감을 호소하셔서 한방

(열 꺼주는)으로 잡았는데, 이번에는 쫌 심한 듯합

니다.

벌써 3일치 한방과립 복용하셨는데 아직도 입술 근

처가 어둔하고 내꺼 같지 않다고…

명현현상은 아닌 듯한데, 어찌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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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효숙 신경은 지속적으로 흥분하면 신경절

에 저장되어 있는 신경전달물질이 고갈되면

서 자신도 모르게 마비가 됩니다.

만성통증이 증상을 보면 매우 아플 것 같은데 

생각보다 견딜만하다고 하는 경우가 바로 그

런 경우입니다.

그러한 부위가 바이러스도 줄고 림프순환촉

진으로 마비되었던 신경세포가 풀리면서 신

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는 방향으로 개선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평소 습관처럼 지속되었던 

찬 것, 매운 것, 추위 같은 자극들이 마비되었

을 때는 잘 느끼지 못했지만 신경마비가 풀리

니 다시 자극을 받고 이번에는 빠르게 반응하

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 마비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명현증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예로 흔히 접하는 것이 

제 환자 중에 청량고추도 더 매운 것을 찾을 

정도로 매운 것을 심하게 좋아 하는 분이었는

데 속은 아무렇지도 않고 얼굴의 상열감이 심

해서 체질차를 1개월 복용했습니다.

얼굴의 상열감은 1개월 만에 거의 사라졌는

데 

저녁에 출출해서 그냥 신라면을 무심코 끓여

서 먹었는데 (평소에는 신라면에 청량고추 

3-4개는 넣고 먹었습니다.) 목이 조여 오고 

속이 쓰려서 죽을 뻔 했다고 전화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상기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입니

다.

인체는 좋아지면 주변 환경도 그에 따라 변화

해야 순조롭게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 환경의 악 향이 우리 몸

을 꼭 그만큼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티와 써클로 고치는 것이 아

니라 스스로 낫도록 도와주는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22일 오후 7:18)

④ 류형준 약사 

차혜원 약사님 그렇게 해도 풀리지 않으면 제

게 머리카락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2월 22일 오후 7:19)

⑤ 계효숙

류형준 약사 바쁘실 텐데 친절한 설명 감사합

니다. 차분히 곱씹어 읽어보겠습니다. (퇴근

이 늦어져서 급하게 읽는 중^^)(2월 22일 오

후 10:11)

⑥ 차혜원

오늘 오셨습니다.

소시호, 사역 각 3g씩 1일 3회, 2일 복용하시

고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안티, 써클 복용 

안 하셨는데 더 편하고 붓기도 없는 것 같다

고 하시네요. 당분간 끊어볼까 하신다기에 지

금이 젤 중요한 때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 1주일 휴약하고,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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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언뜻 뵙기에도 오늘 뵌 얼굴색이 더 좋

아 보이니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 복용 목적이 반복되는 질염, 방광염 때

문이었는데, 그 효과도 아직은 미온적이라…

1주일 후 다시 오시기로 했습니다. 말씀드리

고 머리카락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약사로서의 능력이 참 부족함을 절감하는 

요즘입니다.(2월 23일 오후 7:55)

① 류형준 약사 

먼저 써클만 222로 한 달 복용하고 나서 안티 

101과 써클 201로 복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21일 오후 8:16)

② 장진숙(참좋은P 광주광역시)

감사합니다.

(2월 21일 오후 9:10)

2018년 2월 21일 오후 7:16 240 읽음

장진숙(참좋은P 광주광역시)

#질의응답 

몇 년 전 경동맥협착증수술 후유증으로 플라크가 

뇌혈관을 막아 한쪽이 마비된 60  남자 환자입니다.

체구는 큰 편입니다.

식탐이 있어 과식을 하면 (매운 것이나 고기 종류) 

다음 날 설사를 자주 하고 배에 가스가 많이 찬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요사이는 음식을 먹고 과식을 하지 않아도 자주 그

런 일 있다합니다.

노르믹스, 큐란, 진경제, 유산균으로 치료하면 처

음에는 잘 들었는데 ~~~

설사는 스멕타로 처방했었구요.

안티와 써클과 프로바이오틱스를 권하고 싶은데요.

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처음 쓰는 거라서요.

우문현답바랍니다. 류 약사님

아직도 한쪽 편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운동 치료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21일 오후 8:02 305 읽음

계효숙(역전이화/수원)

#질의응답 및 #체험례

체험례를 읽다가 류 선생님의 댓글을 보고 놀라워

서 본 글을 올릴 용기를 냅니다.^^

안티와 써클을 제 기간 동안 먹어주면 골다공증도 

자연히 없어진다고요?????????? 와우! 그 생각

은 못했는데요? 그러면 노화도 안 될 것 같아요. 

앗싸! 저의 가장 큰 걱정이 매년 진행되고 있는 골

감소증이거든요(67년생). 비타민 D를 열나게 수년 

간 먹어줬는데 자꾸 T수치는 떨어지고, 비타민 D도 

결핍증으로 나와서 말이죠. 제가 바로 '흡수불량'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먹어도 

소용없는 쩜쩜쩜…쩝쩝ㅠㅠ

그래서 안티와 써클이 다른 약이나 양제의 흡수도 

도와준다고 해서 희망 부푼 가슴을 안고 열심히 먹기

는 하는데 어느 순간 의문이 드는 겁니다. 과연 이 

안티와 써클은 잘 흡수되고 있을까, 라는 의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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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각종 양제를 먹으면 속이 불편하고 끊으면 

아주 편안합니다(알약을 씹어 먹고 캡슐을 까먹어

도). 요즘은 안티와 써클을 위주로 먹고 다른 양

제들은 드문드문 먹게 되었습니다. 안티와 써클도 

첨엔 무진장 속 더부룩하고 맨날 냄새 없는 방귀를 

엄청 발사해서 욕심내어 용량을 늘렸다가도 장기

전이라 생각하며 줄여서 적량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담소화제조차도 약 한 가지 늘리는 거라 먹기 싫

었습니다. 방귀는 복용한지 보름 지나니 그만저만 

하고, 취침 전 빈 속에 다량의 온수와 먹어도 큰 

지장은 없더라고요. 사실 용량이 그 날 기분 따라 

들쭉날쭉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2번 혹은 3번).

5일만 있으면 한 달이 되는데 아직 특기할만한 변

화는 없습니다. 소아과 문전이라 손목을 많이 써서 

그런지 평시에는 아픈 줄 모르고 지내지만 호보(虎

步)할 때 바닥을 짚으니 손목이 뻣뻣한 느낌이고, 

아침에 살짝 붓기가 있어서 써클을 늘려볼까 생각

은 하지만 몸에선 그러지 말라고 해서 곰탱이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가는 중입니다.(문장이 이상하네

요. 곰탱이가 거북이걸음을?ㅋ)

매일 퇴근 후에 발목욕, 손목욕 합니다. 게을러빠져

서 각탕할 바스켓을 아직 못 샀습니다. 호보도 매일 

합니다. 한번에 500보 할 때도 있고 200보만 할 

때도 있고, 점심 식후에 약국이 한산하면 장갑 끼고 

조제실과 카운터를 기어 다니기도 합니다. ㅋ 아직 

손님한테 들킨 적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고

요. 많이 마시고 싶지만 곧 밥을 먹어야 하니 한 

컵으로 족합니다. 화장실이 급하면 먼저 다녀와서 

이런 저런 못 다한 스트레칭 하고요. '배꼽힐링'이

라는 것과 '단전치기'라는 것도 100회 정도씩 합니

다. 그러면 장이 꿈틀꿈틀 잘 움직여서 다시 화장실

로 보냅니다. 이번엔 큰 볼 일을 보라고. 예전엔 꼭 

약국에서 모닝커피를 마신 후(10시~11시)에 갔었

거든요. 이게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올빼

미로 늦게 자고(새벽 3~4시) 늦게 일어났기(8시) 

때문이었죠.

하지만 요즘은 스스로 수면 습관과 여러 안 좋은 

생활습관을 고치려 노력하는 중이었고, 그 와중에 

<천기누설건강법>을 접했기 때문에 두루두루 개선

되는 중입니다. 밤 10시 가까이 퇴근해 곧바로 각탕

하고 샤워하고, 너무 힘들지 않게 가벼운 운동으로 

몸의 열을 발산하면 심부 체온이 내려가 잠이 잘 

온다는 이론을 알았기에 그 날 사정에 따라 운동을 

먼저 하든 각탕을 먼저 하든 두 가지를 항상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밤 11시만 되어도 슬슬 졸음이 옵니

다. 그래서 요즘은 12시~01 사이에 잡니다. 일찍 

자려니까 퇴근 후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 

아쉬워서 잠깐 책이라도 봐야할 거 같으니요. 아직

은 여전히 아침 8시에 일어나는데 목표로 하는 12

시 취침, 7시 기상은 올해 상반기 안에 완성될 것입

니다.^^

(제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장황한 얘기

를???)

암튼, 각설하고.

<천기누설건강법>을 만나 제 삶과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주절주절했습니다. 6개월 혹은 1년 

후에는 제가 또 달라져 있을 거라 생각하니 날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팍팍 

솟아나는 느낌이랍니다. 게다가 새로운 지식과 간

접경험까지 매일 접하니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까

지 팍팍 솟아나는 느낌입니다. 뇌는 '새로운 경험'

을 좋아하고 그렇게 뇌를 기쁘게 할 때 도파민이 

팍팍 나온다잖아여.

"감사합니다!" 한 마디면 되는 걸 너무 길게 써서 죄

송합니다. 다들 바쁘셔서 체험례 읽는 것도 벅차실 

텐데 말입니다. 체험례 조회수를 보면 말이죵.^^ㅎ



00130  A BOOK OF EXPERIENCES

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2월 21일 오후 

8:13)

② 류형준 약사 

ㅎㅎㅎ

체험사례에 한 답례를 안 할 수가 없겠네

요?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 둘씩 체험사례를 올리다보면 어느 새 사

명감이 생기고 또 다른 즐거움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2월 21일 오후 8:15)

③ 계효숙

이명희 명희쌤님의 체험례 잘 보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됩니다.^^

흡수 불량자도 안티/써클은 천연물 식품이니 

문제없이 잘 흡수될까요? 저는 돌아가더라도 

꾸준히 천천히 가자 생각해서 안티/써클을 

1:1로 먹고 있는데 맘속으로는 써클을 2먹어

야 할 거 같거든요? 제가 저체온 상태이기도 

하고요. 근데 먹기가 싫어요. 몸이 거부하는 

것 같아요. 몇 번 안티 1 + 써클 2로 먹어보기

도 했는데 몸이 그다지 반기지 않는 거 같아

감사합니다.

※추신 : 판 벌렸으니 그냥 가면 안 되고 체험례 

하나라도 올려놓고 가야 하나여? 너무 간단한 건 

올리기 부끄러워서 안 올리려 했는데요.

#체험례

1. 얼굴 구진

20  후반 남성. 여드름에 바르는 연고를 달라고 

왔는데 얼굴이 벌겋고 팥만한 구진들이 상당하더

라고요. 코랑 뺨, 턱에. 그래서 이 증상이 얼마나 

오래 되었냐, 예전에도 그랬냐 물어봤더니 며칠 전

에 첨 생긴 것이고 연고를 썼었 요. 연고만 써서는 

깨끗하게 안 낫는다면서 안티와 써클을 111로 먹으

라고 2일분 줬어요. 이틀 후 빈껍데기 들고 와서 

이틀분만 더 달라고 하네요. 스스로 많이 좋아졌다

고 하면서. 하루 2번 먹으면 안 되냐고 물어서 3번 

먹으라 했는데 아껴 먹을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

곤 다시 안 오네요.

2. 47년생 여성. 고관절통

오전에 제 약국 청소도 해주시고 조제 보조도 해주

시는 저의 막내 이모님이십니다. 설 명절 선물로 안

티와 써클 1통씩 드렸어요. 성인병도 있지만 완화요

법으로 아침, 저녁 1포씩 드시라 했어요. 이틀 지나 

말씀하시길, "이 약은 노인네들 요즘 추워서 잘 안 

통해 어디 아플 때 주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모님이 말씀은 안 하셨는데 고관절에서 허리 쪽

이 아프셨 요. 심지어 화장실 들어가는 문턱을 오

를 때도 속으로 '아악~' 하실 정도 요. 그런데 

안티/써클을 하루 2번씩 딱 4번(4포) 먹고 나니 안 

아프더래요. 서혜부 쪽만 살짝 당기는 느낌이 남았

고요.

기뻤어요. 꾸준히 드셔서 성인병 3종 세트 처방약

도 끊었으면 좋겠네요. 끝

부끄럽지만 이렇게 조촐한 체험례를 올리는 이유

는 원고료로 받는 제품을 이모님께 드리고 싶어서

입니다. 이모님 성격이 까탈스러워서 공짜 싫어하

거든요. 이유가 있는(명절 선물) 공짜는 받지만요.

이번 설에 친지들한테 안티와 써클 세트를 책과 함

께 선물로 뿌렸는데 그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얻고 

꾸준히 치유의 길을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앞으로 원가는 받아

야 하는데 말입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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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2월 21일 오후 8:18)

④ 계효숙

류형준 약사 쌤님, 부끄럽습니다. (얼굴 빨개

졌어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이 길어 묻혔는데

요.

1. 흡수 문제

2. 용량 문제(2월 21일 오후 8:20)

⑤ 이명희(광민약국.광주)

계효숙 저는 원래도 게을러? 아침 못 먹지만 

아침에 안티 1 써클 2를 먹다보면 배불러서 

더더욱 아침 못 먹습니다. 알약 잘 못 먹는 

터라 물을 한 접 먹느라 ㅎㅎ.

날마다 설레이네요. 오늘은 어떤 치유의 인연

을 만날지~~. 약국 안의 다른 약들이 서운해 

해요. 자기들 존재감 없다고~. 짝사랑 초기 

단계 들어온 듯.(2월 21일 오후 8:26)

⑥ 계효숙

이명희 저도 게으른데 복이 많아 친정 엄마와 

살아서 팔순 넘으신 엄마가 아침밥을 차려주

세요. 그러니 아침 8시에 일어나겠죠? (어이

쿠 창피해라) 신 저녁 식사가 애매해서 굶

거나, 충 주전부리로 떼우 거나 야식하거나 

그랬었는데 요즘은 6시~7시 사이에 선식 1포

로 저녁 식사를 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야

식 안 하고. 아주 바른 생활인이 되어가고 있

습니당~. ㅋ

아닌 게 아니라 안티/써클로 약국에 오시는 

부분의 환자가 해결되니 다른 약들은 우짜

죠? 저는 아직 그렇게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

지만.^^(2월 21일 오후 8:43)

⑦ 송정숙(만수ㆍ부산)

똑똑한 계 약사님 화이팅!!(2월 22일 오전 

10:38)

⑧ 류형준 약사 

계효숙 

1. 제보다는 환제가 딱딱하니 녹기 전에 위벽

을 자극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

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먹거나 식사 후에 바로 먹으면 

됩니다.

2. 용량조절은 권명선 약사님의 체험사례를 

일다보면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류형준 의견에서도 용량 조절을 설명

한 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월 22일 오후 8:05)

⑨ 계효숙

류형준 네, 감사합니다. 

가끔 살짝 답답하고 우울해지려 합니다. 뭘 

먹어도 효과를 못 보는 사람은 어찌해야 할

까? 맨날 주사 꽂아야 할까? 오늘도 그런 생

각이 잠깐 들었었습니다.(2월 22일 오후 

10:16)

⑩ 류형준 약사  

계효숙 간단합니다.

안티 111 써클 222

각탕법과 기어다니기를 하세요.

찬 것과 매운 것은 피하세요.

그럼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23일 오후 4:58)

⑪ 류지현

저희 어머니가 약 먹는 걸 워낙 안 좋아하시

고 무슨 약이든 효과를 모르겠다는 분이셔서 

증상이 심할 때도 4개월째 안티, 써클 정량으

로만 101 복용하셨는데 느리지만 확실한 개

선 효과를 보셨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정량복

용으로 천천히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2월 

25일 오후 9:22)

⑫ 계효숙

류형준 각탕법, 기어다니기 잘하고 있어요. 저

는 이것을 습관화하는 것 배운 것만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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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게 있고요. 호보법이 정말 좋은 전신운

동이라 생각해요.^^

예전부터 여름에도 찬 물 안 마셨었고요. 매

운 것도 즐기지 않았지만 가끔 스트레스 받을 

때 당기긴 했었어요. 

안티와 써클은 용량 늘리면 곧 속이 불편해져 

어쩔 수 없이 줄이게 됩니다. 101로 하루 2

번~3번 유지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25일 오후 10:35)

⑬ 계효숙

류지현 네, 그래서 저도 멀리 보고 갑니다. 적

어도 6개월은 먹어보자는 생각이죠. 감사합

니다.^^(2월 25일 오후 10:37)

⑭ 류형준 약사 

류지현 계효숙 감사합니다.(2월 26일 오전 

9:47)

① 류형준 약사 

부위가 많지 않고 평범한 정도이면 적량 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2월 22일 오후 8:17)

2018년 2월 22일 오후 12:20 194 읽음

박주현/부산/스타약국

#질의응답 

류형준약사님의 답글과 많은 약사님들의 체험례를 

보며 치유의 길을 공부중인 약사입니다.

몸이 호리호리하신 30  초반의 여성 환자입니다.

별다른 질병이 없는데 근래 육아에 힘든지 없던 트

러블이 피부에 일어나고 사마귀가 생겨 힘들어하시

며 상담을 해 와서 안티플러스와 서클포유에 한 

설명을 드리고 관심을 보여 책도 한 권 드렸는데요.

몸무게는 50키로가 안 되어보 고 사마귀가 생긴 

이런 상황에선 안티 써클을 각각 101씩 쓸지 아님 

초반엔 좀 더 적극적으로 써야할지 아직 감이 안 

잡혀서 질문 드립니다.

2018년 2월 22일 오후 3:49 323 읽음

김윤미

#질의응답 

발에 동상인듯한데 안티와 써클을 아침에 세포씩 

먹었어요.

어제 등과 허리에 봉침을 맞았는데 오늘 약 먹고 

두 시간쯤 있다 침 맞은 자리가 벌겋게 올라왔어요. 

약 때문인지 궁금하고요. 발은 저렇게 먹음 될까요?

발뒤꿈치가 시리기도 하고 발가락 위쪽만 저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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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봉침을 맞았다면 주사 부위에는 벌독이 고농

도로 있겠지요.

이때 림프순환을 촉진하니 주변으로 퍼질 것

이고 퍼진 벌독이 염증을 일으키니 벌겋게 부

어오른 것 같습니다.

신 봉독은 빨리 빠져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22일 오후 8:31)

① 류형준 약사 

크론병은 소화기계의 질환이니 음식이 중요

합니다.

매운 것과 찬 것은 절 금물입니다.

찬 것이라고 함은 체온보다 낮은 것을 말합니다.

매운 것이라 함은 고추, 후추, 겨자, 와사비, 

피망, 파프리카가 들어간 음식 모두를 말합니

다.

그리고 소론도 6정에 안티와 써클이 역할을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유지만 하다가 소론도 복용이 끝나야 개선의 

기 를 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티와 써클이 환제라서 딱딱하니 뜨

거운 물에 녹여서 먹으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용량은 증상이 줄어들 때까지 안티 333과 서

클 333으로 복용합니다.

꼭 녹여서 먹게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22일 오후 8:58)

② 박수정

소론도를 2달치 처방이 나왔는데 며칠 먹다

가 증상 개선 시 끊어야 할까요?

녹여먹는 것은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인가

요?

약사님 물약은 언제쯤 나올까요?(2월 22일 

2018년 2월 22일 오후 8:50 265 읽음

박수정

#질의응답 

매일 올라오는 체험사례에 조금씩 배우고 있지만 

아직 너무 초보라 고수님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조카(18세)가 얼마 전 소장 크론 진단을 받았습니다.

증상은 1일 2~3번의 설사, 치루가 심해 농이 심한 

상태로 19일 항문수술

2월 4일부터 안티 1 + 써클 1 하루 3회 복용 시작

2월 8일 안티 1 + 써클 2로 증량 권유

워낙에 항문 염증으로 인한 항생제 등 먹는 약이 

많다 보니 하루 3회를 잘 지키지는 못하는 모양입

니다.

그래도 점막질환은 반응이 빠르다는 것에 기 를 

걸었으나 별 변화는 아직 없고 오늘 소장검사 결과 

중증이라고 하네요.

소론도를 하루 6알씩 먹으라는 처방전을 보니 막막

하네요.

용량을 어찌 조절해야할까요.

크론에 한 사례가 없어 사실 믿음이 좀 약합니

다;;

류 약사님을 비롯한 여러 고수님들의 고견을 바랍

니다.

#체험사례

참 저는 안티 1, 써클 2로 3회 복용 20일차입니다.

비염으로 막혔던 코는 중간에 명현으로 3일 정도 

코가 시리고 딱지가 생기더니 지금은 90% 회복된 

것 같구요.

악건성 피부가 많이 촉촉함을 느낍니다.

피로가 줄고 활기가 생기며 숙면, 변비 해결은 기본

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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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14)

③ 류형준 약사 

1. 제가 직접 관리하는 환자가 아니니 병원처

방에 해서 논의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만약 필요한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보

내세요.

2. 녹여먹는 것은 흡수율을 높일 수도 있지만 

주목적은 딱딱한 환제가 혹시라도 환부를 자

극할 수 있을까하여 녹여먹으라고 한 것입니

다.

3. 물약은 3월까지 나올 것으로 예정하고 있

습니다.

감사합니다.(2월 22일 오후 9:35)

2018년 2월 26일 오후 3:23 206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질의응답

질문)

안녕하세요~

00에 있는 00약국 김00약사입니다 ^^*

밴드에 올라오는 글 잘 읽고 소소하게 약국에서 약

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궁선근종을 가진 환자분이 불편함을 호소하셔서 

안티플러스 써클포유를 드리고 싶은데 자궁선근종

에도 효과 있을까하는 확신이 없어서 연락드려요.

40  여성인데 출혈량이 많고 스트레스가 심하여 

네이처스제품 헤모미임과 토라타민을 드렸습니다.

세 달 정도 드셨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중간에 안 

드셨더니 증상이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환자분은 자궁적출 수술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 약으로 치료를 해드리

고 싶은데 안티, 써클 치험례에 자궁선근종 내용이 

많이 없어서요.

약을 먹었을 때 선근종이 치료가 될까요?

아니면 힘든 증상만 좀 나아질까요? 

치료기간도 어느 정도 잡아야하는지 감이 안 옵니

다~~

약사님 의견을 듣고서 문자 남겨요~~

바쁘시겠지만 글 읽으시면 답장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답변)

이 질문은 개인톡으로 올라온 질문인데 이 질문을 

통해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해야 할 것 같아서 밴드

에 올립니다.

사실 이러한 류의 질문이 개인톡으로 자주 올라옵

니다.

이러한 질문의 바탕에는 아직도 치료의학이 강하

게 깔려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치유는 약이나 제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

록 도와주면 세포 스스로가 회복되어 병의 원인도 

없어지고 동시에 증상이 없어집니다.

그럼 자궁선근종에 해 답변을 하겠습니다.

권명선 약사님의 체험사례 중에 자궁선근종에 

한 체험사례가 있습니다.

치유 기간과 치유의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증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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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1월 초부터 먹기 시작했으니 명현증상은 아

닙니다.

지금의 증상은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된 몸 안

의 환경 변화를 안티와 써클로는 이겨내지 못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써클의 용량을 2배, 3배 올리

는 경우도 좋지만 스트레스로 인해 부신수질

에서 혈중으로 분비된 교감신경흥분제를 이

담건위작용을 빠르게 배출하면 더욱 좋을 것

입니다.

레몬차, 우루사, 한방이담건위소화제 등이 빠

른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26일 오후 7:52)

② 계효숙

류형준 선생님, 레몬차 신에 발포 비타민을 

먹는 건 어떤가요? 제가 퇴근 후 밤에는 레덕

손 1알 녹여 그 물에 안티랑 써클을 먹거든

요.(2월 26일 오후 8:33)

③ 류형준 약사 

비타민씨와 레몬의 역할은 이담건위작용면

에서는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비타민씨를 녹인 물에 안티와 써클을 

함께 먹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현반응이 있거나 우려될 때에는 

몸 안에 과량으로 쌓인 노폐물이나 병적산물

들을 빠르게 빼낼 때는 이담건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함께 먹는 안티

와 써클의 유효성분의 배출을 촉진하므로 효

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주의하세요.

정도, 안티와 써클의 복용량, 인체환경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종합한 결과가 약사

님이 원하는 답입니다.

종합적인 결과에 따라 누구는 빠르게 치유되고 누

구는 더디게 되고 누구는 깨끗하게 치유되고 누구

는 낫지도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약사나 제품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환

자가 스스로 치유하는 것이고 약사는 치유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이고 안티와 써클은 치유의 도구

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치료와 치유의 차이를 

확실하게 인식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체험사례들을 보면 치유의 속

도와 치유의 정도가 치료보다는 보다 더 빠르고 광

범위하고 원인 치유에 가깝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26일 오후 7:28 306 읽음

조형이

#질의응답 

1월 초반부터 안티, 써클 101 먹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아주 좋았는데 직원이 속 썩이면서 신경 

쓰다가 요 며칠 바짝 신경 쓰니 온몸이 저리고 근육

통이 옵니다…

증량을 해야 할까요.

명현은 아닌 거 같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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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 경우에는 명현반응은 아니지만 스트

레스로 인해 부신수질에서 분비된 아드레날

린류의 농도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생긴 증상

이니 이담건위작용으로 빠르게 배출하기 위

함입니다.

이 경우에도 안티와 써클의 유효성분 배출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경우의 원리를 파악하고 최상의 원리

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26일 오후 9:53)  

④ 최미경(예천 인제약국)

그렇다면 평소에 가레오나 우루사도 같이 복

용하는 건 좋지 않는 방법인가요?(2월 27일 

오전 1:00)

⑤ 류형준 약사  

예 그렇습니다.

모든 작용은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

니다.

특히 이담건위작용은 강력한 배독작용이 그 

역할인데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로 나

누고 필요 없는 경우가 부분이고 짧은 기간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티플러스는 만성증상에 세포 안에 숨어있

는 바이러스를 없애려면 6~8개월, 림프순환

촉진은 부분 현 인이 운동부족이 많으므

로 쭉 필요합니다.

하지만 운동은 충분히 하고 병은 없는 사람이

면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2월 27일 오전 6:43)  

① 류형준 약사 

고혈압, 당뇨, 상포진까지 앓고 계신 분이

니 바이러스 감염부위가 많을 것입니다.

또한 상포진이 있으니 신경에 바이러스감

염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많이 배고프면 밥 먹는 량을 늘리고 염증부위

가 많으면 항생제의 복용량을 늘립니다.

이번 경우에는 안티와 써클의 복용량을 늘리

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티 111, 써클 222로 늘리고 증상이 거의 줄

어들면 안티 101, 써클 201로 복용할 것을 권

합니다.

신경계에 염증이 있으니 신경반응이 민감해

져서 잠을 못 잔 것 같은데 안티 111, 써클 

222로 양을 늘리고 식간에 레몬차나 우루사

를 먹고 자기 전에 각탕법을 하거나 반신욕을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18년 2월 28일 오전 9:02 236 읽음

이경미

#질의응답 

70세 여자분

혈압, 당뇨약 복용중.

상포진 앓은 후 두통이 심하고, 찬바람 쐬면 더 

심해진다 하셔서 초기 일주일은 안티, 써클 102 투

여 후 2개월 정도 아침, 저녁 한포씩 복용.

두통은 완전히 없어졌는데, 처음 복용 할 때부터 

잠이 안와서 하루 2시간 정도 밖에 못 잤다고 이제

야 말씀하시네요.ㅠㅠ

그저께부터 복용 중단했더니, 그날 저녁에는 잠을 

잘 잤다고 하시네요. 3개월째 다시 드리려다, 잠깐 

휴약하고 경과를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설

명 드리고 다시 복용 시작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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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2월 28일 오후 2:08)

② 이경미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2월 28일 오후 9:27)

① 류형준 약사 

증상이 많은 것으로 봐서 온 몸에서 바이러스 

냄새가 솔솔 납니다.

현재 복용 중에 별 이상이 없다면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저라면 처음에는 안티 111, 써클 222

로 한 달 이후에는 안티 101, 써클 201로 진행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2월 28일 오후 2:11)

② 김영희(한가족약국.여수시)

공부가 부족해서 일까요.

증상에 따라 용량을 정하는 것이 어려워요(2

월 28일 오후 9:31)

③ 류형준 약사 

김영희 증상이 여러 군데 많이 있고 일부는 

심하니 초기에는 확실하게 용량을 늘리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1일 오전 12:36)

2018년 2월 28일 오전 10:45 233 읽음

장진숙(참좋은P 광주광역시)

#질의응답 

40  여성 스트레스 많은 금융업종사

발목인  양쪽 다 손상 ㅡ 정형외과에서 늙어서까

지 쓸려면 아껴 써야 한다고 함. 

오래 걸을 땐 통증 있어서 보호  착용을 권함.

스트레스 받거나 맥주나 당근 등 특정 음식, 찬 음

식 등을 먹으면 복부통증이 있어서 휴가 쓸 정도임.

입안이 자주 헐고 다리 부분에 조그만 망울 같은 

게 생겼다 없어짐.

생길 때는 엄청 통증있음.

류마티스내과에서 검사했으나 별 이상 없음. 

여름철에 더우면 (한랭알러지처럼) 손에 발진이 올

라옴ㅡ가려움.

적어 놓고 보니 작은 병이 온 몸에 꽉 찬 듯하네요. 

ㅠㅠ

현재 안티, 써클 둘 다 101로 복용중임.

6개월 정도 안티, 써클은 1년 투여 예정인데 다시 

복통 있으면 증량해야 할까요?

2018년 3월 1일 오후 2:24 352 읽음

조형이

#질의응답 

고1 올라가는 딸아이

1월 초부터 써클 먹기 시작했는데 3일 후부터 안티 

같이 먹기 시작하고는 설사를 하루에 7ㅡ8번 해서 끊

고 써클만 우선 한 달 먹고 안티 시작하려 했거든요.

한 달이 넘어 안티를 다시 같이 먹어보니 이틀 정도

는 변이 잘나오는 정도로 딱 좋았는데 삼 일째부터 

또 설사를 해서 끊었어요.

써클을 양 늘리기는 힘들 거 같고(양이 많아지면 

안 먹는다 할 거 같음) 써클을 더 먹인 후 안티를 

먹여야 할까요?

노폐물이 많아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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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안티와 써클을 용량을 아무리 늘려도 되지 않

을 것입니다.

찬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무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치유의 길에서 넘어야 할 언덕

입니다.

찬 것으로 신경이 마비되어 느끼지 않다가 써

클로 조금만 풀려도 안티로 노폐물이 조금만 

많아져도 감각이 예민해져 있으니 과잉되게 

반응을 합니다.

찬 것과 추위 그리고 매운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에는 찬 것과 매운 것을 갈

지 못하는 환자에게는 제가 포기한다고 합니

다.

어차피 소용없으니 돈 낭비, 시간 낭비, 노력 

낭비이니 나중에 생각이 바꾸고 결심이 서면 

그때 다시 오세요하고 정중하게 돌려보냅니

다.

자제분이 그 경우에 속하는 것입니다.

찬 것과 매운 것을 계속 먹겠다고 하면 지금

은 포기하고 스스로 결심할 때까지 기다리셔

야 합니다.

서두르면 다음 기회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2일 오전 9:44)

② 조형이

답변 감사합니다. 아이에게 보여주고 선택하

라 해야겠네요.(3월 2일 오전 10:14)

③ 류형준 약사 

예

정답입니다.(3월 2일 오전 10:29)

① 류형준 약사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 로 답변할 수가 없습

니다.

안티와 써클은 치료약도 아니고 전신적인 체

내 환경을 개선해서 증상들을 개선하는 것인

데 단순하게 당뇨치료약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저랑 딸아이가 생리양이 더 많아졌어요.ㅜ

ㅜ

이것도 자연스런 현상일까요

그리고 1월 초부터 안티, 써클 101로 이관장애(귀 

압이 안 맞아 높은 산에 있는 것 같고 이명증상)로 

약 먹고 있는 16세 아들도 어제 오늘 귀가 다시 이상

하다 하네요. 이상 증상이 업그레이드 된 거 같다

고. 그리고 온 몸의 뼈가 아프다는 소리를 하네요.

예민한 아이라 개학하고 스트레스 받나 싶기도 하

고 찬 것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아들은 써클 용량을 올려볼까요?

2018년 3월 5일 오후 4:56 279 읽음

이종수

#질의응답 

약사본인. 62세 4개월 안티 써클 용량을 조절해가

면서 복용했으나 당뇨 부분은 별 차도가 없고 결국 

오늘부터 먹는 당뇨처방으로 안되어 인슐린주사로 

맞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안티 써클은 어떻게 용량을 써야 되는

지 그리고 당뇨처방으로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

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많이 좋아졌는데 당뇨가 나를 고생

시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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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와 써클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 환자와 상담할 때 환자의 병력을 알아

가듯이 자세히 알려주세요.

식전과 식후의 혈당은 얼마나 되고 또 당화혈

색소는 얼마이고

다른 증상은 없는지. 식이요법은 제 로 하는

지.

매운 것과 찬 것은 좋아하는지, 기어다니기는 

하는지 등등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정답이 나

올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안티와 써클의 용량을 조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합니다.

안티와 써클로는 당뇨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단지 체내 환경을 세포가 원하는 환경을 만드

는데 도움을 줘서 세포가 스스로 당뇨를 치유

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니 단지 얼마를 먹어야 당뇨가 치료 되는

지 라는 질문은 제가 가는 방향과는 방향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3월 5일 오후 7:17)

② 이종수

01066746551입니다.(3월 5일 오후 8:46)

④ 류형준 약사 

이종수 약사님과는 통화를 하 지만 질의응

답에 올리신 내용 이외에는 별다른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른 증상들은 모두 좋아졌는데 당뇨는 악화

되어 인슐린을 맞아야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는 것입니다.

위의 상황을 검토하고 추리하여 설명을 하겠

습니다.

다른 증상들은 모두 좋아졌지만 당뇨만은 악

화되었다고 합니다.

첫째, 이는 뿌리가 가벼운 증상들은 개선되었

지만 병증이 깊었던 병증은 개선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신적으로 골고루 치유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탕법이나 기어다니기 등의 림프순

환촉진법을 추가하여 강력한 림프순환촉진

을 유도하고 경우에 따라 1-2개월 동안은 안

티는 111로 써클4.U의 용량을 1일 222로 늘

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환경적인 요인 중에 혈당을 높일 수 있

는 요인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안티와 써클은 혈당강하제가 아닙니

다.

그러니 안티와 써클 자체가 혈당을 떨어뜨리

는 것이 아니라 췌장의 베타세포가 정상적으

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혈당 조

절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티와 써클에는 적지만 마누카꿀과 

메이폴시럽이 있어서 혈당을 높일 수 있으니 

혈당이 떨어지기 전까지 당분간 탄수화물의 

양을 한 수저 정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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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췌장의 환경까지 정상적인 환경을 만

들도록 최선을 다하면 이제까지 경험에 비추

어 혈당 조절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도 조절이 안 되면 이후에는 제가 책임집

니다.

감사합니다.(3월 6일 오후 6:35)

⑤ 이종수

선생님 지금 위에 쓴 을 보고 먼저 선생님

께 감사하다는 큰절을 드리고 나의 각오를 말

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슐린 주사로 당을 조절해가면서 선생

님 말씀 로 그 로 지키고 향후 일어나는 치

유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여 다음에 올리겠습

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3월 7일 오

전 12:27)

① 류형준 약사 

이제까지 올라온 체험사례를 보면 하지정맥

류에 한 체험사례가 여러 차례 있을 것입니

다.

또한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경우도 여러 건 있

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를 종합하면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뇌에 풍선이 있다고 하는 체험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경우도 안티와 써클이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3월 7일 오후 8:27)

2018년 3월 7일 오후 8:08 206 읽음

김영희

#질의응답 

건강 검진 중 뇌동맥류 발견했는데(2.8mm) 써클이

나 안티 계속 복용해도 될까요??

혹시 부작용 염려되어서요.

2018년 3월 9일 오전 10:10 228 읽음

유옥경

#질의응답 

50  중반 비만한 남성이 통풍으로 복숭아뼈 관절

이 붓고 열나고 아프다고 진통제로도 안 된다고 호

소해왔습니다.

써클 22씩 2일 드시고 부기가 빠져 와선 반통을 

가져가시고 다시 안티와 써클 반통씩 가져가셨습

니다.

한참 후에 염증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했다고 오셨

고 한달쯤 후에 오셔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없던 

당이 264까지 올라가서 당뇨약드시고 정상으로 됐

다고 ~

인터넷 들어가 보니 일시적으로 당이 올라갈 수 있

다더라.

식품은 먹어서 부작용이 없어야 하는데 식약청에

서 어떻게 허가를 해주었는지 모르겠다, 알아봐야

겠다.

일시적으로 당이 올라가는 거지 계속 드셨으면 당

이 내려갔을 거라고 그때 당이 올랐을 때의 자각 

증세가 있었냐니까 모르겠다 하시더라구요. 

제가 초짜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없어서 여

쭙니다.

당황스럽고 죄송합니다. 연락드리겠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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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완수

저의 개인적인 생각 ~~~

환자들은 흔히 지금 복용하는 제품에 해 의

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혈당이 올라가게 된 생활습관이나 음

식이나 다른 원인을 찾아내는 능력은 없게 마

련이지요.

그러다 보니… 현재 또는 가장 최근에 복용한 

것에 원망하기 일쑤 입니다.

지금 딱히 정확한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은

데…

분명히 원인은 다른데 있는 게 다수랍니다.

- - - - -

(참고로… 제가 3월 6일 배탈이 났었는데… 

원인을 못 찾아 이틀을 궁리했었습니다. 결국

은 3월4일(일요일저녁) 모임에서 고추냉이

(와사비)를 먹었음을 3월 8일에야 겨우 생각

해 내었답니다…) 3월 9일 오후 12:23)

② 조혜옥

박완수(3월 9일 오후 3:53)

③ 류형준 약사 

안티와 써클을 먹고 한 달 후에 혈당이 260

까지 올라가는 것은 안티와 써클의 직접적인 

명현이 아닙니다. 통풍이 오래되고 열이 있고 

퉁퉁 부은 정도라면 바이러스감염과 염증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써클만 복용하니 염증 삼출물이 줄

어드니 부종도 줄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다시 

붓고 다시 아프고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니 안티로 뿌리를 뽑아야 하는 것은 맞습

니다.

그래서 안티를 병용했더니 명현반응이 일어

나서 일시적으로 염증이 심해지고 그로 인해 

통증이 심해지니 심한 통증이 교감신경을 과

흥분시켜 혈당과 혈압을 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혈당의 증가는 췌장의 문제가 아니므

로 통증이 줄거나 교감신경의 흥분이 안정되

면 금방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3월 9일 오후 3:54)

④ 류형준 약사 

유옥경 약사님과 통화하 더니 환자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혈당이 높게 나온 것이

고 1일 만에 정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국에 와서 혈당이 오른 것을 문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단하신 게 그렇게 환자에게 당하시

고도 안티와 써클을 반품할 생각을 안 하시고 

오히려 이제부터 제 로 공부해서 확실하게 

활용하겠다고 하십니다.

유옥경 약사님께 성원의 메시지를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3월 10일 오전 8:34)

2018년 3월 9일 오후 12:21 210 읽음

박인숙

#질의응답 

27세 남자 마른형

최근 비결핵성 항산균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서 2년 

전에도 폐에 결절이 보인다 했는데 방치하고 살았

다가

지금은 폐에 2cm 양성종양이 있다고 항생제 장기 

투여해보고 안되면 수술 하자고 했답니다.

식사는 잘하고 연변 식육점에서 일하는데 일이 많

아서 너무 고단하고 피곤해하고 아침 기상이 너무 

힘들답니다.

이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로 술, 담배를 간혹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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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통증이 못 견딜 정도로 심하면 안티는 끊고 

서클만 222로 복용합니다.

견딜만한데 더 아프면 안티 111 써클 222로 

복용해 보세요.

어느 정도 지나면 명현증상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3월 9일 오후 11:09)

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저도 잠이 쏟아지는 경험 초기에 했습니다. 

낮잠도 한 번 잔 적 없고 새벽 1시나 자는 사

람이 저녁 8시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복용 7

일~14일 사이.(3월 9일 오후 3:46)

② 김금희 (메디팜한사랑약국. 양산)

저두요.^^잠 무지 오고요. 노폐물 배출이 되

면서 간이 일을 많이 하나보다 하고 기다렸습

니다. 곧 괜찮아지고 더 체력이 좋아져요. 

^^(3월 9일 오후 10:19)

③ 김은정

김금희 그래서 다른 분들 보니까 써클을 먼저 

먹이기도 하시는데 너무 체력이 안 될 때는 

그리 해야 하나요?(3월 9일 오후 10:53)

④ 이명희(광민약국.광주)

김은정 경우의 수는 어디에나 있더라구요. 써

클만 먹고도 뒤집어지는 사람들도 제 경우는 

오히려 많았어요. 전 자세히 설명하는 편이나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 합니다. 부작용은 없습

니다. 치유 과정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 날 

수 있지만 길게 가진 않으니 겁먹고 중단하지 

말고 힘든 증상이 나타나면 약국으로 오시거

나 전화하시라~구요.^^.

있고요.

비결핵성 항산균치료는 생소하지만 안티, 써클이

면 치유의 길로 인도하리라 보고 설명하고 2월 14

일부터 복용 시작.

아침식사를 하지 않은 관계로 점심, 저녁 안티 12, 

써클 12 그리고 변이 늘 무르게 나온다 해서 유산균 

추가 복용. 일주일 후부터 왼쪽 옆구리 밑으로 통증

이 있다는데 명현반응을 미리 알려줘서 계속 복용

했어요.

찬 거, 매운 거 피하고 각탕법 설명은 했는데 잘 

지키지는 않은 듯합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는 옆구리 밑의 통증이 더 심하

다 해서 안티 22, 써클 22로 증량.

따뜻한 레몬차, 우루사 이렇게 추가 했는데 오늘도 

통증이 여전히 심하고 너무 피곤하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할지요.

2018년 3월 9일 오후 12:22 311 읽음

김은정.종로.

#질의응답 

25세인 여자입니다

키가 170에 몸무게가 75킬로그램

최근 6개월 사이에 거의 10킬로가 쪘어요.

안티 101, 써클 202로 먹이는데 3주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잠이 와서 공부를 할 수가 없데요. 자고 

나도 또 졸리고 따듯한 물도 마시고 각탕도 하는데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변비가 있었는데 요즘은 하루 2번 간데요.

×싸고 잠퉁이 됐다고 마니 힘들어 하네요.

병원 검사도 다 해봤는데 TSH만 조금 높은 상태이

고 아무 이상이 없다네요.

얼굴에 뾰루지가 자주 나고 양 뺨이 살짝 붉구요.

생리통이 좀 심한편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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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도 조금만 붙잡고 가줘야 하는 게 약사

의 일인 듯합니다.(3월 9일 오후 11:09)

⑤ 류형준 약사 

제가 다른 일로 댓 을 못 달고 있는 동안 약

사님들이 정답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명희 김

금희 (한사랑p) 

감사합니다.(3월 9일 오후 11:14)

① 류형준 약사 

이렇게 앞뒤를 모두 자르고 질문을 하시면 답

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전화를 주세요.(3월 10일 오후 6:42)

② 조형이

여러 번 을 올려 또 올리기가 면구스러워 

그랬어요.ㅜㅜ 전화 드리겠습니다.(3월 10일 

오후 9:30)

③ 류형준 약사 

조형이 약사님과 통화했습니다.

써클만 먹으면 괜찮은데 안티를 먹으면 설사

를 하루에 7-8번을 하여서 못 먹는다고 합니

다.

(위 의 첫 문장 중 두 번째 안티는 안티가 

아니라 써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답하 습니다.

안티로 설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심하게 할 때에는 찬 것이나 매운 것

이 명현증상의 장점막을 강하게 자극해서 일

어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 더니 조형이 약

사님의 말씀이 가족들이 모두 매운 것을 좋아

하고 따님도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소화기계는 음식물의 향을 직접적으로 받

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음식물의 향을 절 적으로 받는 부

위입니다.

특히 자극적인 찬 것과 매운 것의 향은 어

느 것으로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해보세요.

피부에 상처가 있을 때 상처 부위에 직접 고

춧가루를 뿌리면 어떨까요?

그러한 현상이 장점막에서 일어난다면 어떨

지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장을 꺼내어 도마 위에 올려서 

칼로 난도질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11일 오전 9:14)

2018년 3월 10일 오전 10:38 222 읽음

조형이

#질의응답 

딸아이가 안티를 먹으면 설사가 심해 안티만 2달째 

먹고 있어요. 신학기가 되면서 힘들 땐 202로 먹기

도 하는데 생리양이 너무 많아졌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첫 달은 별 변화를 모르겠고 지난달하고 이번 달이 

엄청 난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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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추위도 심한 자극이니 확인하세요.

또 각탕법과 기어다니기도 꼭 함께 하도록 하

세요.

그리고 써클 222로 한 달 더 복용하고 이후에

는 안티 111과 써클 222로 복용해 보고 그래

도 명현이 심하면 다시 써클만 222로 한 달 

더 복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심한 증상은 치유의 길도 험난합니다.

감사합니다.(3월 10일 오후 8:11)

2018년 3월 10일 오후 7:47 228 읽음

최미경(예천 인제약국)

#질의응답 

63세 여자

40년 전 폐결핵을 앓았고 10년 전 인  파열되고 

폐에 혹이 있고 어깨, 가슴, 겨드랑이 통증이 심하

고 기침이 난다해서 써클 202로 시작해서 한 달 

복용하고 많이 좋아지셔서 안티와 같이 드시기로 

했는데 안티 3일 복용하고 속이 너무 아프다고 써

클만 드신다하네요. 

치유의 길에는 안티가 꼭 필요한 분인 것 같은데~

ㅠㅠ

이분은 원래 찬 거, 매운 거 안 드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18년 3월 10일 오후 9:23 270 읽음

김금희 (메디팜한사랑약국. 양산)

#질의응답 

65세 여 만성설사 부정맥약 복용중 165cm 49kg 

--->48kg

5년 전 홈쇼핑약(다이어트약)을 장에 좋은 약으로 

착각 복용 후 설사 시작… 2~3년 전 미국 아드님 

집 방문 후 설사로 한 달을 고생 후 귀국…이때 부정

맥 발생.

설사만 나면 링겔 맞으러 병원 방문.

그러다 저희 약국 방문하여 11월 말부터 써클포유 

한 달 101 복용 효과 있다며 (설사) 12월 중순부터 

안티, 써클 101 정량복용. 우루사 반 알 추가. 

이때 황성주 기능식품 101, 서재걸 유산균 1회, 멜라

루카 비타민 3회 복용, 노니쥬스 2회, 개곰국 복용.

이렇게 드시던 걸… 현재는 거의 줄이셨습니다.

2월 중순부터 타사 바이탈업 101, 리퀴드씨엠101, 

유산균010, 안티 101, 써클 111 드시고 설사가 멈추

고 밥을 드시면서도 변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2달 동안 변은 하루 1~2회 보시지만 설사 

같은 무른 변을 보셔서 너무 힘들어 했고 밥에 나물 

(채소 종류) 먹으면 가스차고 변의가 느껴져서 힘들

어해서 타사 제품인 바이탈업(홍삼아미노산효소

제)리퀴드씨엠(마그네슘, 칼슘, 미네랄액상제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3월이 되면서 우루사 반알을 그만 드시게 했는데… 

오늘 질 쪽에 피가 약간 비치는 냉이 나온다며 병원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눈동자가 노랗고 자꾸 살

이 빠진다고 힘들어 하십니다.

 

제가 각탕법 말씀드려 하고 계시고 이분은 채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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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험으로 볼 때는 이분은 너무 많은 약을 

먹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뭔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넘쳐서 문제

가 되는 경우로 생각됩니다.

아니면 섣부른 체질판단과 체질식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체질의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할 문제입니다.

체질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 100점 처

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60점도 안 되

는 처방이 됩니다.

차라리 체질에 상관없이 만든 처방이 75-80

점으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써클4.U의 성분들이 간에 독성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써클4.U의 약물전달자입니다.

이는 약효성분의 장내 흡수를 촉진하고 원하

는 부위까지 원활하게 전달하여 약효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반 로 이야기하면 원하지 않은 성분의 

흡수를 도와 흡수량을 늘려서 간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먹는 약의 가지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도

록 하세요.

아니 가능하면 다 줄이세요.

그리고 이담건위제만 먹게 하세요.

우루사와 향사평위산, 노루모내복액, 레몬차 

등을 수시로 먹게 해서 강력한 이담작용으로 

간에 쌓 던 독성물질들을 깨끗하게 배출하

게 하시면 빠르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생각될 때 조심스럽게 

써클만 적량 로 2-3개월 먹게 하세요.

그리고 이후에 안티를 병용하세요.

체질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 머리카락을 잘라

서 예스킨으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3월 11일 오전 9:03)

② 김금희 (메디팜한사랑약국. 양산)

류형준 선생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3월 11일 오전 10:51)

거의 못 드시고 무나물, 감자, 당근, 두부, 계란찜, 

소고기(이건 제가 추천) 정도만 드십니다. 사실 전 

이분을 태음인으로 보았습니다. 채소만 먹으면 안 

좋고 개곰국이 너무 좋다고 하셔서요.

예전에 윤장환 드시고 간수치가 올라가서 안티써

클도 그런가 말씀하셔서 간에 무리 가는 약이 아니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안티써클 복용중인데 눈동자가 황달처럼 

보이고 살이 1kg 또 빠지셔서 힘들어하시니 이후 

제가 어떤 조언을 드려야 할지 궁금합니다.

2018년 3월 11일 오전 9:33 312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질의응답

유옥경의 질문응답입니다.

댓글에 질문을 올려서 모두 볼 수 있도록 다시 올립

니다.

질문)

한 달 전쯤 통풍으로 써클포유와 안티를 사 가셨던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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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환자가 통풍이 있었다면 원래 당뇨가 있었

는데 모르고 있는 듯(3월 12일 오전 10:58)

드시고 염증이 심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없는 당수치가 264 가나왔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보니 일시적으로 당이 올라갈 수 

있다고 했답니다.

당뇨약을 드셔서 수치가 내려오긴 했는데 식품은 

부작용이 없어야 하는데 식약청에서 어떻게 허가

를 했는지 알아보겠답니다.

계속 드시면 다시 내려갔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이없어 하시며 답을 달라하시고 가셨습니다.

초짜라 답변이 궁하고 걱정되어 여쭤봅니다.

답변)

책은 드리셨나요?

명현반응에 한 설명은 해 주셨나요?

명현반응은 미리 설명하면 명현반응이지만 나중에 

설명하면 부작용이고 변명이 됩니다.

사실 책을 쓴 가장 큰 이유도 바로 명현반응이 무서

워서 습니다.

사실 식품의 원료로만 만들었으니 안티와 써클이 

염증을 악화시켰다고 입증할 수 없으니 문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환자를 

건강하게 치유로 안내할 수 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친 것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단순하게 제품을 팔고 치료제처럼 판매하면 이러

한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의미를 이해하고 치유의 길에 안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환자와 마음으로 함께하고 건강해지는데 까지 동

행하는 것입니다.

찬 것, 매운 것, 추위는 언제든 문제를 일으킵니다.

각탕법과 기어다니기는 전가의 보도처럼 어느 증

상에든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통풍에는 쌓인 요산을 녹여야하니 각탕법은 꼭 하

라고 몇 번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랬다면 이러한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안티와 써클을 한 달 복용한 후에 혈당이 오르

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는 안티와 써클보다는 다른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염증이 심해지면서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책을 드리고 제 로 설명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제게 전화를 주십시오.

통풍과 당뇨를 치유되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옥경 약사님 힘내세요.

용기를 갖고 이야기 한 로 해보세요.

마음이 통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14일 오전 9:42 238 읽음

정세운

#질의응답 

코밑과 인중에 태선화가 있는 아토피 같은 증상이 

있는 분께 111/111로 드렸는데 1통씩 다 드시고도 

반응이 없네요.

써클을 늘려볼지 아니면 투여기간을 그냥 길게 가

야할지 고민입니다.

환자분 사진은 아니지만 유사한 상태의 사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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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은 이것뿐이라면 안티와 써클의 용량은 

충분합니다.

그럼 왜 차도가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환경입니다.

찬 것, 매운 것, 추위, 튀김류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을 방해하

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14일 오후 1:57)

2018년 3월 16일 오후 1:24 258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질의응답 

여러 번 언급한 내용이지만 중요한 질문이기에 개

인톡으로 온 질문을 올립니다.

질문)

저는 백00약사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문자 보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바이러스는 복제가 빠르고 돌연

변이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치료약도 별로 없고 그

래서 면역력이 강조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안티의 치유기간을 6개월 정도 써클은 1년 정도로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환자의 치유반응 속도에 따라 조절하면 안 되는

지…

그리고 바이러스에 관해 참고할만한 책도 추천 부

탁드립니다.

답변)

안티플러스는 천연물 항바이러스제 복합물로 되어

있습니다.

천연물 항바이러스제는 한 종류라도 그 자체가 항

바이러스제 복합체이므로 안티플러스는 항바이러

스복합체의 복합체입니다.

때문에 웬만해선 돌연변이 된 바이러스에도 작용

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왜 항바이러스제를 6개월씩을 써야하는지

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때라도 혈청에

서 활동할 때만 부분 증상을 발현합니다.

반 로 감염되었지만 세포 속에 숨어있으면 증상

은 없는 경우가 부분 입니다.

혈청에 있는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데에는 짧으면 

3일 길어도 7일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포 안에 숨어있는 바이러스까지 다 없애

려면 6~8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혈청에 있는 바이러스를 퇴치할 때는 명현반응

이 없지만 세포 속에 숨어있는 바이러스를 퇴치할 

경우 감염된 세포까지 터져죽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때 바이러스가 세포에서 활동하면서 쌓여있던 

노폐물이나 병적산물들이 나오면서 주변세포를 자

극하여 일시적으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명현반응이 나타나는 기본입니다.

증상의 개선이 아니라 병의 뿌리를 뽑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제거가 핵심이기에 더욱 6개월의 안티플

러스 적용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바이러스에 관한 책은 아직도 모르는 게 더 많고 정리

도 되어 있지 않으니 특별히 권해드릴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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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용권 (도아약국.대전서구)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 간과했네요. 

책을 받아 읽어보니 개선과 완전한 치유에 

한 개념이 조금씩 보이네요. 감사합니다.(3월 

16일 오후 2:16)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증상 개선!

치유!(3월 16일 오후 2:43)

③ 박완수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더 어렵지요.

현재 신약으론…

항바이러스제 20여종 남짓…

바이러스 백신도 10여종 남짓…

항생제에 비하여 많이 모자라고 연구할 부분

이 많지요.(3월 16일 오후 6:17)

④ 류형준 약사 

박완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종바이러

스와 변종바이러스에 한 책이 없는 것입

니다.

감사합니다.(3월 17일 오전 8:05)

① 박완수

써클과 안티플러스를 어떻게 복용하게 하셨

나요?

그리고 찬 것, 매운 것, 분식 등을 조심 시켰나

요?

소화 부족 시 담즙소화제, 레몬차는 드시게 

하셨나요?(3월 16일 오후 5:51)

② 조형이

101로 먹으라 했구요.

기타 주의사항 다 이야기는 했어요. 20일 정

도인데 아픈 부위가 더 아프듯이 커지다 좋아

질까 싶어서요.(3월 16일 오후 7:14)

③ 류형준 약사 

평편사마귀는 인유두종바이러스가 원인인데 

지난번 하현아 약사님이 자궁경부암을 일으

키는 인유두종바이러스를 없애 체험사례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인유두종바이러스라도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천연물 항바이러스제는 가능할 것으

로 생각됩니다.

단지 시간상의 문제일 테니 기다리시면 될 것

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기도.

감사합니다.(3월 17일 오전 8:22)

그냥 해보고 경험을 통해서 익히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16일 오후 3:47 226 읽음

조형이

#질의응답 

여성.48세.

2월 26일부터 먹었구요.

가장 걱정되는 건 얼굴에 있는 편평사마귀입니다.

먹으면서 변화를 물어보니 숙면을 하게 된다합니

다. 잠에서 깨지 않고 화장실도 안간데요.

3월15일

편평사마귀는 아직 변화 없는데 근데 눈 밑에 자리 

잡고 있던 종종 가렵던 사마귀(편평사마귀는 아니

랍니다)가 커졌다네요.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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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우선 써클만 111로 상태를 봐가며 통증이 확

실하게 줄 때까지 2주 정도 복용하세요.

이후 통증이 확실하게 줄어들면 안티와 써클 

111로 1개월 정도 복용하세요.

통증이 없거나 거의 없어지면 적량 로 복용

하면서 안티의 총 복용기간을 6개월 유지하

세요.

이후 써클만 적량 로 복용합니다.

감사합니다.(3월 17일 오후 10:01)

2018년 3월 17일 오후 12:13 176 읽음

김현선 mj

#질의응답

약사님들 도움 부탁드려요.

수 년 동안 항생제와 항히스타민제를 일 년 중 10개

월 정도는 복용한 07년생 여아입니다.

작년 12월 변비와 복통으로 타 학회 유산균을 복용

시켰는데 복통이 더 심해진다고 한통 먹고 스탑. 

그 뒤부터는 학병원 치료중입니다.

학병원에서도 이삼 주 전문약 처방 후 사균제 처

방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복통이 넘 심하고 스트레

스로 식사 때만 되면 손발이 차진다고 합니다. 곧 

내시경 받을 계획이구요.

상담 후 안티써클 소포장 11 한포씩 복용시켰습니다.

책자도 드리고 명현도 설명했습니다.

이틀 뒤 왔을 때 복통 심해졌다고

그 뒤 이틀 뒤(오늘) 더 복통 심해졌다고….용량을 

줄일까 문의하셨어요.

일단 내신경 받기로 했으니 그때까지 약 중단하고 

그 뒤부터 다시 시작하고 얘기했습니다.

07년생 통통한 체격 몸무게 38키로

안티서클로 계속 권유해도 되겠죠?

용량 조절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8년 3월 17일 오후 10:35 226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질의응답

개인적으로 올라온 질문 또 특별한 질문이 아니라

면 질의응답으로 올리겠습니다. 

질문)

약사님 질문 드려요.

58세 여자분  

2년 전 10센티짜리 뇌수막종 발견. 수술하기 부담

이 돼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코감기

랑 중이염이 오래가는 상황이고 위장이 안 좋아 소

식 변 상태 안 좋고.  

갑상선혹 유방과 어깨 석회화 등 여기저기 안 좋은 

점이 많습니다.

발병 후 일 년 동안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약국용 

말고 인터넷 무슨무슨 환 같은 거 복용했고) 

지금은 환 같은 것만 복용중이시랍니다. 뇌수막종

이 제 역량은 안 될 거 같아 관망하다 오늘 보니 

위장, 중이염, 석회화 등 안 좋은 곳이 많아 안티써

클 권유해보려 하는데. 

용량 조절을 어찌 해야 할지요. 

뇌수막종이 악성이 아니니 그냥 11 이나 111로 갈지

(자궁근종 같은 양성혹 같은 경우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아서) 

아님 써클 복용량을 암 환자처럼 늘려야 할지(뇌수

막종도 바이러스라면 혹 림프순환 어설프게 썼다 

더 커지거나 옮겨질까 봐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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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기 분은 증상을 나타내는 부위도 여러 군데이고 

증상도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상이 여러 곳이면 안티와 써클의 용량을 늘려서 

각각 111로 합니다.

또한 증상이 심하면 써클의 양을 두 배로 늘립니다.

따라서 안티 111, 써클 222로 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복용하다가 증상이 폭 줄면 안티와 써클 

111

그러고 거의 없어지면 안티 101과 써클 201로 적용

하기 하시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17일 오후 10:37 301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질의응답 

질문)

류약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번 머리카락 검사도 한 적이 있구요.

특별히 아픈 곳은 없고 복용하는 약은 없으나 손발

이 차고 체온이 젊을 때보다 떨어진 것 같아서 건강

증진 목적으로 안티 101와 써클 201로 3개월쯤 먹

고 있습니다.

반신욕도 거의 매일 하고 있고요.

찬 거는 전혀 먹지 않고 매운 건 별로 좋아하지 않지

만 일상적인 김치 정도는 먹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이정도 되면 수족냉증은 많이 개선된 

것 같으나 저는 시릴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 찬 기운

은 가시지 않았으나 참고 기다려보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건 피부인데요.

제가 어릴 적엔 여드름이 있었으나 결혼하고 생식

을 오랫동안 한 결과 피부가 맑고 깨끗했었는데 요

즘 피부가 정말 이상해졌습니다.

입 주위에 포진이 그전에도 가끔 있긴 했지만 요즘

엔 더 자주 올라오고 붉은 기가 많고 트러블이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달 전에도 입술포진이 올라왔는데 안티 2, 써클 

2 먹으니까 더 이상 부풀어 오르지 않고 가라앉긴 

했는데 3일 전에 또 올라오더라구요.

그전에 일 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할 정도 습니다.

체력적으로 피곤한건 별로 모르겠는데 피부가 이

러니까 많이 힘드네요.

다른 여러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권하다가 제가 이

러면 자신감이 떨어지네요. 

ㅠㅠ

답변)

안티와 써클을 3개월 복용하고 있다고 하니 이는 

명현증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입술은 지속적으로 명현증상이 발현하여도 3개월

까지는 아닙니다.

이는 어딘가에서 방해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반신욕을 매일 하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반신욕은 급할 때라는 것은 매우 좋지만 지속적으

로 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미네랄 밸런스가 

흩트려져서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김치 정도는 먹고 있다고 하는데 김치로 먹는 

고추의 양이 전체 먹는 고추량의 1/3~1/2 정도는 

됩니다.

따라서 경과 확인하면서 어느 면이 문제인지 실행

해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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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미경(예천 인제약국)

반신욕은 15분 정도 땀이 살짝 날 정도까지만 

합니다.

매운 건 그전에 보단 많이 가리는 편이

라~~(3월 19일 오후 3:57)

② 허정숙

머리카락을 보내면 어떤 검사를 해주십니까

(3월 19일 오후 5:56)

③ 류형준 약사 

허정숙 머리카락 검사는 누구나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지장이 있는 환자이거나 안티

와 써클을 복용해도 증상의 차도가 없거나 심

해지는 경우에만 상담을 통해서 받아 검사를 

합니다.

체질 검사와 처방을 검사해서 안티, 써클로 

될 환자인지 아니면 더 이상의 처방이 필요한 

분인지 아니면 음식이나 생활요법을 더 열심

히 하면 될 환자인지를 가려서 그에 맞게 상

담을 합니다.

감사합니다.(3월 19일 오후 8:00)

④ 류형준 약사 

최미경(예천 인제약국) 

18년 1월 말에 머리카락 검사를 하고 결과를 

설명해 드린 것으로 확인하 습니다.

지금 먹고 있는 약 건식 하루 분씩과 식단과 

재료를 모두 적어서 지난번처럼 머리카락과 

함께 보내주세요.

다시 검사하고 한번 올라오셔서 상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3월 19일 오후 8:05)
① 류형준 약사 

한진용 약사님처럼 그렇게 하고도 건강하고 

앞으로도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은 그

렇게 생활해도 어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20일 오전 12:04 312 읽음

한진용

#질의응답 

류형준 선생님~ 안티, 써클 복용 시 찬 것, 매운 

것, 튀긴 음식, 추위 피하는 것을 항상 강조하시는

데 보통 노력으로 완벽하게 피하기는 사실상 불가

능인데요… 예를 들어 시원한 과일주스, 팥빙수, 김

치, 초밥이나 회에 와사비/초고추장, 치킨에 맥주 

등등 포기하기엔 먹는 즐거움이 너무 큰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안티, 써클로 세포 상태가 예민해진 상태에서 찬 

것, 매운 것 등을 먹었을 때 혈압이 안티, 써클 복용 

전보다 더 올라가거나 코피가 자주 나고 속이 뒤집

어지는 등 복용 전에 없던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흔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2. 물론 병든 세포로 인한 고통이 너무 커서 치유가 

절실히 필요한 분들은 당연히 다 끊고 각탕에 호보

법까지 다 하셔야 되지만 고혈압, 당뇨, 발톱 무좀 

같이 상 적으로 고통이 덜한 질환의 경우에 찬 것, 

매운 것 등을 끊기 싫다면 괜히 원래 없던 증상을 

만드느니 차라리 안티, 써클을 안 먹는 게 나은지 

아니면 다른 증상 악화 시 써클 증량/이담제/각탕

법 등으로 다스리면서 복용시키신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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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픈 환자들은 다릅니다.

또 많이 아픈 환자는 더욱 다릅니다.

그 점을 먼저 생각하고 환자와 상담하기 바랍

니다.

약사님이 치유상담을 해야 하는 상은 건강

한 사람도 있지만 부분 건강하지 않는 분들

일 것입니다.

병을 치유하다보면 정도에 따라 부위에 따라 

명현반응의 정도가 다르기도 하고 주변 환경

의 향이 미치는 정도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하던 로 하면서 안티와 써

클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증상의 차도를 

보이면서 잘 치유되고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자꾸 용량을 늘리기도 하고 환경적

인 요인을 찾아서 플러스를 해야 합니다.

결국 치유 확률을 높이고 치유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천식이 심한데 담배를 계속 피면 

무엇을 해도 치유가 안 되고 속이 쓰린데 매

일 술 먹고 매운 걸 먹고 하면 잘 낫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약사와 의사라면 누구나 담배를 줄이고 

술을 끊고 매운 것을 안 먹어야 하는 것 권합

니다.

찬 것, 매운 것, 추위, 튀김류는 그런 것입니

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모르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알았으니 다른 약사님보다 먼저 

활용하시면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빨리 확

실하게 치유의 길을 안내해 줄까만 생각하시

면 됩니다.

1. 세포상태가 예민해진 상태에서 찬 것과 매

운 것을 먹었더니 혈압이 오르고 코피가 자주 

나고 속이 뒤집어지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람마다 증상마다 다르고 매운 것과 찬 

것을 먹는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2. 저의 경우는 일반적인 환자는 거의 없고 

여러분들 같은 약사님들이 거의 손을 못되는 

환자를 소개하거나 그런 환자들이 좋아져서 

다시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찬 것과 매운 것 따뜻하게 할 것을 반드시 요

구하고 지킬 약속을 안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

터 시작을 안 합니다.

증상과 병명 그리고 원인이 심할수록 경우에

는 80~95% 까지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증상. 병명. 원인이 경미할수록 느슨

해집니다.

그래서 잘 안 따르는 경우에도 안티, 써클을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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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일단 설명은 다하고 명현반응이나 일

부 증상의 심해지는 경우에 용량을 증량하고 

이담제를 쓰고 각탕법이나 기어다니기를 시

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런 환자일수록 말은 안 듣고 약사 

탓만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환자 전체의 치유확률을 

높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이후에 진행

은 불필요하고 무의미하다고 설명하고 다음

에 생각과 행동을 바꿔서라도 치유되고 싶을 

때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는 제품을 주고 결제를 받는 순간 

거래가 끝나는 것이지만 치유는 제품을 주고 

결제를 받는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상담을 하고 환자가 병을 낫고 싶은 생각이 

들고 따르겠다는 마음을 갖는 순간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20일 오전 5:27)

① 류형준 약사 

기본적인 증상이면 안티와 써클을 적량 로 

심한 정도라면 111로 두 달 복용 후 적량 로 

복용합니다. 

감사합니다.(3월 21일 오후 6:07)

2018년 3월 21일 오전 10:23 93 읽음

박향숙 ♡♡

#질의응답 

약사님 한포진도 안티 써클로 가능할까요?

2018년 3월 23일 오전 10:24 224 읽음

정태영(크리닉약국)

#질의응답 

73 세 남자 000

1월 17일에 겨드랑이 따끔거림으로 안티, 써클 드시

고 체험례 올렸던 분입니다.

10년 세월 거꾸로에 동참하셔서 안티, 써클 101로 

드시고 계시는데…

지난번 방문하셔서 손가락 관절 부위에 반복되는 

염증을 말씀하시네요.

정형외과 진료로 손가락 모두 관절염이 많이 진행

된 상태라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본인은 통증도 없

고 불편함은 없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검지 손톱 첫 마디 부위에서 2~3년 전부터 

물집이 잡혀 터트려서 딱지가 잡히면 또 부풀어 물

집이 잡히면 터뜨리고를 반복하셨답니다.

병원에서는 관절막이 터져서 관절액이 새고 있는 

것으로 치료 방법은 없고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그

냥 살라고 하셨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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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그냥 그 로 유지하여도 될 것입니다.

단 손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은 좋을 것입

니다.

비닐장갑을 끼고 세면기에 따뜻한 물을 받아

서 손을 담그게 하세요.

그러면 한결 빠른 차도를 보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23일 오후 9:27)

안티, 써클을 드시던 분이어서 

안티 111, 써클 222로 드셔 보시라고 했는데…

써클 용량을 늘려봐야 할지요? 

처음 안티 써클 드시면서 딱지가 생겼다 떨어지면

서 아래처럼 관절액이 보이는 상태.

이번에는 절  터트리지 말고 상태 보기로 했어요.

2018년 3월 24일 오후 12:41 165 읽음

김현선 mj

#체험사례

60  아주머니. 한 달 전에 오른손목 위쪽으로 한

포진 때문에 피부과에서 스테로이드 처방받아 오

셨음.

여러 달 지속된 거라고 하셔서 바이러스 감염이라 

말씀드리고 안티, 써클 11로 한 달분 판매.

오늘 오셔서 몸의 가려움이 안 가라앉는다고 호소. 

약을 계속 먹어야 하냐고 TT (첨 듣는 얘기 음)

그런데 저번에는 한포진 때문에 안티, 써클 산 거 

아니세요? 물으니 그제 서야 맞다… 그건 증상이 

없어졌네 하시네요. 그러면서 계속 먹어야 하냐

고… TT

약국에 있는 체크리스트 작성했습니다. 한 달 전 

방문 때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약간의 얼굴홍조 피

로 전신의 약한 가려움이 있으신 분이셔서 6개월 

복용하시면 한포진도 없어지고 다른 증상도 좋아

지실 거라고 판매했습니다.

이분은  인스턴트도 전혀 안 드시고 생활습관이 너

무 좋으신 분이셔서 반응은 좀 빨랐던 거 같구요. 

한 달 분 더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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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향숙

저도 엊그제 손가락 한포진, 다리 원인 모를 

염증 환자 안티, 써클 111 드렸는데 좋은 효과

를 기 해봅니다.(3월 24일 오후 9:27)

② 류형준 약사 

김현선 약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포진은 어렵지 않은 병입니다.

알레르기 질환의 경중을 가리는 기준은 

첫째, 증상의 유무가 항상 있는지 아니면 있

다가 없어지는지

둘째, 색상이 찐한지 엷은지

셋째, 두께가 두터 운지 아니면 얇은지 입니

다.

부위의 넓고 여러 군데인 것은 큰 향이 없

습니다.

한포진은 증상이 일시적인 것이므로 어렵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도의 부신피로증상은 저절로 개선됩니

다. 

부신세포의 환경 개선은 다른 세포의 환경 개

선과 다른 것이 없고 그렇게 환경 개선이 되

면 부신의 기능은 저절로 개선됩니다.

단 시상하부부터 출발하는 부신기능부전은 

중추신경계의 질환이므로 다른 차원의 증상

입니다.

부분은 부신의 기능만 좋아지면 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25일 오후 3:09)

③ 김현선

감사합니다. ㅎ(3월 26일 오후 12:48)

#질의응답

그런데 이 환자 경우 너무 부지런한 성격 탓으로 

약간의 부신피로 증상이 보이는 거 같아요. 만약 

홍조나 피로 가려움 등이 부신이 원인이라며 안티, 

써클 복용으로 호전되기는 어려울까요?

2018년 3월 24일 오후 4:31 312 읽음

이금형

#써클4.u체험사례 #

이@희 61세 155cm 체격 가늘고 여리하며 조용한 

성격

2월 9일 정형외과 진통제 처방 가져 오셨기에 어디 

아프신지 물으니 오른쪽 손바닥, 엄지손가락 밑으

로 혈관이 부풀어 오르면서 만져보면 단단하게 잡

히고 계속 아픈 건 아니고 순간적으로 바늘을 찌르

듯이 아프고 한다고 함.

그럴 때마다 병원 치료해도 계속 반복이 되고 아플 

때만 진통제 처방받아 복용하신다고 하심.

림프순환에 해 설명하고 써클 202로 5일 드시고 

이후엔 101로 드시라고 20포 1통 드림.

찬 것, 매운 것 주의하라 하고 각탕법하시라고 말씀

드림.

2월 21일 재구매하러 오셨는데 경과를 여쭤보니 통

증 강도도 약해지고 발현 횟수도 줄어들었다 하시

면서 20포 1통 재구매하셨음.

3월 3일 재구매하러 오셨는데 손바닥 통증은 좋아

지는 것 같은데 갑자기 변비가 심해지셔서 힘들다

고 하셔서 명현반응 설명하고 유산균제와 레몬차

나 생강차, 따뜻한 물 많이 드시라하고 우루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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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준 약사 

결론은 안티플러스의 병용입니다.

써클로 염증의 두께가 줄어드니 속에 있던 염

증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림프순환촉진만으로 통증의 강도

나 발현 빈도는 줄었지만 이제는 림프순환촉

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안티플러스와 병

용은 필수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염증의 뿌리는 바이러스를 없애지 않으면 증

상의 깨끗한 소실도 어렵고 차후 바로 재발이 

10정 같이 드림.

3월 14일 20포 재구매하심. 

변비는 어떤지 물으니 조금 나아졌다 하심. 그래도 

아직 변이 시원치 않다하여 써클을 2포씩 늘려 복

용하시라고 함.

안티의 필요성도 설명하고 같이 드시길 권유했으

나 경제적인 이유로 당분간은 써클만이라도 드시

겠다고 하심.

3월 24일 10일마다 오셔서 재구매하심.

변비는 많이 좋아지셨는데 약간의 후중감이 남아

있다고 하심.

다시 한 번 안티의 필요성 설명하 는데 환자 본인

도 같이 먹어야함을 인정하시면서도 일단은 써클

만이라도 복용하겠다고 하시네요. ㅠ

#질의응답

처음 오셨을 때는 엄지손가락 밑 약간 푸르스름한 

부분(혈관이 도드라져 있고 통증이 있는 부분임)만 

밝은 피부색이었는데 밝은 부분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명현반응은 아닌 듯싶은데 그냥 지켜봐도 될까요?

손바닥은 사진보다 전체적으로 진한 붉은색이에요.

일단은 각탕할 때 손도 꼭 같이 담구시라고 했어요.

밝아진 손바닥 부분에 한 느낌은 없고 통증이 처

음에는 강하고 짧게 자주 반복되었는데 지금은 통

증 강도는 많이 약해지고 빈도도 많이 줄었는데 약

하게 좀 퍼지는 느낌이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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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감사합니다.(3월 24일 오후 5:09)

② 이금형

네~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안티플러스 병용의 중요성을 설명

하고 같이 병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

다.(3월 24일 오후 5:57)

① 류형준 약사 

안티와 써클 111 한 달 이후에는 적량 로 총 

6개월, 이후 써클만 적량 로면 충분합니다.

자꾸 치료의 개념으로 약재를 추가하기 보다

는 최소한의 확실한 제품과 세포를 믿고 기다

리면 됩니다.

2018년 3월 25일 오전 10:37 312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 딸에 관한 질문입니다.

34세 주부입니다.

3월 말경 출산 예정인데 산모는 작고 아이가 커서 

출산을 원하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써클 222 복용이 도움이 될 지요?

혹 부작용은 없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써클의 성분과 작용 기전 상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써클 222의 복용은 출산과 산후회복에는 많은 도움

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유량의 변화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아서 

주의하고 있습니다.

]

2018년 3월 25일 오후 4:06 244 읽음

박완수 

#질의응답

(호주 5세 남자) -(작은키, 마른 편 체중 적은 편 

15kg)

*코골이/수면 무호흡 증세 / 아데노이드 비 증(편

도도 큰 편)

-무호흡증세-입 벌리고, 엎드리거나 베개를 높이 

해 자거나 뒤척임 심하고, 잠꼬 도 많이 하며 빈번

히 코 막혀서 깸.

-알레르기성 비염증세가 조금 있고 눈 밑이 어두운

편, 환절기 때 자주 눈 비빔.

-잘 때 땀이 유난히 많음.

<수술하라는 걸 -- 일단 써클+안티로 6개월 치유

하기로 함.>

질의1. 써클 + 안티 외에 추천할 품목이 있을까요? 

(과립=배농산, 육미, 은교산??)

질의2. 호주로 항공 소포로 보낼 때 -- 식품이라고 

해도…혹시 공항에서 오해하지 않을 지요?

(품명을 식품? 건강식품? 또는 적절한 품명은?)



00158  A BOOK OF EXPERIENCES

이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표기 사항에 기타가공품이라고 정확히 명기

되어있습니다.

이는 식품 분류의 한 가지입니다.(3월 25일 

오후 5:48)

② 김금희 (메디팜한사랑약국. 양산)

류형준 약사 5세 어린이도 어른처럼 용량이 

같나요?(3월 26일 오전 12:30)

③ 박완수

김금희 (한사랑p) 5세 어린이는 성인의 1/2량

으로 투여하려고 합니다.(3월 26일 오후 

4:20)

④ 류형준 약사 

김금희 (한사랑p) 체중이 나가면 1/2, 적으면 

1/3입니다.(3월 27일 오후 9:33

① 류형준 약사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처음처럼 써클만 복

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것도 정량 로가 아니라 써클 111로 증량

하고 경과를 확인합니다.

1-2개월 써클만 먹은 후에 경과를 봐가면서 

안티와 써클을 병용합니다.

이때 안티 101, 써클 202로 써클의 량을 안티

의 두 배로 유지하고 진행합니다.

명현증상도 없고 건강상태도 좋아지면 안티 

101과 써클 201로 쭈욱 합이 6개월 동안 진행

하고 이후에는 써클 적량이 좋을 듯합니다.

2018년 3월 26일 오후 12:59 312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질의응답 

55세 남자. 사촌동생. 1주일에 3번 투석중(투석한

지13년).

3월 5일 써클 101로 시작.

계획: 써클 2개월 후 안티, 써클 정량으로 6개월 

그 후 쭉 써클 평생 공급!!

이런 계획을 서로 상의해서 시작했는데 워낙 몸의 

세포 환경이 좋지 않은지라 그래서 명현 증상도 격

하게 경험합니다.

따뜻한 물도 먹을 수 없기에 오로지 각탕법과 산소

호흡법, 우루사, 비타민씨 3,000mg으로 처하도

록 했구요.

중간에 써클 용량을 늘렸다 줄 다하기도 했습니다.

부종. 전화 통화도 어려울 만큼 심한 가래, 몸살, 

땀이 줄줄 흐른다 등은 이겨냈는데 이번엔 숨이 차

서 저녁에 눕지도 못하고 거실을 서성거리고 다녀

야 했답니다. 1주일 3회 투석에 지친 몸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숨이 차올라 며칠 복용을 중단하니 다시 

숨쉬기가 좀 편해졌다고 하네요.

치유의 길에서 포기하지 말고 가도록 강권하며 몸

이 좀 회복되면 써클 101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숨이 많이 찬 증세를 도울 방법을 도움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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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3월 26일 오후 3:04)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써클 101 쓰다가 111, 202, 201 등 다양하게 

그때그때 환자상태에 따라 했는데 요즘 1개

도 못 먹고 있는 터라 써클 먹을 수 있도록 

도와 줄 길을 찾고 있습니다~^^(3월 26일 오

후 3:33)

③ 류형준 약사 

이명희 그럼 머리카락을 잘라서 보내주세요.

확인하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3월 26

일 오후 4:50)

④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류형준 약사 네~^^.

감사합니다.(3월 26일 오후 4:54)

⑤ 김영희(한가족약국.여수시)

머리카락으로는 무엇을 검사하나요?(3월 26

일 오후 9:13)

⑥ 류형준 약사 

안티와 써클로 차도를 보이지 않거나 명현반

응이 지속되는 경우와 병명이 이미 중병인 경

우에는 안티써클로 되는지 아니면 더 나은 처

방을 필요로 하는지 확인하고 체질도 구분하

고 체질식이나 체질요법을 상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3월 26일 오후 9:49) 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써클 1포 드시고 제환자도 여러 차례 토한다

고 오셨어요. 그래서 지나갈 증상이니 견뎌보

자고 했습니다. 이것도 명현인지 알 수 없지

만 견디고 가보자고~ 설득했습니다. 부작용

은 아니므로^^.(3월 28일 오전 11:36)

② 박완수

답변은 잘 하신 거구요.

미리 명현증상을 얘기해 두었어야 했구요…

담즙소화제와 레몬주스를 먹으라고 하면 좋

아요.

(명현 예상 시엔 아예 처음부터 두 가지를 같

이 복용시켜요)(3월 28일 오후 1:20)

2018년 3월 28일 오전 10:09 296 읽음

이선영

#질의응답 

저번 토요일 아주머니가 직장인 아들이 며칠 전부

터 목이 잘 안돌아 간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오늘은 아예 조금도 못 돌릴 

정도로 점점 더 심해진다고 해서 써클 10포 드리며

두포씩 하루 2번 먹으라고 했습니다.

어제 퇴근 무렵 아주머니가 오셔서 아들이 써클 1포 

먹고(양이 많아 1포만 먹었답니다) 일욜 토하고 설

사 많이 하고 고생했다며 나머지 써클을 들고 오셨

습니다. 

제가 고개는 어떻게 됐냐? 병원 갔었냐? 고 하니 

고개는 지금도 불편은 하지만 토욜 처럼 완전 못 돌

릴 정도는 아니고 회사 출근해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럼 아드님이 써클 먹고 그동안 몸에 쌓여 있던 

노폐물이 한번에 변으로 쏟아진 거 같다고 하며 써

클에 관해 더 자세히 얘기 해주니 그럼 남은 약 아주

머니가 먹어 보겠다고 하며 다시 가져 가셨습니다.

근데 써클 먹고 설사 하는 거는 좋은 방향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토하는 거는 어떻게 해석해

야 될까요?

써클 단 1포에 (다른 약는 안 먹었다고 하니) 완전 

돌아가지 않던 목이 불편 할 정도로 됐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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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박완수 네~.

우루사, 레몬주스도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

다^^(3월 28일 오후 1:26)

④ 류형준 약사 

설사하는 거나 토하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독성물질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급하

게 설사를 하거나 그게 마땅하지 않으면 토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29일 오후 12:51)

⑤ 이선영

네^^(3월 29일 오후 1:28)

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이상돈약사님.

제 경험 말씀드리려구요.

저는 안티 1, 써클 2로 시작하니 한 이틀은 

괜찮다가 그다음 3~5일간은 보톡스 맞은 수

준으로 얼굴 손 다 붓고 두통은 환자와 상담

이 어려울 정도 답니다. 지나가는 과정이라 

여기며 견디었더니 아주 맑은 상태가 되었답

니다.

고민하시는 문제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복용한지 2개월 넘었습니다.

오늘도 심한 몸살 상태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몸져 누울 터인데~ 안티 3, 

써클 3 먹고 여행 중 기차 안에서  올립니

다.(3월 30일 오후 12:17)

② 류형준 약사 

이상돈 약사님

일단 써클로 통증이 줄었다고 하니 축하드립

니다.

문제는 안티를 먹고 귀, 머리의 통증이 심하

다고 합니다.

이미 공부했을 것이니 안티를 먹고 명현증상

이 나타나면 그 부위는 바이러스감염증이 심

한 곳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유의 길에 한 믿음과 확신과 소신에 따라 

선택방법은 다릅니다.

1. 안티와 써클을 끊고 병원 가서 검사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2. 권명선 약사님처럼 초기 복용량을 늘려서 

정면 돌파하거나

3. 강경애 약사님처럼 초기 써클로 일단 병소

의 노폐물을 정리하여 명현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한 후 안티를 병용하는 것입

니다… 

2018년 3월 30일 오전 11:10 193 읽음

이 상돈

#질의응답 

안양 평촌 메디팜한마음약국 이상돈 약사입니다.

59세 여 161/52 제 처입니다.

왼쪽 겨드랑이 림프순환이 안되는지

왼쪽 어깨 통증으로 인하여, 정형외과, 한의원 진료

를 받았었고 요즈음은 써클 11, 한 달 정도 복용 

후 통증은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지병 당뇨약 복용, 신장 결석 파쇄한 적 있고, 통증

도 잘 견디는 편입니다. 결석 일부 남아 있다 함.

맹장수술 젊을 때 했음.

요사이 안티 추가 먹으려 했으나 써클 1봉, 안티 

1/2봉으로 아침, 저녁 5회 복용 도중 오른쪽 귀, 

머리 통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안티를 안 먹으면 

통증은 가라 앉는다 합니다. 통증은 잘 참는 편입니

다. 머리 mri 찍어야 하는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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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은 3개이니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

니다.

이제부터는 이상돈 약사님의 몫입니다.

이번 기회를 공부의 기회로 삼아서 확인을 하

던가 한발 물러서서 병원에 맡기던가 저는 마

지막 선택까지 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30일 오후 8:44)

2018년 3월 30일 오후 12:06 229 읽음

김성옥 투엘약국

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제 환자 중 심한 원형탈모 도전중으로  올

린 분 있는데요~.

2개월째 복용중이고 머리카락 나오고 있답니

다~~^^.

이 환자도 피부과 8개월 치료 후 약국에 오신

분이예요.(3월 30일 오후 12:26)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요렇게 심한 곳 포함 8곳.

복용하기 전 

(3월 30일 오후 12:27)

③ 김성옥 투엘약국

감사합니다. 혹시 용량은 어떻게 시작하셨나

요??(3월 30일 오후 6:03)

④ 이명희(광민약국.광주)

김성옥 투엘약국 정량요법 101입니다.(3월 30

일 오후 8:04)

⑤ 김성옥 투엘약국

정말 감사해요.

많이 힘이 됩니다. 자신 있게 해보겠습니다~

♡(3월 30일 오후 8:17)

⑥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저도 또 한 분 5년 된 원형탈모 시도하고 있어

요. 며칠 되었어요~^^ 과정 함께 공유하시게

요~(3월 30일 오후 8:40)

⑦ 류형준 약사 

이명희 

제가 해야 할 이야기를 사진까지 첨부하여 먼

저 하셨습니다.

덕분에 좋은 답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30일 오후 8:48)

#질의응답 

지루성은 없고 57세 여자

스트레스성 원형탈모

머리에 크게 2군데 있습니다.

고지혈증 외 다른 질환은 없고 체력은 좀 부족해 

보이는 분인데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한의원 치료했으나 별다른 개선을 못 찾은 듯합니다.

도전해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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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남희

그러면 류형준 선생님께 바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3월 31일 오전 10:01)

② 류형준 약사 

q&a를 질의응답으로 바꿔주세요.(3월 31일 

오전 10:22)

③ 류형준 약사 

유남희 약사님의 말이 맞습니다.

일단 머리카락을 먼저 보내주세요.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하면 전화하세요.(3월 

31일 오전 10:24)

④ 하현아

약사님, 기운내세요.

부모님께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 효도할 기회

를 잡으신 거예요.

그 간절함이 꼭 응하길 기원합니다.(3월 31일 

오전 10:28)

⑤ 유남희

맞습니다.(3월 31일 오전 10:43)

⑥ 김수정(남양주 향기)

고맙습니다.

2018년 3월 31일 오전 9:36 264 읽음

김수정(남양주 향기)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75세, 남, 170cm, 68kg 

주 호소증상: 가슴이 답답해서 소리를 지름.

화내고 욕함.

씻고 움직이는 것을 거부

공용 물건을 가져오려 함.

의욕 상실, 우울증이 점점 심해짐.

치매 5등급

1-2개월 전부터 파킨슨 증상을 보임.

(입 주변 떨림. 다리를 질질 끌고 표정이 없음)

5년 전 자전거 타다 넘어지셔서 머리를 크게 다치

셨고(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출혈이 심해 가망이 

없다 했지만, 신경외과 수술을 했고, 기적적으로 살

아나신 분입니다.

(중환자실 2개월, 일반병실 4개월 입원 후 퇴원)

사고 전날까지 통역 봉사(전직 어교사)를 하실 

정도로 부지런히 사신분입니다.

또한 새벽부터 일어나 운동, 텃밭 일을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있으려만 합니다.

점잖으시던 분이 안하시던 욕을 하시고 괴성을 지

르시고 버럭하는 게 점점 심해지니 보호자도 많이 

힘들고 지쳐있으세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항상 그런 게 아니고 보호자가 

있을 때 유독 심해지십니다.

이분은 제 아빠이십니다.

사고 당일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아빠도 잘 버텨 주셨고, 가족 등 많은 분들의 도움

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점점 심해지셔서 

아빠가 누워서만 생활을 하실까봐, 엄마에게 화와 

욕을 넘어 폭력을 쓰시지 않을까봐, 간염, 녹내장,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가뜩이나 힘든 엄마 건강이 

더욱 나빠지실까 두렵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제품을 써보기도 했고, '이만하길 

다행이다'라고 위안했지만 점점 심해지는 아빠

그리고 아침부터 잘 때까지 화와 욕설을 감내하는 

엄마께 단 며칠이라도 근심을 잊고 행복한 삶을 드

리고 싶어 선생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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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과 통화했고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전화드렸

는데, 선생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기 가 생

기네요.(3월 31일 오후 4:54)

⑦ 류형준 약사 

김수정(남양주 향기) 

기다리겠습니다.(4월 1일 오후 5:07)

2018년 4월 1일 오전 6:59 319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질의응답 

질문)

명현을 어떻게 설명 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드리면 좋겠다 싶은 분 많은데 선뜻 설명도 

어렵고 명현도 걱정되어서 못 드려요.ㅜㅜ

망설이다 못 드리네요.

답변)

명현증상에 한 설명은 요령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바꾸는 것이 먼저 입니다.

제품 판매에 중심을 두면 명현증상은 마이너스 요

소이니 설명을 꺼리게 됩니다.

또 명현증상을 설명하지 못하니 명현증상이 두려

워서 제품 판매를 못하게 됩니다.

안티와 써클을 팔려고 하지마세요.

안티와 써클은 팔아야 할 제품이 아니라 치유의 길

을 가는데 있으면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길을 함께 가려고 하면 명현증상은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마음이 치유의 길 안내자로 바뀌면 환자와 함께 치

유의 길을 무사히 끝맺음을 하여야 하기에 명현증

상을 설명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환자분 중에는 명현반응으로 주저하는 분도 틀림

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은 수긍하고 또 어떤 분은 오히려 빨

리 낫기 위해 명현반응을 기다리는 분도 계십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안티와 써클을 팔려고 하지마세요.

단지 치유의 길을 함께 가려는 마음이 먼저이면 됩

니다.

설악산 정도의 산만 오르려 해도 등산화. 스틱. 등

산복. 비상식량 등을 준비하고 평소 운동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만성병, 난치병, 고질병 등의 큰 병을 치유

하려면 마찬가지로 먹는 제품 이외에도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하는 것도 아닌데 

피하려 하지 말고 환자의 고통을 궁휼히 여기고 치

유의 길을 함께하려는 마음을 가슴에 먼저 품고 나

서 정공법으로 하세요.

명현증상 뿐 아니라 찬 것, 매운 것, 추위, 튀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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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선영

3월 30일 올린 제 치험례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환자도 3달째 구입하시는데 아직 살찐 건 

아니고 입맛이 좋아져 살찔까봐 걱정되는 단

계입니다.^^ 이분은 피부가 검지는 않으시고 

살도 그 연세에 적당하신 분입니다.(4월 3일 

오전 10:19)

② 김현선

위기능이 안 좋은 60  여자분이 계셨는데 한 

달 드시고 오시더니 밥맛이 좋아졌다고 말씀

하셨어요. 이분도 체중증가를 약간 염려하시

긴 했습니다. ㅎ(4월 3일 오후 3:34)

③ 류형준 약사  

제 경우에는 위기능이 좋아져서 식욕이 좋아

지고 식사량도 증가한다는 분들이 계셨습니

다.

또 그분 중에는 허기증이 생겨서 먹어도 먹어

도 배고프다고 해서 체중이 느는 경우도 있었

습니다.

정상적으로 림프순환이 되면 정상적인 식욕

과 식사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허기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몸에서 필

요한 것과 먹는 것이 다른 경우에 생기는 것

으로 생각됩니다.

부분 콜레스테롤이 부족한데 탄수화물을 

먹을 경우 먹어도 먹어도 배는 터질 것 같은

데 그래도 뭔가 부족한 느낌입니다.

흔히 고기가 땡기는 날의 느낌과 비슷합니다.

이럴 경우 탄수화물량은 줄이고 계란이나 등 

푸른 생선 같은 HDL이 많은 고콜레스테롤식

을 한두 끼 하면 바로 교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4월 3일 오후 5:)

피할 것과 각탕법, 기어다니기, 산소호흡법 등도 함

께 알려주세요.

설명을 하는 것은 약사의 몫이고 선택은 환자가 하

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3일 오전 9:31 310 읽음

윤석종

#질의응답 

혹시 써클 복용하시고 급격히 체중이 증가하신 분

이 계신가요?

제 경우는 두 분이 계신데 

두 분 모두 피부가 검으시고 살이 두툼하신 분들이

셨는데 써클 복용 후 밥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플 

정도로 소화가 잘되고 식욕이 항진되어 급격히 체

중이 증가했다 하십니다. 신체의 정화 능력 향상과 

이에 따른 항상성 유지 때문이라 말씀드리면서 먹

는 걸 줄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부작용은 아니고 

써클의 정화 자정의 결과물이라 생각하는데 다른 

약사님들도 이런 경우가 있으셨나요? 

2018년 4월 3일 오후 5:04 246 읽음

송정숙(만수ㆍ부산)

#질의응답 

20년 된 류머티스 환자

두 달 가량 안티, 써클 1일 2회 복용 심할 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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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류머티스는 특히 명현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병입니다.

처음부터 심하기도 하고 수시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일단 증상이 급하니 매일 각탕법을 하면서 안

티 111과 써클 222로 증상을 진정시키고 나

서 당분간 안티와 써클의 적량복용 신 안티 

101과 써클 202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됩니다.

감사합니다.(4월 3일 오후 6:04)

① 유남희

안티를 같이 먹었어야 한 것 같은데요. 류마

티스도 바이러스 질환이거든요. 왜 같이 안 

먹이셨는지 물론 류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

겠지만 안타까워서 몇 자 적습니다.(4월 4일 

오전 5:47)

② 류형준 약사 

류머티스는 이미 바이러스라고 천기누설건

강법에서 이미 결론을 내린 질병입니다.

당연히 안티플러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바이러스질환인데 써클만 사용하면 병의 원

인인 바이러스를 뿌리 뽑지 못하니 지금처럼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물론 초기에는 명현반응이 심해서 써클만 

1~2개월 복용하다가 이후에는 안티와 같이 

복용합니다.

당연히 찬 것, 추위, 매운 것, 튀김류는 금물입

니다.

의자에서 생활해야 할 정도이고 출입이 어렵

한 포씩 세 번 복용하고 있는 50  후반 여성분이신

데 그간 예후가 좋아서 스테로이드 끊고 류머티스

약 줄여서 복용하시다가 요즘 다시 몹시 붓고 아파

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시게 됐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간 회복되는 상황이어서 아주 좋아했는데 어떻

게 설명하면서 이끌어 가야할까요?

가끔 설사한다든지 온몸을 돌아다니는 통증 등은 

명현현상으로 보고 이미 지나갔는데…

2018년 4월 3일 오후 10:30 287 읽음

손상준(현 약국,광주서구)

#질의응답 

제 딸입니다. 30  중반 

류마티스 관절염 3년 정도 되어갑니다.

류마티스인지 알았을 때부터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무릎, 팔꿈치, 손목이 많이 부어서 무릎과 팔꿈치가 

굽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무릎이 붓고 굽어서 걷기

가 힘들어 일상생활하기도 힘들고 의자생활만 해

야 하고 바깥 출입을 하기엔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11월부터 써클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안

티와 같이 먹다가 써클만 222로 복용중입니다. 각

탕법도 날마다 하고 호흡법도 하고 찬 음식, 튀김류 

철저히 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차도가 없어서 걱정입니

다. 조금 좋아지나 싶으면 제자리인 거 같고… 고민

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질차, 체질요법을 병행해 보고 싶은데 류 

약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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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니 제가 도울 수 있게 빨리 머리카락

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4월 4일 오전 6:41)

③ 손상준(현대약국,광주서구)

유남희 류형준 약사 

안티와 같이 먹다가 명현이 심한 거 같아 여

쭤보니 써클만 222로 3개월 정도 복용해서 염

증을 완화시킨다음 안티를 같이 복용하라고 

하셔서 지금은 서클만 먹고 있는 중입니다(4

월 4일 오후 10:02)

④ 류형준 약사 

손상준 

감사합니다.(4월 5일 오전 6:06)

⑤ 손상준(현대약국,광주서구)

류형준 약사 

머리카락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5일 

오후 10:07)

① 류형준 약사 

기관지염, 축농증, 역류성식도염이 있다면 이

미 바이러스의 감염이 여러 군데 있다는 것입

니다.

이는 냉정히 이야기하면 수유 중에도 바이러

스가 아기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

다.

당연히 안티플러스의 복용은 필요한 상황입

니다.

단순히 면역증강이 아니라 바이러스의 전염

을 막는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4일 오전 6:34)

② 계효숙

꿀을 돌 미만 유아에게 조심시키는 이유는, 

꿀 속에 보툴리누스균 포자가 들어 있는 경우

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돌 이전 유아들은 

아직 장내 미생물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외

부균에 한 방어력이 없으므로 주의하란 거

지요. 

안티플러스 제조 과정에서 마누카꿀에 한 

살균처리가 되지 않을 런지요?(4월 4일 오전 

8:17)

③ 류형준 약사 

제조 과정에서 제거될 수도 있지만 마누카꿀

은 다른 꿀과 다르게 항생제가 항바이러스제

의 역할을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포함된 자일리톨, 유형, 물약, 프

로폴리스, 비타민C, 의이인 등도 같은 효과가 

많은데 만약 안티플러스에 세균이 들어가도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4월 4일 오전 8:22)

④ 신선희

2018년 4월 3일 오후 11:26 293 읽음

박완수 

#질의응답

안티플러스의 마누카꿀에 한 고객의 질문…

고객=30  중반 수유부 (애기=6개월 정도)

고객 왈 "마누카꿀이 임신부나 유아 경우 조심하

라고 하는데, 수유 중에는 어떤지요?"

(현재 고객은 수유 중이며, 기관지염, 축농증, 역류

성식도염 등이 있으며… 수유량에 향을 확신하

지 못하여… 써클은 잠시 보류해 두었습니다)

저의 답변 "안티플러스의 모든 성분이 면역증강에 

도움이 되므로 아기에게도 긍정적일 것입니다."라

고 했는데… 적절한 답변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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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준 약사(4월 4일 오후 3:33)

⑤ 박완수

답변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4월 5일 오

후 6:18)

① 송정숙(만수ㆍ부산)

간염 보균자이므로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흡수불량일수 있다는 생각이드네요~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제제에 지용성 비타

민, 무기질의 흡수를 위하여 가레오를 같이 

써보세요^^(4월 6일 오후 12:22)

② 김선희(옥산삼화당약국

송정숙(만수ㆍ부산)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시

면 적용해보겠습니다.(4월 9일 오전 10:28)

③ 류형준 약사 

간염보균자여도 4개월 복용이면 많은 차도를 

보여야 하는데 이런 경우라면 다른 추가되는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찬 것, 매운 것, 과로 아니면 극단적인 체질과 

반 되는 식사 등등

머리카락을 잘라서 보내주시면 확인하여 알

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9일 오후 2:10)2018년 4월 6일 오전 10:50 150 읽음

김선희(옥산삼화당약국)

#질의응답

60세, 여, 간염보균자. 손톱이 갈라져서 비오틴 복용.

2통 드시며 손톱이 덜 갈라진다고 하셨었어요.

안티, 써클 입고되고부터

2017년 11월 3일부터 안티, 써클 101 정량복용하셨

구요. 각탕법하시고.

2018년3월16일 쌍꺼풀 수술하시고 과로하셔서 안

티 1, 써클 3포까지 드신 적도 있고 컨디션 따라 

조절 중인 요.

문제는 손톱이 점점 더 갈라지는 거예요.

이분이 원하는 게 손톱이 안 갈라지는 건데요. 어떻

게 해드려야 할까요?

2018년 4월 6일 오전 11:02 155 읽음

박완수 

#질의응답

★ 5세 어린이 (서클/안티) 잘 먹이는 방법?

- 어떤 어린이는 무난히 복용하는데…

- 어떤 어린이는 특이한 맛과… 덜 녹아서 머들거

리는 것에 거부감이 많은 아이도 있어요…

- 잘 먹게 하는 방법이 계신 선생님께 방법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 70세 남성 - 심한 상열감과 심한 땀방울…

- 가을/겨울 할 것 없이 상열감과 땀으로 연신 손수

건을 사용합니다.

- 혈압/당뇨약을 복용 중이며 (젊어서부터 열 체질

이긴 한데…)

- 마치 갱년기장애처럼… 6개월 이상 된 열과 땀이 

많군요. (하냉은 조금…)

- 부신수질호르몬의 과잉분비(?)에 의한 교감신경

흥분이라고 하셨는데…

- 써클/안티 복용 + 담즙분비촉진(이담소화)를 해

도 차도가 덜 난다면…

- 부신수질을 억제하는(?) 자연약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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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완수

1차로 써클을… 뜨거운 물에 한 시간 담가보

니…

절반 정도 풀어지고… 나머지는 씹어 먹어야 

하는군요.

(성인이면 씹어도 참을만하나… 까다로운 어

린이는 난감…)

* 믹서기로 완전 분말로 만든 다음 더운물에 

녹여 봐야 할 듯…(4월 6일 오후 12:11)

② 박완수

박완수 - 물에 반쯤 풀어진 걸 씹어 먹어 보았

더니…

한 시간이 가깝도록 쓴맛이 가시지 않네요.

할수 없이 귤 하나를 먹고서야 쓴맛에서 해방

됨…(4월 6일 오후 12:42)

③ 오시영

정제분쇄기에 곱게 갈아서 미지근한 물로 죽

상으로 개어서 메이플시럽이나 꿀 약간 섞어 

수저로 떠먹이니 잘 먹던데요~(4월 6일 오후 

3:08)

④ 박완수

오시영 오시영 선생님~ 노우하우 감사합니

다.(4월 6일 오후 3:54)

⑤ 류형준 약사 

부신수질호르몬 분비억제제를 안 만드는 이

유입니다.

부신수질호르몬은 호르몬 과잉 시에만 사용

하고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바로 빼야 합

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 몸에 기운이 빠지고 기초

사량까지 저하되어 체력저하와 면역력저하

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제 로 된 부신수질호르몬분비억제

제를 만들려면 체질가지 고려해서 각 체질별

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 체질의 부신수질호르몬 분

비억제제가 음 체질에는 다른 방향에서 작용

할 수 있습니다.(4월 7일 오전 8:09)

⑥ 류형준 약사 

아래 두 가지 경우는 안티 101, 써클 202, 찬 

것, 매운 것 안 먹기, 각탕법을 제 로만 하여

도 충분히 개선될 증상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하게 해보시지요.

감사합니다.(4월 9일 오후 2:13)

생각해 봅니다. (예: 육미지황 등등)

◐ 55세 남성 - 얼굴상열과 등판열기 후끈…

- 위와 유사한 사례입니다만…

- 뭔가를 집착하게 되면… 식었던 등판 열이 후끈 

나옵니다. (가슴도 답답…)

- 써클/안티 복용 + 담즙분비촉진(이담소화) 하고 

있으며…

- 부신수질을 억제하는 자연약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가슴도 답답하여… 청화보음탕 또는 천왕보심

단을 각각 15일씩 보조제로 사용해 보니

차도는 있기는 한데… 기간을 늘려야 할지? 이담소

화를 강화해야 할지? 궁리해 봅니다.

2018년 4월 6일 오후 9:38 298 읽음

김영희(한가족약국.여수시)

#질의응답 

본인, 60세 여자

항상 콧속이 헐어서 딱지가 두텁게 자리 잡고 있었

는데 써클과 안티 정량복용하면서 한두 달은 치유

가 되었다고 체험례도 올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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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제 경우도 초기에 바로 콧속이 촉촉하고 딱지

도 없어지고 좋았어요. 그러나 한 달 지나서 

딱지도 생기고 전처럼 그러더니 며칠 그러다 

다시 좋아지더라구요. 한 번 증상이 좋아졌다

고 해서 치유된 것은 아니므로 그게 반복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좋아지실 거예요. 

약사님도^^(4월 6일 오후 10:35)

② 김영희(한가족약국.여수시)

네 감사합니다.(4월 7일 오후 5:09)

③ 류형준 약사 

치유는 항상 체내 환경에 향을 많이 받습니

다.

뒤늦게 운전을 시작했으니 알게 모르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당분간 그러한 스

트레스는 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안티와 써클의 용량을 늘

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101이라면 111로 늘려보세요.

감사합니다.(4월 9일 오전 8:14)

① 송정숙(만수ㆍ부산)

우루사나 가레오를 같이 복용해보면. 어떨는

지…(4월 8일 오후 5:03)

② 류형준 약사 

써클의 과도한 복용으로 생긴 일시적인 명현

증상으로 보입니다.

써클은 몸 안에 쌓인 독소를 내보내고 염증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몸 안에 쌓인 독소이지만 몸이 처리하

는 한계가 있습니다.

환부의 재생 속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써클 222도 정상용량의 3배량인데 333은 4.5

배입니다.

333의 용량은 증상이 아주 심할 때나 급작스

그런데 제가 뒤늦게 운전을 시작한 것이 원인인지 

다시 콧속에 딱지가 자리 잡고 눈 주변에 뾰루지처

럼 돋기 시작하네요.

증량을 해보기도 하는데 별 차도가 없네요.

2018년 4월 8일 오후 2:42 310 읽음

이성분

#질의응답 

안티 112, 써클 222로 먹은 지 11일째입니다. 첫 회, 

둘째 회 복용부터 속이 놀랄 정도로 매우 편해졌습

니다. 속이 편해지니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더부룩하고 매핵기 증상, 식후가스차고 꾸루룩 소

리나던 것이 단 한두 번 복용으로 사라지고 이상식

욕까지 사라져 주전부리가 저절로 끊어지고 커피

도 저절로 끊어졌습니다(평소3-4잔). 소변량도 늘

어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당근 체중도 감량, 두통, 

눈곱 등 짧은 명현도 있었지요. 

베이커씨 낭종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 탄력 받고

자 그제부터 써클을 333으로 올려보았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다시 매핵기 증상에 밤에 가래가 끼

고 속이 다시 더부룩해지고 식사 후 가스차고 소리

가 나… 자꾸 입에 먹을 것이 땡깁니다. 찬 것 싫어

하고 매운 것 싫어하는데… 

이건 명현은 아닌 것 같고 좋아졌다 다시 안 좋아지

는 것 같은데 어찌해야 할지요??

최근 냉장고에 둔 채소를 매일 한 끼씩 먹었는데 

이런 것도 찬 음식에 속하나요? 냉장고에 둔 음식

도 찬 것에 속할 정도인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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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 증상이 심해졌을 때 복용하는 용량이지 

평소 증상을 빨리 개선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용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왕 시작했으니 용량을 유지하면서 

증상이 어떻게 가라앉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

은 방법입니다.

증상이 가라앉는 것까지만 확인하고 정량

로 복용하여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9일 오전 7:27)

③ 이성분

과유불급 ㅎㅎ

용량 지키면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감사 

꾸벅~^^(4월 9일 오후 4:26)

① 류형준 약사 

이 정도라면 안티와 써클만으로는 안 되는 경

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환자의 머리카락을 잘

라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4월 9일 오전 7:19)

② 강은희

네~감사합니다.(4월 9일 오전 10:10)

2018년 4월 8일 오후 6:22 314 읽음

강은희

#질의응답 

2월말에 써클 1, 안티 1포씩 드시고 오심, 콧물이 

생겼고

써클 222, 안티 111 2일 드시고 축농증이 심해지셨

고 복숭아뼈가 부었다고 하 을 때 

써클 222 1~2달 드신 후 안티를 드시게 하라고 답

을 주셨던 분입니다

온몸이 종합병원이신 분

이분이 써클 2포, 2번 드신 후 심장 안에서 우르르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 며칠 쉬시고 써클을 2포 드

시면 또 그 증상이 나타나서(심장내과에서 심장 안

에서 그런 느낌이 오면 응급실로 바로 오라고하셨

요. 그래서 겁이 나서 드시기가 두렵다고 하시는

데~ 안티와 써클 책을 열심히 보시고 일리가 있다

고 말씀하시며)

본인이 조절해가면서 드시겠다하시는데요.

이럴 경우 써클 101로 계속 드시게 한 다음 안티의 

복용 시점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2018년 4월 10일 오전 10:08 190 읽음

조형이

#질의응답 

54세, 남자(형부).

머리 무겁고 어지럼증

술 먹고 나면 온몸의 종기

흰 머리 염색 15일 간격

나른함.

안티, 써클 101, 2달째

어지럼증은 병원서 다 검사해도 이상 없다 했는데

차도를 못 느끼구요.

술 먹고 나서는 온몸 염증이 요즘 들어 더 심해졌다

고 합니다.

마침 안티가 떨어진 시점에 더 심해졌답니다.

머리통이 아플 정도라는데

한의원서 지어먹는 열치는 약을 지어먹을까 하네요.

좀 더 지켜보라할까요…

아님 약 지어 같이 먹으라 할까요



 제2장 질의 응답 00171

① 류형준 약사 

상기와 같은 경우는 증상에 비해 용량 부족해

서 차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염증이 심한데 술까지 먹으니 환경도 

최악인 경우입니다.

우선 술은 염증이 없어질 때까지 금지하고 찬 

것과 매운 것은 반드시 가리고 튀김도 가립니

다.

안티, 써클의 용량은 안티 111과 써클 222로 

1개월간 증상 개선을 이끌고 

이후 안티, 써클 111로 1개월

이후에 다시 안티 101과 써클 201로 4개월 

정도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처방은 단지 예상일뿐이고 정확한 처방

은 증상과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10일 오전 10:42)

② 유남희

머리카락 잘라서 선생님께 보내보시죠. 열치

는 약을 찾는다면.(4월 10일 오전 10:45)

① 류형준 약사 

제가 볼 때는 비후성 비염은 점막질환이라 염

증물들이 밖으로 나오니 명현반응은 크게 불

편한 부위가 아닙니다.

제 생각은 안티 111과 써클 222로 한 달 이후

에는 알아서 하세요.

혹시 써클만 복용하실 거면 222로 하세요.

그리고 증상이 많이 가시면 안티, 써클 111로 

그리고 증상이 없어지면 정량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3:35)

② 장진숙(참좋은P 광주광역시)

늘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4:19)

몇 번이나 써클을 증량하라했는데ㅜㅜ

참 약 먹이기 힘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 글 읽어보니 써클먹고 열감 느낄 수 

있다 했는데

이건 좀 지나면 없어지나요?

2018년 4월 10일 오후 5:39 220 읽음

장진숙(참좋은P 광주광역시)

#질의응답 

여자, 63년생, 주부

비염 땜에 늘 항히스타민제 나잘 스프레이 달고 사

시고 비염 땜에 편두통이 생겨 신경과 치료도 받음.

오랜 비염 땜에 축농증도 당연히 있어서 1월에 이비

인후과에서 수술함.

수술 경과가 좋지 않아 이비인후과 갔더니 비후성 

체질이어서 그냥 사는 방법밖에ㅠㅠ 없다고 함(한

쪽 코가 막혀서 병원감).

처음 써클 용량을 202? 222?

며칠 후 안티를 추가하면 될까요?

명현반응이 심할 거 같습니다.

2018년 4월 10일 오후 8:07 178 읽음

최미경(예천 인제약국)

#질의응답

33세 남자입니다.

건선과 요통 손발 저림 땜에 안티와 써클 정량복용 

한 번 먹고 너무 어지럽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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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효숙

저도 첫 번째 먹었을 때 살짝 어지럽고 두통

이 왔었어요. 계속 그러면 어쩌나 했는데 그 

담엔 괜찮더라고요. 막혀 있던 게 정상처럼 

살다가 갑자기 뚫리니까 훽 도는 느낌이었을

까요?^^(4월 10일 오후 11:58)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복용 후 반응(불편함이든 통증이든) 은 결과

적으로 나쁜 게 아니더라구요~. 지나보니 치

유의 신호처럼 느껴지는 게 많아요. 제 경우

엔^^(4월 11일 오전 8:53)

③ 최미경(예천 인제약국)

아~그렇군요.

고맙습니다.(4월 11일 오후 2:01)

④ 류형준 약사 

몸 안에 쌓여있던 노폐물들이 림프순환촉진

으로 갑자기 많은 량이 혈액을 들어와서 신장

과 간으로 배출됩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높아진 노폐물의 혈중 농도

가 예민한 중추신경을 자극하면 어지럼증과 

상열감, 안구피로, 전시피로감 등이 일시적으

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아시죠.

레몬차나 우루사, 이담건위제를 먹는 것입니

다.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9:24)

⑤ 김계봉

무릎관절에 물이 차서 뺏는데 병원에서는 물

이 또 차면 빼야한다고 하네요.

평상시 건강하던 사람인데 밤늦게까지 순

국 장사를 하다 보니 무리 나 봐요.

써클만 쓸까요 아니면 안티도 같이 써야할까

요.(4월 12일 오전 12:22)

⑥ 류형준 약사 

김계봉 무릎관절에 물이 차 있으니 림프순환

촉진이 필요합니다.

또 오래된 증상은 부분 바이러스 감염증이

니 항바이러스제가 필요합니다.

그럼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저라면 안티 101, 써클 202로 당분간 먹게 하

고 이후로는 안티 101, 써클 201로 6개월을 

완성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12일 오전 5:12)

⑦ 김계봉

감사합니다.

그렇게 써 보겠습니다.(4월 12일 오전 6:09)

① 류형준 약사 

장염이 확실히 나으면 그다음은 황달인데 황

달의 주약은 안티와 써클이 아니라 우루사, 

레몬차, 향사평위산 같은 이담건위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2018년 4월 12일 오후 12:40 241 읽음

조형이

#질의응답 

고2, 여자아이

전에 장염 걸려 병원 갔을 때 황달 있다 했구요.

지금도 엄마가 보시기에 얼굴이 노랗다 합니다.

무슨 질환이 있는 건 아니고 피로하고 늘어지고 림

프순환증상 보면서 다 맞는다고 하시면서 여쭤보

는데

제 아일 보면 확실히 피로감은 좋아지는데 황달과 

제 설명 부족으로 못 드렸어요.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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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안티, 써클은 적량 로 이담건위제

는 하루 세 번 복용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12일 오후 1:37)

② 조형이

아. 감사합니다.(4월 12일 오후 2:21)

① 류형준 약사 

어떻게 하라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처방을 묻는 것이라면 처음에는 써클 222로 

안티 111로 먼저 먹도록 하세요.

차도가 보이든 명현반응이 있든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을 그렇게 복용하게 합니다.

이후는 경과를 봐가면서 진도를 나가면 됩니

다.

감사합니다.(4월 12일 오후 11:06)

① 류형준 약사 

안티 111, 써클 222로 복용량을 늘리고 각탕

법을 매일 하세요.

혈당 조절도 잘 되고 부종도 풀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13일 오후 12:31)

② 정태영(크리닉약국)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을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정량 복용인데 다시 용량 조절 해 보

겠습니다.

2018년 4월 12일 오후 8:07 199 읽음

김계봉

#질의응답 

60  남자이고요.

허리 이하 허벅지에서 무릎 위까지 차서 샤워하고 

나면 살갗이 푸르면서 혈관이 보일 정도이고요… 허

리 이상은 열이 많아서 얼굴이 붉고 목 주변도 붉으

면서 손을 면 자국이 나는데요. 혈압약 복용 중.

2018년 4월 13일 오전 11:22 219 읽음

정태영(크리닉약국)

#질의응답

69세 남성 이00

1월부터 안티, 써클 용량 조절하면서 드시고 당뇨

가 정말 많이 좋아지신 분입니다.

다리가 불편하셔서 자전거 타기 운동만 하시고요.

혈당이 300 이상이었고 당뇨약은 계속 추가되어도 

조절이 안 되고…

당화혈색소가 1씩 떨어져 9.3에서 8.3으로 이제 

7.3까지 떨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저혈당이 발생되어 당뇨약도 줄이고 

인슐린도 줄여서 투약하면서 떨어진 혈당입니다.

그런데 계속 발등이 소복하게 부어서 쉬었다 먹기도 

하고 이리 저리 해봐도 부어서 잠시 쉬기로 했어요.

당이 많이 조절되어서 만족감은 높고 환자분의 목

표는 6.? 에 도달하는 건데요…

이 발등의 부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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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 써클 안먹으면 부종은 바로 없어지기는 

하는 상태입니다.(4월 13일 오후 12:43)

③ 류형준 약사 

정태영(크리닉약국) 감사합니다.(4월 13일 오

후 12:44)

④ 이성분

(4월 15일 오후 4:41)

① 박완수

수술한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병원의 지시를 따르면 될 거구요…

일정기간이 지나서… 완전히 아물고 나서도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군요.(4월 14일 오후 1:59)

② 류형준 약사 

하지정맥염의 원인이 바이러스이고 수술로 

개선되지 않는 상태라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것

입니다.

써클만으로는 부족하고 안티와 병용하면서 

각탕법을 하면 오히려 염증이 빠르게 개선되

어 회복되므로 더욱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

니다.

감사합니다.(4월 14일 오후 9:11)

① 류형준 약사 

이 정도라면 처음 1개월은 안티 111과 써클 

222로 처음에 확실하게 기선을 잡고 증상에 

차도가 확실해지면 이후 2개월 안티 111과 써

클 111로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안티 101과 

써클 201로 4개월 정도 복용하면 어느 정도는 

2018년 4월 14일 오전 11:52 239 읽음

안순원

#질의응답

하지정맥염으로 수술한 분께 써클 드리며 각탕법

을 권하니 수술한 병원에서… 혈관이 뜨거운 자극

으로 인해 확장하여 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

를 듣고 각탕하기를 거부하시네요. 목욕 시 온탕에

도 들어가지 말라고 했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2018년 4월 16일 오후 4:46 140 읽음

조형이

#질의응답 

46세 여자, 155에 74키로 처녀 때는 마른 체형이었음.

1시쯤 자서 5시 반에 기상

항상 손해 보는 성격

3년 전쯤 장용종수술

한 달 전 담낭제거수술

2달 후 난소기형종 자궁근막 제거 수술해야 함.

피곤, 졸림, 얼굴이 푸석푸석 얼굴에 기미 

아침에 붓고 꼭 부은 게 살 되는 것 같아 보임.

완전피곤.

팔도 저리고 아파서 자다가 깨기도 함. 어깨, 목, 

눈은 노안 오고 오후 되면 충혈 되고 뿌옇게 보임. 

림프순환 체크하니 2ㅡ3가지 빼고 거의 다

안티는 체크하니 8가지

딸 친구 엄마인데 어려운 사이라 용량 선택을 잘 

해야 될 거 같아 여쭙니다.

우선 써클을 202로 써서 붓기가 좋아지면 그 후에 

안티를 써볼까 하는데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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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너무 심하니 다른 차원의 처방

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16일 오후 7:25)

① 이동훈

당뇨약 드시는 분인데 

처음엔 콧물로 시작되었다가

1년 정도 전부터 코가 완전 막혀 냄새를 전혀 

못 맡는다고 하셔서 써클과 안티를 각 111을 

드렸는데 10일째인 오늘 오셔서 이 제품 먹기 

전엔 정상 수치 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처

방이 바뀌었고 안티와 써클을 복용하게 되었

고 그 이후로 공복 혈당수치가 170 정도 나오

는데 이 약 향 아닌지 물으시기에 그렇지 

않다고 말씀 드리고 며칠간 공복과 식후 혈당 

기록해서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코 막힌 건 아주 조금 뚫려서 냄새를 아주 조

금은 맡을 수 있다하네요.

그 부분도 더 관찰해서 담 주에 보자고(4월 

17일 오후 4:08)

② 최현숙(세원약국. 대전 서구)

향이 없지는 않은 듯합니다. 저는 환자가 

예민하게 반응해서 약 복용을 중단했는데… 

안티 같은 경우는 마누카꿀이 있어서 초기 혈

당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먹을 때의 초기는 올라갈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계속 복용 시 오히려 혈당 수치가 떨어

진다고 합니다. 

강경애 약사님의 가르침으로 초기는 식단 조

절을 함께 권한다고 들었습니다 ~~^^(4월 17

일 오후 6:58)

③ 이동훈

네, 식단 조절이 필요하겠지요?

아무래도 마누카꿀도 있고 해서 … 기다리면 

떨어진다고 류 약사님도 말씀하시던데, 이분

은 약까지 공교롭게 바꾸는 바람에(4월 18일 

오전 8:48)

④ 류형준 약사 

마누카꿀과 메이플시럽이 초기에 혈당을 높

일 수 있습니다.

보통 1-2주 후면 떨어져서 원래 로 돌아갑

니다.

그것을 피하는 방법은 식사 후 바로 먹거나 

탄수화물 양을 한 수저 정도 줄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4월 18일 오전 11:44)

2018년 4월 17일 오후 3:54 149 읽음

이동훈

#질의응답 

당뇨 있는 분이 써클과 안티 복용 시 혈당치에 향

을 끼치지 않는지요?

2018년 4월 19일 오전 11:46 196 읽음

허정숙

#질의응답 

46세 여자. 마사지샾 사장님입니다. 손을 많이 쓰

는 직업이라 밤 되면 아프고 붓는 증상이 반복됩니

다. 약국에 오셔서 진통제를 자주 사 가셔서 안티, 

써클 소개하고 책자 드렸습니다. 며칠 뒤 오셔서 

써클 먼저 먹어보겠다고 해서 20포 한통(11)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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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런 분은 직업적으로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

니 직업병입니다.

따라서 그 일을 하는 한 증상은 계속 악화되

어 증상은 심해지고 치유되기 힘든 상황입니

다.

마이너스 요인이 다른 분보다는 훨씬 많은 상

황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요인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각탕법은 필수입니다.

처음 명현반응을 줄이려고 써클 101은 부족

합니다.

제 생각은 써클 222 정도로 한두 달 증상을 

줄 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염증이 심해지고 있으니 안티 

111과 써클 222로 한 달 복용하면서 상태를 

관찰하고 다음 용량을 정하는 것이 나을 듯합

니다.

감사합니다.(4월 19일 오후 6:09)

② 허정숙

예 .알겠습니다.(4월 20일 오후 12:16)

① 류형준 약사 

치료의 입장에서는 병명이 중요하지만 치유

의 입장에서는 병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

증의 정도가 중요합니다.

오후 2시부터 얼굴이 빨갛고 열이 나고 피곤

하다면 하루 종일 그런 것보다는 덜 심한 것

입니다.

이는 체질적으로 소양인은 점심 먹고 많이 피

곤하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힘든 상황이 됩니

다.

그래도 하루 종일 그렇지 않고 하루 중 일부

만 그렇다면 덜 심한 증상입니다.

또한 3개월 이상 된 만성질환이니 바이러스 

감염은 있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론은 나왔습니다.

안티, 써클 적량복용으로 시작하고 경과를 살

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19일 오후 6:48)

② 정국현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 선생님.(4월 19일 오

후 6:51)

렸습니다. 가스참, 불면, 손 통증이 더 심해지는 과

정을 견디시고 지금은 많이 좋아지셔서 복용한지 

2달이 되어 갑니다. 안티를 같이 해보려는데 어제 

오셔서 며칠 전부터 손이 너무 아프고 붓고 얼굴에 

열이 오르면서 뾰루지가 생겨서 써클을 늘려서 먹

어도 아프다고 진통제를 사러 오셨습니다. 마이너

스 요인을 물어보니 맥주를 1주일에 두 번 한 잔 

정도 하셨다는데 드시지 말라 했더니 그 낙도 없으

면 어쩌냐 하시네요.

그래도 나을 때까지는 각탕하시고 술 드시지 말라

고는 했는데 써클을 더 드시고 안티를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2018년 4월 19일 오후 5:02 232 읽음

정국현

#질의응답 

남 60세, 통통한 체형

오후 2시만 되면 얼굴이 빨갛고 열이 나고 피곤한 

게 4-5개월 되심.

점심은 12에서 1시에 하심.

처음 접하는 증상인데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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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영성

제 경우도 최미경 약사님과 같은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난 4개월간 안티, 써클 101로 복용중

인데 조금만 피곤하면 바로 왼쪽 입술에 증상

이 나타나 내성이 생겼나 하고 있었습니다.(4

월 23일 오후 1:39)

② 류형준 약사 

입술포진이 안티, 써클을 먹는 중에도 개선되

지 않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1. 환경, 특히 식습관이 염증을 유도하는 경우

입니다.

2.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있어 안티와 써클의 

용량을 늘려야 하는 경우입니다.

3. 최악의 경우는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경우입

니다.

용량을 늘리고 찬 것, 매운 것, 추위, 술을 금

하도록 지도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4월 23일 오후 2:36)

③ 최미경(예천 인제약국)

이영성 안티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먹었는데 

내성이 생긴다면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 권하

지요 ㅠㅠ(4월 23일 오후 2:41)

④ 최미경(예천 인제약국)

류형준 약사 안티, 써클을 4개월 이상 먹으면 

면역력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술은 전혀 먹지 않고 식습관도 괜찮은 편이라

고 자부합니다. 피곤하고 힘든 일도 없었는데 

안티와 써클을 먹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올

라오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4월 23일 오후 

2:49)

⑤ 류형준 약사 

최미경(예천 인제약국)약사님 이영성 약사님

원칙적으로는 부분 입술포진은 그렇게 오

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잘못도 없다고 하시니 이런 경우

에는 왜 그런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

인지 아니면 면역시스템이 무너져서 오는 것

인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라서 예스킨으로 보내주세요.

확인하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4월 23

일 오후 4:23)

⑥ 하현아

최미경(예천 인제약국) 류형준 약사 이영성 

세 분을 한꺼번에 소환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건선 환자분을 두 달 정도 지켜보고 있

는데요.

오늘 아침 보니까 그분도 입술포진이 생겼더

라고요

예전에 비해 더 자주 올라온다고 하고요.

재발이 더 자주 되는 이유가 뭘까 고민이 되

는데…

병변이 소실된 후에도 바이러스가 소실되지 

않고 신경조직에 잠복해서 

보통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복제하여 피부위

로 올라오지만…

이 번 건의 경우 피부 저 밑 깊숙한 신경절 

끝에 숨은 것을 써클의 순환 작용으로 피부위

로 더 어내는 것이 아닐까 이리 생각해 보

2018년 4월 23일 오전 11:40 153 읽음

최미경(예천 인제약국)

#질의응답 

안티 101, 써클 201로 5개월째 복용중인데요.

입술포진이 1년에 한두 번 났었는데 안티, 써클 먹

고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올라옵니다. 어찌된 일일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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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습니다.(4월 23일 오후 5:06)

⑦ 류형준 약사 

이영성 약사님은 최소한 복용으로 내성을 걱

정하고 

최미경 약사님은 그 한마디에 내성을 기정사

실로 받아들입니다.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하시고 충분히 상의한 

후 내려도 늦지 않을 결론을 너무 쉽게 내리

고 받아들여서 기정사실로 합니다.

써클과 안티를 개발하기 위해 20년이 걸렸습

니다.

최 한 적용 범위를 넓히고 내성이 안 생기게 

하려고 처방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론으로 만든 처방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연구하여 만든 처방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안티와 써클은 만병통

치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병증을 직접 치료하기 보다는 치유의 

환경을 만들어서 세포가 스스로 낫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포 환경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합

니다.

안티와 써클의 적량복용이 많은 역할을 하기

는 하지만 모든 것을 해내기에는 많이 부족합

니다.

또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도록 하면 이는 조

금 부족한 경우에는 과량 복용이 됩니다.

안티와 써클은 몸의 시스템에는 아무런 장애

가 없는 정상의 환자가 병증을 나타낼 때 적

량복용이 유효하도록 설계한 제품입니다.

즉 정량복용은 최소 복용량을 기준으로 만들

어 진 것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요인이 더 많이 있는 경우에

는 안티와 써클의 복용량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신경계에 이상이 있거나 호르몬 시스

템이 망가져 있는 경우에는 안티와 써클보다 

더 높은 단계의 처방과 처치가 필요하다고 이

미 설명하 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미경 약사님, 이 성 약사님 

머리카락을 잘라서 예스킨으로 보내주세요.

확인하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로 따라 해서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23일 오후 5:23)

⑧ 류형준 약사 

하현아 

상기의 경우에는 하연아 약사님이 이야기하

는 그런 경우보다는 구내염이 낫지 않고 자꾸 

재발하는 경우가 맞다 생각됩니다.

정말 내성이 생긴 것인지, 용량만 늘리면 되

는 것인지 아니면 더 높은 단계의 처방이 필

요한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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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모든 것을 확인해서 결론 내리려고 합니

다.

감사합니다.(4월 23일 오후 5:28)

⑨ 박완수

(안티/써클)을 복용함에도 입술포진이 더 자

주 생긴다면??

분명히 다른 원인이 있을 텐데… 그것을 찾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약사임에도 종종 그 이유를 놓

치는 경우가 있지요.

본인이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제가 찾아드리

기는 쉽지 않을 테구요.

몇날 며칠이 걸리더라도 꼭 찾아내시기 바랍

니다.

혹 다이어트를 하시는지? 약품이나 건강식품

을 드시는지? 등등…

제 개인적인 체험은… 동물애호가에겐 죄송

하지만…

<특정동물>을 섭취하면… 컨디션이 좋아지

는 경험을 자주 한답니다.(4월 24일 오후 

11:23)

2018년 4월 24일 오전 5:41 226 읽음

정희주

#질의응답 

70세 친정엄마세요…

혈압약과 고지혈증약 복용중…

평소 퇴행성관절염때문에 정형외과 다니시고 젊은 

시절부터 위장 안 좋으셔서 내과 다니시면서 위장

약 처방 받으시구요…

그리고 병원에서 감기약 등을 지어 드셔도 용법

로 드시면 속이 에리시고 약이 강해서 멍하시다고 

하루 세 번 먹는 약도 한번만 드시고 항생제 들어간 

약도 처방일수 모두 채워서 드시는 경우가 거의 없

으실 정도로 위장기능이 안 좋으신 편이세요…

그리고 평소 기립성저혈압도 있으시고, 최근 들어 

가끔씩 심한 복통과 설사를 하시면서 식은땀을 흘

리시면서 쓰러지신 게 몇 번 있으셔서… 추측하건

데 항상 식사 도중 반주로 술 한두 잔 드시면 다음 

날 그런 일이 있으시기에 술 끊으시라고 당

부~~~ 그 이후로는 술은 입에 안 심~~~ 그

런데 술 안 드신 날도 혼자 계실 때 그런 일이 있어

서 거의 반 의식 잃고 쓰러져 계시다가 한참을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신적도 있다고 하심…

식사는 그럭저럭 잘 하시긴 하지만 몸이 약하신 편

이라 해마다 보약, 경옥고 등을 드시긴 하는데요 

(양약보다 한약을 더 선호하셔서)…

3월 3일 안티 101 / 써클 201 시작

액상 철분제 자기 전 복용

별다른 명현반응 없으셨고 위장기능 약하신데 안

티랑 써클은 드셔도 속이 편하시다고 하심… 워낙

에 꾸준히 약 드시는 걸 싫어하시는 편이신데 의외

로 잘 복용하고 계심… 복용 중에 원인모를 이명과 

어지럼증이 와서 이비인후과도 가시고 동네 큰 병

원 가서 진찰도 받으셨지만 머리에도 별 이상 없다 

하시고… 병원 이명약 드시면 너무 가라앉고 맥을 

못 추겠다하심… 보통 명현반응은 첫 복용 후 일주

일 이내에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엄마는 

이명과 어지럼증이 안티, 써클 복용 3~4주 후에 

나타난 터라 명현반응은 아니겠죠?

이명에 한 사례가 많아서 이참에 써클을 증량해 

봤는데요…

4월 12일 안티 101 / 써클 222 

액상 철분제 자기 전 복용

엄마께서 점심에도 써클을 먹으니깐 속이 안 좋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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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어머님의 경우를 보면 개선해야 할 증상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위장도 안 좋으니 식사도 

부족하고 복용량도 충분히 먹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

식사를 제 로 못하니 체력도 안 좋은 상황이

고 약도 잘 챙겨먹지 않고 건강요법에 한 

실천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희주 약사님은 치료와 치유의 관점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가야할 것입니다.

치료는 증상개선에 1차 목표를 두는 방법이

고, 치유는 세포환경개선에 목표를 두는 방법

입니다.

세포환경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증상들이 개

선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체험사례들이 며칠 만에 좋아진 사례

가 많다고 해도 누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

니다. 

또 본인이 원하는 증상부터 개선되는 것도 아

닙니다.

환자를 볼 때는 항상 전체적으로 몸의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3월 3일부터 먹기 시작했다면 한 달 반은 먹

은 것이니 뭔가 변해도 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좋은 방향으로의 진전인지 

확인해 보세요. 

치유는 전체 흐름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타

나고 약화는 전체 흐름이 나빠지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명현반응은 전체 흐름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일부의 경우에만 나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 가지 판단기준으로 현재 변화하는 상황

을 보고 판단하세요.

전체 흐름이 좋아지고 있으면 현재 상태를 그

시다고 며칠 드시다가 점심 써클 중단…

4월 15일 안티 101 / 써클 202

액상 철분제 자기 전 복용

병원이명약은 다 드신상태이고… 하지만 병원처방

약은 먹을때뿐이고 끊으면 증상은 그 로이고 요

즘 얼굴도 붓고 숨도 찬것같고 가슴도 답답한 느낌

이 나서 써클을 다시 어제부터 201로 복용하셨다고 

하네요…

4월 23일 안티 101 / 써클 201

액상 철분제 자기전 복용 

다른 분들 이명케이스는 효과를 빨리 보시거나 호

전증상이 보이던데 저희 엄마는 호전될 기미가 안

보이네요…

안티랑 써클 복용 목적이 처음에는 이명치유가 아

니었는데 복용 도중에 이명이 생겨서 우선 불편한 

이명증상과 어지럼증을 잡고 싶은데…

어제 통화하면서 각탕법을 강조했지만 하실지 의

문이고ㅜㅜ 좀 쉬셔야하는데 이명때문에 종합 진

찰 받고 오신 날도 밭으로 바다로 가셔서 일하시는 

분이라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클을 다시 증량해야하는지요 

아님 안티를 111로 증량해야 맞는지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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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지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악화되고 있다면 갑자기 안 좋은 환경 

변화가 있는 것이니 짧은 기간 용량을 늘리거

나 각탕법, 반신욕, 기어다니기 등으로 악화

된 환경을 개선하여 악화되는 상황을 개선합

니다.

명현반응이 나타나면 그냥 유지하면서 갈 것

인가 아니면 잠깐 독소를 뺄 것인가를 정합니

다.

명현반응이 심하지 않으면 용량을 그 로 유

지합니다.

명현반응이 심하면 써클의 용량을 두 배로 늘

리거나 안티를 끊고 써클의 용량을 두 배로 

늘립니다.

치유는 치료처럼 원하는 증상만 낫는게 아니

라 전체적인 건강 개선과 함께 증상 개선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여유를 갖고 길게 멀리 보고 가세요.

치유의 길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24일 오전 6:37)

② 박향숙

♡♡

위장만 좋아졌어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은데

요^^ 쭉~ 드시면 좋아집니다. 요즘 저는 증상

에 일희일비 하지마시고 믿고 드시다보면 좋

아진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8개월째 먹고 

있는데 첨엔 그랬답니다. 지나고나니 쭉 좋아

지고 있어요~(4월 24일 오전 8:06)

③ 정희주

답변 감사합니당♡♡

일단 현재 복용법을 유지하면서 플러스요인

을 더 강화해야겠어요~

매일 매일 전화 드려서 각탕법하시라고 잔소

리를 해야겠어요ㅋㅋ(4월 24일 오전 8:54)

① 류형준 약사 

안티와 써클은 신경계질환과 호르몬 시스템

이 전부 무너진 경우, 그리고 암에는 해당하

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18년 4월 24일 오후 1:37 176 읽음

서은일

#질의응답 

여, 50  후반

소뇌위축증, 파킨슨 증후군, 혈압, 당뇨, 우울증 등

너무 안 좋으신 데가 많은 환자입니다.

서울 병원에 다니시는데 치료가 어렵다고 했답니다. 

저희 약국에서 안티, 써클로 좋아지신 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드셔보시라고 권유해서 확신은 없지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명현도 좀 걱정돼서 

써클만 2포씩 1일 3회 드시라고 했습니다. 좀 기운

이 없다하셨는데 그냥 10일 드시고 안티 1, 써클 

2로 1일 3번 드시라 하셨는데 2번 복용 후 다리에 

힘이 풀린다고 하셔서 지금은 써클만 1번 복용하신

다하네요. 왜 그럴까요?

또 어떻게 복약지도를 해야 될지요?

너무 안타까운 분인데 어떻게 도움이 드리면 될지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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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약사님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진

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포기하거나 아니

면 저한테 보내시던가 하세요.

감사합니다.(4월 24일 오후 2:08)

② 서은일

네~ 제겐 너무 힘든 환자네요ㅠ(4월 25일 오

후 9:21)

① 류형준 약사 

명현과정을 빨리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증상은 복용 후 20일 경

과한 후 나타나는 증상인데 명현증상보다는 

감기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생각됩니다.

봄 감기를 앓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청룡탕이 크게 도움 되었다기보다

는 시간의 흐름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됩

니다.

감사합니다.(4월 25일 오후 4:37)

② 이성분

명현을 빨리 벗어나는 게 좋다는 말은 일시적

인 조취를 취하는 게 좋다는 뜻으로 이해하겠

습니다. 

근데 봄 감기를 앓은 적은 없고요… 만일 감

기라면 콧물 증세로 5일이 가진 않습니다. 하

루가 안 되어 바로 목 붓고 가래가 심해지고 

심한 기침으로 가는데…

소청룡탕은 4일째 견디고 견디다 하도 일하

는 도중 재채기가나서 한두 번 먹은 것이고

요…

약사님 설명이 이해가 덜 갑니다. 여하간 감

사합니다.(4월 25일 오후 5:33)

③ 이성분

류형준 약사 바쁜데 자꾸 질문 드려 미안합니

다만… 제 로 알아야 저도 도움 받고 환자들

도 도움드릴 수 있는 감각이 생길 것 같아 다

시 말씀드립니다. 

전 평소 코점막이 자주마르고 코딱지, 피딱지

가 지고 땐 점막이 패여 피가 날 정도의 염증

을 자주 겪어 그 과정에 바이러스감염의 잠복

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명현이 있겠다 이해

하 는데, 

류약사님은 명현이 초기 며칠 혹은 한두 주의 

기간으로 국한해서 보시는가요?(4월 25일 오

2018년 4월 25일 오전 11:14 157 읽음

이성분

#질의응답 

안티 111, 써클 111을 25일째 복용중인 50  여성입

니다. 몇몇 명현이 지나갔는데 5일 전 왼쪽 코에서 

콧물, 코안이 화닥거리고 왼눈까지 씀벅거리는 명

현이 왔습니다(감기라면 목으로 기침으로 금방 진

전되나 5일간 같은 증상으로 진전 안 됨).

평소 비염은 없으나 몸 컨디션에 따라 코점막이 마

르고 코딱지 혹은 점막이 갈라지기까지 하는 증상

이 자주 있었습니다. 

명현이다 싶어 이담제와 써클 한두 포 올리고, 각탕

법으로 견디는데 그제부턴 일하는데 불편해 소청

룡탕 먹었습니다. 그젠 한 번 먹어 소용없더니 어젠 

두 번 먹었더니 콧물증세가 심한증상이 좀 괜찮아

졌는데… 명현과정에 그냥 약을 쓰지 않고 견뎌야

하나요? 아님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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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6:10)

④ 류형준 약사 

부분 점막의 바이러스감염증은 반응이 빨

라서 명현반응도 빠르게 나타납니다.

써클은 1~3일 사이에

안티는 7~10일 사이에 주로 나타납니다.

만약 지금처럼 30일 만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초기에 나타났다가 줄었다가 다시 나타납니

다.

코감기가 아니라면 원래 바이러스가 있었는

데 미련 없이 지니가는데 찬 것, 매운 것, 추

위, 튀김 등으로 일시적으로 염증이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25일 오후 10:26)

⑤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이성분 저는 복용 초기에 빠르게 좋아졌다가 

도중에 2~3일 심해졌다가를 두 번 정도 경험

했네요. 콧속점막 건조하고 딱지 생겨 늘 연

고 바르고 불편한 생활이었는데, 지금은 해방

되었지만~(3개월째 복용중임).

제 약점 중 하나라 명현으로도 나타나고, 그 

후 명현기간이 지나도 두 차례 반복되더란 이

야기입니다.(4월 26일 오전 7:38)

① 류형준 약사 

어떻게 설명하는 요령보다는 안티와 써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안티와 써클을 팔아야 할 제품으로 생각하면 

판매 요령이 필요하지만 치유의 길을 가는데 

필요한 도구로 생각하면 아무런 요령이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26일 오후 2:04)

② 박향숙

전 위장병 환자에게 집중으로 드립니다. 확실

한 효과가 있답니다♡(4월 26일 오후 5:18)

③ 박완수

박향숙 선생님은 단하십니다.

위장병에 일가견을 이루신 듯하네요. 짝짝짝

(4월 26일 오후 5:30)

2018년 4월 25일 오후 10:21 264 읽음

조형이

#질의응답 

궁금한것이 있는데

써클 안티를 먹다보면 위장장애를 말씀하시는 사

례(또는 명현현상)가 종종 있는데

또 지금 사례책자를 읽다보니 위장병에 응용하는 

경우 또한 굉장히 많네요.

저는 위장장애가 각인되어서 그런가 위장병은 권

하는 걸 꺼려했거든요

또 여쭤볼 것은…

약사님들은 써클, 안티 설명할 때 어떻게 하시나

요…?

저는

써클은 림프순환개선제이고 세포환경을 좋아지게 

해서 병이 빨리 낫는 걸 도와준다.

안티는 모든 만성질환과 신체의 염증을 치료하는 

약이다.

이리 설명하는데

더 부가하거나 고칠 멘트가 있을까요…

제 설명이 제가 봐도 부족해보여서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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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실수라기보다는 이 또한 경험이고, 111에 효

과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222에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그러는게지요. 정답이 있는 건 아

니라봅니다.

소심해지지 말고 경험 하나 추가!

저라면 위와 같은 경우엔 좀 더 길게, 안티와 

써클을 함께 투여하고 싶네요. 111, 222 또는 

222, 222 이틀 투여 후 111, 222 이렇게 7일 

정도. 그 후 상황 봐서 101, 202로 줄여가든지 

하고 싶네요.

오지랖^^ 이해바랍니다.

저도 잇몸부종염증(치은염)에 무조건 안티 2, 

써클 2로 2회면 다 효과 있길래 2회분 장담하

며 드렸다가 얼굴 빨개진 경우 있었습니다. 

그분은 치주염이여서 병원 치료 후 1주일을 

각 222 복용했으니까요.

모든 게 경험이고 쌓이면 실력이 되는 것 아

니겠습니까?

홧팅!!(4월 29일 오후 5:24)

② 권명선()

맞습니다.

이렇게 하며 한걸음 한걸음.(4월 29일 오후 

6:38)

③ 조형이

경험에서 나온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4월 

29일 오후 9:48)

④ 전기출

따뜻한 레몬차와 이담제 드셔서 빠른 배출 도

움도 괜찮을 듯 ㅡ(4월 30일 오전 6:00)

⑤ 류형준 약사 

안티, 써클을 111로 먹고 하루 만에 염증이 

더 심해졌다면 둘 중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티, 써클로 심해질 경우는 거의 없

으니 주변 환경 중 음주, 매운 것, 찬 것, 추위 

등을 확인합니다.

둘은 명현반응으로 서클도 복용 초기에 염증

물질이 배출되면서 염증이 심해질 수 있고 안

티고 첫날부터는 아니지만 간혹 첫날부터 명

현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경우든 염증치료제처럼 하루분

2018년 4월 29일 오전 11:26 281 읽음

조형이

#질의응답 

턱주변이 화농은 아니고 빨갛게 된 염증이 많이 보

이고

인후염이 있다 해서 안티, 써클 111로 하루분 주고 

내일 다시 오시라 했는데

담날 얼굴을 보니 턱 주변 염증이 더 많아지고 목 

염증도 심해지진 않았지만 계속 아프다 하시네요.

사실 넘 당황해서ㅜㅜ

다른 약 드리고 월요일에 병원가시라 했는데

저는 빨간 여드름 같은 염증이 좀 차도가 보일 줄 

알았는데 확 번져 오니 너무 당황스럽고 제가 다른 

건 확인도 안하고 약만 줬나 싶더라구요.

어떻게 했으면 더 좋았을까요…

짧게도 드리고 간간히 작은 거 한통씩 근육통이나 

염증, 부종에 같이 드리는데 

주변 지인들 장기복용 말고는 약국에서 피드백이 

온 게 이번이 처음이라 제가 너무 부족해보이고 소

심해집니다.

이 환자는 어떻게 주면 좋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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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썼다는 것입니다.

길게 설명하고 하루분을 주면 상관없지만 이

렇게 하루 만에 낫길 원하고 줬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심해져서 왔을 때 어

떤 조치도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짧게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은 안티와 써

클을 개발한 진정한 의미는 아닙니다.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4월 30일 오후 8:05)

① 류형준 약사  

안티는 아직 부담이 있고 써클만 222로 먹게 

해보세요.

감사합니다.(4월 30일 오후 8:56)

② 김영희(한가족약국.여수시)

네 감사합니다.(5월 1일 오후 9:34)

① 류형준 약사 

기숙학교라서 식품을 못 먹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잘 알아보세요.

3개월 먹여도 많이 좋아지지만 시작한 김에 

끝내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30일 오후 8:55)

② 이선림

보딩스쿨이 그래요. 미국에…(5월 1일 오전 

12:37)

③ 류형준 약사 

식품인지 확인하고 약사님이 의견서를 보내

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요?(5월 1일 오전 

8:22)

2018년 4월 30일 오후 5:53 143 읽음

김영희(한가족약국.여수시)

#질의응답 

임신 5개월인 딸 어제부터 잇몸이 부은 느낌 들며 

욱신거린다하는데 이런 경우 특별한 방법이 있나

요?

딸아이가 멀리 있어서

2018년 4월 30일 오후 7:56 166 읽음

이선림

#질의응답 

유학생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3개월밖에 먹일 수가 

없는데요. 비염이 있다고 하는데 안티플러스, 써클

포유 6개월 연속 복용 못해도 효과 있을까요? 학교

에서는 약을 먹을 수가 없어요.

기숙학교라서 약을 못 가져가요.

2018년 5월 1일 오전 11:26

강00 약사

#질의응답 

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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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권OO 약사

써클OO 222 안티OOO 111로 눈의 부종은 잡

혔으나 하체의 증상을 잡기엔 위의 용량이 부

족한 듯합니다.

써클OO 333 안티OOO 111로 복용하시며 반

신욕이나 각탕법이나 호보법을 하시면 더 도

움이 될 것입니다.

② 강OO 약사

네. 감사합니다.(5월 1일 오후 2:33)

③ 박OO 약사

강OO 약사 다른 환자분들도 말씀하실 때에 

자신의 음식/섭생/과로 등은 까맣게 잊고 본

론만 얘기하죠.

아마도 과로와 운동부족도 있지 않을까요?

저 자신도 저의 문제를 찾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릴 때도 있어요.(5월 1일 오후 3:43)

④ 허OO 약사

약을 복용 중인데 전에 나타나지 않던 다리 

부종과 통증은 왜 생기나요? 예전에 안 좋았던 

게 나타나나요?(5월 1일 오후 4:21)

⑤ 권OO 약사

허OO 약사 

1. 전에 치유되지 못한 심층부의 세포와 조직

이 치유되는 과정의 명현반응.

2. 건강플러스 지침을 잘못해서거나 운동부족

이나 과로로 인한 증상 악화도 있을 것 같

음.

3. 제 체험례에서처럼 용량부족도 생각해볼 

수 있어요.(5월 1일 오후 4:29)

⑥ 허OO 약사

치유의 길은 참 힘드네요.(5월 1일 오후 5:11)

⑦ 권OO 약사

허OO 약사 힘들다 생각하시지 말고 나를 힘들

게 하는 나쁜 친구와 작별의 기쁨을 생각하시

면 어느 순간에 치유의 강물에서 헤엄치고 노

는 것을 알게 됩니다.(5월 1일 오후 5:33)

⑧ 강OO 약사

저 역시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문제점

을 찾지 못하니까요.

요 근래 생활의 변화는 걷기운동을 시작한 것

뿐입니다. 음식은 정말 조심하구요.

그런데 갑자기 하지부종이 고통스러울 정도

로 심해지니 우울해질 정도입니다.

밤에 잠을 자기가 불편할 정도이니 이제껏 열

심히 복용하고 착실히 실천했는데 왜 이러지? 

의기소침해집니다. 30분 정도 산책이 다리에 

과로 을까요?(5월 1일 오후 5:35)

⑨ 박OO 약사

각탕과 용량을 늘리세요.(5월 1일 오후)

⑩ 류형준 약사

림프관이 막혀있고 말초에도 막혀있었는데 

그래서 살살 림프순환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니 말초에 고여 있던 조직액들

이 그동안 써클OO를 먹어서 녹아있고 운동으

로 갑자기 림프순환이 촉진되어 림프관으로 

몰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막힌 림프

관이 뚫리지 않아서 부종이 오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 복용 중이라면 

써클OO의 용량을 일시적으로 333으로 늘리

든가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시간을 기다리면 

멀지 않은 시간에 풀릴 것입니다.

안티OOO, 써클OO 각 1.1로 4개월 복용 중입니다. 

복용 중에도 눈 주위 부종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1주일 전부터 다리가 붓고 장딴지가 터질 

것 같이 아파 써클OO 2.2.2 안티OOO 1.1.1을 복용

해도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눈 주위 부종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올바른 복용법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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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풀리면서 하지에 쌓 던 노폐물이나 피

로물질들이 한꺼번에 간으로 가니 며칠은 피

곤하 다가 풀어질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안티OOO`111과 써

클OO 222로 한두 달 복용하여 증상개선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더욱 좋았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감사합니다.

① 권OO 약사

복용기간이 얼마이고, 그리고 생리량이 너무 

많다가 적어진 것인지 아님 원래도 적었는데 

더 적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5월 4일 오후 

8:27)

② 계OO 약사

그러게요. 원래 너무 많았던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수도?(5월 4일 오후 8:47)

③ 김OO 약사

2달 되었구요. 안 그래도 그게 정상 생리량이

다 라고 답하기는 했는데, 이틀 내내 많이 했는

데 하루만 많이 하고 끝나니깐 이상한가 봐

요.(5월 4일 오후 9:18)

④ 권OO 약사

생리통 없이 생리하고 거기에 색까지 예쁘면 

더할 나위 없지요.

보편적 생리 양에 해 더 얘길 해보세요.(5월 

4일 오후 9:26)

⑤ 김OO 약사

권OO 약사 알겠습니다~ 고수님들 감사합니

다.(5월 4일 오후 9:57)

⑥ 류형준 약사

김OO 약사 질문을 하실 때는 정확한 정보를 

되도록 많이 주셔야 합니다.

권약사님이든 저든 질의응답처럼 질문하면 

제 로 답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답 에 힌트를 주셔서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댓 에 올린 내용이 있었으면 답변

하기 수월했을 것입니다.

1. 안티OOO 써클OO의 복용량과 복무기간. 

안티OOO 써클OO를 왜 먹었는지.

2. 생리양의 변화는 어떤지. 

3. 다른 증상의 변화는 어떤지 등등 환자의 

변화를 자세히 알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댓 에 달린 로 원래 생리가 이틀 동안 많이 

나오고 끝나는 시점에 하루만 왕창 나오는 것

은 그 자체로 좋아진 것입니다.

몸이 좋아질수록 생리 시 나오는 기간이 짧아

지고 신 한꺼번에 왕창 나와서 전체 생리량

의 변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5월 5일 오전 7:13)

2018년 5월 4일 오후 8:25

김OO 약사 

#질의응답 

안티OOO 써클OO를 복용하는 25세 여성분이 생리

량이 너무 줄었다고 하시네요. 뾰족한 답을 찾지 

못했네요.

고수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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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OO 약사

심할 때는 용량을 올려야지요. 선생님이 써놓

으신 용량조절하는 방법 읽으시고 해보세

요.(5월 6일 오전 10:46)

② 유OO 약사

종이 그려진 곳 들어가시면 선생님이 써놓으

신 용량에 한 이 있어요.(5월 6일 오전 

10:49)

③ 유OO 약사

쭉 내려보시면.(5월 6일 오전 10:50)

④ 이OO 약사

언제 복용을 시작했는지요?(5월 6일 오후 

9:32)

⑤ 류형준 약사

이미종 약사님의 질의응답에 답변을 달기에

는 질문의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질문내용1) 

불면이 심하고 코가 심하게 막히고 냄새 맡는 

것이 힘들어 안티OOO 써클OO 111 복용 중 

입니다. 

답변1) 불면, 코막힘, 냄새를 못 맡는 것에 

한 정도나 지속기간에 한 설명이 없습니다.

다른 증상이 또 없는지에 한 설명도 없습니

다.

또한 안티OOO와 써클OO 111로 복용 중이라

고만 적었지 가장 중요한 얼마 동안 먹었는지

에 한 설명은 없습니다.

질문내용2)

그런데 비염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잠도 

아직 못 잡니다. 명현현상인가요? 

끊었다 다시 시작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2) 

질문 시 꼭 필요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으니 

명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끊었다

가 다시 시작할지 계속 먹어야 할지에 한 

답변도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안티OOO와 써클OO는 불면증 치료약도 아니

고 코막힘이나 냄새 맡기 힘든 것을 치료해주

는 치료약도 아닙니다.

단지 세포환경을 개선해서 세포가 원하는 최

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면 정상적으로 활동하

지 못해서 생겼던 증상들이 스스로 회복되어 

개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세포환경의 정상

화를 위해 노력하 느냐입니다.

안티OOO와 써클OO도 물론 많은 도움이 됩

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치유에 한 이해 없이 단지 

안티OOO와 써클OO를 만병통치약처럼 사용

하는 것은 문제가 많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병통치약이란 말을 제일 싫어

2018년 5월 6일 오전 10:38

이OO 약사

#질의응답

56세 남자인데요. 불면이 심하고 코가 심하게 막히

고 냄새 맡는 것이 힘들어 안티OOO 써클OO 111 

복용 중입니다. 그런데 비염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잠도 못 잡니다. 명현현상인가요? 끊었다 다

시 시작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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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안티OOO와 써클OO는 단지 세포환경정상화

제입니다.

천기누설건강법 약사모임에 올라온 많은 체

험사례들은 단지 안티OOO와 써클OO를 복용

해서 얻은 결과도 있지만 많은 경우 세포환경

정상화라는 화두를 들고 안티OOO와 써클OO

를 운 하는 것입니다.

이미종 약사님의 질의응답의 내용이 부실한 

것도 있지만 이미종 약사님께서 안티OOO와 

써클OO에 한 생각과 치유의 길에 한 이

해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사족을 달았

습니다.

감사합니다.(5월 6일 오후 10:06)

① 류형준 약사

6개월 갖고는 부족합니다.

8개월 정도는 병용하세요.

그리고 안티OOO와 써클OO는 암치료제가 아

니라 암으로 인한 불편한 증상을 개선하는 데

에는 도움이 되지만 암 자체를 물리치는 데에

는 부족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5월 8일 오후 6:41)

② 이OO 약사

재발방지를 위해 드시는 건데 그것도 부족할

까요?(5월 8일 오후 10:55)

① 류OO 약사

제가 녹내장과 안압이 있어 무리하거나 스트

레스를 받으면 목과 눈 머리 쪽 신경통이 있습

니다. 그럴 땐 급성증상이므로 써클OO를 3포

2018년 5월 7일 오후 7:21

이OO 약사 

#질의응답 

유방암 치료를 작년 12월에 완료하고 안티OOO 써

클OO 111 222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6개월 내내 이용량을 유지해야 하나요?

2018년 5월 9일 오후 4:25

조OO 약사 

#질의응답 

고1 딸아이가 보통 때는 잘 먹고 잘 자고 항상 웃고 

건강합니다.

170에 58키로 평소에 비오면 두통 있고 과하게 흥

분하면 한쪽 팔에 마비가 와서 신경과를 간적도 있

거든요.

한쪽으로 누워 자면 저리다고도 했는데 써클OO 먹

고는 두통과 저리다고는 안 했어요.

요번 첫 시험을 못 보고선 위장병과 함께 어제부터 

왼쪽으로 씹을 때마다 신경타고 올라가서 왼쪽 눈 

쪽이랑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데ㅜㅜ

속이 타네요.

신경과도 다시 한번 가봐야겠지요?

써클OO 3개월 먹이고 그 후부터 안티OOO 써클OO 

1포씩 아침저녁 먹고 있는데 약을 증량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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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하루정도만 먹으면 급격히 좋아집니다. 사

실 써클OO가 없으면 2주 정도 괴로울 증상인

데 써클OO를 먹으면 하루 정도만에도 개선이 

됩니다. 3포로 처음 먹을 때는 가능한 우루사

와 한방소화제 이담건위제를 같이 먹으면 신

속히 좋아집니다. 더불어 각탕법을 하루만 해

줘도 효과가 극 화 됩니다.

그 이후 척추교정이나 신경통을 예방할 수 있

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호보

법이 어려우면 요가나 스트레칭 발레 같은, 

자세를 교정하는 운동을 시켜주세요 ^^(5월 

9일 오후 4:39 )

② 조OO 약사

류OO 약사님. 정말 감사해요. 먹여볼게요.(5

월 9일 오후)

③ 류OO 약사

네. 지금 안티OOO 써클OO 101 먹고 있으니

까 하루만 안티OOO 101 써클OO 333으로 먹

여보세요. 놀라울 정도로 좋아져요^^(5월 9일 

오후 4:52)

④ 류OO 약사

참 써클OO 많이 먹을 땐 저는 가능한 뜨거운 

물로 먹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로만 먹어도 잘못하면 속 는 느

낌이 나요. 써클OO가 위에서 빨리 풀어지도

록 뜨거운 물로 먹으면 좋습니다.(5월 9일 오

후 4:57)

⑤ 조OO 약사

네.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5월 9일 오후 5:06)

⑥ 류형준 약사

류OO 약사님이 먼저 답 을 달았네요.

류OO 약사님 감사합니다.

조OO 약사님은 류OO 약사님의 용량조절법

을 따라해 보고 경과를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5월 10일 오후 3:33)

⑦ 조OO 약사

어제 병원갔다 와선 또 괜찮다고 해서 안 먹으

려합니다. 

행여 또 그러면 꼭 먹여보고 경과 남기겠습니

다.(5월 11일 오전 11:32)

① 박OO 약사

첫 페이지에서 4번째 칸의 <공지사항>에 있어

요. 아래로 전화하셔도 되구요.

주문방법(TEL 032-873-0016, 

FAX 032-876-0017)(5월 10일 오후 2:56)

2018년 5월 10일 오후 1:0

김OO 약사

#질의응답 

써클OO 안티OOO를 주문하고 싶어요.

2018년 5월 10일 오후 4:41

서OO 약사 

#질의응답 

남 70세.

당뇨, 혈압약 복용 중.

식사나 운동을 열심히 하셔도 혈당 조절이 어려웠

는데, 안티OOO 써클OO 20포씩 드시고 혈당이 많

이 떨어져서 계속 드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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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런 분은 워낙 림프관이 꽉 막혀 있는 분입니

다.

뚫려있는 림프관으로 림프액들이 빠져나가기

에는 무리가 따르니 부종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라면 우선 써클OO 333으로 부종이 모두 

빠질 때까지 복용합니다.

기어다니기도 하고 각탕법도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부종이 완전히 줄어들면 안티OOO 111과 써

클OO 222로 복용합니다.

명현반응으로 다시 부종이 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20일은 꾸준히 먹게 하세요.

그리고 증상개선이 확실한 단계까지 나타나

면 안티OOO 101과 써클OO 201로 6개월 복

용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10일 오후 5:46)

② 서OO 약사

네 감사합니다~~(5월 12일 오후 2:43)

① 류형준 약사

죄송합니다.

이 정도의 환자는 최OO 약사 악사님이 관리

할 범위를 넘은 환자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안티OOO와 써클OO로는 적용범위가 되

지 않는 증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포기하던가 아니면 제게 보내시던가 결정하

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5월 11일 오후 8:21)

② 최OO 약사

넵! 감사합니다.(5월 11일 오후 9:23)

처음엔 괜찮았는데 드실수록 발등이 부어서 중단

하고 며칠 지나면 가라앉고~

천기누설 책자를 읽으시고 본인이 용량도 조절해 

드실 정도인데 드신지 4개월 정도 후에 최근엔 온

몸이 다 붓고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심해서 안티

OOO, 써클OO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안티OOO를 

빼고 써클OO만 드셔도 붓고 안티OOO만 드셔도 

붓고 같이 드셔도 부으시네요. 써클OO 용량도 

1.1~2.2.2까지 변경해도 안 되네요. 왜 그런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요~~

혈당조절에 도움이 된다며 계속 드시고 싶어하는

데 무서워서 중단한 상태입니다~

2018년 5월 11일 오후 4:32

최OO 약사

#질의응답

50  남, 당뇨.

혈당관리 잘 하지 않고 스트레스 많음.

2월초 쓰러져서 학병원 입원.

신장투석 시작. 입원 중 셀레나제(아셀렌산 나트륨

오수화물)10ml씩 2주 정도 복용.(가족 선물)

호전되어서 투석 중지 했으나 다시 수치 올라가서

현재 주 3회 혈액투석.

투석하면서 저혈당이 와서 혈당강하제는 중단.

혈압약 레날민 훼로바유 리피논 안플레이드 복용 중.

세탁업이시라 오래 서 있으면 투석 전에도 하지 부

종이 있었구요. 지금도 아침에 부종이 있습니다.

신기능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혈중 인 수치가 높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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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상기 증상은 안티OOO 써클OO보다는 더 높

은 단계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로 생각됩니다.

먼저 머리카락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5월 14일 오후 7:39)

② 이OO 약사

치유의 길 열리기를 기도합니다.(5월 14일 오

후 7:54)

① 박OO 약사

한 달 전에 예스킨에 불어보니 지금 생산 안 

되고 제품 보강하여 생산한다고 하던데요?(5

월 23일 오후 5:00)

② 류형준 약사

맞습니다. 현재 생산 준비 중입니다.

감사합니다.(5월 24일 오전 6:37)

2018년 5월 14일 오후 4:56

김OO 약사 

#질의응답

안면신경초종(양성).

황ㅇㅇ, 170cm, 52kg(큰올케).

왼쪽 머리에 생겨서 3차신경 청각 시각신경을 압박

하여 2017년 9월 수술. 신경다발 사이에 있는 거라 

무리하게 수술하면 안면마비 청각・시각 소실 생

길 수 있어서 3차신경에 인접한 부분만 제거.

수술 후 극심한 두통은 사라졌으나 안면 저림은 계

속되고 있음. 수술 후 가루 육류 먹으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붉어지면서 가렵고 항히스타민제 먹어

도 효과 없음. 3일 정도 음식 조심하면 가라앉음. 

담당 선생님은 수술 중 약을 너무 많이 써서 그렇다

고 하시나 특별한 방법은 없고 시간을 두고 보자고 

하셨고 엘리델크림만 처방해 주심.

2019년 1월 감마나이프(고용량 방사선 조사) 시술

로 남아 있는 혹을 쪼그라들게 하는 시술을 함. 시

술 후 초반에는 오히려 혹이 커지고 이후 사람에 

따라 다른 속도로 작아진다고 설명하심. 수술 전 

두통이 가끔 오기 시작함.

선생님께 상담 보내려고 합니다. 

다른 선생님들께도 공부가 되실 것 같아 질의응답

으로 올립니다.

2018년 5월 23일 오전 7:19

정OO 약사 

#질의응답 

오분애 라인 화장품은 어떻게 구매해야하나요?

개인적으로도 구매할 수 있을까요?

2018년 5월 23일 오후 7:44

심OO 약사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쿵하고 심하게 넘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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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비슷한 상황에 저는 액상철분제와 써클OO 2

포씩 1일2회 복용케 했는데요~~~(5월 23일 

오후 8:28)

② 이OO 약사

심OO 약사 좋으셨어요~(5월 23일 오후 

10:26)

③ 이OO 약사

같은 증상에 같은 약을 써도 같은 효과가 있을

지 없을지는 알 수 없으므로, 일단 며칠분씩 

경과 보면서 체크해보시면 어떨런지요~(5월 

23일 오후 10:34)

④ 류형준 약사

다른 증상은 없고 단지 어지럼증만 있나요?

이는 복용량을 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OO 약사님이 제안한 용량은 어지럼증만 있

을 경우입니다.

다른 증상이 여러 가지 있다면 안티OOO 111 

써클OO 222로 진행하고 증상의 확실한 진전

이 보이면 용량을 조절합니다.

손발이 차다면 각탕법을, 아니면 기어다니기

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24일 오전 6:19)

⑤ 이OO 약사

네. 제 경우엔 단지 어지럼증세만 힘든 경우

어요. 참조하셔요~(5월 24일 오전 7:37)

⑥ 심OO 약사

넵^^ 감사합니다.

어지럼증만 있으셔서 한번 해보겠습니

다.^^(5월 24일 오전 8:52)

① 류형준 약사

생리예정일 일주일이 지난 초기임신이라면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신 후 3-5개월 사이를 조심하란 것입니다.

써클OO 333과 안티OOO 111로 복용해도 아

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증상이 가시면 써클OO 222 안티OOO 111 그

리고 증상이 거의 없어지면 안티OOO 101과 

써클OO 201로 복용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25일 오후 9:45)

② 정OO 약사

감사합니다.(5월 25일 오후 11:03)

어지럼증이 있어서 병원진료하 으나 큰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경우 서클 안

티OOO 드리면 어지럼증이 개선될까요^^?

2018년 5월 25일 오전 10:16

정OO 약사 

#질의응답 

생리 예정일 일주일 지난 초기임신.

기침이 너무 심해 앉아서 잤다네요.

안티OOO는 안 되고, 써클OO 몇 개까지 써보셨나

요?

도움이 필요해요~~~^^

2018년 5월 25일 오후 7:06

류OO 약사 

#질의응답

판교 쪽에 안티OOO 써클OO 취급하는 약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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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윤OO 약사

저의 약국이 판교 근처 수지구청역 주변에 있

는데, 왜요?(5월 25일 오후 8:48)

② 류OO 약사

아는 분이 또 다른 아는 분께 안티OOO 써클

OO 소개해서 근처의 약국을 찾고 계셔서

요.^^ 약사님 약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5월 25일 오후 9:11)

① 류형준 약사

림프절을 절제하면 림프절에 연결되었던 림

프관도 림프절 연결부위에서 손상이 되어 림

프순환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초의 림프관에서 림프순환

촉진이 되면 말초의 림프액은 림프관을 타고 

올라오다가 손상된 림프관에서 막혀 머무르

거나 림프관의 손상된 부위로 빠져나와 부종

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경우 염증물질이 많이 있는 림프액이나 

조직의 부종이 신경을 자극하여 나타나는 현

상입니다.

이것도 6-12개월 정도가 되면 정상적인 림프

관이 복원되어 없어지게 됩니다.

림프절의 절제로 인한 림프관의 손상이 림프

순환에 막 한 지장을 줍니다.

이는 세포환경의 악 향을 미치고 건강 전체

에 악 향을 줍니다.

림프마사지는 암환자의 림프관절제로 인해 

막 한 림프순환장애가 와서 코끼리 다리 같

이 퉁퉁 부어 일상생활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

해 만들어진 방법입니다.

따라서 림프관의 복원을 통한 림프순환촉진

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섣부른 림프순환촉진은 오히려 암의 

전이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순환을 시키려면 아예 암세포가 

살지 못할 정도의 세포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암환자거나 암병력자에게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를 적량이라고 하는 이유

입니다.

안티OOO 111과 써클OO 333도 상관없지만 

써클OO의 복용량을 222 이하로 정하는 것은 

을까요? 정보 부탁드립니다.^^ 

2018년 5월 26일 오전 11:28

김OO 약사 

#질의응답

여성분 58세. 

유방수술, 혈압약 복용, 오른쪽 겨드랑이 림프관8

개 절제했다 함.

발바닥통증이 너무 심하다 해서 써클OO 222 안티

OOO 111 복용권유. 

10일복용 후 발바닥통증이 많이 좋아졌는데 환자 

말씀하시길 림프관을 절제해서 림프액이 순환을 

못해 절제한 겨드랑이가 전기감염된 듯 찌릿지릿

해서 못 먹겠다 하시네요. 

안티OOO, 써클OO 먹으니 피로감을 몰라 계속 먹

고 싶지만 

위 증상으로 먹기 꺼려진다네요. 의사는 림프순환

약 먹지 말라 했답니다.

과연 림프관을 절제해서 림프액이 순환이 안 돼 위

증상이 오는 걸까요?

약을 만드신 약사님께 문의하고 알려주기로 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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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야 할 것입니다.

제 생각의 결론은 환자의 증상은 과도기적인 

증상이므로 계속 복용하여 상기와 같은 증상

을 없애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림프순환을 하

도록 도와 세포환경을 정상화하고 건강하도

록 하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

다.

감사합니다.(5월 26일 오전 11:50)

② 김OO 약사

감사합니다.(5월 26일 오후 1:04)

③ 김OO 약사

류형준 약사 림프관이 8개 절제했어도 넉넉히 

12개월 지나면 복원이 되나보네요. 림프관 마

사지도 암환자들의 림프순환을 위해서 했나

보네요. 우리 몸은 알아갈수록 오묘합니다. 항

상 정성으로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5월 26

일 오후 1:16)

④ 류형준 약사

김OO 약사 림프관이 저절로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고 꾸준한 자극이 있을 때 림프

관이 복원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5월 27일 오전 8:14)

⑤ 김OO 약사

네. 류선생님 감사합니다.(5월 28일 오전 

11:07)

2018년 5월 27일 오전 9:54

류형준 약사 

#질의응답

치유와 추위.

질문1)

안녕하세요.

00에서 00약국을 운 하는 000약사입니다.

저의 내자 기침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뚱뚱한 편. 55세. 

혈압, 당뇨 등 지병은 없고 10여 년 전에 ㅇ자형 

다리 수술. 연골배양해서 주입. 게실염 있음.

1. 5월 초부터 기침가래가 시작되어 항생제, 코데

인, 청성보화환, 안티OOO 333 써클OO 333을 

1주일 투여.

파란 가래색깔이 없어지고 기침도 완화되어 일

반 감기약으로 약하게, 안티OOO 111 써클OO 

222 투여.

2. 5월 14일 오후부터 기침이 더 심해지고 약을 복

용해도 잔정되는 기미가 없어서 16일 병원 방문. 

X-ray 결과 폐는 이상 없고 코에 염증이 많다고 

합니다.

3. 5월 16일부터 병원처방약. 안티OOO와 써클OO 

333으로 투여 하려는데 기침을 잡을 수 있는 좋

은 묘책이 없을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심하게 하는 경우는 없었구요.

약을 강하게 사용 하 는데도 차도가 없어서 염치

불구하고 문의 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결과1) 

이런 경우 확인이 필요해서 머리카락을 보낼 것을 

부탁하고 확인한 결과입니다.

추가처방) 원인-추위.

안티OOO 111+써클OO 333 3일 이후 안티OOO 

111+써클OO 111 7일 총10일.

증상이 가라앉을 때까지 반신욕 매일. 증상이 가라

앉으면 각탕법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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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써클OO 333으로 나올 경우에는 혈관 안에 

있는 교감신경흥분제를 빨리 배출하기 위해 노루

모내복액이나 우루사100mg을 하루 세 번 같이 먹

는 것도 좋습니다.

기본처방1) 써클OO 111 6개월 이후 써클OO 101 총 

15개월.

기본처방2) 안티OOO 101 6개월.

처방해설)

상기인에게 응급처방 3일을 포함한 총 10일 정도의 

추가처방이 나왔다는 것은 심해진 원인이 뿌리가 

깊은 원인이 아니고 아주 최근 원인이거나 환경적

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찬 것, 매운 것, 추위인 경우에는 부분 3일 정도 

추가처방이 나오고 이후 마무리하는 처방으로 3일

에서 10일 정도 나옵니다.

이는 한번 추위, 찬 것, 매운 것에 노출되어 심해진 

경우에는 가라앉는데 최소한 3일이 걸리고 완전히 

없어지는 데에는 1주 내지 2주는 걸린다는 것입니

다.

하지만 튀김류로 심해진 경우에는 더욱 심각합니

다.

산폐된 기름이 염증부위 지방에 침착되어 조금씩 

나오면서 염증을 악화시키면 3개월까지도 염증이 

악화되는 경우를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류약사의 생각)

약사님들의 생각 중에는 증상과 약이라는 일 일 

응의 치료개념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하지만 치료든 치유든, 증상과 약의 관계에서도 환

경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 몸살이 왔을 때 찬바람만 쐬어도 심해집니다.

2) 간경화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술을 

먹으면 좋아지기 힘듭니다.

3) 속쓰림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매일 

매운 것이나 술을 먹으면 좋아지기 힘듭니다.

4) 천식이 있는데 담배를 피거나 미세먼지가 심하

면 고치기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자를 관리할 때 환경개선이 중요

한 이유입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몇 년 전에 방송에서 이열치열의 신비를 알기 위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7월말 아주 더운 여름날 실험맨 10명을 런닝머신에

서 뛰게 하고 난 후 바로 5명씩 나눠서, 한 그룹은 

얼음이 있는 시원한 냉면을 먹게 하고 또 다른 그룹

은 뜨거운 육개장을 먹게 하 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시간 후 원적외선 측정기로 체열을 측정

하 습니다.

냉면을 먹은 그룹은 체열이 38도씨로 측정되었습

니다.

이 정도 체온이면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해열제를 

먹여야 할지 고민하는 온도입니다.

어른들은 온몸이 화끈거려서 잠을 못 자는 지경이 

되니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고 시원한 맥주를 먹을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하지만 뜨거운 육개장을 먹은 그룹은 체열이 36도

씨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정도 체온이면 그냥 덥지도 않고 기분 좋을 만큼 

시원하게 느껴지는 체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원한 냉면을 먹은 그룹의 실

험맨들이 과연 냉면을 먹을 때 이가 시리고 배가 

차게 느꼈을까 입니다.

아마도 몸서리치게 춥거나 이가 시리지 않고 시원

해서 기분 좋게 느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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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몸은 시원한 냉면으로 인해 위장의 체온 즉 

중심체온이 내려간 것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 갑상

선호르몬을 강하게 분비하고 부신수질에서 교감신

경흥분제를 분비하여 최 한 빠르게 체온을 정상

화시키려고 하 을 것입니다.

혈중으로 배출된 교감신경흥분제는 염증부위를 강

하게 자극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염증을 악화

시킵니다.

만약 상기의 실험맨 중에 기침이 있거나 속이 쓰리

거나 관절통이 있거나 혈압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언급되지 않은 어떤 증상이 있었다면 그런 증상 중

에 하나 이상이 심해져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

었을 것입니다.

다시 문의하신 약사님의 내자분으로 돌아가서 생

각해 봅니다.

결과를 갖고 나중에 전화하니 찬 것도 안 먹고, 매

운 것도 싫어하고, 튀김류는 접하지 않고 추위도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물어보니 시원한 것을 좋아해서 

주로 춥지 않게 지낸다고 합니다.

춥지 않게 지낸다는 말은 우리 몸이 느끼는 추위를 

불편함 없이 스스로 발열하여 견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건강한 사람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

니다.

하지만 그분이 어딘가에 염증이 있어서 증상이 있

는 경우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약보다 더 강한 효과가 있는 것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병증을 악화시키는 요소로는 매우 강력합니다.

그러한 환경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건강과 치유를 

생각한다는 것은 앙꼬 빠진 찐빵일 뿐입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는 같은 사람이라도 건강상

태에 따라 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하물며 다른 사

람이라면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한 증상보다는 훨씬 더 많이 

찬 것과 추위로 인한 증상악화가 많아지는 계절입

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28일 오전 10:17

장OO 약사 

#질의응답 

이현o님, 56세, 여.

160cm 62kg 정도, 혈압약 드심.

왼쪽 눈 아래 비루관 쪽에서 2년 전부터 노란고름

이 나왔다 합니다. 지금은 그곳에 관을 삽입한 상태

인데도 조금씩 고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5월 10일.

안티OOO 써클OO 111

5월 16일.

명현현상이 걱정되어 전화했으나 눈 상태는 똑같

고 변만 검게 나옴.

5월 23일.

내방하여 며칠 전부터 왼쪽은 고름이 더 심해지고 

매우 가렵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명현반응인 것 같

아 설명 드리고, 우루사101 7일치 드렸고 써클OO 

222로 늘려 드시라 했습니다.

5월 28일.

고름이 너무 심해져 눈 주위가 짓무른다 합니다. 

가려움은 참을만하고 변도 정상이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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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의 명현반응은 부분 복용 1-2주 

안에 나타나고 2-3주간 지속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눈 주위가 짓무를 정도로 농이 많이 나오

는데 가렵기만 하지 통증이 심하지 않다는 것

은 명현반응의 전형적인 모습니다.

눈에 삽입된 관 때문에 농의 배출이 방해가 

되므로 농배출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다고 생

각됩니다. 감사합니다.(5월 28일 오전 10:42)

② 장OO 약사

네. 감사합니다~

① 류형준 약사

삼계탕에서 엄나무껍질만이 꼭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은 아닙니다.

알레르기 원인이 엄나무껍질이지 아닌지 확

인하고 복용여부를 가리는 것이 좋은 방법입

니다.

참고하세요.(5월 29일 오후 5:21)

① 박OO 약사

항암제 중에 Estrogen Receptor Blockers제

제로 Tamoxifen 제제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Aromatase억제제로 Letrozole(페마라)제제

를 쓰기도 하고요.

Estrogen이 마치 암의 원흉인 듯이 멀리 하는

데, 암이 생기기 전에는 여성에게 얼마나 중요

한 Hormon인지 잘 아시잖아요.

Hormon은 과다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된

다는 사실.

그리고 병원약 처방받으셨고요.

질문

1. 명현현상은 얼마까지 지속되는 게 맞나요?

제가 찬 것, 매운 것, 튀긴 것, 추위는 다 설명드

렸고 생활상태도 바람직해보이셨습니다.

2. 눈에 삽입된 관 때문에 고름이 더 나올 수 있을까

요?

2018년 5월 29일 오후 4:57

전OO 약사 

#질의응답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삼계탕에 엄나무껍질을 

넣어서 먹고 난 후, 써클OO를 먹으면 알레르기가 

오지 않을까요 선생님?

2018년 5월 31일 오후 1:28

정OO 약사 

#질의응답

유방암환자!

근무 약사님이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요.

써클OO에 천궁 때문에 호르몬분비가 걱정되어 본

인은 써클OO를 안 먹겠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당뇨환자에게 메이플시럽의 일시적 

당뇨상승의 향처럼 천궁의 양도 그렇게 많은 양

은 아니므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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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궁이 Hormon과다에 얼마큼의 향을 주는

지 몰라도 Hormon의 정상치를 조절하는 효

과가 있지 않을까요?

수술 받으신 선생님이라면 [써클OO/안티OOO]

를 2포1포 tid하셔야 회복도 빠르시고, 재발도 

예방될 듯 생각됩니다.(5월 31일 오후 5:04)

② 박OO 약사

안젤리나 졸리가 암발병 전에 유방절개 수술

을 받아 매우 유명해진 유전자가 BRCA(브라

카)라는 Tumor suppressor gene 유전자 지

요?

BRCA가 정상이면, 유방암이 생기지 않도록 

억제해 주는데, 돌연변이BRCA일 경우가 위

험해 진다고 하지요.

졸리의 모친, 이모, 자신에게 돌연변이 BRCA

가 발견되었다지요?

그러나 BUT, 발암은 발암유전자, 억제유전자

도 향이 많겠지만, 최종적으론 발암유전자

가 작동되게 하는 switch가 매우 중요하지요.

발암switch가 작동하지 않게끔 바른생활과 

섭생, 운동은 물론이고 [써클OO/안티OOO]

가 효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주리라고 믿습

니다.(5월 31일 오후 5:29)

③ 박OO 약사

[유방암과 여성호르몬의 관련자료]

-1890년  말 스코틀랜드의사 조지 빗슨은, 

유방암 여성 3명의 난소를 제거해보니 종양이 

축소되는 걸 발견하게 된다.(완치는 아님)

-1968년 시카고 화학자 엘우드 젠슨은 유방

암세포에서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음을 발

견한다.

-수용체가 많으면 ER양성, 수용체가 적으면 ER

음성으로 나뉜다.(ER=Estrogen Receptor)

- 국 맨체스터의 크리스티병원에서 EST길

항제인 타목시펜을 임상시험한다. 46명 중 

10명이 유방암축소 효과를 본다.

-타목시펜의 효과 여부는 암세포에 EST수용

체의 있고(ER양성) 없고(ER음성)의 차이인

데, 암세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상세포

에도 EST수용체가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5

월 31일 오후 6:03)

④ 류형준 약사

림프순환촉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세포

가 원하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게 되고 세포의 

활동은 정상화됩니다.

세포는 필요한 만큼 받아들이고 필요한 만큼 

활용합니다.

세포의 위 함을 믿어보세요.

오히려 유방암수술을 하 다면 림프순환촉진

을 문제 삼아야 되는데 이 역시 세포의 위 함

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1일 오후 4:06)

⑤ 정OO 약사

박OO 약사,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6월 1일 

오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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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3일 오후 8:09

박OO 약사

#질의응답 

많은 고견부탁드립니다.

6세 남자아이 태어날 때부터 만성 각화? 손・발바

닥이 붉고 만져보면 굳은살같이 딱딱합니다.

피부과도 포기, 부모도 포기 상태. 

발바닥은 각질이 떨어져 검은색 양말에 눈이 온듯

합니다. 발바닥은 땀도 많고 붉은기가 손보다 더 

심한 편.

 

 

 

① 유OO 약사

류선생님께 머리카락 보내보시죠?(6월 4일 

오전 8:05)

② 류형준 약사

머리카락을 보내주세요.(6월 4일 오후 1:00)

2018년 6월 7일 오후 10:19

박OO 약사 

#질의응답

<예스킨>귀하 또는 강원도 선생님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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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송광륜 (주)예스킨

예스킨 고객상담팀에 전달하 으니 전화 드

려 안내드릴 겁니다.(6월 8일 오전 7:33)

② 박OO 약사

송광륜 (주)예스킨 감사합니다.(6월 8일 오후 

5:01)

① 류형준 약사

네. 가능합니다.(6월 8일 오후)

② 김OO 약사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 약사님, 그럼 아이

들에게 적용되는 유지용량을 어떻게 계산하

면 될까요?(6월 8일 오후 7:33)

③ 류형준 약사

아이들 용량조절하는 것도 동일합니다.(6월 

8일 오후 7:36)

④ 류OO 약사

저는 40kg부터는 어른유지용량이라고 보고 

안티OOO 써클OO 101 기준으로 20kg~30kg

 아이는 안티OOO 써클OO 1회1포 먹거나 

1일 2회 0.5포씩 먹이는 것을 유지용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10kg 는 1일 0.5포 정도가 

유지용량입니다.

하지만 급성 증상, 독감 시 3~4배 용량으로 

먹여도 문제없이 빨리 나았습니다. 심한 아토

피나 오래된 비염천식 같은 질환에는 2배 용

량으로 어느 정도 증상을 잡은 뒤 유지용량으

로 가면 됩니다. 아이마다 반응 다르니 더욱 

섬세하게 조절해도 됩니다.

참고로 접촉성피부염과 비염이 심했던 저희 

아이 18~20kg인데 처음 안티OOO 써클OO 

1일 1포로 잘 잡히지 않아 어른과 동일 용량인 

101으로 8개월 먹었고 현재 써클OO 1일 1포 

유지용량으로 충분히 컨디션이 유지되고 있

습니다. a형독감 걸렸을 때는 4일간 202 먹

고 힘들지 않게 독감을 이겨냈었습니다.(6월 

8일 오후 8:53)

⑤ 김OO 약사

류OO 약사 경험을 기초로 한 자세한 설명 너

무나 감사합니다~(6월 8일 오후 9:26)

⑥ 장OO 약사

22kg인 저희 6살 아이 축농증 취비증 때문에 

유지용량 안티OOO 써클OO 100으로 먹이다 

요새 축농증기가 다시 보여 안티OOO 써클

OO 101로 먹이고 있습니다. 독감걸렸을 때는 

111로 3~4일 먹이기도 합니다. 안티OOO 써

클OO가 특히 해열작용도 뛰어나 아이가 열날 

때 해열제 안 먹이고 안티OOO 써클OO 1포씩 

2~3번만 먹이면 열이 뚝 떨어집니다. 근데 고

강원도의 고성 속초 양양 지역에 [써클OO][안티

OOO] 취급하시는 약국명을 올려 주시면 그곳에 계

시는 환자분이 방문상담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여기 <댓글> 또는 <llinne@daum.net>

또는 여기 밴드방의 <채팅>창으로 화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8일 오후 7:16

김OO 약사 

#질의응답

갑자기 궁금한데 물어볼 분이 없어서 올리는 단순 

질문이에요^^

성인에게 쓸 때는 기본유지 용량의 3~4배 까지도 

쓰시는 걸 많은 치험례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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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으로 먹일 때 코피가 이따금 나요. 류약사

님이 어느 댓 에서 설명해주신 자체 사혈효

과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피가 나고나면 콧

속이 더 깨끗해지더라고요. 저희 18개월 된 

조카도 혈변을 본 적이 있으니 너무 놀라지 

마셔요.(6월 9일 오전 10:50)

⑦ 류형준 약사

류OO 약사 장OO 약사 질의응답에 자세히 댓

을 달 수 없었는데 두 분 약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 제 일이 줄었습니다.

감사합니다.(6월 9일 오후 4:20)

⑧ 김OO 약사

장OO 약사 너무나 감사합니다~(6월 11일 오

후 1:01)

① 유OO 약사

오늘 체험례가 올라왔잖아요. 서OO 약사님 

것.참고해 보세요.(6월 12일 오후 9:53)

② 류형준 약사

먼저 크론병은 소화기질환이기에 먹는 음식

과 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좋은 약을 쓰는 것보다 소화기점막에 안 좋은 

것을 먹는 게 훨씬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점을 먼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찬 것, 매운 것, 추위, 튀김류는 무조건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그러면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로 먹는

데 처음에는 환약 자체가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갈아서 먹도록 해주세요.

이후 증상이 진정되면 갈지 않고 먹어도 됩니

다. 증상이 완전히 가라앉고 이후 1년은 더 

치유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항상 뒤에는 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6월 12일 오후 10:33)

③ 박OO 약사

감사합니다. 자신 없지만 한번 시도해 보겠습

니다.(6월 12일 오후 10:38)

2018년 6월 12일 오후 9:51

박OO 약사 

#질의응답 

여성 50  중반.

병명: 크론병. 2년 동안 학병원 치료 중.

복용약: 펜타사서방정1g, 

펜타사좌약 디오반정160mg,

푸리네톤정.

치료 중 계속 복통 설사 6회.

심할 땐 16회 설사함.

지인소개로 2017년 8월 9일부터 타사제품 섭취.

유산균 6알, 오메가 5알, 사효소 4알씩 섭취.

2018년 3월까지 섭취했으나 전혀 반응이 없음.

혈변도 가끔 봄.

혹시 이런 경우에도 안티OOO 써클OO가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경험이 있으신 약사님 조언을 구하고

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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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시신경위축증이면 이미 신경손상이 있는 것

이니 머리카락을 잘라서 보내주세요.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6월 14일 오후 

9:56)

② 최OO 약사

류형준 약사 네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

다.(6월 15일 오후 2:52)

① 류형준 약사

7년씩 2년씩 된 제왕절개 수술부위의 켈로이

드를 없앤 적은 없습니다.

흥미가 생깁니다.

하지만 림프순환패치는 단지 패치만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이후 원적외선 찜질과 일련의 마

사지가 필요한 과정이라 교육을 받은 전문가

가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6월 14일 오후 10:03)

② 김OO 약사

류형준 약사 답변 감사합니다~ 제왕절개 흉터 

관리는 빠를수록 좋겠지만, 어느 기간 전까지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사례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제주강의 오셨을 때 출산한지 얼마 

안 된 산모 사례는 상으로 보았습니다.)(6월 

15일 오전 9:19)

③ 박OO 약사

제가 수술한지 35년 정도 되었는데 안티OOO

를 223 때로는 333으로 먹다가 지금은 112로 

먹고 있는데 복용기간은 15일 되었습니다. 그 

분 같이 통증은 없었지만 한 쪽 다리에만 몇 

군데로 합하면 50cm가 넘는 정도인데 단단했

던 흉터부위가 말랑말랑 부드러워지고 전체

적으로 가늘어졌습니다.(6월 18일 오전 7:28)

④ 박OO 약사

다리뿐만 아니라 제왕절개 2번과 다른 수술로 

같은 자리 또 수술해서 3번한 복부수술자국도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6월 18일 오전 7:31)

⑤ 박OO 약사

복부 수술도 25년 내지 30년 된 수술자국입니

다.(6월 18일 오전 7:33)

2018년 6월 14일 오후 2:17

최OO 약사 

#질의응답 

혹시 시신경위축증 체험사례도 있을까요?

안티OOO 써클OO 드시는 분의 가족분이 이 진단

을 받으셨다고 책 읽어보시고 여쭤보시네요.

2018년 6월 14일 오후 4:17

김OO 약사 

#질의응답

림프순환촉진 패치가 궁금합니다. 약국에서 취급 

가능한 건지, 적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8살, 3살 두 아이 제왕절개 두 번 후에 생긴 켈로이

드 흉터 때문에 외부 압력이 가해질 때 통증이 상당

히 있다는 분이 계셔서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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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OO 약사

통증이 심해서 보행이 어려운 정도입니다.(6

월 15일 오전 10:17)

② 류형준 약사

신장을 이식한 정도라면 이미 면역력은 시스

템 전체가 무너진 상태일 것입니다.

이런 분이라면 단순히 족부통증의 문제가 아

닙니다.

증상개선이 쉽지 않고 증상개선이 이루어져

도 다시 전처럼 돌아갈 것입니다.

차라리 머리카락을 잘라서 보내주시면 확인

하고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15일 오후 5:07)

③ 허OO 약사

알겠습니다.(6월 15일 오후 7:04)

① 류형준 약사

저도 도핑에 걸리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제

품을 인증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도핑에 걸리는지 검사는 안했습

니다.

감사합니다.(6월 18일 오후 7:16)

① 류형준 약사

원칙적으로는 10개월을 복용했으니 써클OO

만 복용할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18일 오후 7:23)

② 이OO 약사

류형준 약사 더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 먹으

면 도로 수치가 올라갈까봐 불안해하네요.(6

월 19일 오전 10:41)

2018년 6월 15일 오전 10:16

허OO 약사 

#질의응답 

지간신경종 족부통증 등으로 안티OOO 써클OO를 

드려 보려고 하는데 신장이식하신 분이라 면역억

제제를 드시는 분입니다. 용량 조절이 필요한지요.

2018년 6월 18일 오후 3:58

박OO 약사 

#질의응답 

도핑테스트와는 상관없겠지요?

2018년 6월 18일 오후 6:08

이OO 약사 

#질의응답

b형 간염보균자로 바라크루드 복용 중에 작년 7월

부터 안티OOO 써클OO 복용 중인데 계속 복용해

도 될까요? 다른 생활요법은 거의 못하고 외국에 

2달에 한번 1주일 이상 다니는데 힘들 때 복용량 

늘리면서 꾸준히 복용 중입니다. 기본으로 101 먹

는데 안티OOO 계속 먹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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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종합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가 든 처방이라 

원내에서만 조제되는 약을 먹어도 통증이 계

속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도 극심한 

통증으로 도중에 갈 수 밖에 없어요. 정말 옆에

서 보기가 안타깝습니다.(6월 18일 오후 

11:14)

② 류형준 약사

마약성 진통제로도 진통이 안 되는 통증은 신

경염에 의한 통증일 것입니다.

단순히 림프순환과 항바이러스작용으로 가라

앉을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연락처를 개인톡으로 주세요.(6월 19일 오전 

9:48)

① 류형준 약사

보다 자세히 혈압약은 어떤 것을 먹는지 혈압

이 오르면 얼마나 어떻게 오르는지 설명이 되

어 있다면 답변하기가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그냥 보편적인 경우로 상정해서 설명하면 안

티OOO 101 써클OO 101이 정답으로 생각됩

니다.

감사합니다.(6월 20일 오후 4:02)

② 이OO 약사

류형준 약사 아서틸4 리 1정, 디고신0.5정, 

와파린2 리 1.5정입니다.

보편적 용량은 잘 알고 있지만 연로하셔서 용

량을 적게 드려야하나 싶어 다시 한번 문의합

니다.(6월 20일 오후 6:22)

③ 류형준 약사

안티OOO 써클OO의 최 복용량은 각각 1일 

15포까지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101포는 유지량이고 최소필요량이니 걱정할 

2018년 6월 18일 오후 10:42

박OO 약사 

#질의응답

75kg 168cm 50  남.

고관절에서 발끝까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통증

이 옵니다. 쑤시고, 바늘로 콕콕 찌르는 느낌, 불이

타오르는 듯한 느낌, 이가 갈리는 듯한 느낌, 천근

만근 무거운 느낌, 천둥번개가 치듯 한 느낌, 칼로 

벤 듯한 느낌 등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옵니다.

1994년 교통사고로 흉추12번 압박골절, 12흉추 요

추1 전이 흉추부 척수손상입니다.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에게 안티OOO 써클OO 1통

씩 그냥 드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우선 3개씩 

3회 3일 복용했습니다. 양을 어떻게 조절할까요?

2018년 6월 20일 오전 10:38

이OO 약사 

#질의응답 

93세 저희 모친입니다. 

혈압약 두어 개에 와파린을 70세부터 먹고, 중간에 

아스피린프로텍트2알은 넣었다가 의사가 다시 뺏

습니다. 나름 건식, 기타 양제를 꾸준히 드시고 계

시고 별탈 없었는데, 최근 활동 움직임이 적어져서 

그런지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아 써클OO만이라도 드

리고 싶은데요.

용량은 101 그 로 드려도 될까요?

아님 안티OOO도 드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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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6월 21일 오전 3:00)

① 이OO 약사

약사님. 안티OOO의 양보다 항상 써클OO의 

양이 같거나 많거나 해야 할 듯합니다.

쏟아져 나온 염증의 양보다 청소, 염증물질 

배출시키는 써클OO의 양이 많아야 할 듯합니

다.(6월 20일 오전 11:55)

② 이OO 약사

네~~ 감사합니다. 

용량은 괜찮을까요?(6월 20일 오후 12:11)

③ 박OO 약사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왼쪽 볼(턱 옆)

이 부었는데 써클OO도 333 같이 쓰다가(하

루)두 가지 222로만 써도 며칠 만에 나았어

요.(6월 20일 오후 12:18)

④ 박OO 약사

유산균 먹다가 안 먹는데 유산균 먹을 때보다 

상태가 좋습니다. 괜히 가짓수만 많으니 유산

균은 빼도 될 것 같아요.(6월 20일 오후 12:21)

⑤ 이OO 약사

박OO 약사 감사합니당~^^(6월 20일 오후 

3:14 )

⑥ 이OO 약사

류약사님 댓  부탁합니다~?(6월 20일 오후 

6:23)

⑦ 류형준 약사

2018년 6월 20일 오전 11:42

이OO 약사 

#질의응답 

연이어 한사람 더 질문입니다. 

현재 56세 여성. 폐경 이후 여성호르몬제 복용 중. 

한 달 전, 왼팔겨드랑이에 “ 상포진”이 통증과 함

께 와 팜시클로버 처방 받고 치료 후 며칠 전 다시 

그 부위가 아파 안티OOO 써클OO 먹기 시작. 

늦은 결혼으로 46세에 자연임신이 되어(초산) 남아 

여아 쌍둥이를 제왕절개로 출산. 

지금은 초등학교 아이 육아 중. 최근 모친이 돌아가

셔 충격이 컸음.

평소) 빈혈기 있어 조혈제 주기적으로 먹음. 

평소) 배변은 좋을 때도 있으나 무른변 경향. 물 

먹으면 소변 자주 가서 물을 적게 먹는 경향. 

젊은 시절 갑상선 하시모토증후군 있었음. 지금은 

갑상선 먹는 약은 없음. 

담낭염증이 간헐적으로 와서 우루사 및 몇 가지로 

종병처방으로 몇 개월 단위로 복용. 지금은 먹는 

약 없음.

3년 전 갑자기 왼쪽 턱과 얼굴이 부어올라 병원입

원. 여러 검사결과 침샘에 염증이 생김. 일주일 후 

퇴원했으나 최근 몇 달 전부터 다시 증상이 와 두 

달 전부터 “소론도0.5, 살라겐1, 위장약”을 하루 2

번 두 달째 먹고 있음. 의사 왈, 이것 먹고도 차도 

없음 수술하자고 함. 해서 안티OOO 써클OO 먹기 

시작하면서 며칠간만 하루 1번 아침으로만 먹다가 

끊으라고 했음.

용량질문) “일주일” 안티OOO 333, 써클OO 222를 

유산균과 먹도록 했습니다. 중간에 살짝 포진이 올

라오다 말았는데 온몸에 염증이라 용량을 향후 어

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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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실 이런 유의 질문이 난처합니다.

저라면 이 정도 증상이라면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로 일단 써보고 나서 증상의 차도

가 확실히 확인되면 안티OOO 101과 써클OO 

201로 용량을 조절해서 6개월 복용하면 됩니

다.

또 빠른 증상개선을 원하면 핫팩으로 환부를 

수시로 데워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21일 오전 3:05)

⑧ 류형준 약사

이OO 약사 박OO 약사 감사합니다.(6월 21일 

오전 3:05)

① 장OO 약사

계속 드시면 좋아집니다.

유산균도 같이 드세요.(6월 22일 오후 12:07)

② 박OO 약사

저도 그랬어요, 안티OOO 써클OO 복용 중에. 

저랑 비슷^^ 저는 아침 온수 2컵 매일 공복에 

먹고 아침마다 숙변 빼내면서 사라졌습니

다.(6월 22일 오후 1:13)

③ 류형준 약사

안티OOO 써클OO를 먹으면서 매운 음식을 

먹으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가리면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가라

앉지만 빨리 줄이려면 유산균제제를 며칠 동

안 함께 먹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6월 22일 오후 6:56)

④ 김OO 약사

전 지금 6개월째 복용 중.

매운 것 그다지 좋아하질 않지만 날마다 가스

가 차고, 2일 쉬고 다시 먹어요.

6개월 지나면 써클OO만 복용하면 되나요?(6

월 22일 오후 9:44)

⑤ 이OO 약사

제가 16년 자연 음식으로 암은 물론 제가 갖고 

있던 혈압, 정맥루, 치루(2회 수술했으나 제

발) 질병이 7년 되니까 전부 정상이 되어 은퇴

하 다가 다시 개업하여 열심히 자연(천기)의 

먹거리로 환자를 돕는 재미로 날을 보내고 있

습니다. 그러던 중 류약사의 을 보고 세미나

에 달려 갔습니다.

선생님들의 의문도 과학으로 증명된 장에 어

떤 세포가 많은가를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으

로 생각됩니다.(7월 3일 오전 8:11)

⑥ 이OO 약사

저가 어려운 폐쇄혈전혈관염을 만났습니다. 

제가 접수하 으니 하나하나 걸어가 보겠습

니다.(7월 3일 오전 8:14)

2018년 6월 21일 오후 11:17

김OO 약사

#질의응답 

25세 아들.

얼굴에 뾰루지가 나서 안티OOO와 써클OO 기본으

로 3일 정도 먹는 중에 눈 다래끼가 올라와서 배농

산과 프로폴리스제제를 같이 복용해도 안 되어 안

과 갔다가 2주 만에 와서 써클OO와 안티OOO 먹으

라하니,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방귀가 자주 나와 

못 먹겠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두 달 전에는 배가 들어간 듯 그랬

는데 어느 순간부타 잔변감이 들고 배도 나오고

가스가 차고 방귀가 저도 모르게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안 먹었더니 가스도 안 차고 

방귀도 안 나오는데 계속 먹어야 할지요?

7월초 되면 6개월 복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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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일단 당분간 안티OOO 111과 써클OO 333으

로 먹게 하세요.

증상이 확실히 줄면 안티OOO 111 써클OO 

222로 용량을 조절하세요.

이 용량으로 2~3개월 복용 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6월 22일 오후 8:31)

② 이OO 약사

1회 복용하고 통증이 심하여 중지한 상태입니

다.(6월 30일 오전 10:16)

③ 이OO 약사

안티OOO 1+써클OO 2 복용하 습니다.(6월 

30일 오전 10:23)

④ 류형준 약사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티OOO와 써클OO를 판매하는 마음이 아니

라 불쌍한 환자를 구하는 마음으로 책을 드려

서 읽게 하고 자세히 설명하고 공을 들 으면 

합니다.

제품을 팔려는 마음이면 거절할 때 속상하지

만 환자를 위하는 마음이면 거절이 속상한 것

이 아니라 환자가 아픈 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다시 시도하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6월 30일 오전 11:05)

⑤ 이OO 약사

반응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천기의 효

능이라 생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7월 2일 

오전 9:13)

⑥ 이OO 약사

하루만에 풀어놓지 않은 약 봉투 다시 와 주었

습니다.

피부색이 좀 붉은 색이 보입니다. 좀 부어 있구

요. 

다시 지시 로 복용하면서 많이 아프면 이번 

같이 통증 가시면 다시 복용하라고 하 습니

다.

기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7월 2일 오

후 4:55)

⑦ 이OO 약사

다시 통증과 부어서 견딜 수가 없어 중단하고 

있습니다.

길이 보일 것으로 보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

다.(7월 11일 오후 4:07)

⑧ 류형준 약사

안 되면 머리카락을 잘라서 보내주세요.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7월 11일 오후 

11:49)

2018년 6월 22일 오후 4:59

이OO 약사 

#질의응답 

Burgers(폐쇄혈전혈관염) 같은데요. 손가락을 하

나 절단하고 검지도 한마디가 거의 절단해야 할 단

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방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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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자가면역질환은 병명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을 하실 때는 보다 상세하게 증상이나 병

명을 적어주세요.

부종과 목 염증은 좋아지고 소변이 안 나오고 

변비가 생기고 부종이 심하다.

1일 3회 복용인데 4회 복용이면 변비가 심할 

정도는 아니고 부종은 줄었는데 또 다시 부종

이 심해졌다고 하니 이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뒤죽박죽이면 전형적인 명현

증상입니다.

명현증상이 생긴다는 것은 모처럼 잘 개선되

고 있다는 증거인데 웬만하면 계속 먹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① 류형준 약사

서맥과 심방세동을 7월 12일 전까지 개선하는 

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 체험사례는 상기환자의 경우 치유에 도움

이 되도록 해서 치유된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우는 18개월 정도 소요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

습니다.

일단 급한 상황이니 머리카락을 잘라서 보내

주시면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6월 26일 오후 3:14)

2018년 6월 22일 오후 9:28

현OO 약사 

#질의응답

45세 여.

부종 아주 심함. 자가면역질환.

만성피로. 갑상선염. 눈염증. 목 염증.

6월 21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4회 복용 후 부종, 목 염증 좋아졌는데 명현현상으

로 소변 안 나오고, 변비 심하게 생겨 몸이 심하게 

부어서 복용 중단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따뜻한 물 많이 먹고 소화제 드시라고 했습

니다.(오늘 밤9시 퇴근 후 전화 왔습니다.)

2018년 6월 23일 오후 5:37

방OO 약사 

#질의응답 

선생님 문의 드립니다. 

서맥과 심방세동 잦은 재발로 시술이 7월 12일 잡

혔는데 도움 줄 수 있을까요? 

1년 전에 부정맥과 서맥으로 진단 받았고 저혈압이

거든요. 왼쪽 무릎이 아파 신경과 약을 가끔 드셨으

며 최근에 식도염이 생겨 식도염 약을 복용 중이십

니다.

혈압이 100정도 맥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걸어다

니지도 잘 못해요. 넘 힘들어해요.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극도자절제술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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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체질적 차이를 없애려고 체질적인 성향이 적

은 성분들을 골고루 섞어서 처방을 한 것이 

안티OOO와 써클OO입니다.

김OO 약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체질적인 문

제가 아니라 병증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열증과 한증의 차이는 없지만 열증이 있

다는 것은 부분 찬 것, 매운 것과 같은 자극

성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가 많아서 체내환경

이 염증이 많은 경우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명현증상도 많을 것이고 보다 많은 양

의 복용량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26일 오후 5:34)

① 유OO 약사

두 가지 다 333요법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

아요.(6월 26일 오후 7:01)

② 심OO 약사

네^^(6월 26일 오후 7:55)

③ 유OO 약사

기간은 1주일을 그렇게 먹고 선생님께 여쭙는 

게 어떨지요.(6월 26일 오후 10:39)

④ 박OO 약사

2년 전 아들이 댕기열 걸려 고생했는데 진즉 

알았으면 고생 덜 했을 텐데 지금이라도 뒤처

리 해줘야겠어요~ㅎ(6월 27일 오전 11:33)

⑤ 류형준 약사

아직까지 댕기열에는 경험이 없지만 이런 상

2018년 6월 26일 오전 9:55

김OO 약사

#질의응답 

써클OO와 안티OOO의 체질에 따른 반응과 효과 

차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몇 안 되는 예시이지만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저와 주변 지인들 복용하는 

걸 보니 몸이 찬 사람들에게 효과가 좋은 편이고 

열이 많은 사람들은 효과가 없거나 명현이 너무 심

해서 복용을 중단하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있었습

니다. 체질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2018년 6월 26일 오후 6:10

심OO 약사 

#질의응답 

저도 여러 약사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친한 분께서 필리핀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댕기열에 걸려서 열이 올라 수액을 맞고 있는 중이

고 혈소판수치가 점점 내려가서 심각한 상태지만, 

댕기열에 약이 없다고 하네요.

바이러스질환이나 증요법으로 타이레놀이나 수

액제를 맞을 수 있을 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분께 안티OOO를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안티OOO 2 써클OO 1로 하루 2번 주고자 하는데 

다른 약사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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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면 안티OOO 333과 써클OO 333이 적절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확실하게 개선되면 용량을 조

절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29일 오후 6:47)

① 류형준 약사

질문이 무엇인가요?

식욕이 당기는 것이 문제라는 것인가요?

써클OO는 식욕을 향진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위장근육이 뭉친 것을 풀어서 위장기능

이 정상화되는 결과일 것입니다.

위장기능이 정상화된 것이 문제라면 그러한 

이유를 제 로 설명해서 오해를 풀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6월 29일 오후 7:16)

② 김OO 약사

네 감사합니다.(6월 29일 오후 7:40)

① 박OO 약사

류 선생님이 아니지만... 한 말씀 드립니다. 

신약이 간에 간독성이 많을까요?

천연생약이 간독성이 더 많을까요?

일본엔 한의 가 없이 의사가 신약+한약 하고 

있지요?

중국엔 [서의사/중의사/중서의] 3종류가 있으

나 서로 상 방에 한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만엔 의 /한의  구분이 있으나 상호 면허

시험을 칠 수도 있구요.

우리나라만 의 /한의 에서 서로 상 방 공

부를 전혀 안 합니다.

마치 어부가 농사일에 콩 나라 팥 나라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천연생약의 간독성은 신약에 비하면 1/10,000 

정도 보면 됩니다.

약사공론의 참고자료 올려 드립니다.

2018년 6월 27일 오후 12:15

김OO 약사 

#질의응답

66년생 여.

5월 1일.

써클OO 11ㅡ60포 구입.

1년 전 디스크 시술 후 마비가 와서 재활로 운동을 

하고 계심. 무릎이 아파서 파스를 찾으셔서 상담을 함.

마비감이 심해서 개선이 가장 시급함.

오늘 오셔서 써클OO를 10일 드시고 식욕이 너무 

당겨서 체중이 증가하면 허리 무릎이 아플까봐 써

클OO를 중단하셨다네요.

2018년 6월 28일 오후 2:57 

김OO 약사

#질의응답

써클OO 안티OOO가 한방약이므로 간기능이 안 좋

아지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

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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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오후 4:19)

② 박OO 약사

보충설명 한 말씀 더...

의사선생님들은 병리학이 전문이지요.

(질병의 원인과 증세를 평생 연구해도 시간이 

모자람)

의 에서 약리학/약물학은 조금 배우는데...

그 교수님들은 부분 약 출신 박사님들이

지요.

그래서 약사보다 약에 더 전문가라는 말은 절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마치 의사선생님들

께서 약을 더 많이 아는 양 착각하고 있으니...

의사샘 입장에선 국민이 고맙고 또 말도 안 

되는 주장에도 권위가ㅋㅋ

약사샘들은 병리학에선 의사샘을 못 따라 가

지만 약리학/약물학에선 최고의 전문가라는 

자부심만은 가져도 좋습니다.(6월 28일 오후 

4:28)

③ 이OO 약사

제 환자 중 안티OOO 111 써클OO 222 복용 

5개월째인 간암 환자분 계시는데요. 종합병원

에서 3개월마다 정 검사하십니다. 간기능 쪽 

검사에서, 이 제품 먹기 전에는 가면 늘 야단?

맞곤 하는데 최근엔 칭찬 받는다네요. 관리 

잘하셨다고~`(6월 28일 오후 4:28)

④ 김OO 약사

감사합니다.(6월 28일 오후)

⑤ 류형준 약사

박OO 약사 이OO 약사 

제가 할 말을 먼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안티OOO와 써클OO는 한방약이 아닙니다.

한방약은 한방이론에 따라 천연물을 약재로 

사용하는 것이고 저는 현 의학이론에 따라 

천연물 약재를 사용하기에 굳이 명명을 하자

면 자연약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6월 29일 오후 6:30)

⑥ 이소정

저도 궁금했었는데 잘 보고가요!(8월 27일 오

후 10:44)

2018년 6월 29일 오후 3:51

김OO 약사 

#질의응답

59년생 남자분.

작년 겨울에 상포진 걸려서 고생함.ᆞ

피곤하면 입술포진 생기고, 지금도 운동을 했더니 

몸이 쑤시는 게 꼭 상포진 통증 같다고 합니다.

처방을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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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 222 써클OO 222로 증상이 모두 가

실 때까지 복용하세요.

상포진의 뿌리를 뽑고 싶으면 이후 적량으

로 6개월 유지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30일 오전 10:38)

① 류형준 약사

저라면 안티OOO 111과 써클OO 333으로 물

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수술을 하면 부종이 

완전히 줄어들 때까지 복용하도록 권할 것입

니다.

이후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로, 1개월 

이후에는 안티OOO 101과 써클OO 202로 총 

8개월을 유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7월 9일 오후 8:59)

② 김OO 약사

네 감사합니다.(7월 9일 오후 9:01)

① 류형준 약사

저라면 통증이 거의 잡힐 때까지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로 유지합니다.

통증이 거의 잡히면 안티OOO 111과 써클OO 

111로 2-3개월 더 복용하게 하고 이후 안티

OOO 101과 써클OO 201로 유지해서 총 8개

월 복용하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7월 9일 오후 8:57)

2018년 7월 5일 오후 6:36

김OO 약사  

#질의응답 

65세 여자.

무릎에 낭종이 생겨서 수술 날을 예약하신 분입니

다.

손위 동서이신데, 회복이 빠르도록 제품을 선물하

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 복용법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018년 7월 5일 오후 6:56

마OO 약사 

#질의응답 

50  초 여성.

상포진으로 통증이 심해서 잠을 못 잘 정도 고 

통증 시술하던 중에 처음 써클OO 2-2-2 안티OOO 

2-2-2 2일 복용 후 얼굴가려움.

써클OO 2-2-2 안티OOO 2-1-2 한 달 복용.

현재 써클OO 2-0-2 안티OOO 1-0-1 계속 복용 

중입니다.

아직도 통증 있어서 진통제, 상포진약 1일 1포씩 

복용 중인데 큰 통증은 좀 잡힌 것 같으나 여전히 

통증치료도 받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따끔따끔하

고 가려움증도 있다네요. 용량조절이 필요할까요?



00214  A BOOK OF EXPERIENCES

① 박OO 약사

류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한 말씀.

명현이 심해 보이구요. 용량도 더 늘려야 할 

것 같아 보여요.

써클OO 333 안티OOO 111 하시면서 각탕법, 

호보법, 림프마사지도 하면 더 좋겠죠?(7월 

6일 오후 6:22)

② 류형준 약사

박OO 약사님이 정답으로 충분히 설명해서 더 

이상의 보충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7월 9일 오후 8:54)

① 류형준 약사

이미 몇 번을 안티OOO와 써클OO는 세포기

능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니 약물상호

작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멍든 환자들에게도 확실한 효과를 확인했습

니다. 걱정하지 말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7월 9일 오후 8:53)

② 양OO 약사

?(7월 17일 오전 2:59)

③ 류형준 약사

쿠마딘 복용 중인 환자에 안티OOO와 써클

OO를 복용하여 멍이 빨리 풀린 체험사례가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7월 24일 오후 5:42)

2018년 7월 6일 오후 1:03

윤OO 약사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본인이 안티OOO 써클OO 체험 중인

데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저는 일단 사타구니 쪽 림프절이 계속 딱딱하게 부

어오르고(직경 3센티미터 정도) 통증도 있고 피부

가 견디다 못해 터져서 한동안 출혈도 있었습니다.

 

상처도 생겼구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이런저런 약들 써봐도 괜찮아졌다가 재발하길 1여

년. 안티OOO 써클OO 알고 나서 저번 주부터 복용

을 시작하 습니다. 일단 사타구니 쪽은 첫날 써클

OO 2포 먹고 나니 바로 가라앉더라구요. 그래서 

처음에 써클OO 2포씩 tid로 십일 정도 유지해보려

고 했는데 너무 머리가 멍하고 두통도 생기고 어지

러워서 3일간 유지하다가 안티OOO가랑 써클OO 

정량복용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정량복용 5일차인데요. 평소 손이 붓는 증상

은 전혀 없었는데 손이 부어 오르네요. 저릿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하고 나면 확실히 머리가 

멍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확 느껴집니다. 피로도도 

높구요. 손이 붓는 것도 명현의 일종인가요? 없던 

부종이 생겨서 고민하다가 글을 남겨봅니다. 용량

을 바꿔야 하는 건지 고민입니다. 

2018년 7월 7일 오전 10:48

김OO 약사 

#질의응답

타박상으로 멍들고 부은 환자가 항생제 소염진통

제 처방 들고 와 써클OO 병용 투여하게 했어요.

기본으로 1일 2포로 5일분으로.

집에 가서 쿠마딘 복용 중이라고 전화 왔는데 투약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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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지난번 하OO 약사님의 체험사례에서는 안티

OOO 101과 써클OO 101로 HPV바이러스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저라면 안티OOO 111과 

써클OO 22의 용량으로 복용하는 것을 추천합

니다.

그리고 단지 자궁경부이형성증만 관찰하지 

말고 HPV바이러스가 어떤 놈인지 고위험군

인지 확인해 주시고 이후 없어지는지도 확인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7월 9일 오후 8:50)

② 김OO 약사

네~~ 후기 올릴게요.(7월 10일 오전 10:27)

① 박OO 약사

이런 경우는 매우 다양한 인자가 관여를 하게 

되죠.

벌독의 종류에 따라서 독성이 다른데(예전의 

벌독과 다를 수도) 개인의 컨디션(면역, 체력, 

나이) 따라서 반응이 다르죠.

<안티OOO 써클OO>이 벌의 독성을 줄여 줄 

수는 있지만 독성을 강화한다는 일은 상상하

기 힘들어요.

벌독 외에 어떤 단백질이나 약품이 관여했는

지는 알기가 어렵지요.

(림프순환 자체가 면역을 보강하며, 벌독의 단

백질을 중화하기도 하죠)

<림프조직이란 선천면역/후천면역 전체를 통

괄하니까요.>

독한 말벌의 독인 경우엔 생명이 위험하기도 

한데, 오히려 안티OOO/써클OO가 생명을 보

전하 을지도?(7월 10일 오후 4:09)

② 김OO 약사

박OO 약사 감사합니다.(7월 10일 오후 4:37)

③ 현OO 약사

제 처도 써클OO 안티OOO 101 복용 중.

말벌에 쏘 는데 20분 만에 부었던 게 가라앉

았습니다.

다음날부터 3일은 엄청 간지러워서 스테로이

드 피부 연고 3일 바르고 나았어요.

써클OO 안티OOO 효과 아닐까요?(7월 10일 

2018년 7월 7일 오후 5:54

김OO 약사

#질의응답 

46세 여자분.

7월 자궁경부이형성증 CIN1진단.

작년 검사엔 이상 없었음.

안티OOO와 써클OO 복용용량을 어찌해야 할까

요?

2018년 7월 10일 오후 3:43

김OO 약사 

#질의응답

여, 만55세. 

혈압 당뇨 고지혈증약 복용.

보름째 안티OOO 써클OO 각 101 복용 중.

밭에서 일하다 벌에 쏘 는데, 평상시는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갔다는데 이번에는 응급실에 실려갈 정

도로 심했다합니다. 

안티OOO 써클OO가 관련 있는지 문의를 해서 여

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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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51)

④ 김OO 약사

현OO 약사 감사합니다.(7월 11일 오전 9:33)

⑤ 류형준 약사

벌독을 해소하는 것도 써클OO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7월 24일 오후 5:40)

① 류형준 약사

치료와 치유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하여야 

합니다.

치료는 병증을 직접적으로 약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병증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

니라 세포의 환경이 정상화되도록 도와줘서 

세포가 스스로 회복되어 정상화되는 것입니

다.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우리 

몸에 양분이 충분히 공급되고 순환이 잘 되

어 몸이 건강해졌다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섬유소가 많은 야채를 많이 먹었더니 변비가 

좋아졌더라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 과정을 써클OO와 안티OOO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상기의 예처럼 안티OOO와 써클OO가 아토피

에 좋네라고 하면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

다. 

따라서 약사님 스스로 안티OOO와 써클OO를 

약으로 오인하여 안티OOO와 써클OO를 먹으

면 병을 낫게 해준다는 식의 설명은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안티OOO와 써클OO는 직접적인 치료제가 아

니라 치유의 길을 가는데 필요한 도구임을 명

심하시고 그에 적절한 치유의 방향을 안내하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7월 11일 오전 9:04)

2018년 7월 11일 오전 1:56

이OO 약사 

#질의응답 

오늘 MIA강의를 듣는데 강사님께서 요즘 식품을 

가지고 아토피에 좋네 등 효과를 설명하며 팔다가 

적발되어서 난리가 난 약국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안티OOO 써클OO가 식품인 게 떠

올라 걱정이 되었습니다.

식품은 식약청에서 어떤 함량 검사도 하지 않으며 

효과를 운운할 수 없다고 하시고 고객이 보건소에 

이게 식품인데 어느 약국에서 아토피에 효과 있다

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라고 접수가 들어가면 그 

약국은 난리나는 것이니 조심하라고요.

저는 이미 써클OO와 안티OOO가 어떤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질환

을 자연치유력을 도와 스스로 낫는 것을 잘 알고 

체험했기에 요즘 감사한 마음으로 성심껏 고객분

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불법인건가요? 걱정도 되고 정확한 팩트

와 어떻게 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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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11세 아이니 성인량의 2/3가 표준용량입니다.

야뇨증은 초1부터 있고 사시, 축농증, 비립종

까지 있으니 병증이 오래되고 여러 곳입니다.

성인인 경우에는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로, 한 달 이후 안티OOO 111과 써클OO 

111로, 두 달 이후에는 안티OOO 101 써클OO 

101로 4개월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용량은 성인량에서 조절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7월 13일 오후 1:39)

② 김OO 약사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7월 13일 오후 

1:53)

① 이OO 약사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더라구요.

저도 그랬구요~~(7월 13일 오후 6:07)

② 김OO 약사

저두 엄청 졸렸어요.ᆞ
저녁에 늘어지게 자서 좋아서, 잠 못 자서 걱정

인 갱년기여성한테 권했는데 잠 못 자는 건 

똑같다고 하네염ㅠㅠ(7월 13일 오후 6:31)

③ 양OO 약사

저녁에 숙면 취해서 아주 좋아요.(7월 13일 

오후 6:35)

④ 김OO 약사

다들 그러셨었네요~ 다행.

오늘 자도 자도 또 자고 싶어서 이상하다 싶었

어요.

조만간 괜찮아지겠죠?!^^(7월 13일 오후 

6:42)

⑤ 김OO 약사

이OO 약사님~ 식후 복용하게 하시나요? 따

뜻한 물에?(7월 13일 오후 6:44)

⑥ 이OO 약사

김OO 약사 상관없이요~ 당뇨인의 경우만 식

후 바로^^(7월 13일 오후 6:46)

⑦ 김OO 약사

이OO 약사 감사합니다.♥(7월 13일 오후 

6:46)

⑧ 김OO 약사

이렇게 잠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7월 14일 

오전 6:32)

⑨ 이OO 약사

보통 얼마나 복용하면 졸음이 줄어들까요?(7

월 14일 오후 1:11)

⑩ 김OO 약사

2018년 7월 13일 오전 9:58

김OO 약사 

#질의응답 

11세 남자아이.

142cm 35kg.

야뇨증이 초1부터 생겼구요.

소아사시, 축농증, 턱선 비립종이 있다없다 합니다.

고수님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2018년 7월 13일 오후 6:06

김OO 약사

#질의응답 

안티OOO 써클OO 복용하면 졸리운지요?

남편하고 저하고 복용 시작했는데 저는 계속 졸립

네요. 날씨 때문인가 싶기도하고.

참 식전식후 언제 복용하는 게 좋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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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 약사 이OO 약사 그러게. 넘 많이 졸려서 

약간 걱정스럽긴 해요.(7월 14일 오후 5:39)

⑪ 강OO 약사

저도 복용 초기 3~4일 정도 나른하고 졸렸는

데요.

림프순환이 촉진되면 체내 처리해야 할 물질

들이 많아지면서 간과 신장이 일시적으로 과

부하가 일어나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했구요.

몸 안에 염증이 있으면 이것도 스트레스로 인

식이 되고 안티OOO 써클OO 복용으로 염증

이 없어지면 스트레스 완화 작용이 있어 숙면

을 취할 수도 있다고 이해했어요.(7월 14일 

오후 5:56)

⑫ 김OO 약사

오늘이 5일째인데 오늘부터 덜 졸리는 것 같

아요^^(7월 15일 오후 12:42)

① 유OO 약사

이분이 그동안 교감신경흥분으로 잠을 못 자

고 있었어요.(7월 15일 오전 11:08)

② 송광륜 (주)예스킨

저도 그렇고 우리가족들도 처음에는 잠이 많

아졌습니다. 물론 아침에는 전보다 훨씬 개운

하고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7월 15일 오후 

12:57)

③ 강OO 약사

밑에 올렸던 댓 인데요.

저도 복용 초기 3~4일 정도 나른하고 졸렸는

데요.

림프순환이 촉진되면 체내 처리해야 할 물질

들이 많아지면서 간과 신장이 일시적으로 과

부하가 일어나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했구요.

몸 안에 염증이 있으면 이것도 스트레스로 인

식이 되고 안티OOO 써클OO 복용으로 염증

이 없어지면 스트레스 완화 작용이 있어 숙면

을 취할 수도 있다고 이해했어요.(7월 15일 

오후 1:06)

④ 유OO 약사

댓  감사합니다.(7월 15일 오후 6:31)

⑤ 류형준 약사

복용 초기 잠이 오는 것은 써클OO의 일상적

인 명현반응입니다.

몸 안에 쌓여있던 노폐물이 한꺼번에 배출되

면서 일시적으로 혈중 농도를 높여서 생기는 

증상이니 겁먹지 않고 계속 복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7월 24일 오후 5:37)

2018년 7월 15일 오전 10:56

유OO 약사 

#질의응답

며칠 전에 훼마틴과 엘라스 드시를 여자분께 써클

OO와 안티OOO 11 드시라고 같이 드렸는데, 지금 

연락이 왔어요.

계속 잠이 오고 피곤하다고요.

이거 명현반응 맞냐고 물어 보시네요.

본인이 명현반응이 빨리 온다고 계속 먹어도 되냐

고 하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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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류 선생님께서 워낙 바쁘시니 급한 로 제 생

각을 적어 드립니다.

가장 기본 복용법으로 써클OO 222 + 안티

OOO 111로 하시고 상황에 따라 조금씩 가감

하셔도 될 듯합니다.(7월 17일 오후 2:10)

② 박OO 약사

만일에 제 가족이거나 제 자신이라면 써클

OO/안티OOO를 각각 222 하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1~2개월 후 점감요법으로 하면 좋

을 듯합니다.(7월 17일 오후 2:13)

③ 윤OO 약사

네~ 그렇게 권해보겠습니다~^^(7월 17일 오

후 3:50)

④ 류형준 약사

박OO 약사 감사합니다.

그 동안 많은 업무로 과로 축적되어 밴드에 

올라온 을 보기만 하고 댓 을 달지 못했는

데 박OO 약사님께서 신 해주시니 감사합니

다.(7월 24일 오후 5:34)

① 박OO 약사

혹시 에어컨 때문이 아닐까요?(또는 찬 것, 

과로, 피로, 신경 등등??)

( 상포진 약을 2일 정도?) 무슨 처방일까

요?(7월 19일 오후 1:55)

② 류형준 약사

용량은 충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8년 7월 17일 오전 11:52

윤OO 약사 

#질의응답

72세 남성.

아토피가 있어서 피부과 연고와 내복약을 상시 복

용 중입니다.

2년 전에는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으로 인해 뇌에 

출혈이 몇 번이나 있으셨다고 하네요.

하지만 워낙 가려워하셔서 아직도 스테로이드 조

금씩 쓰십니다.

피부에 검붉은 멍이 많이 있어요.

혈압 당뇨 모두 있습니다.

3주 전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셨고,

그 이후 소변 배출에 문제가 생겨서 비뇨기과도 다

니고 있습니다.

써클OO와 안티OOO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요?

2018년 7월 19일 오후 1:38

김OO 약사  

#질의응답 

60세 여자, 본인.

2주 전에 다리가 쩌릿쩌릿 감각이 없는 듯해서 

상포진 약을 2일 정도 복용, 써클OO 안티OOO 각 

333 같이 복용.

속이 쓰리고 아파서 안티OOO와 써클OO만 계속 

복용.

그런 증상은 사라졌는데 며칠 전부터 자고 일어날 

때 오금퉁증이 오네요.

갈수록 증상은 심한 듯 발도 저린감이 있어서 안티

OOO 111 써클OO를333 먹는데요.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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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은 유지하면서 각탕법을 매일하세요.

상포진으로 인한 상처가 전에 추위, 찬 것, 

매운 것 등으로 자극을 받아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7월 19일 오후 2:32)

③ 김OO 약사

네 감사합니다.(7월 22일 오후 11:14)

① 박OO 약사

류 선생님 오시기 전에 한 말씀.

위의 환자분은 명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서클

/안티OOO 외엔 별로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명현 설명을 충분히 하시면 되구요)

(제 경험상 명현도 1/30~1/50 정도 같습니

다.)(7월 20일 오후 4:10)

② 채OO 약사

네.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시작해보시길 권해 

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7월 22일 오전 

10:10)

③ 류형준 약사

써클OO 222 안티OOO 111로 시작하세요.

처음 2주간은 명현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레몬

차나 우루사100mg를 함께 복용하세요.

경과를 보면서 충분히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

면 점진적으로 용량을 조절하면 됩니다.

명현증상은 무서워해서 피할 것이 아니라 미

리 설명하고 정면돌파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7월 24일 오후 5:32) 

2018년 7월 20일 오전 5:58

채OO 약사 

#질의응답 

70  남자분.

교장선생님으로 퇴임하시고 서재에서 넘어지시면

서 뇌병변으로 중환자실.

패혈증에 신장 투석 두 번에 지금은 정신은 말짱하

시다고 해요. 

재활의학과 약 드시고 혈압약과 신장약은 카리메

트 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거동을 거의 못 하세요.

피부가 너무 가려워 스테로이드를 로션 연고 둘 다 

전신에 바르고 계신데요.

피부에 검정딱지들 엄청 많이 생기고 피가 난다고 

합니다.

아내분께서 단골이신데 걱정이 태산이라 피부 사

진 찍어 와서 한탄하시네요.

써클OO 안티OOO 권해드리고는 싶은데 신장 투석 

때 너무 고생하셔서 제품 드시기를 망설이십니다. 

저도 사실 명현반응에서부터 고생하실까 봐 선뜻 

드리지를 못했어요ㅜㅜ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요? 의견 부탁드려요.

2018년 7월 20일 오전 6:04

채OO 약사 

#질의응답 

또 한분 여쭐게요.

40세 여자분.

키도 크시고 호리호리함.

약물부작용으로 타이레놀만 드시는 분.

(이부프로펜 드시고 눈 충혈 부음 기관지 부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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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류 선생님 오시기 전에 한 말씀.

위의 환자분은 신약에 부작용이 많으니 생약

으로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 분 같아요.

즉 써클OO/안티OOO를 222/111 또는 

111/111.

필요시 보조요법으로 과립 또는 약차를 아주 

순한 것으로 섭취.

(저의 경험상 신약처방을 밤낮으로 쓰시는 분

들은 세월이 갈수록 건강이 더 나빠지기도 하

고, 되려 큰 병이 나는 걸 많이 목도하 거든요.)

※참고로 Polyomaviridae의 Bk virus(BKV)

는 신장에 손상을 주는데 특히나 신장이식

환자(면역억제제 사용자)에게 더욱 잘 나타

난다네요.

virus예방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실 필

요가 있어 보입니다.(7월 20일 오후 4:04)

② 류형준 약사

이미 알레르기가 바이러스감염증이라고 밝혔

습니다.

그러니 약물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바

로 바이러스감염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안티OOO와 써클OO로 바이러스를 확실히 퇴

치하고 세포환경을 최적의 환경을 만들면 약

물 알레르기도 없어지고 건강상태도 회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BK바이러스는 신장이식환자에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7월 21일 오전 6:39)

③ 채OO 약사

감사합니다. 공부도많이해서 환자분들께 필

히 도움이 되는 약사가 되어보겠습니

다~^^!!!(7월 22일 오전 10:12)

① 이OO 약사

사용해보시고 저희에게 알려주심 좋겠습니

다~~^^(7월 20일 오전 10:11)

② 류형준 약사

저 역시 무지외반증에 경험은 없지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이핑과 함께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타이밍을 같이 활용해 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용량은 써클OO 333 안티OOO 111로 시작하

세요.

감사합니다.(7월 20일 오전 10:55)

③ 최OO 약사

제가 경험이 없어서 설득될는지 몰겠지만 도

전해보겠습니다.^^(7월 20일 오전 11:05)

응급실)

요즘 두돌 안 된 아이 돌보느라 많이 피곤하시고 

어깨 결리고 머리가 찌르르! 하루에 몇 번씩 경기하

듯이 아프시다는데요.

은교산, 소청룡탕 등 한방제제 드렸을 때는 부작용

이 없으시긴 했거든요.

약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신장기능이 안 좋으시답니다. 

드시는 약은 없고요.

2018년 7월 20일 오전 10:04

최OO 약사 

#질의응답 

무지외반증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에도(록소프로펜

에도 무반응) 써클OO가 효과 있을까요?



00222  A BOOK OF EXPERIENCES

① 류형준 약사

백반증은 이미 체험사례에서 밝힌 로 멜라

닌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세포가 죽는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는 오히려 멜라닌 색소를 더 많이

분비하게 되니 백반주변의 피부색은 더 검은 

것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증이므로 면역증강제는 필요할

까요? 아닐까요? 

풍문이 아니라 약사님이 판단해 보세요.

감사합니다.(7월 21일 오전 6:28)

① 박OO 약사

류 선생님께서 오시기 전에 한 말씀.

아시다시피 보균자라 할지라도 간세포에 

HBV가 자리잡고 있으며 모태감염까지 일으

킬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요?

바라크루드(엔테카비르)는 Nucleoside

Analogue(뉴클레오시드 유사체)로서 HBV

에 한 항바이러스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에 한 면역을 증강시켜 주

지 못하며, 내성문제가 두되기도 하지요?

(8년 복용하 다면 내성가능성이 조금은 우

려 됩니다.)

(만일 활동성이 된다면 즉시 다른 항바이러스

제로 바꾸셔야 할 듯 싶군요.)

따님과 함께 써클OO/안티OOO 222 111로 바

이러스에 한 면역을 꾸준히 보강하셔야 할 

듯합니다.

[*림프계의 면역 중요성*]에 관해서는 아래

의 그림을 참조하세요.

제가 좀 엉성하게 만들었지만 림프계는 <면역

통괄기관>임을 강조합니다.(7월 21일 오후 

5:58)

② 박OO 약사

2018년 7월 20일 오후 1:02

노OO 약사 

#질의응답 

백반증 환자에게 면역증강제(한국신약 아멕스7이

나 기타제품)를 추가해서 쓰는 것이 어떤지 궁금해

서 올립니다.

보통은 면역증강제는 백반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

니 쓰지 말라는 의견이 많아서요.

2018년 7월 21일 오후 2:47

이OO 약사 

#질의응답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입문자입니다.

제 딸이(33세) b형간염 보균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 동안 먹이면 될지 궁금

합니다.

got.gpt는 아직 정상이지만 바이러스활성도 검사

에는 상당히 활동적인 듯합니다.

의사는 아직 약은 먹지 말라고 해서 아무 치료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b형간염 보균자인데 저는 바라쿠르드

를 8년간 복용 중입니다.

저도 써클OO와 안티OOO를 복용하고 싶은데 바라

크루드를 병용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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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아래 우측의 그림은 소장의 융모를 확 한 

그림입니다.

(융모의 모세혈관과 림프관의 작용이 다른데 

설명은 생략합니다.)(7월 21일 오후 6:00)

③ 정OO 약사

박OO 약사 선생님!

알찬 자료 저번 자료와 함께 유익하게 잘 사용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7월 21일 오후 6:19)

④ 박OO 약사

정OO 약사 잘 응용하시겠다 하시니 감사합니

다.(7월 21일 오후 10:04)

⑤ 이OO 약사

박OO 약사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

다.

열심히 먹어 보겠습니다.

복용기간은 얼마 정도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써클OO와 안티OOO를 함께 써

야 하는지요.(7월 21일 오후 10:08)

⑥ 박OO 약사

이인숙 복용기간은 6개월~1년으로 보시구요.

HBV가 완전히 없어진 시점부터 써클OO만 

1년 연장입니다.

위의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안티OOO가 항

바이러스 작용을 잘 하기 위해서 전체면역을 

통괄하는 림프계가 활발해져야 더욱 더 상승

작용 및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입니다.(7월 21

일 오후 10:30)

⑦ 이OO 약사

박OO 약사 넵. 알려주신 로 열심히 복용하

고 경과보고 올리겠습니다.

늦은 시각 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꾸벅~(7월 21일 오후 10:41)

⑧ 류형준 약사

박OO 약사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바이러스는 6-8개월이면 부분 없어질 것으

로 예상합니다.

특별히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라면 더 긴 기간

이 필요합니다.

안티OOO 써클OO를 복용하면 명현반응으로 

GOT와 GPT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점은 미리 인지하시고 참고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7월 24일 오후 5:27)

2018년 7월 22일 오후 1:02

최OO 약사 

#질의응답 

49세 여자.

하지부종이 있어서 써클OO 22포씩 복용하던 차, 

1일째는 어깨가 더 아프고(회전근 파열로 수술한지 

1년째) 오늘 3일째인데 엄청 부어서 신발을 못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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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OO 약사

용량부족으로 인식하고 용량을 3포씩 3번으

로 증량하라했는데 올바른 처치인지 몰겄네

요ㅜㅜ(7월 22일 오후 4:25)

② 류형준 약사

처음부터 안티OOO 111과 써클OO 333으로 

진행해 주세요.

수술부위가 1년씩 통증이 유지되는 것으로 봐

서 명현증상을 짧게 겪고 가는 것이 좋을 것으

로 생각됩니다.

통증이 확실히 줄면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로, 한 달 이후로는 알아서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7월 22일 오후 6:11)

③ 최OO 약사

네. 감사합니다.^^(7월 22일 오후 6:59)

슬리퍼를 신을 정도라는데요. 

더 강하게 먹어야하는지요?

2018년 7월 22일 오후 8:28

이OO 약사 

#질의응답 

65세 남.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운동요법으로 유지하던 중

3년 전 허리가 갑자기 뻑하는 느낌으로 움직이기 

힘들어 의원에 갔더니, 인 강화하는 프롤로 치료

를 하자고 하면서 주사를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가부좌 자세로 앉지 못하게 되고 자동차

에도 앉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계속 치료해야 한다며 더욱더 프롤로요법

을 강하게 하 습니다.

그래서 더 악화 되었구요.

이분은 저의 남편인데 40년 이상 운동을 하던 사람

이라 몸짱이었던 사람인데 의사가 나이만 생각하

고 인 를 강화시키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인 가 너무 강하게 당기는 바람에 몸의 균형이 망

가지고 디스크가 심해져서 큰 병원에서 디스크 수

술까지 받았으나 아직 허리를 잘 굽히지도 못하고, 

하루에 세 번 2시간씩 걷고, 스트레칭하여 허리를 

풀어주지 않으면 통증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상태

입니다.

약 1년간 맹인 지압치료를 받아서 그나마 지금은 

차에 앉아서 한 시간 이내의 운전은 가능한 상태입

니다.

처음 2년간은 진통제로 견디다가 지금은 필요시에

만 먹는 정도입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지난주에 듣고, 책을 받아서 열심

히 읽어보니, 어쩌면 이곳에 길이 있겠다 싶어서 

써클OO를 우선 주문해서 받아놨습니다.

써클OO부터 222로 먹이다가 한 달 후 안티OOO가

랑 같이 먹이면 어떨까 해서요.

워낙 신경이 예민하고 명현반응으로 혹시 설사를 

하면 어쩌나 겁이 나고 걱정됩니다. 변기에 자주 

앉는 것도 힘든 상태거든요.

(장이 예민해 평소에 찬 음식. 우유. 두유 콩국수 

등은 아예 안 먹고 매운 것도 잘 안 먹습니다. 매일 

반신욕 30분하고 있구요.)

너무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리니 이젠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합니다.

병력: 평소에 몸 곳곳에 종기 같은 뾰루지가 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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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류 선생님게서 말씀하시겠지만, 이렇게 심한 

경우라면 <약차>를 겸해야 더 낫지 않을까 싶

군요.(7월 23일 오후 3:35)

② 이OO 약사

박OO 약사 감사합니다. 관심주셔서.

류선생님 답변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점심때부터 써클OO 2포 복용했습

니다.(7월 23일 오후 3:52)

③ 류형준 약사

요통과 공황장애가 있으니 안티OOO와 써클

OO 체질차의 경계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라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알

려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 -머리카락 검사시

간혹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거나 가족 중에 많

이 안 좋은 환자가 있는 경우 제게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안티OOO와 써클OO로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환자의 체질과 

처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머리카락

을 두피에 가까운 밑동부터 50가닥 정도 가위

로 잘라서 보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름만 적고 아무 것도 표시를 하지 

않고 보내면 어떤 검사도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환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

락처, 주소, 소개 약사님의 성명과 연락처는 

기본사항입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병력과 현재 증상 등을 자세

하게 적어서 보내 주셔야 검사도 가능하고 정

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만 보내면 검사를 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7월 24일 오전 6:21 )

④ 이OO 약사

감사합니다.

머리카락 잘라서 예스킨으로 보내면 될까

요?(7월 24일 오전 7:29)

⑤ 류형준 약사

얍.(7월 24일 오후 5:20)

기고, 잇몸 염증도 자주 생겨요. 설사 혹은 연변 있

고, 발가락 끝이 차고 저리기도 하며 발가락 감각이 

둔하듯 뿌듯하기도 하답니다.

늘 피로하다고 합니다.

고혈압약 복용 중입니다.

공황장애 가끔 일으킵니다.

20년 전 지주막하출혈로 뇌수술 두 번한 병력도 

있습니다.

너무나 길게 나열하여 죄송합니다.만 좀 특별한 경

우의 요통이라 글이 길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투약하면 좋을까요?

시키는 로 꼭 하겠습니다.

호보법은 허리를 못 숙여서 못 하지만 다른 건 꼭 

지키겠습니다.

선생님만 믿고 한번 해 볼랍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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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항문가려움은 요충이거나 진균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충이야 구충제로 없어질 것이고 진균이야 

안티OOO 써클OO로 없어질 것인데 구충제로 

주1회 4회 복용을 권하세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보내주시면 안티

OOO 써클OO로 가능한지 아닌지의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7월 24일 오후 5:22)

② 정OO 약사

류형준 약사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7월 25일 

오전 5:02)

① 류형준 약사

소아당뇨이면 1형당뇨입니다.

안티OOO 써클OO로는 불가능합니다.

안티OOO 써클OO는 하위 80%의 질환을 치

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처방한 제품입니다.

이상의 단계는 약재를 체질별로 분류해서 처

방해야 합니다.

환자 역시 체질식과 체질요법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좋은 처방만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

라 최고의 처방과 최고의 관리로 세포가 원하

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야만 치유가 가능합

니다. 

포기하시던가 아니면 제게 보내야 할 환자입

니다.

감사합니다.(7월 25일 오전 11:14)

2018년 7월 24일 오후 4:43

정OO 약사 

#질의응답 

70  노인분이 항문이 가려운 것이 몇 년 되셨다고 

합니다.

안티OOO 써클OO 복용하신지 3개월이 되었는데 

변화가 없다고 하십니다. 

구충제도 복용해보셨답니다.

치질도 없다고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좌욕을 해야 견딘다고 하십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2018년 7월 25일 오전 7:28

박OO 약사 

#질의응답 

소아당뇨로 20년 인슐린 맞던 28세 여성이 고혈압

이 생겼어요. 

병원에서 노바스크 처방했는데 혈압약 안 먹고 안

티OOO 써클OO로 혈압 당뇨 모두 치유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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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가슴의 통증부위에 림프관이 막혀서 림프순

환이 안 되니 부종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써클OO 복용량을 333으로 늘리고 

가슴을 주물러주면 풀립니다.

이후 써클OO의 용량은 조절합니다.

감사합니다.(7월 26일 오후 1:36)

② 김OO 약사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7월 26일 오후 

2:20)

① 류형준 약사

머리카락을 채취했다면 환자의 기본 인적사

항과 약사님 성명 연락처 그리고 환자의 병력 

현재증상을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세요.(7월 

27일 오전 6:16)

2018년 7월 26일 오전 11:59

김OO 약사 

#질의응답 

안티OOO 써클OO 정량으로 복용하는 여자, 51세.

피로나 다리가 무거워서 복용하시는 분.

여행 후에 다리가 무거워서 써클OO를 3포씩 두 번 

3일정도 복용하던 중에 생리시작. 

한번도 없던 유방통이 생겼음.

통증표현이 아이 낳고 젖돌듯이 휘 돌아가며 아픈

느낌. 

생리가 끝나도 유방통이 줄지 않고, 써클OO를 2포

로 줄 음.

보통은 생리가 끝나면 유방크기가 줄어야 하는데 

줄지 않고 통증도 한 번씩 그렇게 온다하네요.

어떡해야 할까요?

2018년 7월 26일 오후 5:45

한OO 약사 

#질의응답 

78세 여성분.

허리수술 5번 하시고, 고혈압약 관절약 드시는 분

입니다.

팔 한쪽의 마비 증상과 붓는 증상이 1년 정도 되셨

다는데 혹시 써클OO 안티OOO로 증상개선이 가능

할지 문의 드립니다.

혹시 문의 시 필요할까하여 환자 동의하에 머리카

락 채취하 습니다.

2018년 7월 27일 오후 5:44

이OO 약사 

#질의응답 

남, 78세.

중이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이신데, 지금은 

귀에서 물이 많이 나오고 그 물로 귀가 막히기도 

하심.

큰 병원 지역의원 다니셔도 수술 안 되니 그냥 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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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미 염증이 있고 염증삼출물이 밖으로 나오

고 있으니 명현반응의 여부도 걱정할 필요가 

적어집니다.

써클OO 333 신 써클OO 222와 안티OOO 111

로 꾸준하게 진물이 다 마를 때까지 먹고 나서 

안티OOO와 써클OO 111로 3개월 복용 그리고 

안티OOO와 써클OO 101로 복용합니다.

안티OOO 써클OO의 복용기간은 총 8개월 이

후 써클OO만 111로 1년이면 됩니다.

목표는 이렇게 정하고 어디까지 함께 치유의 

길을 갈 것인가는 환자의 몫이니 약사님은 충

분히 설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7월 27일 오후 6:58)

② 이OO 약사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7월 27일 오후 7:27)

① 이OO 약사

7월 3일 제가 올린 체험례에도 얼굴부종 사연 

올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조금이라도 도

움될 듯합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저도 같은 경험 많이 합니다. 

며칠 지나면 다 지나갑니다~~(7월 30일 오전 

9:40)

② 유OO 약사

네. 댓  감사합니다.(7월 30일 오전 10:27)

③ 류형준 약사

이런 사례가 몇 번 올라왔습니다.

초기 림프관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림프순환

이 촉진되면 오히려 순환은 되어 모여드는데 

빠져나가지 못하니 부종이 생깁니다.

시간과의 싸움이니 기다리는 게 최고이고 레

몬차나 이담건위제를 함께 복용하면 조금 더 

빠르게 개선됩니다.

감사합니다.(7월 30일 오후 1:14)

④ 이OO 약사

류형준 약사 4차선에서 1차선으로 좁아질 때 

병목현상으로 정체되고 리지만 조금 기다

라고 한다 하세요.

그리고 당뇨가 있으십니다.

오늘 일단 써클OO만 333으로 드시라고 작은 통 

한 통 드렸고 당분간 당이 더 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치유방향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7월 30일 오전 9:12

유OO 약사 

#질의응답 

30  간호사인 딸이 발가락에 갑자기 커다란 물집

생기셨다고 해서 써클OO와 안티OOO 222로 복용

하라고 했는데 저녁 22 복용 후 다음날 아침 엄마가 

반품으로 가져왔어요. 얼굴이 너무 부어서 못 먹겠

다고요.

그래서 그냥 반품 해드렸는데, 설명을 어떻게 해드

리는 게 나을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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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기다리면 된다고 

이야기해줍니다., 림프관은 아직 고쳐지지 않

은 상태인데 림프순환이 촉진되니 버려야할 

물질은 많고, 하수도 관은 막히고 아직 좁은 

옛 관들이고, 그래서 이럴 때 나타나는 증상들

이 명현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간다고 

이야기 해 주세요.(7월 30일 오후 3:45)

⑤ 유OO 약사

다음에는 명쾌하게 설명해줄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강의도 듣지 않고 약이 좋으니 그냥 쓰니까 

상담에서 좀 약하네요.^^

서울에서 강의하면 꼭 가겠습니다.(7월 30일 

오후 3:58)

① 류형준 약사

기준은 없습니다.

국소에 과도하게 축적된 체액이 빠지면 체중

이 줄고 림프순환 촉진으로 소화흡수기능이 

좋아져 식욕이 늘고 소화흡수가 잘 되면 체중

이 늘 것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한 분은 식

사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7월 30일 오후 3:25)

② 최OO 약사

ㅋ 제 남편이 체중증가 케이스입니다. 발모개

선, 전립선비 (증상무, 수치는 7.4)개선, 피

부노화개선 목적으로 7/11일부터 안티OOO 

11, 써클OO 22로 복용 중인데 요즘 보니까 

살이 찐 듯합니다.(95사이즈에서 100사이즈

로 늘임) 원래 운동을 많이 해서 림프순환은 

잘 될 거라 여겼지만요.

선생님, 용량조절을 할 필요가 없을까요? 

안티OOO를 늘리고 써클OO를 줄일까요?(7

월 30일 오후 3:40)

③ 박OO 약사

최OO 약사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안

티OOO/써클OO]이 담즙분비가 적던 분에겐 

정상적인 답즙분비가 되니, 식욕, 소화가 증가

되는 것 같아요.

<체중증가> 되시는 분은 긴장 없이 맘 풀어 

놓고 당기는 로 먹으면 체중조절이 안되리

라고 봅니다.

식욕, 소화, 체중 증가 시엔 적게 먹고, 운동량

을 늘리는 방법으로 하세요.

(저도 최근에 소화력이 향상되고, 더워서 운동

을 게을리 했더니만 살이 찌네요.)(7월 30일 

오후 6:18)

④ 최OO 약사

아 네. 식욕은 원래도 있었지만ㅋ

제 생각인데요. 안티OOO를 22로 써클OO는 

11로 해볼까요? 얼굴에 사마귀 같은 잡티들이 

많아서요~(7월 30일 오후 6:24)

⑤ 류형준 약사

제 생각은 체중증감에 상관없이 안티OOO용

량보다는 써클OO의 용량이 동일하거나 많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7월 30일 오후 2:26

최OO 약사 

#질의응답 

써클OO 복용 후 살 빠지는 분이 부분이지만 살 

찌는분도 계시는데, 

략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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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7월 30일 오후 8:28)

⑥ 최OO 약사

네~ 알겠습니다.^^(7월 30일 오후 9:26)

① 류형준 약사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암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안티OOO와 써클OO를 먹고자하면 안티

OOO 111과 써클OO 222가 기본 복용량입니

다.

여기에서 증상에 따라 용량을 증명할 수도 있

습니다. 

감사합니다.(8월 1일 오후 1:59)

② 서OO 약사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8월 1일 오후 2:57)

① 김OO 약사

신랑 다리입니다.^^(8월 1일 오후 2:45)

② 김OO 약사

하OO 약사님~ 가렵다는데 약을 먹여야 할까

요? 연고도 바르고?(8월 1일 오후 6:58)

③ 이OO 약사

천기누설건강법 사례집 37쪽.(8월 1일 오후 

7:10)

2018년 8월 1일 오후 1:42

서OO 약사 

#질의응답 

저희 어머님 사례입니다.

8년 전 위암 2기로 수술하셨고 4년 전 재발해서 

total gastrectomy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소화기능이 별로 안 좋으시고 장폐쇄, 

장유착으로 몇 번 입원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도 안티OOO 써클OO가 도움이 되나요?

2018년 8월 1일 오후 2:43

김OO 약사

#질의응답 

안티OOO 써클OO 111 먹은 지 10일 정도인데,

다리에 물집이 잡히네요.

명현현상인가요?

다른 부분 지루성피부염은 많이 줄어 들었어요.

어제부터 한쪽 다리에 물집 잡힌 반점이 올라와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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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김OO 약사

이OO 약사 하OO 약사 넘 고맙습니다.

1.2.4로 바로 조치했습니다~

아마 어제 술을 마셔서 더 일어난 것 같습니

다.(8월 1일 오후 7:59)

⑤ 류형준 약사

전형적인 명현반응입니다.

한 부분은 좋아지고 다른 부위는 심해지는 증

상입니다.

기간도 10일 정도면 안티OOO에 의한 명현반

응입니다.

바이러스가 조금 있는 부위는 그냥 가라앉으

니 나아지고 바이러스가 많이 몰려있는 부위

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안에 있던 독성물

질이 많이 나오므로 주변에 염증을 일으킵니

다.

술을 마시면 이 반응이 더 격하게 일어납니다.

명현반응의 처법은 하OO 약사님과 이OO 

약사약사님이 잘 설명하셨으니 생략합니다.

감사합니다.(8월 2일 오전 12:56)

① 김OO 약사

따뜻한 물로 빈속에 드셨는지요? 가끔 찬물로 

드시고 아프고 더부룩하다고 하시는 분 있더

라구요.(8월 2일 오후 3:46)

② 김OO 약사

위가 안 좋으니 식후에 따뜻한 물로 복용하게 

했어요. 평소 속쓰림은 약간 있지만(공복) 소

화는 잘 된다고 했어요.(8월 2일 오후 5:32)

③ 류형준 약사

위축성위염은 정량복용보다는 안티OOO 111

과 써클OO 222로 초기 용량을 유지하고 이후 

증상개선을 확실히 확인한 후에 조절이 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8월 2일 오후 7:34)

2018년 8월 2일 오후 3:30

김OO 약사 

#질의응답

위축성 위염인 분에게 써클OO 안티OOO b.i.d 기

본용량으로 드시게 했는데 위장장애, 위가 아프고 

소화도 안 된다는데 소화제라도 먹으면서 계속 복

용 시켜도 될까요? 아니면 중단해야 하나요?

2018년 8월 2일 오후 11:34

박OO 약사 

#질의응답 

위암인지 의심스러워 조직검사 하고, 죽을 2일 먹

으라 했는데 써클OO 안티OOO 계속 먹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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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조직검사를 했으니 위벽에 상처가 남았을 것

입니다.

이틀 동안 죽을 먹으라는 것은 상처 난 이별을 

자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티OOO와 써클OO를 그냥 먹는다면 마찬가

지로 위벽의 상처를 황제 자체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뜨거운 물에 담가서 녹여서 먹

거나 갈아서 먹으면 됩니다.

단 안티OOO와 써클OO가 암을 정상화하는 

치유에는 부족한 처방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3일 오전 5:42)

① 류형준 약사

이 정도의 환자라면 일단 머리카락 검사를 하

고나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머리카락을 먼저 보내주시면 결과를 알려드

립니다.(8월 6일 오후 8:45)

② 하OO 약사

뇌하수체 종양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1. 이분은 갑상선저하증을 의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갑상선 수치가 정상인 갑상선 기능저하증

은 윌슨저체온증후군입니다.

수치는 정상이나 실제로는 rT3(불활성화

된 상태라 생리활성이 나타나지 않음)이고, 

모두 수치상으로 T3형태로도 잡히기 때문

에 검사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

다.

2. 게다가 프로락틴 수치가 500, 에스트로겐 

우세증에 의해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는 상

황을 지금 임신상황이라고 몸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뇌하수체에서의 갑상선자극호르몬(TSH) 

부족은 갑상선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그래

서 시상하부의 갑상선 자극방출호르몬

(TRH)이 과다하게 분비되다 보니 프로락

틴 과다 분비로 진행된 것입니다.

결론은 갑상선과 간과 장의 커넥션에 의한 에

스트로겐 우세증이 다낭성(난소의 바이러스 

감염)과 윌슨증후군으로 동시에 진행된 것으

로 생각합니다.

2018년 8월 6일 오전 10:08

김OO 약사 

#질의응답 

34세 여자, 미혼.

163cm 65kg.

다낭성 낭포증 10년.

호르몬제 복용 5년.

천식, 신체무기력, 홍조, 무월경.

이번에 검사에서 프로락틴 수치가 500이 나와서 

뇌하수체 검사 의뢰 중.

7월 10일.

써클OO 333.

7월 20일.

안티OOO 111 써클OO 222 복용 중.

차가운 것 원래 안 먹고 커피도 안 마심.

변비, 불면, 피부가려움, 두통은 개선.

그냥 이 로 가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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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순환고리를 안티OOO와 써클OO가 잘 끊

어 낼 겁니다.

난소의 바이러스 감염해결과 뇌하수체 림프

순환과 간기능 활성화, 장내 환경개선, 부신기

능향상이 동시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거의 온몸의 기능이 동원되어야 하는 수준입

니다.

에스트로겐우세증 해결 방법

1. 간기능활성화;

SHBG정상화로 에스트로겐을 불활성화시

켜 배설시킴.

   -담관정체해결. 담즙분비는 잘 되는지- 

2. 에스트로겐이 장에서 간으로 재흡수 되지 

않도록 장내세균을 컨트롤해야 함.

   -섬유질도 에스트로겐을 흡착하여 몸 밖

으로 배설시킴.

3. 부신기능을 향상시켜 부신호르몬과 성호르

몬의 원료인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원활하

도록 도움.

코티솔의 소모가 많다는 것은 결국 프로게

스테론의 고갈로 이어져 에스트로겐우세

증이 더 심하게 되는 이유임.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비율 파괴)

4. 갑상선기능을 향상시키는 비타민B군과 미

네랄이 절 적으로 필요함.

(셀레늄, 아연, 철분, 비타민B2, B12, B6

 등~~)

건강한 장내세균총이 만들어내는 설파타

제라는 효소는T3도 활성화시킴.

이상은 다음 블로그 모악산의 아침에 있는 내

용을 짜깁기한 것입니다.

이해 안 되는 내용은 질문 에 맞게 여러 개의 

포스팅을 짧게 압축한 것이라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주세요.

머리카락 검사결과를 보시고, 좋은 방향을 잡

아 진행하셔서 건강을 되찾아 주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빌어드립니다.(8월 6일 오후 

10:29)

① 류형준 약사

3개월 이상 된 염증이 깨끗이 낫지 않고 반복

적인 염증은 바이러스감염증이라고 천기누설

건강법 책자에서 이미 결론 내린 질병입니다. 

당연히 안티OOO와 써클OO로 치유의 길을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증상이 있다면 tid로, 증상이 없다면 bid

로 총 6~8개월 복용합니다.

감사합니다.(8월 12일 오전 11:03)

② 김OO 약사

구강과 외음부는 따뜻하고 침과 애액으로 곰

팡이 바이러스 세균이 살기 좋은 조건입니다. 

안티OOO로 곰팡이와 세균 바이러스를 잡고 

써클OO로 균의 분비물을 제거하면 치료가 잘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과 상담을 하실 때 6개

월의 균 치료기간 얘기해 주시고 써클OO로 

6개월 회복기 치료 얘기를 꼭 해주셔야 합니

2018년 8월 12일 오전 9:38

김OO 약사 

#질의응답 

약사공론 강의 듣고 공부하고 싶어서 가입한 약사

입니다. 구내궤양이 반복되고 오래가고 이번엔 외

음부 궤양도 생기기 시작해서 베체트병이 아닌가 

싶은데 안티OOO 써클OO가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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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치료 시 명현이 올수 있다는 얘기는 꼭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저도 60  남성분 코 비염 바이러스 곰팡이 세

균 복합감염 말씀 드리고, 치료기간 지키셔야 

한다고도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안티OOO 11 

써클OO 11 지난주 금요일 시작 하셨어요.

약사님의 설명으로 또 한 분이 치유의 길로 입장

하시겠어요.

어제는 82세 노모분, 눈물을 닦으신다고 거즈

를 찾아서 상담을 했는데요. 안과 다녀도 차도

가 없으시다 해서 눈물이 흐르는 관이 막혀서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감염으로 관이 막힌 것 

치료를 하시자고 하니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안과만 가서 계속 인공눈물만 갖고 오셨다면

서요.

설명은 약사님 몫.

선택은 환자 몫.

류선생님의 말씀 꼭 잊지 마시고 상담을 잘 

하시는 약사님 되세요.(8월 12일 오후 1:28)

③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8월 12일 오후 4:55)

④ 박OO 약사

써클OO도 안티OOO도 결국은 면역을 증강시

킴으로써 몸의 치유능력이 향상되고, 더 나아

가 재발도 방지하지요.

선천면역에도 도움 되지만, 후천면역에 더욱 

효과적으로 보입니다.(8월 12일 오후 5:56)

2018년 8월 13일 오후 10:08

양OO 약사 

#질의응답 

18년 6월경 어지럼증으로 내국한 환자로부터 좋은 

방법 없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자신 있게 안티OOO 

써클OO의 체험사례를 설명했습니다.

내국 당일에는 그냥 갔지만, 3일 뒤 환자로부터 전

화가 왔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안티OOO 서클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약 2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큰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월이고 쭈욱 간다는 신뢰가 깊었는

데, 증량 후 한 달 54만원의 가성비에 물음표를 달

면서 환자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상황이라, 더 

끌고 가기에 여력이 부족해 졌습니다.

환자 왈, “40일 정도 복용하면서 어지럼증에 약간

의 차도라도 있으면 그걸 믿고 계속 갈 건데 반응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자꾸 쓰러지니 계속 가야 할 건지 

의문이 든다.”

처음에는 어지러움이었으나, 지금은 쓰러지지 않는 

치료로 기 치가 변경되었고, 안티OOO 써클OO 치

험례 중에 이 환자처럼 쓰러진 경우도 치료 되었냐

는 환자의 질문에 답하기가 많이 어렵슴니다.

이에 류형준 약사님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치료 방향도 새롭게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죄송하지만 류형준 약사님께서 직접 

환자와 상담 한번 요청 드립니다.

환자: 정00, 여, 68세.

-이명, 어지럽고 구토가 나서 죽겠다. 어지러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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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만 좀 없어도 살겠다.

-병원설명, 이석증,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물이 

넘쳐서, 물이 통통 튕겨서 그렇다.

-이석증은 자세교정술로 다시 집어 넣었다

-어지러움 관련 검사는 다 한 상태.

1. 18/6/14 목: 약국 첫 방문.

-이비인후과에서 상병명 이명으로 보나링 QD 7일 

처방 받음.

-어지럼증 나을 수 있겠느냐? 자신 있게 써클OO, 

안티OOO 복용사례를 얘기함.

-일단은 알았다고 하고 처방 받은 약만 가져감.

2. 18/6/16 토: 전화 옴

-지난 6/14일 약사님 설명에 신뢰가 가서 한번 시

작해 보겠으니 택배로 보내 달라.

-병원에서는 이런 말도 안 해주고 맨날 오라고만 

한다.

-약사님 말이 탁 꽂혀서 한번 치료해 보고 싶다.

-써클OO 101, 안티OOO 101로 해서 각 1통씩 보

냄.(6/19일 도착해서 각각 101 시작)

-믿고 3개월 가보자.

3. 18/6/21 목: 1주뒤 약국 2차 방문.

-1주일 지나 병원 재방문.

-이날은 상병명 메니에르병으로 변경되었고, 다이

크로짓 추가, 보나링 증량해서 14일 처방.

-다이크로짓 0.5-2-14 보나링에이 1-3-14.

-어지러움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죽겠다 호소하여 

-써클OO 안티OOO 용량을 올려서 복용하면 효과

를 좀 더 빨리 기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

-써클OO 222 안티OOO 111로 증량.

-약사님만 믿고 쭉 가 보겠다 하심.

4. 18/7/4 수: 2주 뒤 약국 3차 방문. 

-써클OO 222 안티OOO 111.

-2주 지나 병원 재방문. 상병=메니에르병. 처방 변

경. 

보나링에이 1-2-21,

아로나민씨플러스 1-2-21,

 타나민80mg 1-2-21,

 다이크로짓 0.5-2-21,

 메네스 1-3-21.

-써클OO 안티OOO 복용 15일째. 안 빠뜨리고 열심

히 먹고 있는데,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믿고 가보겠다.

5. 18/7/25 수: 3주 뒤 약국 4차 방문. 

-써클OO 222 안티OOO 111.

-3주 지나 병원 재방문. 상병=메니에르병, 약은 똑

같고 보나링을 QD로(어지러울 때만 먹어라).

-써클OO 안티OOO 복용 36일째. 아직 모르겠다, 

믿고 가보겠다 하심.

6. 18/7/31 화: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응급실 실려

옴. 

-써클OO 222 안티OOO 111

-8/3 금요일, 쓰러지고 3일 뒤 환자로부터 병원 

실려왔다고 전화 옴

-깜짝 놀람. 약국 첫 방문 때는 어지럼증만 호소했

지 쓰러졌다는 얘기는 없었음

-써클OO 안티OOO 복용 41일째. 병원 입원해서도 

계속 복용.

-직전에 쓰러진 후 한 달 반만에 쓰러졌다고 함.

-환자 왈, “써클OO 안티OOO 먹는 동안 쓰러지지 

않아서 좋았다. 한 달 반만에 쓰러진 거다.”

-써클OO 복용 전에는 쓰러지는 주기가 더 짧았는

데, 써클OO 복용 후 한 달 반 동안 괜찮았던 것.

-병원에서 전정신경절단술 추천함. 신촌세브란스 

이비인후과 시술.

-환자는 최후의 선택지로 생각하고, 써클OO 안티

OOO로 나을 수 있으면 수술 안 하겠다 하심.

-어지러움에서 쓰러지지 않는 쪽으로 기 치가 변

경됨.

-써클OO 안티OOO 쭈욱 복용하면 쓰러지는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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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두 환자분 모두 머리카락을 보내주세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길은 증상개선을 장담하고 가

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상황을 만들면 저절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장담하고 시작하기보다는 치유의 상

황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8월 13일 오후 10:14)

② 양OO 약사

환자는 1명인데요, 환자 상태를 최 한 자세

하게 설명하려는 마음에 총론 각론 개념으로 

쓰다보니 이 길어져 본의 아니게 환자가 2

명인 것으로 오인됐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머리카락 채취하여 보내겠습니다. 

혹시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그때까지 환자

분한테 차분히 기다리라고 전해줄까 싶어서

요.(8월 14일 오후 7:59)

③ 류형준 약사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중국출장입니다.

미리 보내면 월요일에 검사합니다.

감사합니다.(8월 14일 오후 10:22)

① 이00 약사

복용하는 분이 못견뎌하면 드시도록 합니다. 

제 경우엔.(8월 21일 오전 10:34)

② 류형준 약사

스테로이드만 제외하면 어떤 방법을 해도 상

관없습니다.

먼저 이담건위제로 해결하고 안 되면 항히스

타민제를 활용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됩니

다. 감사합니다.(8월 24일 오후 7:24)

가 더 길어질 것이다. 참고 더 가보자고 함.

-효과를 보려면 필요하다. 지금은 마음만 급한 상

태다.

7. 18/8/5 일: 입원 중에 또 쓰러짐. 병실 침 에서 

어지러워 일어날 수가 없었다.

-써클OO 222 안티OOO 111.

-1주일 만에 다시 쓰러졌기에, 써클OO 안티OOO 

효과가 도 체 있느냐 의심의 눈초리.

-8/20일, 신촌세브란스 이비인후과 외래 예약. 수

술 가능하다면 수술을 해보고 싶다 함.

-이제는 너무 무섭다. 또 쓰러질까 두렵다. 차라리 

꼴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럼, 이 어지러운 두

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잖냐고 하심.

-생로병사의 비 에 신촌세브란스 이비인후과에

서 수술하고 완치된 아저씨 나왔음.

-나도 그렇게라도 해서 이 두려움을 벗어나고 싶다

고 함.

2018년 8월 21일 오전 10:29

박OO 약사 

#질의응답 

써클OO가나 안티OOO 복용 시 발진 생길 때 배출

만 도우는 우루사나 이담건위제 먹는 것이 좋은지

요. 항히스타민제를 쓰시는 분도 있던데 항히스타

민제를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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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젊은 약사님 힘내세요!

젊은 날 오래 제가 고생했던 류마티스로 고생

하시네요.

각탕은 하고 계신지요.

힘들면 안티OOO를 줄이지 마시고 써클OO를 

늘려보십시오~^^.

반드시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희망

을 갖고 꾸준히 해보셔요. 저도 1월19일부터 

복용 중에 있습니다. 함께 가봐요.(8월 22일 

오전 11:06)

② 배OO 약사

이OO 약사 감사합니다! 많이 나아지셨나요? 

당해보고 나니 이렇게 조급해지네요ㅜㅜ(8월 

22일 오전 11:43)

③ 이OO 약사

배OO 약사 건강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1박2일 여행을 자주하고 걷기도 많이 걷

는데 예전 같으면 근육통. 무릎통증에 힘들어

야 하는 상황인데 멀쩡하네요~^^(8월 22일 

오전 11:46)

④ 이OO 약사

배OO 약사 젊은 나이에 이 제품 만난 약사님

은 복 받은 분이십니다~(8월 22일 오전 

11:47)

⑤ 배OO 약사

이OO 약사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용기가 

나네요.(8월 22일 오후 3:51)

⑥ 류형준 약사

늦게 봤습니다.

류마티스는 명현반응이 심하게 길게 나타나

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복용량이 안티OOO 222 써클OO 222라

고 하니 지금이라도 안티OOO 111과 써클OO 

333으로 바꾸면 조금은 수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24일 오후 6:49)

⑦ 배OO 약사

류형준 약사 네 감사합니다! 4주째 먹고 있는

데 점점 심해지네요ㅜㅜ(8월 29일 오후 

12:23)

2018년 8월 22일 오전 9:41

배OO 약사 

#질의응답 

29세 여성. 약사 본인입니다.

어제 류마티스라고 확진을 받았고, 확진 전부터 류

마티스라 생각하고 안티OOO와 써클OO를 복용한

지 20일쯤 되었는데요. 찾아보니 명현이 심하고 오

래 갈 거라 하여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직접 경험을 

해보니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복용법을 찾아보지 않고 그냥 제 욕심 로 

안티OOO와 써클OO 둘 다 2.2.2로 복용 중인데요, 

점점 심해지는 통증에 힘듭니다.

혹여 안티OOO를 줄이면 통증이 좀 사라질지, 아프

더라도 안티OOO를 더 많이 먹으면 빨리 끝낼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안티OOO 써클OO 외에 폴리감마, 오메가3, 

셀레늄/글루타치온 이렇게 복용 중입니다.

경험 있는 약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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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신장투석을 하시는 분도 안티OOO와 써클OO

를 복용합니다.

물론 투석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그 

외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23일 오후 2:28)

② 신OO 약사

답변 감사합니다.(8월 23일 오후 2:32)

③ 전OO 약사

64세 여, 신장투석 13년째. 투석 하는 날 기운 

없음.

64세 여, 혈액 투석 13년. 손바닥, 특히 발바닥 

부종으로 걷는 걸 힘들어 함.

써클OO 111 복용 2일째 걷기도 수월하고 투

석하는 날 기운 없는 것도 덜하다 하네요. 이틀

에 한번씩, 오늘 3번째 오심.(8월 23일 오후 

4:05)

④ 신OO 약사

전약사님 감사합니다.(8월 23일 오후 5:14)

① 류형준 약사

벌꿀이라고 다 같은 성분이 아닐 것입니다.

벌꿀은 채취하는 식물에 따라 성분이 다른 것

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벌꿀 알레르기가 있고 안티OOO

를 한포 먹었는데 가려움증이 생겼다면 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티OOO를 한포 먹고 나서 생긴 가려운 증상

이 이전에 먹었던 알레르기 증상과 같은지 다

른지 확인해 보세요.

같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다른데 증상이 적으면 조심스럽게 도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심하게 관찰하고 확인해도 결론을 짓지 못

하면 저에게 머리카락을 보내주세요.

약사님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제가 뒤에서 응

원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8월 23일 오후 2:09

신OO 약사 

#질의응답 

신장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께서 써클OO포유를 드

셨는데 이번에 투석을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써클

OO포유를 계속 복용 하여도 관계가 없는지요?

2018년 8월 28일 오후 10:45

신OO 약사 

#질의응답 

벌꿀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안티OOO 복용이 

가능한가요? 

써클OO 드시다가 안티OOO도 복용하고 싶은 환자

가 있는데 마누카꿀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까봐 못 드시겠다고 하세요.

한 포 시험 삼아 먹었는데 가려움증이 생겨서 더더

욱 꺼려 하시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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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8월 29일 오전 6:51)

② 신OO 약사

병원에서 알레르기 검사했는데 꿀 알레르기

라고 나왔다네요. 다음에 본인이 오면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8월 29일 오

후 12:50)

① 박OO 약사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몽 알갱이 같은 것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젤리 같은 것이 

나온 분도 있었습니다. 며칠 계속 관찰해보세

요~~(8월 30일 오후 4:50)

② 류형준 약사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증

상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8월 31일 오전 1:46)

③ 김OO 약사

네 감사합니다.(8월 31일 오전 9:12)

2018년 8월 30일 오후 4:25

김OO 약사 

#질의응답 

저희 환자 분이신데, 안티OOO 써클OO 2주째 1포

씩 tid로 드시고 계시는데요.

소변에 기름 같은 것이 물에 녹아들어가는 것 같다

네요.

둥둥 뜨는 그런 기름 같은 건 아니라는데...

혹시 이런 경우도 있는가요?

약을 중단하시라 해야 되나요?

아님 노폐물 같은 게 빠져나가는 증상이라 해야 할

까요?

2018년 9월 1일 오후 5:42 

김OO 약사 

#질의응답

47세, 여.(157cm 52kg, 본인)

혈압 104-65.

복용 중인 병원 약, 양제 없음. 

2017년 12월부터 안티OOO 써클OO 1포씩 1일 2회

를 기본으로 양과 횟수 증량 조절하며 계속 복용하

고 있습니다.(2주 정도 해외여행, 부비동염 등 필요

할 때 각각 2~3포씩 증량)

찬 음식은 싫어서 못 먹고 매운 음식 튀긴 음식은  

잘 먹지 않습니다. 각탕법은 7월 8월은 더워서 못 

했고 1주일에 4~5일 40분~1시간 걷기 운동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점:

30년 전 신경치료 한 이가 피곤하면 염증이 생겨서 

힘들었는데 초반부터 좋아졌고, 생리 전 왼발 뒤꿈

치가 깊이 갈라지던 게 복용 5개월 후부터 사라짐. 

묽은 냉 가끔 있던 게 2개월부터 사라짐. 초등학교 

때부터 2일~4일 한 번씩 보던 변비가 1~2일로 좋

아짐.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짐.

문의 사항:

2017년 8월 건강 검진에서 자궁근종 4cm 발견. 생

리통 등 기타 불편한 증상 없고 생리 5일중 2일째만 

생리량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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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몸의 증상 중에 일부는 안티OOO 써클OO로 

개선될 수 있는 증상과 개선되기 힘든 증상이 

혼합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이미 여러 번 용량의 선택에서 

설명했듯이 안티OOO 써클OO의 적량으로 개

선될 정도의 증상과 용량을 늘려서 복용해야 

개선될 증상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머리카락을 보내주시면 확

인하고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9월 1일 오후 6:21)

② 하OO 약사

인슐린 저항성(고인슐린혈증)은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가져옵니다.

인슐린이 혈중에 많다는 것은 번식하기 좋은 

기회로 보고서 성호르몬 과다분비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과다해진 에스트로겐은 장의 상태에 따라 

간의 상태에 따라 호르몬이 몸 밖으로 배설되

는 것이 좌지우지되고. 스트레스는 프로게스

테론이 고갈되게 되므로 에스트로겐과 프로

게스테론의 비율이(폐경기가 아니더라도 흔

하게) 정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 우세증은 갑상선 기능에도 향

을 미치기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차단하거나 활성을 억제하는 방법으로요.

결론은 인슐린 저항성이 에스트로겐 우세증

으로 갑상선결절과 자궁 평활근의 근종, 유방

의 혹(석회)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사님의 경우 자궁 평활근을 이루는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커지게 된 자궁근종 역시 인슐

린이 세포를 증식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기능

을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 같고요.(인슐린의 다

른 기능-포도당 운반)

안티OOO 써클OO는 세포의 인슐린 저항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거고(조금 더 

용량을 늘려 복용해 보시면 어떨지). 조력자로

는 에스트로겐 사를 정상화하는 아마씨유

(약사와 건강), 호르몬의 역할을 하는 비타민

D. 과다해진 에스트로겐의 배설을 돕는 간 순

환제 정도가 있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아주 어려웠는데 도와야 하는 분

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자꾸 들여다보다 보니 

은근히 인슐린 분비로부터 시작하여 다낭성, 

갑상선, 유방, 자궁경부, 자궁 평활근으로 질

병이 진행된 케이스가 주변에 적지 않다는 것

을 알게 됐습니다. 약사님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9월 3일 오후 9:41)

③ 김OO 약사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몸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근종이랑 물혹이 생겨서 좀 당황

스러웠습니다. 아직 검진 결과를 받아 보기 

전인데, 결과 나오면 참고하여 다시 한번 겸손

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돌보려고 합니다.(9

월 4일 오후 2:59)

2018년 8월 31일 건강검진에서 자궁근종이 6cm로 

커짐. 생리통 등 기타 증상이나 변화 없고 생리  

5일중 2일째만 생리량 많음.  

유방 양쪽에 물혹이 생김.

→ 기존의 오른쪽 갑상선 결절 2개와 양쪽 유방 양

성석회화 반점 변화 없음. 

8월까지 안티OOO 써클OO 병행하고 9월부터 써클

OO만 먹으려고 했는데 자궁근종이 커지고 유방 물

혹이 생겨서 안티OOO를 더 먹어야 하는지 아니면 

써클OO만 양과 횟수를 증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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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하니 내일 연락해 주세

요.(9월 7일 오전 12:21)

① 이OO 약사

명현 반응들 환자분에게 이해시킬 때 ‘병목현

2018년 9월 5일 오후 6:02 

최OO 약사

#질의응답

신장 투석 중인 가족입니다.

안티OOO 써클OO 2회씩 2주째 복용 중인데 소변

량이 10ml 정도로 줄더니 아예 안 나오고 부종이 

심하다고 합니다. 투약을 중단할까요?

2018년 9월 5일 오후 10:49 

하OO 약사 

#질의응답

몇 주 전에 안티OOO와 써클OO의 명현 증상에 

해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제 잘못으로 삭제되어

버렸네요.

아래 최 약사님이 하신 질문도 있고 해서 일부만 

다시 올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질문의 유형은 모았다가 잘 숙지해 놓으면

상담하거나 명현에 해 답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22일 질문:

4회 복용 후 소변이 안 나오고 몸이 심하게 부어서 

복용을 중단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7월 22일 질문:

하지부종이 있어서 써클OO 22 복용 중. 오늘 3일

째인데 엄청 부어서 신발을 못 신고 슬리퍼 신을 

정도입니다. 더 강하게 먹어야 하는지요?

9월 5일 질문:

신장 투석 중인 가족입니다.

안티OOO 써클OO 2회씩 2주째 복용 중인데 소변

량이 10ml 정도로 줄더니 아예 안 나오고 부종이 

심하다고 합니다. 투약을 중단할까요?

림프순환은 림프관을 통해 나온 조직액이 정맥

에서 혈액과 합쳐지는 것이다. 조직에 쌓여 있던 

노폐물, 독성물질 등이 조직액과 함께 혈액에 섞여

서 간과 신장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서 - 천기누설책 중 - 순환이 일시 정체

(간기울혈)되면, 

1. 전신의 심한 가려움 증상이 생기거나

2. 비, 위장의 순환까지 안 되면서 소화 장애로 이어

지거나(비장 순환, 위 정맥 순환장애)

3. 문맥순환이 위에서 신장까지 연결되어 있으므로 

얼굴, 발, 다리가 붓거나 소변이 나오지 않거나 소

변의 양이 줄 수도 있게 됨.

이 순환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면 연결된 다른 기관의 기능들까지 덩달아 저

하될 수 있게 되므로 문맥순환의 막힌 걸 풀어서 

신수가 열릴 때까지(중초에서 신장까지 로가 놓

일 때까지) 비교적 명현이 적은 써클OO의 용량을 

늘려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런 종류의 명현 반응에 해 고민하고 생각하던 

바가 있다면 더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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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침수(국지성 호우)’를 가지고 이야기해

요. 병목현상도 국지성 호우로 인한 일시적 

침수 상태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빠져나간다

고. 

근본 책은 도로 폭을 넓히고 하수구 폭을 

넓히고 해야 한다고~(림프순환촉진)(9월 6일 

오전 10:32)

② 신OO 약사

신투석 중인 가족은 얼마 기간 드셨어요? 크레

아티닌 칼륨 등 수치에 향이 없으신지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자꾸 올라가는 환자 때문

에 좋은 방법 있으시면 부탁드려요.(9월 6일 

오후 1:00)

③ 하OO 약사

신OO 약사

https://band.us/band/62655371/post/7792

약사님, 9월 5일 최 약사님의 #질의응답 로 

가서 문의해보세요.^^(9월 6일 오후 1:36)

④ 류형준 약사 

신OO 약사 신투석 환자에게 신장이 좋아지는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좋은 목표가 아닙니

다. 사실 신투석을 하시는 분은 신장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이뇨호

르몬의 지속적인 과잉 분비에서 비롯되었다

고 생각됩니다.

뇌에서부터 시작된 증상이니 쉽지 않은 증상

입니다. 단지 몸의 다른 부분이 좋아지는 개선

을 목표로 하신다면 그건 가능한 이야기입니

다.

만약 필요하시면 제게 머리카락을 보내주세

요. 확인하고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9월 7일 오전 12:19)

① 박OO 약사

저도 안티OOO+써클OO 복용할 때 2포 동시

에 안 먹어요. 목구멍에 걸려서 캑캑하거든요. 

1포씩 천천히 복용하면 4포도 거뜬합니다. 위

의 표현 로 30분 후라도 문제없을 듯하군

요.(9월 6일 오전 11:53)

② 류형준 약사 

앞으로 시럽이 나오면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개봉박두!

감사합니다(9월 7일 오전 12:06)

③ 여OO 약사

답변 감사드려요~ 빨리 시럽이 나와야할 것 

같아요. 기 합니다.(9월 7일 오전 9:29)

④ 류형준 약사 

개봉박두!!!(9월 8일 오후 6:33)

2018년 9월 6일 오전 9:49 

여OO 약사 

#질의응답

명현 현상으로 써클OO의 양을 늘릴 때 안티OOO

써클OO 한 포씩 먼저 섭취하고 30분 후쯤 써클OO

한포를 섭취하라고 하는 방법은 안 되는 것인지 여

쭙니다.

안티OOO 써클OO 22로 쓸 때도 먼저 11 섭취하고 

약간 기간을 두고 다시 11 섭취하는 방법은 어떤지

요? 한꺼번에 3포~4포 먹는 걸 힘들어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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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OO 약사

써클OO와 안티OOO 222를 투약하면 됩니다. 

많이 걱정되시겠습니다. 빨리 치료와 회복을 

기도드릴게요~~~(9월 6일 오후 4:56)

② 조OO 약사

최OO 약사 감사합니다~~(9월 6일 오후 9:01)

③ 류형준 약사 

최OO 약사님 의견도 정답입니다.

저라면 안티OOO 111 써클OO 333으로 진행

해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오후 2:02)

④ 조OO 약사

류형준 약사 고맙습니다.(오후 6:53)

① 최OO 약사

줄이지 말고 쓰셔요.(9월 7일 오후 6:22)

② 류형준 약사 

암 병력이 있는 분은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가 기본 용량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8일 오후 5:59)

2018년 9월 6일 오후 4:34 

조OO 약사 

#질의응답

군에 간 아들이 어제저녁 관물  모서리에 긁혀서 

오른쪽 둘째 손가락 피부가 찢기고 출혈. 뼈 인  

신경이 손상되어 오늘 새벽 3시에 수도 통합병원에

서 봉합 수술을 받고 인 하고 신OO 약사 연결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회복될 텐데 혈관이 반듯

하게 잘린 게 아니고 지저분하게 으깨진 상태라 연

결을 하긴 했지만 혈액 순환이 잘 돼서 피부가 살아

날 확률이 반반이라며 2주간 경과를 지켜보고 만족

스럽지 못하면 다른 부위 피부를 이식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현재 투약 중인 약물은 항생제와 

알프로스타딜제를 정맥 주사 중이며 적외선 조사 하

고 있습니다. 약간의 통증과 부종 증세가 있어서 우

선은 생각나는 게 써클OO 1일 6포 복용시키려고 하

는데 이럴 때 도움이 될 만한 다른 방법이나  양소 

등이 있는지 여러 고수 약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

다. 안티OOO와 함께 투약하는 게 더 나을까요?

2018년 9월 7일 오후 5:07 

김OO 약사 

#질의응답

만 61세, 여.(150cm  60kg)

현재 복용 중인 약은 없고 손 관절 부위 치료차 외과 

방문. 10여 년 전 유방암(0기에서 1기로 진행 중 

제거) 수술. 다른 병원에서는 재진 후 주위 조직 

검사 상으로는 암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셨답니다. 

과거 자궁 혹 제거 수술도 하신 분입니다. 

일단은 몸속에 노폐물이나 염증이 다른 분들보다 

많을 듯해서 안티OOO 111에 써클OO 222 복용하도

록 하 습니다. 이런 경우는 써클OO의 용량을 줄

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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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송광륜 (주)예스킨

써클OO과 안티OOO는 HACCP 인증을 받은 

위생적인 생약 전문 제조 시설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에 표시된 것과 같이 천연

물 원재료와 추출물을 수입하여 제조하고 있

습니다. 그중 한약재로도 쓰이는 천궁, 지각, 

해동피, 의이인은 국내 유통되는 원물 그 로 

세척 후 건조, 분쇄하여 소환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추출물은 식약청의 검역을 받은 추

출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소환을 만들기 위한 

별도의 첨가제는 절  쓰지 않습니다.(9월 12

일 오전 9:40)

② 송광륜 (주)예스킨

해외에서 수입되는 원재료도 식품 원료로 인

정된 품목으로 자가 제조용으로 엄격한 검역 

절차를 받고 수입되는 재료들입니다.(9월 12

일 오전 9:46)

③ 박OO 약사

환자가 약국장님 모르게 복용하는 약이 있을 

수 있지요. 꼬치꼬치 물어보셔야 해요. 말 안 

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마약은 아니지만, 써클

OO 안티OOO 먹기 전에 로아큐탄을 먹었던

지? 몸 안에서 한 달 이상 축적되는 약들도 

있으니까요.(9월 12일 오전 11:32)

④ 류형준 약사 

아직 마약을 써 본 적도 없고 사용의 필요성을 

느낀 적도 없습니다. 이미 원재료는 엄격한 

검역 절차를 거쳐 수입되고 있습니다.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니 그에 자세하고 정

확한 소식과 이후 마무리되는 사항까지 정확

하게 알려주세요. 이러한 질문은 많은 오해를 

낳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9월 12일 오후 12:40)

⑤ 한OO 약사

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경과보고까지 꼭 하겠습니다.(9월 13일 

오전 8:36) 

2018년 9월 12일 오전 9:26 

한OO 약사 

#질의응답

20  중반, 여.(병원 간호사) 

병원 간호사 따님으로 삼성 병원에서 실습하기 위

해 혈액 검사했더니 마약 양성 반응이 약하게 나왔

다고 합니다. 먹는 약은 여드름 치료를 위한 써클

OO와 안티OOO 뿐인데. 혹시 써클OO와 안티OOO 

성분 중에 마약 양성 반응 나올만한 성분이 있을까

요? 급하게 여쭤봅니다.

2018년 9월 18일 오전 10:43 

이OO 약사 

#질의응답

노 0, 56세, 여.

고혈압, 허리 통증, 다리 저림, 갱년기 증상.

워낙에 몸 관리 잘하고 몸에 좋은 것은 잘 챙겨 드시

는 분. 작년 12월부터 안티OOO 써클OO 11 정량으

로 8개월 드심. 복용하면서 몸 아프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고 올해 초 독감 유행했을 때도 독감 걸린 

손자 돌봤는데도 무탈했다고. 안티OOO 써클OO 

덕분인 것 같다고 고마워하셨음. 8월에는 써클OO

만 가져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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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저도 8개월 차 되어 가는데 안티OOO를 계속 

먹을지 끊을지 고민됩니다.(9월 18일 오후 

12:36)

② 박OO 약사

사람마다 면역이 돌아오는 기간이 똑같을 순 

없겠죠? 기본이 6개월이지만 사람에 따라 8개

월, 12개월도 있지 않을까요? 환자분들의 생

활 습관과 음식 습관 운동 습관 등등의 향으

로 설혹 조금 더 복용했다고 해서 스타틴처럼 

횡문근, 융해증 같은 부작용은 없겠죠?

(9월 18일 오후 3:02)

③ 최OO 약사

저는 안티OOO와 써클OO는 1년 지나도 계속 

복용하고 있어요. 지금 나이에 건강해지는데 

계속 먹어야지요.(9월 18일 오후 3:04 )

④ 류형준 약사 

원칙적으로는 안티OOO의 복용은 6~8개월

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초기 질병

의 정도, 면역 상태, 환경, 스트레스, 운동 부

족, 추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전 11:08)

그런데 이번 9월에는 너무 힘들고 해서 다시 안티

OOO도 복용해야겠다고 가져갔는데 이렇게 안티

OOO 써클OO로 계속 복용해도 좋은지요?

2018년 9월 18일 오전 10:43 

류형준 약사

#질의응답

질의응답에 올라 온 질문인데 앞으로도 많이 올라

올 질문으로 생각해서 따로 답변을 합니다.

노 0, 56세, 여.

고혈압, 허리 통증, 다리 저림, 갱년기 증상.

워낙에 몸 관리 잘하고 몸에 좋은 것은 잘 챙겨 드시

는 분. 작년 12월부터 안티OOO 써클OO 11 정량으

로 8개월 드심. 복용하면서 몸 아프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고 올해 초 독감 유행했을 때도 독감 걸린 

손자 돌봤는데도 무탈했다고. 안티OOO 써클OO 

덕분인 것 같다고 고마워하셨음. 8월에는 써클OO

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에는 너무 힘들고 해서 다시 안티

OOO도 복용해야겠다고 가져갔는데 이렇게 안티

OOO 써클OO로 계속 복용해도 좋은지요?

답변:

본래 안티OOO의 복용 기간은 6개월을 예정합니

다. 이는 정상적인 면역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병소

의 염증이 단단하게 뭉쳐있지 않을 경우입니다. 하

지만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

는 것이 힘들어서 복용 기간을 6~8개월로 예정한 

것입니다. 면역 기능이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면 6개월로 마무리되겠지만 기복이 있다면 기복이 

있는 만큼 기간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한

정 늘려서 이야기할 수 없기에 6-8개월이라고 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더욱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찬 것, 추위, 매운 것, 튀김류를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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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OO 약사

우리 생활이 세균과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있

으므로 면역성도 약해져 있어서 모든 염증도 

없애는데 안티OOO와 림프순환은 모든 병의 

원인이므로 저는 계속 복용해서 건강해지니

까 계속 안티OOO와 써클OO 1년 이상 101 

복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복용해서 나쁘지는 

않겠지요?(9월 20일 오전 4:04)

② 류형준 약사 

최OO 약사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안티OOO는 

일정 기간 동안 써클OO는 평생 먹는 것을 권

합니다. 그리고 염증이 생기면 짧은 기간 안티

OOO를 먹는 것입니다. 신 바이러스를 박멸

할 때 확실히 없애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전 6:41)

① 이OO 약사

개인톡 남겼답니다.(9월 21일 오후 3:36)

② 류형준 약사 

안티OOO 써클OO를 111로 하루 먹고 나타난 

편도선염 증상을 안티OOO 써클OO 때문이

다, 아니다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평소 감기가 오면 목부터 시작한다고 하니 목

에 바이러스는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염증 부위가 단단히 뭉쳐있으면 염증의 중심

으로 안티OOO의 유효 성분이 정상적으로 들어가

지 못할 것입니다. 겉에서부터 차근차근 바이러스

를 없애다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

다. 이럴 경우에는 초기 용량을 과감하게 늘려 단단

하게 뭉친 염증을 풀어서 유효 성분의 흡수를 촉진

하여 처음부터 같이 바이러스를 없애야만 지정한 

시간 내에 바이러스 퇴치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증상이나 견고하게 굳어있는 염증이 있는 

경우 초기 용량을 늘려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염증 부위가 많은데 안티OOO의 용량

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세균의 

경우에도 감염 정도가 심하면 항생제의 종류나 사

용량도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바이러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증 부위가 많다는 것은 염증에 

작용해야 할 유효 성분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

다. 염증은 이곳저곳 많이 쌓여있는데 용량은 최소 

유지량 만을 먹어서 염증을 다루기에는 많은 한계

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초기 용량을 확실히 

하여 염증을 어느 정도 진정시켜야 합니다.

결론은 안티OOO의 복용 기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늘어날 수 있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21일 오전 11:13 

임OO 약사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약사 본인입니다.

일단 제가 먹어 봐야 할 것 같아 어제부터 복용 시작

하 습니다. 안티OOO 써클OO 각 111로 하루 복용

했는데 편도염 증상이 나타납니다. 감기가 오면 항

상 목부터 시작하고 기본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 

약을 복용 중입니다. 경옥고를 함께 복용하고 있는

데 경옥고 복용으로 피로 등의 증상이 많이 개선된 

상태입니다. 시즌이니만큼 감기가 올 상태 던 건

지 하루 먹고 나서 이러니 약 때문에 그런 건지 헷갈

립니다. 혹시 안티OOO나 써클OO 용량을 올리는 

게 나을지요? 너무 사소하긴 한데 모레부터 설악산 

등반이 예정되어 있어 걱정되어 글 올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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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는 용량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을 갖고 기다려 보세요.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전 6:45)

① 류형준 약사 

지난번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꿀 알레르기가 있는 것은 꿀에 있는 식물의 

특정 성분에 반응하는 것인데 이는 꿀의 기원 

식물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저라면 한 포나 

하루 치 정도에서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나

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전 6:48)

① 송광륜 (주)예스킨

류형준 약사에게 전화 상담 바랍니다. 

010-5337-0016.(9월 28일 오전 10:55)

② 류형준 약사 

손발이 차고 상열감이 있습니다. 한방에서 말

하는 전형적인 상열하냉 증상입니다.

현  의학에서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부

신수질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의 과도한 분비로 

인해 생긴 증상입니다. 

하냉은 보통 횡격막을 중심으로 밑은 차고 위

는 열감이 있습니다. 하냉이면 냉한 부위의 

기능은 저하될 것이고 면역력은 떨어집니다.

상열이 있으면 염증이 심해지니 상열감, 비염, 

탈모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일으켰을까

요? 전화로 확인해보니 찬 것, 매운 것이었습

니다. 찬 것과 매운 것을 일정 기간 반드시 

피하고 순환시키고 바이러스를 없애면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의 길을 찾아갑니다.

2018년 9월 23일 오후 3:48 

좌OO 약사 

#질의응답

꿀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안티OOO 어떻게 하나

요?

2018년 9월 28일 오전 9:27

하OO 약사 

#질의응답

만 15세, 여. 

안녕하세요. 친구 약사 소개로 가입 후 처음 인사드

립니다. 제 딸이 3년 전 초경 후 규칙적이던 생리가 

올해 들어 주기도 짧아지고(21일 전후) 양도 적아지

고 생리통이 생겨 검사를 해보니 일반 청소년보다 

난소 기능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해 추가 혈액 

검사 결과 기다리는 중입니다. 산부인과 선생님이 

조기 폐경 가능성을 이야기하셔서 걱정 중이랍니

다.  

원래 스트레스가 많고 손발이 아주 차갑습니다.  

뭔가에 집중 시 얼굴로 열이 올라오는 것 같다는 

말도 자주 합니다. 특히 꽃가루 날리는 봄에 알레르

기 증상이 심합니다. 아침마다 위 불편함을 호소하

며 아침 먹는 걸 힘들어하고 가끔 위통도 호소합니

다. 근래엔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자주 목이 아프

고 기침이 잘 낫질 않습니다. 한약을 몇 달 복용해

봤는데 효과를 보진 못했답니다. 써클OO와 안티

OOO를 먹여볼까 하는데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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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9월 28일 오후 7:07)

① 박OO 약사

저의 짧은 소견은 부종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서

1. 혈장 단백질 농도 감소-교질삼투압 감소-

(즉 단백질 양 부족증)

2. 모세혈관 투과도 증가

3. 정맥 혈액 저류

4. 림프관 차단(수술) (열 지방-필라리아사

상충) 등등

위의 환자분은 폐 질환이 있어서겠죠?

일단은 림프순환이 일 순위가 아닐까요? (식

사도 매우 중요)

써클OO 111 → 222 (환자 상태를 보시면서) 

→ 써클OO 222 안티OOO 111 해보고 싶습니

다만 임종이 가까우신 분은 보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9월 28일 오후 5:01)

② 임OO 약사

걸어서 병원에도 다닐 정도는 되고요, 안티

OOO 1포+청상보하환+기침 알약 3일 복용으

로 기침에 효과가 있는 정도의 상태입니다.(9

월 28일 오후 5:47)

③ 박OO 약사

임OO 약사 폐에 물을 제거하는 게 숨참과 기

침에 더 우선일 텐데요? 써클OO 222 (필요하

면 333도) 추가하심이 좋지 않을까요? 

청상보하환이 기관지 기침에 명약이긴 합니

다만, 맥문동 천문동 숙지황 등의 보음제가 

조금 걸립니다.(9월 28일 오후 6:08)

④ 임OO 약사

잘 알겠습니다.(9월 28일 오후 6:46)

⑤ 류형준 약사 

저 역시 박OO 약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원인이야 어떻든지 물이 차는 것을 빼는 것은 

림프순환촉진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28일 오후 7:00)

⑥ 임OO 약사

감사합니다.(9월 28일 오후 7:13)

2018년 9월 28일 오후 1:25 

임OO 약사 

#질의응답 

79세, 남. 

혈압약 복용. 

폐에 물이 차서 호흡곤란 심함.( 학 병원 진단) 식

사를 잘 못함. 이런 상태가 오래 됐음. 처방을 어떻

게 해야 합니까?

2018년 9월 29일 오전 9:57 

김OO 약사 

#질의응답 

68세, 여.(어머니) 

족저근막염이 와서 걷기가 너무 불편하신가 봐요.

몇 년 전부터 다리가 시리다 그러셔서 혈액 순환제,  

미네랄 제제, 관절 양제, 콜라겐 등등. 다 챙겨 

드렸거든요. 병원도 다니고 한의원도 다니고 그래

도 요즘엔 도통 걷기가 힘드시고 발 시리다고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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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써클OO과 안티OOO의 용량은 어떻게 먹었는

지 알려주세요. 어머니라면 초기 용량을 안티

OO 111과 써클OO 222로 드시게 하세요.

자기 전 각탕법은 필수입니다.

아직은 보급 전이라 없습니다.

감사합니다.(9월 30일 오전 12:07)

양말을 신고 있습니다.

제가 써클OO를 얼마 전에 알게 되어 지난주부터 

써클OO랑 안티OOO플러스를 드시고 계십니다. 아

직 별다른 차도는 없는 상황이고요. 글을 보다 보니 

예스킨에서 하는 림프 패치, 림프 마사지 요법 등이 

있는 거 같은데 혹시 부산이나 경남에서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요?

2018년 9월 29일 오전 10:44 

박OO 약사 

#질의응답 

43세, 여.

원래 건강하고 비염이 조금 있는 정도 고 첫째 임

신은 자연스럽게 잘 됐는데 3~4년 전 둘째가지려

고 시술하다가 몸은 안 좋아지고 임신은 안 되고 

포기. 그 후로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자주 붓고 

컨디션 난조. 매일매일 너무 피곤하고 환절기마다 

감기 편도 심각한 비염으로 고생. 갑상선 문제 있

음. 병원 약은 감기약 정도로 먹으면 붓고 몸이 너

무 안 좋아지는 걸 느낀다고 함.

8월말 안티OOO 111 써클OO 222 시작.

일주일 후 명현 심해 안티OOO 111 써클OO 333으

로 한 달째 복용 중. 333으로 늘리고 어지럼증 너무 

심해져서 조혈제 추가하고 괜찮아짐.

복용 이틀부터 명현으로 멍하고 머리 회로가 정지

되고 인지 능력이 떨어진 느낌. 일주일 후 괜찮아

짐. 복용 5일 후 약간 아팠던 오른쪽 어깨가 엄청나

게 아파짐. 써클OO 333으로 늘리고 좀 잡힘. 지금

은 오른쪽은 조금만 아픈데 왼쪽으로 통증 약하게 

옮겨감. 일주일 후 코 주위가 붓고 뾰루지 나고 비

염 심해짐. 한 달 후, 코 붓기 뾰루지 가라앉았으나 

완전히 좋아지진 않고 약 없이 안티OOO 써클OO

로만 비염 버티는 정도 가능. 작년과 비교하면 좋아 

진 거라 함.

복용 후 처음 생리할 때 덩어리가 나옴. 3주 후 생리 

전부터 시작해 생리 셋째 날까지 자궁 쪽이 아주 

아프고 생리가 끝난 지금도 계속 좀 아픈 상태. 이 

무렵부터 코에는 뾰루지가 가라앉고 턱 쪽으로 큰 

뾰루지 올라와 있는 중.

환절기에 몸살 한 번씩 심하게 하는데 이번 추석에

도 큰 몸살 겪음. 작년보다는 안티OOO 써클OO로

만 버티면서 아픈 기간은 줄어든 느낌. 그럴 때 당 

수치도 올라가면서 거품 소변이 나오는 데 이번에

는 거품 소변은 안 나옴.

붓기는 주기적으로 훅 빠졌다가 다시 훅 부었다가 

반복하는 중.

제일 좋은 건 하루 두세 번 까지도 변이 시원하고 

매끄럽게 잘 나오고 속이 편하다고 하십니다.

안티OOO 복용 후 잠을 자도 잔 거 같지 않다. 아직

도 명현 증상이 계속되는 중인데. 요소요소 따져보

면 좋아지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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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명현 반응은 맞는데 안티OOO 111 써클OO 

333으로도 명현 반응이 견디기 힘들면 안티

OOO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명현 반응이 줄어들면 다시 안티OOO를 

같은 용량으로 병용하세요.

감사합니다.(9월 30일 오전 12:13)

① 류형준 약사 

찬 것, 추위, 매운 것, 튀김류가 치유의 가장 

큰 적입니다. 특히 비염은 조건이 맞으면 쉽게 

낫지만 안 맞으면 쉽게 악화됩니다.

증상이 악화되고 개선되지 않는 것은 찬 것, 

매운 것, 추위, 튀김류 등의 환경의 향입니

다.

복용량을 늘려서 개선하겠다는 것은 하수입

기존 설명을 해놔서 빠져나갈 노폐물이 너무 많다

는 걸 본인도 알고 인정하고. 그들이 간으로 모여 

간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 알겠는데. 본인 간이 

버티지 못하는 거 같다고 너무 피곤하고 붓는 것도 

반복되니 힘들다 하네요.

따뜻한 물에 샤워, 각탕법, 레몬차도 마셔봤지만 너

무 힘들어서 민들레즙이 간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마

셨더니 그나마 조금 덜 하긴 하지만 너무 힘들다 

하네요. 림프 마사지까지도 따로 받고 있으시고요.

본인도 안 좋은 게 나가는 걸 알고 일부 좋아지는 

게 보이니 버텨 보려 하는 중이긴 한데 기간이 길어

지고 당장 몸이 천근만근이니까 답답해하시네요.

제가 봤을 때도 지금 간이 힘들어하는 증상들이 많

이 보이는 거 같아요.

환자분은 많이 노력하고 있으신데 제가 여기서 더 

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정말 나가야 할 노폐

물이 너무 많아서 계속 이러신 걸까요?

일단 용법은 안티OOO 111 써클OO 333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써클OO 222로 이삼일 줄 더니 

더 붓는 게 보여서 바로 333으로 돌아갔다 하시더

라고요.

2018년 10월 10일 오후 2:06 

채OO 약사 

#질의응답 

12세, 여. 

딸이 어릴 때부터 비염이 있었어요. 좋아졌다 나빠

졌다 하다가 고양이를 키우면서 털 알레르기로 최

근 1년 정도는 더 심해졌어요.

6월말부터 안티OOO 써클OO 101로 하루에 두 번 

먹었는데 거의 증상이 없어질 정도로 좋아졌어요.

그래도 꾸준히 먹는 데 한 달 전부터 다시 비염 증상

이 시작되어 안티OOO 2 써클OO 1 이렇게 한 달 

정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별 차도가 없이 증상이 

계속됩니다. 아이가 몸에 열이 많아서 차가운 것을 

계속 찾아요. 안 된다 해도 몰래 먹어서 이 부분은 

고치기가 참 어렵네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티OOO 용량을 계속 늘린 채로 좀 더 먹여볼까

요? 일단 6개월은 지켜볼 생각인데 용량 조절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상 심할 때 갈근탕이나 갈천

신과 같이 먹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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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찬 것부터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10월 10일 오후 8:03)

① 김OO 약사

안티OOO는 왜 적용을 안 하나요?(10월 10일 

오후 7:43)

② 류형준 약사 

이런 환자라면 안티OOO 써클OO를 먹기 전 

증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안티OOO는 빼고 써클

OO만 복용한 이유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바로 위의 강OO 약사님 체험사례를 읽으면 

정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10월 10일 오후 8:05)

③ 임OO 약사

안티OOO를 함께 복용하면 튀어나온 관절이 

들어갈까요?(10월 10일 오후 8:06)

④ 류형준 약사 

당연히 들어갑니다. 마침 바로 다음 체험사례

에서 정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10월 10일 오후 8:32)

2018년 10월 10일 오후 2:41 

임OO 약사 

#질의응답

59세, 여. 

써클OO 3개월째 복용 중. 

복용 중간마다 명현 반응 나타남. 전신 통,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데 목 부위가 튀어나왔다가 다

시 들어감. 이번에는 손가락마다 관절 부분이 튀어

나와서 통증이 있다가 통증은 사라졌는데 관절 부

분이 그 로 튀어나와 있는데 계속 써클OO를 복용

해야 하는지요.

2018년 10월 11일 오후 5:53 

이OO 약사

#질의응답 

83세, 남.



00252  A BOOK OF EXPERIENCES

① 류형준 약사 

엄 히 말하면 파킨슨과 치매는 안티OOO와 

써클OO의 적응증 밖에 있는 병입니다.

어딘가에 안티OOO와 써클OO는 약국에 오시

는 경질환자 중 하위 80%를 확실하게 치유하

도록 돕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파킨슨과 치매는 신경계 질환이므로 경질환

의 하위 80%의 병이 아니라 질병 전체 중에서 

상위 20%의 병입니다.

먼저 머리카락을 잘라서 예스킨으로 보내시

면 가능성은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적절

한 처방을 찾아서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10월 11일 오후 5:57)

② 이OO 약사

네, 감사합니다.(10월 11일 오후 6:04)

① 류형준 약사 

안구진탕증은 확인을 해 봐야 할 증상입니다.

예스킨 주소로 머리카락을 보내주시면 확인

하고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10월 12일 오후 3:16)

② 최OO 약사

네 보내라 하겠습니다. 치료 가능한 범위이길 

기원합니다.^^(10월 12일 오후 10:37)

③ 최OO 약사

류형준 약사 어제 머리카락 보냈답니다. 발신

자는 최OO으로 봉투엔 황OO, 황OO가 환자

입니다.(10월 16일 오전 7:21)

파킨슨과 치매로 10년째 병원 약 복용 중입니다. 

현재 안티OOO 1 써클OO 2 하루 3번 4개월 복용 

중입니다. 특별한 변화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티

OOO 중단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할까요?

2018년 10월 11일 오후 11:27 

최OO 약사 

#질의응답 

8살, 남.(28kg)

태어나면서부터 동공이 좌우로 움직여서 MRI 촬

까지 했는데 뇌 이상은 없다 하면서 안구 진탕증이

라 했답니다. 지금은 시력까지 나빠져서 안경 착용

하고 사물 초점이 안 맞춰지니까 사물을 볼 때는 

고개를 한쪽으로 치우쳐서 본답니다. 다른 건 다 

건강하답니다. 혹시 안티OOO 써클OO로 가능할까

요?

2018년 10월 15일 오후 1:58 

황OO 약사 

#질의응답 

30세, 여. 

손발이 차고 추위를 심하게 타며(10월부터는 보일

러를 켜야 잠을 잘 수 있을 정도) 입술에 헤르페스

가 자주 나타납니다.

써클OO과 안티OOO 각각 하루에 세포씩 먹게 했

는데 보름에서 20일? 정도 복용하고부터 자꾸 몸

살처럼 아프고 피곤하며 자고 나도 개운치 않고

양쪽 눈에 번갈아 다래끼가 나고 있다고 호소합니

다. 계속 복용을 권해놓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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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써클OO과 안티OOO 각각 하루에 세포씩 복

용한 기간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제품을 복용해도『생활요법』을 지키지 않으

면, 무용지물이 될 때가 더러 있답니다.

즉 찬 것, 날것, 매운 것, 튀김류도 기본이지만

신경 쓰고, 피로하고, 밤샘하면 몸이 뒤죽박죽

되기도 하지요.(10월 15일 오후 2:23)

② 박OO 약사

몸살 난 것처럼 아프다는 사람은 종종 있습니

다.(10월 15일 오후 3:08)

③ 황OO 약사

보름에서 이십일 정도? 먹고 난 후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식사는 건강식으로 조심해서 잘

하고 있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그건 전부

터 그랬다고 합니다.(10월 15일 오후 3:27)

④ 박OO 약사

황OO 약사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그건 

전부터 그랬다고 하더라도 일의 강도에 따라 

음주나 기타 또 다른 원인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혹시 명현이라면 좀 기다려 

보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여지는군요.(10월 

15일 오후 6:34)

⑤ 류형준 약사 

문자로 상담이 와서 초기에는 써클OO 333 

안티OOO 111로 냉증이 사라질 때까지 먹고 

나서 써클OO 222 안티OOO 111로 1~2개월, 

써클OO 111과 안티OOO 111로 2개월, 안티

OOO 101 써클OO 101로 4개월 복용하라고 

상담했습니다.

감사합니다.(10월 16일 오후 8:26)

⑥ 황OO 약사

감사합니다~~^^(10월 18일 오전 11:17)

2018년 10월 19일 오후 4:33 

류형준 약사

#질의응답

양OO 약사, OOOOO약국

표님 질문 있습니다.

여기 제품은 혹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으로 유통

되지는 않겠죠?? 요새 한약국도 약국으로 표시하

면서 외관상 구분은 안 되고 난매도 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으로는 확인이 안 돼서 

뉴트리피마 아셀치온이 그쪽에서 사용된 거 같더

라고요. 여기도 가입이 생각보다 쉬워서 혹시나 하

고 여쭈어봅니다. 사업자 등록증만 봐서는 확인이 

안 된다고 해서요.

이름도 한약국이 아니고 약국으로 표기된 곳도 많

고 일반 의약품 판매도 현 상황에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무 약사 고용 시 조제도 기능하고요. 면

허번호 자릿수가 달라서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

서는 면허 번호를 확인하시지 않았던 거 같아서요. 

면허증에서 약사법 4호로 기재된 면허가 한약사 면

허이고요. 

답변:

많이 고민한 문제인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는 통합 약사를 찬성하는 약사입니다. 약사

와 한약사가 갈라져서 서로 업권 투쟁을 하다 보면 

예전 한약 분쟁 때 한의사들이 내세웠던 ‘약은 약사

에게 한약은 한의사에게’라는 구호가 재등장하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한약사가 몇 명 되지 

않을 때 빨리 한약사와 통합해서 약권을 단단히 지

켜낼 수 있는 토 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약사와 한약사는 모두 약국을 개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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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저도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전까지는 구별해야 하지 않을까요?(10월 

21일 오후 1:08)

② 류형준 약사 

김OO 약사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도 

일반 의약품의 경우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단

지 전문 의약품에서 있어서 제한이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약사가 

하는 약국이기에 구별해야 한다는 명분이 약

합니다.

사실 한약국에 안티OOO와 써클OO를 공급하

면 안티OOO와 써클OO의 판매량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것은 예스킨의 이익

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선까지를 명분으로 

정하느냐입니다. 기존 약사님의 입장이냐 법

률이 정하는 약국의 입장이냐입니다. 약사님

에게도 이해되고 약국의 입장에서도 이해되

는 선을 찾는 것이 숙제입니다.

감사합니다.(10월 22일 오전 9:22)

③ 이OO 약사

통합해서 약사회 산하 한약사회를 넣어도 좋

고, 포용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10월 27

일 오후 6:00)

있고 의약품은 개설자가 약사이든 한약사이든 약

국에서는 모두 판매가 가능합니다. 약사의 입장에

서야 약사는 지금처럼 모두 판매할 수 있고 한약사

는 한약만 판매하는 것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

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미 생겨서 자리 잡은 법

이 약사만을 위해서 일방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것

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한약 교육과정이 없는 약사들에게 한약

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청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

니다. 그래서 찾은 안이 빨리 한약사의 숫자가 

적을 때 통합 약사를 추진해서 약사는 하나다, 라는 

구호 아래 힘을 합쳐서 약권을 수호하고 넓혀나가

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제와 어제 한약사분들이 밴드에 가입할 수 있는

지, 거래는 가능한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

의 기본적인 생각은 약국 전용제품으로 안티OOO

와 써클OO를 키워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한

약사에게 밴드 가입을 허용할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안티OOO와 써클OO의 공급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고 아직 결정하지 못해서 망설이고 있

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결정하도

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 올리신 양지현 약사님

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서 결정하지는 않을 것입니

다. 한약사가 하는 약국이 많지도 않고 따라서 주문

량도 적을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예스킨에 이익되는가가 아니라 앞으로 

의가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고 의에 따라 결정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21일 오전 9:57 

최OO 약사 

#질의응답 

광주광역시 전남  근처 써클OO 취급하는 약국 혹

시 계신가요?

친구가 이석증 재발해서 처방약 복용 중인데 온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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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송광륜 (주)예스킨

예스킨 고객 상담팀에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

립니다. 032-873-0016(10월 21일 오후 

12:09)

② 최OO 약사

아, 네^^ 일요일은 근무 안 하시죠?(10월 21일 

오후 1:16)

③ 송광륜 (주)예스킨

네, 주 5일제로 근무합니다. 

월요일 032-873-0016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류형준 약사 

사실 이런 질문이 제일 싫어요.

앞뒤 설명 모두 자르고 딱 한 설명만 하면 점쟁

이도 아닌 제가 무엇을 알려드릴 수 있나요? 

치유의 길은 한 가지 증상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몸에 작용하여 한꺼번에 좋아

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굳이 설명하자면 심하면 써클OO 333

으로 증상이 거의 덜 할 때까지. 덜 심하면 

써클OO 222, 심하지 않으면 써클OO 111로 

안티OOO 111와 먹고 경과를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10월 21일 오후 11:44)

② 이OO 약사

죄송합니다. 저도 전해들은 얘기라 직접 상담

은 못했습니다.(10월 22일 오전 6:26)

③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10월 22일 오전 8:20)

① 류형준 약사 

나쁠 것 없는 증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아프다네요. 써클OO 복용하면 괜찮을 듯싶어서요.

2018년 10월 21일 오후 4:27 

이OO 약사 

#질의응답

구안와사가 와서 얼굴 한쪽이 경직되는 경우에는 

용량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018년 10월 22일 오전 10:52 

이OO 약사 

#질의응답 

59세, 여. 

족저신경염, 녹내장, 피로, 다리 쥐 등 여러 증세가 

있지만 족저신경염을 가장 힘들어하는 분입니다. 

안티OOO 111 써클OO 222 30일 복용 중에 식후 

혈당이 갑자기 높아져서 문의합니다.

120~300까지 큰 차이도 있고 식후 1시간 후부터 

2~3시간 사이에도 편차가 크게 측정됩니다. 눈 피

로, 다리 쥐, 손가락 경직 등의 증세는 좋아지고 있

습니다. 식사 후 가만히 있으면 많이 안 오르고 운

동이나 움직이면 더 빨리, 더 많이 오른다고 합니

다. 혈당이 빨리 조절될 방법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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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10월 23일 오후 9:26)

② 이OO 약사

알겠습니다.

환자분에게 시간의 여유와 심리적 안정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10월 24일 오후 6:21

① 류형준 약사 

심하지 않으면 안티OOO 111 써클OO 111로 

1개월 이후 101로 7개월입니다.

심하면 안티OOO 111 써클OO 222로 한 달, 

이후 안티OOO 111 써클OO 111로 두 달, 안

티OOO 써클OO 101로 5개월입니다.

감사합니다.(10월 23일 오후 9:32)

① 이OO 약사

환자를 위해서라도 도전해보고 싶네

요~^^(10월 23일 오후 2:42)

② 류형준 약사 

2018년 10월 22일 오후 12:51 

변OO 약사 

#질의응답 

남자 중학생인데 평소 배가 아프다는 얘기를 달고 

사네요. 공부 스트레스 같은데 요새 여드름도 많이 

나고 어떤 조합으로 먹이면 좋을까요?

2018년 10월 23일 오후 1:43 

최OO 약사 

#질의응답 

피부가 이런 식으로 오돌토돌하게 된 지 10여 년 

가까이 되신다고 합니다. 피부 때문에 스트레스받

아 자꾸 긁어서 덧난 상처에 붙일 걸 찾으러 오셨습

니다. 농이 차올라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고 

붉은 기 없이 핏기 없는 두드러기 습니다.

혈압, 당뇨 모두 없으시고 딱히 드시는 약도 없으시

다 하는데 다만 위가 나빠 비타민C 알약으로 절  

못 드신다고 하네요. 피부가 체로 기름진 편이라 

하셨습니다.

얼마가 들더라도 꼭 치료하길 원하시는데 처음 보

는 케이스에 전혀 접근법을 알 수 없어서 여쭤봅니

다. 혹시 위와 같은 케이스를 보신 약사님 계실까

요? 안티OOO 써클OO로 케어 가능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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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바이러스성 피부염입니다.

위도 나쁘니 처음 2달은 안티OOO 111 써클

OO 111로 도전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23일 오후 9:52)

③ 최OO 약사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10월 25일 오후 

6:04)

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와 써클OO 환제를 액상으로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먼저 효과를 유지하면서 적절한 가격과 맛을 

유지하는 세 가지의 문제를 동시에 풀이하는 

것입니다.

정로환의 경우에는 당의정과 환제의 성분도 

다릅니다.

안티OOO와 써클OO를 액상으로 바꾸는 과정

에서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성분이 있고 

함량의 조절도 있었습니다.

용도는 거의 비슷하고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

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26일 오후 6:02)

① (알 수 없음)

안녕하세요, 약사님 ^^

게시 (게시하신 )의 경우 삭제하지 않으셨

다면 남아 있습니다.(10월 26일 오후 12:56)

② 최OO 약사

(주)예스킨 찾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작성 중

이던 장문의 체험사례가 없어져서요. 찾는 방

법을 모르겠어요.(10월 26일 오후 2:16)

③ (알 수 없음)

최OO 약사 이미 게시하신 이 아니라 작성 

중이던 이었다면 저장 기간이 지나 삭제되

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을 알고 

계신 약사님께서는 답  달아주시기 바랍니

다.(10월 26일 오후 2:21)

④ 하OO 약사

최OO 약사 저장을 안 하셨으면 못 찾을 것 

같아요. 약사님의 개인 밴드를 하나 만드세요. 

거기에 수시로 기록하시고 저장 후 ‘다른 밴드

에 올리기’ 누르면 편하실 거예요.^^(10월 26

일 오후 4:34)

⑤ 최OO 약사

하OO 약사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10월 

26일 오후 5:26)

2018년 10월 24일 오전 8:32 

남OO 약사 

#질의응답 

안티OOO 써클OO 액상은 환제와 성분이 조금 다

른데 함량도 다른가요?

2018년 10월 26일 오전 11:52 

최OO 약사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혹시 글 쓰던 거 하루 지나면 없어지나

요? 어제 쓰던 글이 사라져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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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우선 찬 것, 매운 것, 추위, 튀김류를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각탕법도 물론 필수입니다.

안티OOO와 써클OO의 용량을 늘릴 수 없다

면 주변 환경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10월 26일 오후 6:51)

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 111 써클OO 111로 꾸준하게 먹게 

하세요.

감사합니다.(10월 30일 오전 4:54)

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는 모두 식품 원료로만 구성된 안전

한 제품입니다.

나이의 구분은 없지만, 굳이 선을 긋고 싶으면 

3개월 이후부터 먹게 하면 됩니다. 

단 저는 3개월 이전에도 바이러스로 확인되면 

먹게 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30일 오전 4:47)

2018년 10월 26일 오후 1:20 

이OO 약사 

#질의응답 

30  후반, 남.(체격 있음) 

병원에서 온갖 검사와 테스트 후에 담과 근막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고 온갖 병원에서 다양한 치료에

도 실패하신 분입니다. 여러 해의 통증에 지친 기미

가 역력했으며 말소리도 작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 소염제, 근이완제를 먹어야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고 수면 중에도 통증 때문에 깬답니다. 

한 달여 전부터 병원 처방 약, 마그네슘 제제, 작약 

감초탕 정제, 써클OO 222 안티OOO 111로 복용중 

인데 처방 약만 먹을 때 보다 통증이 약 15% 감소한 

후엔 계속 복용하는데 변화가 없고 여전히 처방 약 

복용이 필요할 정도의 통증이 계속된답니다.

써클OO 333 안티OOO 333(222) 로 해 보고 싶지

만 본인의 경제 사정상 부담이 되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움이 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2018년 10월 26일 오후 9:08 

정OO 약사 

#질의응답 

퇴행성관절염으로 연골이 거의 다 닳았다고 합니

다. 평소 통증은 없는데 걷거나 활동하신 날은 통증

이 있어서 진통제 복용 중이시랍니다. 

써클OO과 안티OOO 어떤 용량이 좋을까요?

2018년 10월 29일 오전 9:27 

김OO 약사 

#질의응답 

안티OOO는 몇 세부터 복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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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공지사항 읽으셔도 되고, 032-873-0016 전

화로 하셔도 됩니다.(10월 29일 오전 10:09)

② (알 수 없음)

안녕하세요. 약사님.^^

박OO 약사님께서 벌써 안내해주셨네요.

주문 방법에 한 상세 안내는 공지사항에 있

으며, 전화로 주문받고 있습니다. 

첫 주문 시, 사업자등록증 보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주문 전화 : 032-873-0016 

팩스 : 032-876-0017

감사합니다.(10월 29일 오전 10:18)

① 박OO 약사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론

위장 허약 - 식후 즉시 복용,

위장 건강 - 식사 무관으로 지도합니다.

제가 복용해 보니 식전 복용에도 문제없는데 

간혹 위가 약한 분은 속이 불편하다, 토했다는 

분도 계셔서…(10월 30일 오전 10:04)

② 류형준 약사 

물약은 아무 때나, 환제는 위장 증상이 심할 

때는 식후를 추천합니다.

흡수율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진 않

습니다.

감사합니다.(10월 30일 오후 9:23)

③ 황OO 약사

감사합니다~^^(10월 31일 오전 4:18)

① 박OO 약사

약사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혹 치유 과정 중에 저와 같은 환자를 보셨는지

요?(10월 31일 오전 10:41)

② 박OO 약사

당연히 1주일 정도 올라갔다가 차차 내려갑니

2018년 10월 29일 오전 10:03 

여OO 약사 

#질의응답  

구매하고 싶은데 방법 모르겠어요.

2018년 10월 30일 오전 7:09 

황OO 약사 

#질의응답

안티OOO와 써클OO는 식후 또는 공복 복용 시 흡

수율이 달라지는지요? 언제 복용이 나은지요?

2018년 10월 31일 오전 8:11 

박OO 약사 

#질의응답 

샘플 보내주셔서 안티OOO 써클OO 101로 5일 정

도 복용 중인데 당뇨 수치가 많이 올라가네요. 꿀이 

들어있어 올라간 거 같은데 얼마나 복용하면 내려

갈까요?

공복 혈압 120-150 

식후 2시간 150-230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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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연히 음식 요법과 운동 요법 병용하셔야

지요.(10월 31일 오전 11:20)

③ 박OO 약사

혈당강하제 복용자도 두어 달 지나면 정상 수

치 가깝게 되는 분도 많습니다. 탄수화물 적게 

먹고 운동하면 더 빨리 좋아지지요.(10월 31

일 오전 11:46)

④ 류형준 약사 

안티OOO에는 소량의 꿀이 써클OO에는 메이

플 시럽이 혈당을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라간 혈당은 써클OO 안티OOO를 그 로 

먹어도 부분 1~2주면 원래 로 내려갑니

다. 이후 더 내려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31일 오후 7:45)

① 임OO 약사

단골로 오시는 분 딸인데 도움을 주고 싶어서

요.(11월 2일 오후 6:03)

② 류형준 약사 

이런 환자는 자칫 시간을 놓치면 투석까지도 

진행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하게 신증에 안티OOO와 써클OO를 어떻

게 먹이느냐가 아니라 머리카락을 보내주시

면 정확하게 확인하고 처방을 알려드리고 싶

습니다.

안티OOO와 써클OO로 되면 약사님이 관리하

고 안티OOO와 써클OO로 안 되면 제가 관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병원에서 못 먹게 하는 의사는 약사님

의 걱정 사항이 아닙니다. 환자의 신뢰와 약사

님의 확신이 방향을 정해갑니다.

감사합니다.(11월 3일 오전 7:42)

③ 임OO 약사

연락해보고 전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11월 3일 오후 3:48)

2018년 11월 2일 오후 5:13 

임OO 약사 

#질의응답 

12살, 여.

바이러스성 IgA 신증. 3개월 됨. 아산병원 치료 중

이고 약이 안 들어 4번째 바꿨습니다. 처음엔 단백

뇨 7000 (정상 200), 지금은 3000. 사구체 기능 

문제 있다고 합니다. 혈압약 복용 중이고 얼굴이 

뚱뚱 부어있어요.

이런 경우 안티OOO 써클OO를 투여하면 효과가 

어떨까요. 병원 약이랑 같이 먹어야 할 텐데 병원에

서는 혹시 못 먹게 하지는 않을까요.

2018년 11월 3일 오후 8:00 

한OO 약사 

#질의응답 

써클OO 안티OOO 1포 한 번의 복용으로 부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지요? 명현 반응의 범위와 형태가 

사람마다 다른데, 그걸 예측할 수도 있나요?

두 가지 한 번 복용했는데 2년 전의 건파열 증상이 

양쪽 발목에 나타나 걷기가 불편한 분이 계셨습니

다. 선배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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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써클OO 1포 먹고 부반응이 난 경우가 있었는

데 그런 경우 용량을 조정하면 되는데 환자가 

거부하여 중단한 때도 있었습니다.(11월 4일 

오후 6:25)

② 류형준 약사 

1. 부반응이 아니라 명현 반응이 가능합니다.

2. 부분 써클OO는 복용 즉시부터 1~3일 안

에 나타나서 1~3일 안에 없어집니다. 안티

OOO는 복용 후 3~7일 안에 나타나서 1~3주 

안에 없어집니다. 하지만 부분 그렇다는 것

이지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상은 지금 

아픈 곳이 다 아프고 전에 아픈 곳이 다시 아프

고 앞으로 아플 곳이 미리 아프게 나타납니다. 

또 전체적으로 모두 아픈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은 개선되고 다른 부분은 악화하는 이상

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1) 천식은 좋아지는데 무릎은 덜 

아프고, 2) 얼굴 아토피는 좋아지는데 몸의 

아토피는 심해지고, 3) 혈당은 오르는데 당뇨

는 좋아지고, 4) 위장은 불편한데 피로는 풀리

고 등등.

3. 다른 증상은 없이 건파열만 있고 평소 증상

이 약하면 안티OOO 101과 써클OO 101, 증상

이 심하면 안티OOO 111과 써클OO 111로 권

하겠지만 명현 반응이 있다고 하니 써클OO의 

복용량은 두 배로 늘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11월 5일 오전 9:20)

③ 한OO 약사

류 약사님, 해석과 설명 고맙습니다. 명현 반

응이라는 게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건지 처음 

듣습니다. 이게 왜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

다. 명현 반응이 있는데 용량을 감하지 않고 

오히려 증량하는 것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체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또 궁금해집니

다.(11월 5일 오후 9:28)

④ 한OO 약사

앓고 있는(본인이 알든 모르든) 병적인 부분

이 깊거나 오래된 것이면 명현 반응이 체로 

크고 심하고 오래갑니까?(11월 5일 오후 

9:31)

⑤ 한OO 약사

모두가 바빴던 월요일의 피로감 위에 이리 또 

질문은 얹습니다. 송구합니다.(11월 5일 오후 

9:32)

⑥ 류형준 약사 

명현 반응이 생기는 이유는 천기누설 건강법 

책자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생략합니다.

책자를 참고하세요.

원리가 그러하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병적 원인과 환경적 원인이 같이 작용

하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토피의 경우 발한이 쉬운 여름에

는 명현 반응이 덜 하지만 봄가을에는 심하게 

나타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체  찾아보기(돋보기 

모양)에서 류형준 의견이나 명현 반응을 적고 

찾아보면 됩니다.(11월 6일 오전 6:03)

⑦ 한OO 약사

고맙습니다. 더 공부하고 다시 여쭙겠습니

다.(11월 6일 오후 1:59)

⑧ 한OO 약사

꾸벅~(11월 6일 오후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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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새로 나온 액상 제품으로 복용하면 문제가 없

을 것입니다.

암 환자는 기본이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입니다. 그리고 안티OOO 써클OO만으로

도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암적 증상

을 개선하는 데에는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11월 6일 오후 5:10)

① 류형준 약사 

다른 것은 함께 복용하여도 문제가 없지만 안

티OOO의 작용 기전 상 유산균 제제는 안티

OOO와 시차를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

니다.

감사합니다.(11월 6일 오후 5:07)

② 최OO 약사

안티OOO와 유산균은 왜 시간차를 두어야 하

고 같이 복용하면 효과가 저하되나요?(11월 

6일 오후 10:07)

③ 류형준 약사 

최OO 약사 안티OOO의 작용은 항바이러스와 

항균작용이 있습니다. 유산균 제제와 함께 복

용할 경우 유산균의 생존율이 내려갈까 걱정

되어서 시간 간격을 두고 먹으라고 하는 것입

니다. 감사합니다.(11월 7일 오후 1:00)

2018년 11월 6일 오후 4:00 

김OO 약사 

#질의응답

60  후반, 여. (154cm 40kg, 왜소)

2001년에 비강암. 임파선 전이 40여 회 방사선 후

유증으로 갑상선 녹아서 없어지고 말씀이 어눌하

십니다. 음식 섭취를 어려워하십니다. 식도, 위는 

이상 없습니다. 폐렴으로 자주 입원하시고 본인 말

씀으로는 음식 먹을 때 잘못으로 폐렴이 자주 온다

네요. 병원에서는 자주 폐렴이 오니 호스 삽입을 

권하고 있답니다. 폐렴을 제일 걱정하십니다. 입원

한 7, 8, 9월에는 병원에서 일체 다른 것 복용을 

금지했고 또한 통상적으로 복용하는 모든 약의 용

량을 줄여서 복용하셨다는데 써클OO 안티OOO의 

용량을 어떻게 권해드려야 할지요.

안티OOO 111  써클OO 222로 권해야 할까요?

다른 곳에서 추천받아 예전에 안티OOO랑 써클OO

을 복용하신 경험이 있으신데 그때는 반포씩 드셨

다네요.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건 써클OO랑 안티

OOO는 삼키는 게 가능해서 조금씩 드실 수 있다고 

하네요.)

2018년 11월 6일 오후 4:45 

서OO 약사 

#질의응답 

고덱스, 오메가3, 우루사, 정장제, 철분제 드시는 

분 써클OO 동시 복용 될까요? 시차를 두어야 할까

요?

2018년 11월 7일 오후 4:45 

박OO 약사 

#질의응답 

오른쪽 팔 저림으로 리리카 드시던 분이 안티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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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써클OO 드시고 잠 온다는 분은 있었어도 잠 

안 온다는 분은… 리리카가 더 많이 졸리시니 

그러지 않으실까요?(11월 7일 오후 4:57)

② 류형준 약사 

치유의 길은 제품 판매에 성공했다고 앗싸! 

도 아니고 실패하 다고 좌절도 아닙니다.

환자의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고 끝까지 

함께 하면서 함께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좌절할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토록 쉽게 

좌절하면 앞으로 길고 긴 치유의 길을 어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장사의 마음이 아닌 약

사 선생님의 마음으로 아픈 환자에게 도움 되

는데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설명을 약사 선생님 몫이고 선택은 환자의 몫

입니다. 따라서 약사 선생님이 환자의 몫에 

따라 좌절할 이유도 기뻐할 이유도 없습니다.

치유의 길을 함께한 이후의 결과로서 환희에 

차고 보람된 약사가 되시기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7일 오후 5:00)

③ 박OO 약사

감사합니다. 저는 복용 후 우측 종아리 땅기는 

증상이 사라지고 피곤이 줄어서 계속 찾게 되

어 좋은데.(11월 7일 오후 5:04)

④ 박OO 약사

저녁 복용했던 시간을 확인해보십시오. 저는 

늦게 복용 시 잠드는데 힘들어서 꼭 시간을 

보고 먹습니다.(11월 7일 오후 5:46)

⑤ 박OO 약사

박OO 약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11월 7일 오후 5:57)

⑥ 류형준 약사  

써클OO를 밤에 먹으면 림프순환촉진이 되면

서 세포에 산소와 양분의 공급이 원활해지

면서 컨디션이 좋아져 잠이 안 오는 분도 있고, 

노폐물이 나가는 도중이라 힘들고 피곤한 사

람도 생깁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개선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약사님의 신념이고 약사의 역할입니다.

설명은 약사님 몫이고 선택은 환자의 몫입니

다. 환자의 선택에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

니다.

감사합니다.(11월 7일 오후 7:09)

⑦ 이OO 약사

안티OOO 써클OO 드시고 친정어머니도 잠이 

안 오셔서 힘들어 하고 계세요. 근데 어머니가 

잠은 덜 자도 피곤하진 않다고 하시며 잘 챙겨 

드시네요.(11월 8일 오후 2:03)

① 송광륜 (주)예스킨

111 써클OO 222 시작 하루 만에 잠이 안 온다고 

반품하러 오셨네요. 리리카의 몽롱함이 더 좋으신 

모양입니다. 써클OO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 같은

데 혹시 다른 약사님들은 어떠신지요. 아니면 집에

서 생각해보니 너무 비싸서 그런 건 아닌지. 좌절이

네요. 

2018년 11월 8일 오후 7:22 

김OO 약사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전에 환자 분한테 써클O 안

티OOO가 환제로 되어 있어 혹시 중금속 중독되지 

않냐고 물어보더군요. 생약 성분으로 전혀 안 들어

있다고 말씀은 드렸으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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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 성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

다. HACCP 인증 시설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

를 통해 제조하고 있습니다.(11월 8일 오후 

7:31)

② 송광륜 (주)예스킨

원자재도 국내산 한약재 외에는 식약청 검역

을 통과한 수입 원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

다.(11월 8일 오후 7:32)

③ 송광륜 (주)예스킨

제품 포장재에 표시된 성분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11월 8일 

오후 7:33)

④ 김OO 약사

네, 감사합니다.(11월 8일 오후 9:08)

⑤ 류형준 약사 

환제가 중금속 중독이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11월 8일 오후 9:33)

⑥ 김OO 약사

얼마 전에 환제에서 수은 검출로 문제가 된 

것을 말하더라고요. 중국 환제 제품에서 검

출.(11월 9일 오전 9:34)

⑦ 류형준 약사 

이런 문제는 제형의 문제가 아니라 원료의 문

제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9일 오후 1:25)

① 송광륜 (주)예스킨

밴드 내에서 류형준 의견란에서 섭취량의 판

단 및 조절에 한 게시물을 찾아보시고, 관련

된 유사사례를 검색으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11월 9일 오후 2:06)

② 류형준 약사 

초기 농이 생기기 전에 벌겋게 부어있을 때에

는 써클OO, 중기 이후 농이 생긴 이후에는 

안티OOO가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라면 안티OOO와 써클OO을 동시 

활용합니다. 두 개의 칼이 있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하여 빠르고 확실하게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11월 10일 오전 10:41)

③ 김OO 약사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동시 활용하겠습니다.(11월 12일 오

후 6:23)

2018년 11월 9일 오후 1:38 

김OO 약사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다래끼에 안티OOO 써클OO 둘 다 주

면 당연히 좋지만 둘 중 한 개만 선택해서 준다면 

어떤 것이 더 효과가 빠를까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면 구분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언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8년 11월 10일 오전 9:56 

류형준 약사

#질의응답

김OO 약사님의 체험사례에서 좋은 질문이 있어서 

따로 올립니다.

안티OOO 써클OO를 알게 된 시점부터 복용하면서 

환자분들께 적용하다 보니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분도, 그렇지 못했던 분도 계셨고 생소한 이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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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 써클OO와 이담건위제를 같이 먹을 

때는 명현 반응이 있거나 명현 반응이 우려될 

때입니다. 이때는 혈중에 있는 노폐물을 빨리 

배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낯설어서 처음부터 접근을 꺼리셨던 분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분이 한두 번 먹고 나았다고 

하실 때는 뭐지? 하는 생각과 동시에 오랜 기간 치

유의 길로 들어서신 분들에 한 책임감이 더 크게 

와 닿기도 합니다. 

질문) 보통 안티OOO의 중단 시기를 6개월 후로 

잡으시는데 물론 증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

도 차도가 있을 때 써클OO로만 들어가야 할까요?

답변) 써클OO의 효과는 림프순환촉진입니다. 

림프순환촉진은 운동으로 촉진되는데 만성적인 운

동 부족인 현 인에게는 항상 필요한 효능이라 거

의 부분 누구나 항상 필요합니다.

증상 있을 때는 증량하고 없으면 최소 유지량을 먹

으면 됩니다.

안티OOO는 바이러스, 세균, 진균 등에 한 박멸 

작용이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특히 세포 안

에 숨어있는 바이러스에 한 박멸까지 목표로 하

는 처방입니다. 혈청에 있는 바이러스의 박멸은 짧

은 시간이면 됩니다. 하지만 세포 안에 숨어있는 

바이러스를 박멸하려면 면역력이 정상일 경우 안

티OOO가 작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에서 6개월 

정도 예상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용량을 

늘려야 하고 기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찬 것, 매운 것, 추위, 튀김류, 피로, 과로 등도 

안티OOO의 용량을 늘리거나 기간을 늘리게 됩니

다. 그래서 여유분을 생각해서 6~8개월이라고 하

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예상치입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생활 습관이 안 좋은 경우에는 8개

월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상 환자와 호흡하면서 용량을 수정해야 하는 이

유입니다. 따라서 안티OOO 복용은 6개월이 무조

건 정답이 아니라 정답 예정치입니다.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를 완전히 박멸하는 용량과 기간

이 정답입니다. 

바이러스가 완전히 박멸하면 안티OOO의 역할은 

많이 줄어들고 없어집니다. 써클OO만으로도 충분

한 상황이 되므로 안티OOO의 복용을 금하는 것입

니다.

이 역시 현실에서의 정답은 약사님들이 결정할 사

항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10일 오후 12:03 

서OO 약사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류형준 의견’ 이담 건위제의 활용법에 보면 안티

OOO 써클OO를 가레오나 우루사 같은 이담제와 

동시 복용하지 말고 30분 내지 한 시간 차이를 두라

고 하신 글이 있네요. 

엊그제 올린 질의응답에서는 정장제와 안티OOO

만 동시 복용을 피하고 우루사 등은 괜찮다고 하셨

는데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드시는 분께 

같이 복용하시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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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담 건위 작용도 필요하고 안티OOO 

써클OO도 필요할 경우에는 간격을 벌려서 먹

는 것을 권합니다.

이는 이담 건위 작용이 안티OOO 써클OO의 

유효성분에 작용하여, 장내에서는 원활한 위

장 활동이 빠른 배출을 유도하고 담즙배설 촉

진이 체외 배출을 촉진하여 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담 건위 작용이 위장에서 작용하는 시간은 

복용 후 직후부터 30분~한 시간 정도이므로 

그 정도의 시간을 두면 좋습니다. 

식전과 식후로 구분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11월 10일 오후 5:13)

① 류형준 약사 

4개월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릎 증상이 그

로이고 망막에 염증이 생겼다면 이는 용량

의 구조입니다.

써클OO 33과 안티OOO 111로 차도를 보이면 

다시 안티OOO 111 써클OO 222로 조절하여 

1~2개월 복용하고 증상이 확실히 줄어들면 

111로 복용하세요.

초기용량이 부족하니 진도를 못 나가고 있었

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안티

OOO는 8개월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12일 오후 9:52)

② 김OO 약사

처음에 약사님과 통화 후 써클OO 222 안티

OOO 111로 1달 이상 복용 후에 각각 111로 

줄 는데 그래도 용량이 부족했나 보죠.

감사합니다.(11월 12일 오후 10:26)

③ 김OO 약사

류형준 선생님의 안내도 있었습니다만 제 개

인적인 생각은 왼쪽 눈 망막에 구멍이 난 것도 

있고, 무릎 연골 파손과 점액낭염 증상이 지지

부진한 것을 보면 생각보다 인체에 바이러스 

감염이 다양하고, 아주 심해 보입니다. 안티

OOO도 333으로 증량하 으면 합니다. 안티

OOO 써클OO 각기 333으로 꾸준히 복용하여 

망막 상태의 추이를 지켜봤으면 합니다.(11월 

13일 오전 2:54)

④ 류형준 약사 

김OO 김OO 약사 안티OOO와 써클OO의 용

량과 환경에 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약사님들 중에는 직업상 약만 취급하니 약과 

증상만 생각하시는 약사님들이 종종 계십니

다.

병증을 개선하는 것은 병증을 개선할 수 있는 

약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병적환경을 건강한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단순히 

핑계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요인입니다.

독감, 폐렴, 패혈증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에 

2018년 11월 12일 오후 9:07 

김OO 약사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류형준 약사님.

저는 무릎 연골 파손과 점액낭염으로 써클OO와 안

티OOO를 4달 정도 복용해오고 있고 지금은 각각 

111씩 하루에 총 6포 복용하고 있습니다. 

무릎은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데 요즘 머리가 좀 

이상해서 안과에 갔더니 왼쪽 눈 망막에 구멍이 생

겼다고 큰 병원 가서 수술하라고 의뢰서를 써주더

군요. 그래서 일단 큰 병원에 예약을 해뒀는데 두 

제품 용량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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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급성 염증이 심할 때는 써클OO의 용량

도 증가했지만 안티OOO의 용량이 많이 증가

합니다.

안티OOO 111, 222, 333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세포 환경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세포 

환경의 개선보다는 당장 병원성 미생물의 박

멸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성 염증에는 안티OOO의 용량은 범

위가 넓거나 심한 염증 상태가 아니면 부분 

111을 유지합니다. 신 써클OO의 용량이 

111, 222, 333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

다.

이는 미생물의 박멸을 위해 세포 환경의 정상

화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것

은 환경적인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찬 것. 매운 것. 추위. 튀김이 등은 그 자체로 

염증을 악화시키고 치유를 방해하는 치명적

인 치유환경 방해제입니다.

예를 들어 피부에 작은 상처가 생겼을 때 그 

부위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비비면 그것만으

로도 세균 감염 없이 자극이 심해서 그리고 

아프고 염증이 심해져서 퉁퉁 붓게 되는 것입

니다. 

당연히 상처는 아물 수가 없습니다.

염증이 작고 깊지 않으면 충해도 쉽게 아물

지만 상처가 크거나 깊으면 철저히 지켜서 치

유 환경을 더 잘 만들어야 합니다.

무조건 먹는 양을 늘리는 것만으로 책을 세

우는 것이 아니라 치유되기 쉬운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용량을 늘리고 치유환경을 조성하고 시도해 

보시면 문제없이 치유되는 과정을 밟게 될 것

입니다.

제가 전에 222 111을 원했는데 그렇게 먹다가 

111 111로 4개월간 먹어도 차도가 없다면 용

량의 문제도 있겠지만 환경의 문제도 원인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어 다니기와 각성을 하면서 써클

OO를 먹는 것과 그냥 써클OO를 먹는 것 그리

고 찬 것과 매운 것을 먹으면서 써클OO을 먹

는 것은 림프순환촉진의 면에서 보면 전혀 다

른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안티OOO의 작용도 정상적인 세포 환경에서 

작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작용

하는 경우는 같은 원리로 많은 차이가 나타납

니다.

따라서 무조건 용량에 의지하기보다는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개선하는 것을 고려

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다른 예로 주변에 젊은 지인이 전후방 십자인

파열로 제 로 뛰지도 못하고 오래 걷지도 

못하고 오래 서서 활동하는 것도 힘들어해서 

매운 것과 찬 것을 철저히 가리면서 6개월 정

도 치유과정을 밟을 때는 무릎이 좋아져서 온

종일 운동을 하고 러닝머신을 뛰어도 괜찮았

는데 삼 개월 정도 치료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같은 처방을 계속 먹어도 본인은 아프지 않으

니 매운 것과 찬 것을 가리지 않고 약만 먹고 

하 더니 낫지 않고 오히려 무릎이 힘들어졌

습니다.

운동을 온종일 무리하게 해도 안 아프니 다 

나은 줄 알고 치유 조건을 만드는 것에 등한시

한 것입니다.

치유의 과정을 끝까지 완주하고 매운 것과 찬 

것을 먹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치유과정 중 매

운 것, 찬 것, 추위, 튀김류 등은 치유과정을 

방해하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정도로 문

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염증만 없애면 되는 경우보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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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필요한 과정에서라면 재생 자체에 많은 

방해요인이 됩니다.

치유는 치료와 달라서 세포가 원하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같은 증상에 같은 종류 같은 

제품을 복용해도 누구는 아무렇지 않게 낫고 

누구는 아무리해도 낫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13일 오전 6:15)

⑤ 김OO 약사

류형준 약사 네, 류형준 선생님. 제품 용량에만 

의존하지 말고 세포 정상화를 위한 생활 실천

과 치유 기간 내에서 꾸준하고 우직하게 그 

길을 걸으라는 말씀 감사합니다!(11월 13일 

오후 12:58)

⑥ 김OO 약사

깊이 새기겠습니다.(11월 13일 오후 1:15)

① 류형준 약사 

시럽은 강아지용으로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시럽에는 환제보다 자일리톨의 함량이 많아

서 검토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1월 14일 오후 10:26)

2018년 11월 13일 오전 11:42 

이OO 약사 

#질의응답 

류형준 선생님께 질문 드립니다.

얼마 전 약국에 온 선물로 안티OOO 써클OO를 알

게 되어 공부도하고 복용 시작한 약사입니다. 

복용한 지 며칠 되지 않아 강아지가 혈변을 봐서 

먹여보았더니 (밴드에 강아지에게 먹인 사례를 참

고해서) 하루 만에 컨디션이 올라오고 이틀째에 혈

변이 정상 변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총 2주가량 

먹여보았는데 옆구리 지방종도 줄어들고 털도 덜 

빠지고 산책 시에도 애가 활발해지고 소화가 잘 돼

서 그런지 식욕도 증가하더군요. 개 특유의 냄새도 

줄어들고. 같이 먹인 다른 강아지는 슬개골 탈구가 

약하게 있는데 무릎 마사지할 때 무릎이 우둑우둑

하지 않고 안정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녀석 다 몸의 근육이 이상하게 딱딱해지

고 굳은 느낌이 들고 평소보다 물을 엄청 먹는 것 

같아 일주일간 중단한 상태입니다. 

안티OOO와 써클OO를 같이 먹여서 자일리톨의 함

량이 높았던 건가 간 독성이나 혈당 문제가 걱정되

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강아지의 컨디션도 좋아진 것 같아

서 좀 더 오래 먹여보고 싶은데 안티OOO와 써클OO

에 들어있는 자일리톨의 함량을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같이 먹이니 혹시 강아지에게 너무 높은 

함량인가 걱정되어서요. 사람처럼 길게 먹이면 안 

되는 것일까요? 큰애는 지방종과 서혜부 탈장, 작

은 녀석은 무릎 때문에 더 먹여보고 싶습니다.

2018년 11월 13일 오후 7:31 

김OO 약사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으로 온 책자로 제품을 이제 알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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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제 주변에는 진폐증 환자가 없어서

진폐증에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체험사례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주변에 진폐증 환자에게 활용하신 약사님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1월 14일 오후 10:10)

① 류형준 약사 

아픈 허리가 풀리면서 자리를 잡느라 아플 수

가 있습니다.

며칠 계속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계속 유지하면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11월 14일 오후 10:07)

① 류형준 약사 

백OO 약사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시는 것이면 답변자가 이해하고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제 로 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의 상태, 다한증의 부위와 정도, 척추측

만증의 정도, 공황장애로 인한 복용 약 등등 

자세할수록 좋습니다.

일단 안티OOO 111과 써클OO 111 7일 복용 

중 여드름이 심해졌다고 하면 명현 반응일 가

능성이 많습니다.

만성질환이니 써클OO 양을 두 배로 늘리시기 

바랍니다.

치험례를 보니 만병통치약같이 다 좋은 효과를 보

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우선 작은 붓기나 멍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진폐증같이 20년 이상 탄광에 종사하신 분들

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좋은 사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오전 7:57 

박OO 약사 

#질의응답 

36세, 남. 

아들이 평소에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어제 써클OO 

333 안티OOO 111 먹고 호보법 조금 했는데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오후 2:38 

백OO 약사 

#질의응답 

28세, 여.

여드름, 다한증, 척추측만증. 

공황장애약 복용 중.

7일째 안티OOO 111 써클OO 111 복용 중인데요, 아

직 특별히 좋아지는 건 없고 여드름만 더 심해진다

고 하네요. 명현 현상인가요?

양을 늘려야 할지 그냥 이 로 계속 복용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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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11월 14일 오후 10:05)

② 백OO 약사

류형준 약사 여드름: 좁쌀 여드름이 얼굴에 자

잘하게 나고 특히 생리 전에 많아짐.

편평 사마귀: 얼굴과 목, 몸에 자잘하게 나 

있음. 

다한증: 손과 발, 겨드랑이에 딱히 긴장하지 

않아도 나고 땀이 안 날 때는 손발이 뜨거운데 

땀이 날 때는 땀이 식으니 손발이 차가움. 

척추측만증 정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한쪽

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오래 앉아있거나 오래 

서 있으면 신체의 좌측이 저리고 아픈 증상이 

있음.

공황장애로 인한 복용 약: 현재 하루에 1~2회 

먹는데 주로 저녁에 안 좋아서 (저녁밥을 먹고 

나면 심장이 빨리, 크게 뜀, 호흡이 가빠짐) 

저녁 약이 더 종류가 많고 종류는 신경안정제

(인데놀), 공황 약(뉴프람, 리보트릴, 자나팜)

을 0.5~1정씩 복용하고 있습니다.(11월 15일 

오후 9:08)

③ 류형준 약사 

백OO 약사 머리카락을 보내 주시면 정확한 

치유 방법을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1월 16일 오후 6:21)

④ 백OO 약사

류형준 약사 머리카락은 보낸다고 했습니다.

써클OO 222로 올린 뒤 오늘은 머리가 아프고 

얼굴이 붓고, 눈이 간지럽고, 얼굴도 뭐가 더 

어제보다 두드러기처럼 많이 났다고 합니다. 

명현현상인가요? 부작용인가요?

난감하네요.(11월 18일 오후 9:31)

① 임OO 약사

우루사 같이 먹으라고 했더니 울 거리고 냄

새 올라와서 힘들다고 했어요.(11월 15일 오

후 3:47)

② 류형준 약사 

용량 조절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환자가 명현 반응에 민감하므로 처음에는 안

티OOO는 줄이고 써클OO만으로 주변 청소를 

해주면 명현 반응이 줄거나 겪지 않습니다. 

2018년 11월 15일 오후 3:27 

임OO 약사 

#질의응답 

48세, 여. (155cm 40kg) 

류형준 약사님.

제 동생인데 큰 병은 없으나 허약하고 예민해요. 

힘들면 심계항진-천왕보심단, 빈혈약 먹음.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데 11월1일부터 안티OOO 11 

써클OO 11 먹고 2시간이 지나서 가슴 통증 심했고

명현 현상이 여러 가지로 왔지만 견딜 만했습니다. 

몸은 덜 피곤하다고 했어요. 저녁마다 각탕법했고

요. 어제는 어지럽고 울 거리고 뒷머리 통증이 있

어서 (전에 어지러움으로 입원한 적 있어요) 청심원 

하나 먹고 안티OOO 111 써클OO 222로 증량했어

요. 증량해서 그런지 살이 떨린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안티OOO 111 써클OO 111로 먹고 있다는데 

어지러움은 덜한데 감기 온 거처럼 두통, 울 거림, 

전 신통, 속 쓰림이 있 요. 그래서 다시 써클OO 

222로 먹으라고 알려줬습니다.

명현을 좀 약하게 겪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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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11월 16일 오후 10:43)

① 박OO 약사

맞습니다. 또는 레몬차나 향사평위산 같은 과

립제도 됩니다.(11월 15일 오후 6:20)

② 강OO 약사

아, 그렇군요. 

약사님, 감사합니다~!(11월 15일 오후 6:37)

③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명현 반응과 염증 악화의 차이

점>

명현 반응은 부분 복용 초기 3~7일 사이에 

주로 나타나고 2~3주 정도면 없어지거나 많

이 줄어들고 상태는 많이 호전됩니다.

하지만 증상 악화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거

나 명현 반응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나타나

고 이후에서 상태의 호전이 크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안티OOO와 써클OO를 복용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어제부터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붓고 아프다고 하는데 명현반응이 

아니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또 밴드에도 안티OOO와 써클OO를 한 달째 

복용하고 있는데 목이 마르고 쉰 소리가 난다

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명현 반응은 복용 초기에 나타나지 한 달씩 

지나고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간혹 초기에 나타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나타나는 예는 있지만 한 달이나 지나서 나타

나는 것은 명현 반응이 아닙니다.

또 점막 부위의 명현 반응은 극히 적고 한 달씩 

가는 예는 없습니다.

이는 염증의 악화인데 여름철인 요즈음에는 

더위로 인해 자주 먹는 찬 음료와 차게 해서 

먹는 수박과 같은 과일, 지나치게 찬 실내 온도

로 인한 냉방병, 매운 고추도 한몫합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신체가 강한 자극을 받고 

그러한 자극들로 인해 부신수질에서 아드레

날린이나 노르아드레날린 등이 분비되면 교

감신경이 흥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증의 역치가 낮아져서 쉽게 통증을 

느끼고 되고 말초 혈관과 모세 림프관 등이 

수축하여 체액 순환을 막게 됩니다. 

이때 써클OO와 안티OOO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나오던 노폐물이나 염증 물

질들이 일시적으로 정체되어 이것으로 인해 

부종이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찬 것, 추위, 매운 것을 안 

먹는 것이고 차선책은 자기 전에 각탕법을 하

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환자와 상담에서도 응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16일 오후 11:02)

2018년 11월 15일 오후 5:53 

강OO 약사 

#질의응답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가입한 안티OOO 써클OO 초보 강OO이라 

합니다. 천기누설 건강법 책에 명현 반응이 심할 

때 

이담 건위 작용 있는 간장약이나 소화제 복용하라

고 되어 있는데 우루사나 훼스탈 같은 UDCA 포함

된 것을 뜻하는지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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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네~!

여드름 검색해보시고 참조하세요.(11월 21일 

오후 5:57)

② 김OO 약사

여드름은 속열을 생각해 보세요.

장이나 위에서 독소가 열 증상으로 상충하니 

이거를 제거하는 쪽의 제품을…(11월 21일 오

후 7:15)

③ 류형준 약사 

간단합니다.

안티OOO와 써클OO를 활용하고 결과를 확인

하세요.

감사합니다.(11월 21일 오후 8:55)

① 김OO 약사

선천적일까요?(11월 21일 오후 8:53)

② 김OO 약사

그럼 임신 중 자극성 음식을 많이 드셔서 생길 

2018년 11월 21일 오후 5:36 

박OO 약사 

#질의응답

19세, 여. 

여드름이 심한 여 생입니다. 

스트레스성 성인 여드름 말고 호르몬 불균형이 동

반된 학생 여드름도 개선이 될까요? 장이 약해 

음식 조금만 잘못 먹어도 설사했는데 4개월간 고함

량 유산균 복용 후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메

가3, 효소제, 호르몬제 함께 복용했지만 여드름은 

전혀 호전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허약 체질이라 

작고 말랐습니다. 가벼운 생리통도 있고요. 어떤 처

방이 필요할까요? 호전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까요?

2018년 11월 21일 오후 8:39 

강OO 약사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밴드라는 소통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

은 거 같아요. 저는 입문한 지 몇 개월 됐고요. 매일 

밴드 사례 보면서 안티OOO 써클OO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경우라, 그리고 아기 엄

마에게 믿음을 주고자 질문드립니다.

7개월 된 아기인데요. 한 8월쯤 눈 밑이 뭐에 긁힌 

거 같았는데 지금까지 퍼런 멍울 같은 몽우리가 잡

혀 있어요. 그때 가시가 박힌 거처럼 보이기도 했다

네요. 병원에서는 지켜보자고만 하고, 얼마 안 있어 

다시 병원 갈 날짜가 되어간다고 하는데 가라앉을 

방법이 있다니까 관심은 보이십니다. 그런데 아기

가 너무 어려 먹여도 괜찮을지 걱정하시네요. 

제 생각으론 안티OOO 써클OO 시럽 5분의 1 용량 

bid로 먹여보고 싶은데 어떨지요? 그리고 개봉한 

시럽은 시럽 병에 실온 보관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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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요. 이 경우는 차가운 약재로 풀어야 

하고요. 어혈제와 냉성 약재로 접근하면 좋을 

듯합니다.(11월 21일 오후 8:55)

③ 류형준 약사 

1/5로 용량으로 bid이면 용량도 좋고 경과도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11월 21일 오후 9:05)

④ 강OO 약사

김OO 약사 선천적은 아닌 거 같아요. 8월쯤 

뭐에 히고 나서 그랬다고 하니까요. 

류형준 약사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써볼게

요~(11월 21일 오후 9:17)

⑤ 김OO 약사

감사~~(11월 21일 오후 9:20)

① 류형준 약사 

암 환자나 암 병력자분에게는 최소 용량이 안

티OOO 111과 써클OO 222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암을 치유할 수 있는 용량은 

아닙니다. 암은 누구한테 간단히 물어봐서 관

리할 수 있는 간단한 병이 아닙니다.

암 관리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암이라는 병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

지에 한 철학과 믿음이 있어야 하고 철저한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암에 한 응 방안을 고민하는 경우라면 직

접 전화해 주세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암은 결코 간단한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병도 아닙니다.

다만 그만큼의 노력과 피와 땀으로 지급하는 

가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만만하게 간 보지 말고 두손 두발 

모두 들고 와서 최선을 다할 때만 비로소 치유

의 선물이 축복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24일 오전 8:37)

② 이OO 약사

#류형준 의견 치유의 새로운 시도 이제까지 

암 치료는 자연 약 중에서 항암효과가 있는 

약재를 찾아서 최 한 항암효과는 유지하고 

부작용은 …

(11월 24일 오전 9:43)

2018년 11월 24일 오전 7:50 

김OO 약사 

#질의응답

40 , 여.

유방암 최소 2기 진단을 받아 수술과 항암 권유받

았습니다. 현재 학병원 진료 기 중이라 임파선 

혈액 전이 여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써클OO와 안티OOO 복용이 도움이 

될까요? 혹시 순환이 잘되어 더 퍼지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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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이 은 제가 생각할 때 몇 가지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시럽을 발랐다면 안티OOO 써클

OO 혹은 둘 다? 무엇을 발랐는지, 그리고 이

것이 부작용이라면 더 바를수록 심해질 수도 

있을 텐데 3일 정도 어떻게 발랐는지 양, 횟수 

등이 빠져있습니다. 

명현 반응이라고 말을 한다면 명현과 부작용

의 구별 점이 나와야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명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좀 더 상세히 

적어주시면 고수님들이 답을 드리기에 좋지 

않을까요? 

이 기준으로 답을 드릴 수 있으려면 거의 신의 

경지여야 할 것 같습니다.(11월 29일 오전 

11:57)

② 신OO 약사

죄송해요. 안티OOO 써클OO 섞어서 저녁에 

한 번 발랐습니다. 그냥 빨간 정도 는데 이젠 

가렵고 물집도 생겼다고 하네요.(11월 29일 

오후 1:41)

③ 신OO 약사

물집은 어제 조금 생기고 오늘 아침에 조금 

더 심해졌 요.(11월 29일 오후 1:42)

④ 류형준 약사 

안티OOO만 발랐나요?

아니면 함께 섞어서 발랐나요?

안티OOO의 항바이러스 작용은 피부로도 흡

수되어 작용하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11월 29일 오후 5:43)

⑤ 이OO 약사

저 부위는 노폐물이 잘 쌓이는 지역이며 또한 

국소적 안티OOO의 1일 적용으로 명현과 부

작용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

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 부위에 안티OOO 

1일 1회 3일 바른 후에 물집이 생기고 4일째 

아침에 심해졌다면 나흘 동안의 생활(과로, 스

트레스, 추위) 그리고 음식(찬 것, 매운 것) 

등의 통합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로 스트레스 추위 찬 것 매운 것이 전혀 없고 

관리를 잘하는 과정이라면 이것은 명현으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생활상의 주의, 음식상의 주의 등이 전혀 없었

다면 명현이 아닌 부작용의 반응일 것으로 생

각할 것 같습니다. 

국소적 부위로 접근을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병소가 넓어지더라도 염증의 두께가 

얇아지고 넓어진다면 명현에 해당할 것이나 

병소가 커지면서 염증의 두께가 두꺼워져 간

2018년 11월 29일 오전 8:45 

신OO 약사 

#질의응답

시럽을 발랐을 때도 명현 반응이 생길 수 있나요?

코 밑이 지루성 피부처럼 빨개서 3일 정도 저녁에 

발랐는데 더 가렵고 좁쌀만 한 물집이 생기고 더 

가려워서요. 

일단  써클OO 안티OOO 복용은 안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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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부작용일 것입니다. 

병소가 가렵고 물집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해

도 생활상의 컨디션이 좋아진다면 명현일 것

이고, 피로함 몸의 컨디션이 나빠지고 있다면 

부작용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렵고 물집이 올라온다를 몸 전체의 

반응과 같이 보는 방법 그리고 병소를 직접 

명확히 관찰해 병소가 넓어지면서 얇아져 가

는 것인지 잘 확인할 수 있다면 구별 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정보로 답을 하긴 무척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이것은 본인의 사

례가 아닌 것으로 읽힙니다. 왜냐하면 생겼다

고 하네요 라고 댓 을 다셔서 환자분의 컨디

션, 전체적인 병의 반응 등을 상세히 확인하기

에 이 정보만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더 상세히 적는다면 환자의 성별 체중 

키 같은 일반적인 상황 그리고 증상의 부위, 

다른 질환의 유무, 일상생활에서 과로, 스트레

스, 피로도 그리고 복용하는 약 안티OOO 써

클OO의 이용 횟수 그리고 이용 후 반응의 경

과 등이 상세할수록 더욱 상세한 답을 고수님

들께서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 발라 

혹은 3일간 한 번씩 바른 것으로 경과 예측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11월 30일 오전 

11:46)

⑥ 신OO 약사

네. 감사합니다.(11월 30일 오후 12:39)

① 류형준 약사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12월 3일 오후 6:41)

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 써클OO는 한방 제제가 아닙니다.

2018년 12월 3일 오후 6:21 

안OO 약사 

#질의응답

현재 두 개 포장용 백 외에 네 개 포장용 백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요?

양이 많은 환자는 큰 쇼핑백 한 장에 넣어 달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큰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드리

기도 그렇고요.

2018년 12월 4일 오후 4:06 

유OO 약사 

#질의응답

류 약사님.

한방 방제도 여러 약제가 들어가 있지만 주된 약제

가 있듯이 안티OOO와 써클OO도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 있는데 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안티OOO-자일리톨, 써클OO-천궁.

이렇게 봐도 무방한가요??

따로따로 가장 많이 함유된 성분이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시럽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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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의학의 천기누설 건강법에 따라 처방을 

조성했고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방적인 생각으로 안티OOO와 써클OO를 분

석하고 계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의 저서인 누구나 알기 쉬운 한약 제제 

길라잡이에서 한방은 틀리다. 하지만 한약은 

우수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약이 우수하기 위해서는 한약을 한

방적인 방식이 아닌 현  의학의 약물학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안티OOO와 써클OO를 천기누설 건강법

에 설명한 그 로 이해하고 활용해 주세요.

어차피 현  의학적으로 재해석한 자연 약이

니 약사님이 알고 있는 효과와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제약회사에서 안티OOO와 

써클OO을 모방하려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안티OOO와 써클OO의 노하우는 그냥 비법으

로 인정해 주세요.

제가 먼저 제약 회사에 비법을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안티OOO와 써클OO는 표 성분이 있는 것

이 아니라 적절한 배합비와 배합순서 그리고 

여러 가지 비법이 함께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12월 4

일 오후 7:14)

② 유OO 약사

앗 약사님 저는 인천에 작은 약국을 하는 약사

일 뿐입니다. 

다만 써클OO 활용 면에서 천궁이 주된 성분

이라면 본초학에 나온 로 천궁의 효능에 맞

춰 쓰면 더 잘 듣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것입니

다. 

현재 써보면서 여러 약사님들 임상 로 써보

니 탈모, 변비, 부종, 담결림 등 여러 증상개선

에 효과적이었습니다. 

더 활용하고 싶은 맘에 물어본 것이니 오해 

않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12월 4일 오후 9:33)

③ 류형준 약사 

유OO 약사 써클OO의 주 효능은 천궁의 효능

이 아니라 림프순환촉진입니다.

천기누설 건강법에 설명된 림프순환촉진으로 

이해하시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12월 6일 오후 7:22)

2018년 12월 6일 오후 2:02 

류형준 약사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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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저도 약국의 차가운 바닥에 큰 박스에서 약을 

꺼내서 집에 가져왔는데 뜯지 않은 상태에서

도 손에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졌습니다. 온수

로 녹여서 복용했습니다. 집 온도가 따뜻해서 

그다음 복용할 때는 덩어리진 약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12월 6일 오후 2:29)

② 배OO 약사

선생님!! 김정훈 소장님하고 동기시구나~

제가 동아제약 다닐 때 같은 팀 과장님이셨는

데. 과장님하고는 친해서 에 가서 술도 얻어

먹었는데. 세상 참 좁네요~~(12월 6일 오후 

7:11)

③ 류형준 약사 

배OO 약사 맞아요. 고교와 학 동기입니다. 

김 소장이 제게 이야기한 가장 멋진 말 중의 

하나가 공부에도 공부 총량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 입니다.

고교와 학 때 공부 많이 하면 죽는 줄 알고 

놀기만 하다가 나중에 철들어서 공부한 것을 

보고 한마디 한 것이죠.

감사합니다.(12월 6일 오후 7:17)

④ 손OO 약사

이OO 약사 초보자가 질문 드립니다. 림프순

환은 근육 운동이 관여한다는데 왜 써클OO를 

림프순환제라고 명명을 하 는지와 써클OO

의 림프에 연결된 기전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12월 6일 오후 8:06)

⑤ 류형준 약사 

손OO 약사 이는 천기누설 건강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책자를 참고하세요.(12월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써클OO를 먹는 도중에 

이물질처럼 투명한 덩어리나 결정이 나오는 사례

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액상은 추출 실에서 추출과 용해 과정을 거쳐 3중 

필터로 여과하고 뜨거울 때 포장을 합니다.

삼중 필터로 여과를 하니 상기와 같은 덩어리 이물

질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뜨거울 때 포장을 하므로 기온이 내려가면

서 액상 안에 있던 성분 중 용해도가 낮아져서 일부 

성분들은 과포화 상태가 되어 덩어리로 굳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날씨가 추워질수록 또 기간이 길어

질수록 심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써클OO와 안티OOO의 보

관을 되도록 춥지 않은 장소에 보관하고 먹기 전에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서 잠깐 담갔다가 먹

으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학 동기인 동아제약 연구소 소장

으로 있던 김정훈 약사도 박카스에서 많이 보고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박카스를 냉장고에 오래 보관할 경우 과포화 

상태가 된 성분들이 박카스 병 바닥에 하얗게 모래알

처럼 쌓여서 문제 된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덩어리들은 따뜻하게 하면 부분 잘 녹지

만 일부의 경우는 약간의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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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9:55)

⑥ 이OO 약사

손OO 약사 순환의 시작은 기준점을 심장으로 

잡는다면 심장으로 시작해서 심장으로 돌아

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질환에서 즉 염증이

라는 상황에서 본다면 이 염증 부위에서 상

적 순환장애가 시작됩니다. 

즉 순환장애의 시작은 부분 노폐물이고 이

로 인해 순환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부분입

니다. 따라서 이를 녹여주는 것만으로 80%의 

상 적 순환장애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염증 부위에서의 순환은

1) 염증 물질의 용해

2) 모세림프관으로 이동

3) 림프절에서 사

4) 림프관으로 이동

5) 정맥으로 연결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

작 단계를 담당하는 것이 써클OO입니다. 여

기서 2) 모세림프관으로 노폐물이 이동한다

든지 4) 림프관으로 이동에는 근육의 움직임

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작에서 녹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지요. 그 시작을 열어주는 첫 단계

가 써클OO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 공지사항에 있는 선생님 강좌를 들어보시

길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누구나 알기 쉬운 

한약제제 길라잡이 그리고 천기누설 건강법 

등의 책을 읽어보시고 생리학이라면 림프순

환 부분을 좀 더 정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12월 6일 오후 11:46)

① 박OO 약사

류 선생님께서 늘 말씀 하시기를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20%는 약차를 겸용함이…”라고 하

셨지요? 저라면 처음부터 어혈제 과립 또는 

어혈제 약차를 먼저 쓰거나 같이 쓰고 싶군요. 

지금이라도 수술 안 한 여동생에게 시도해 보

심이 어떠할는지요?(12월 7일 오전 11:58)

② 이OO 약사

하OO 약사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했

던 부분인데 계속 공부해야겠습니다.(12월 7

일 오후 1:04)

③ 유OO 약사

조언 감사드립니다. 그러잖아도 초기에 요오

드를 함께 쓸까 고민하다 안티OOO와 써클

OO 요법 위주로 써 본 거 거든요. 갑상선과 

어혈약도 함께 투약해 봐야겠네요. 조직의 모

양이 변할 정도의 병증을 어리석게 가벼이 여

겼네요. (12월 7일 오후 1:16)

④ 이OO 약사

2018년 12월 7일 오전 10:38 

유OO 약사 

#질의응답 

제 여동생 둘이 자궁근종, 쥐젖 등이 있어서 안티

OOO11 써클OO 11 비타민디 4000iu 6개월 복용하

습니다. 둘 다 피로감이 개선되고 혈색은 맑아졌

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에 갔더니 45세 여동생은 

크기는 그 로 고 혈 부족이 심했던 48세 여동생

(모아철 함께 복용)은 더 커져서 어제 수술을 했답

니다.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초기에 용량을 높여야 했는데 정량 용법이 실패 원

인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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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두 분은 왜 자신의 병이 더 악화하

는지 이유를 아시던가요?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른다면 잘 모른다로 올려주세

요. 공지사항에서도 본 것 같은데 안티OOO 

써클OO 복용 시 주의사항은 잘 지킨 건지

요?(12월 7일 오후 1:24)

⑤ 이OO 약사

위에  요약하면 안티OOO 써클OO 하루 2포 

6개월 복용했는데 병의 차도가 피로 개선 혈

색 좋아진 게 다입니다. 인정보가 많지 않다 

보입니다.(12월 7일 오후 1:29)

⑥ 유OO 약사

이OO 약사 생활요법을 실천하진 않았어요. 

제가 가볍게 언급한 정도 네요. 불만 사항으

로 올린 건 아니니 오해는 마십시오. 

기 하던 결과가 아니라 저도 당황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12월 7일 오후 1:53)

⑦ 이OO 약사

아니요. 저도 저녁에 고민해 댓 을 달아보겠

습니다. 제 이 원체 무미건조해서… (12월 

7일 오후 1:51)

⑧ 유OO 약사

이OO 약사 수술한 동생은 생각해보니 아가씨 

때부터 잦은 하혈이 있는 터라 병의 뿌리가 

깊네요.(12월 7일 오후 2:23)

⑨ 이OO 약사

유OO 약사 안티OOO 써클OO를 6개월 사용

했는데 피로 개선 혈색 좋아진 것이 다일 때,

1. 질병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순환이 기본입

니다. 모든 질환에 순환 즉 써클OO는 기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부족할 수 있고 

또한 순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일 수 있습니

다. 순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써클OO로는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종양, 양성종

양이라도 세포살상 약이 필요하다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패스합니다. 혹시라도 종양 진단 그리고 

악성이라면 더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순환이 아니라 노폐물 배설이 필요할 수도 있

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이 경우 패스합니다. 

2. 다음으로 순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다

면 다음으로 써클OO의 용량 그리고 기간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써클OO의 

용량 기간을 정해도 그 효과가 충분할 때도 

있고 그 효과가 모자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6개월을 사용했는데 효과가 충분하

지 않았으니 후자의 경우를 분석해보겠습니

다. 

3. 써클OO의 효과가 부족할 경우는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용량 부족 두 번째, 기간 

부족 세 번째, 운동 부족 네 번째, 환경상의 

부주의 다섯 번째, 음식 음료의 부주의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흔한 것들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4. 기본적으로 용량이 하루 두 포라 할지라도 

6개월이면 많은 것이 좋아져야 합니다. 그런

데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써클OO의 효능을 

없애는 마이너스 요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합

니다. 그 첫 번째로 찬 음료입니다. 하루 한 

번 맥주 컵 한 잔의 음료는 써클OO의 효능을 

저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매운 음식입

니다. 역시 하루 한두 번 매운 음식 그리고 

맵지 않더라도 고추, 후추, 겨자, 고추냉이 음

식이 충분하다면 써클OO의 효능은 없어진다

고 생각합니다. 6개월 동안 찬 것, 매운 것을 

가리지 않았다면 그동안 나빠질 건강을 막아

준 것이 써클OO입니다. 피로 회복시켜준 것

만도 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훨씬 피곤하고 힘들었을 가능성이 너무도 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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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제 분석상 이 이야기가 먼저 나왔어야 

할 것 같은 데 없는 것 같습니다. 

5. 다음으로 찬 음료, 매운 음식을 먹지 않는다

면 추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항상 

추운 것이 아니라 몸이 추운 것을 느끼면 이미 

건강은 상하고 있는 것이며 혈액 순환이 되지 

않는 사람은 늘 손발이 차고 시리기 쉬운데 

자궁근종이 있다면 이미 아랫배까지 순환이 

안 되고 차가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

위를 주의하지 않으면 써클OO의 사용은 현 

추위만 막아주기도 급급하게 됩니다. 

6. 다음으로 음식과 환경의 부주의가 아니라

면 스트레스입니다. 과량의 스트레스는 약효

를 없앱니다. 예전에 체질 차를 복용하던 환자

가 당이 치솟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환자 어머님의 건강이 나빠져서 이것을 

많이 걱정했던 것이 몸을 해치고 혈당을 올렸

습니다. 즉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 상황에 

있다면 여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7. 추측건  하루 2포 6개월이라면 찬 것, 매운 

것, 스트레스, 추위 이것이 상존했을 것이라 

여겨지며 그래도 피곤하지 않았다면 써클OO

을 먹기 전에는 그 생활 정도가 가히 힘들었다

고 추측됩니다. 특히 생리통 같은 경우는 만성

이며 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측입

니다. 

8. 다음으로 찬 것 매운 것 추위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이긴 

하지만 운동 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써클

OO이 노폐물을 녹 다 할지라도 운동이 부족

해서 이것을 림프관으로 어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운동하지 않는다

면 지금부터라도 하루 20분 산책부터 시작해 

운동해야 합니다. 제가 추측건  운동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한다고 한다면 찬 것, 매운 

것, 스트레스가 상존해야 합니다. 

9. 다음으로 용량 부족입니다. 현재 자궁근종

이 존재하고 이것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 

순환장애가 맞는다는 가정하에서는 용량 부 

족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급성 증상, 

많이 매우 심하게 아프고 생활이 불편한 정도

의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하루 용량이 

많아 봐야 3포이며 급성기 증상에 하루 6포 

9포 정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성기 증상이라면 아니면 명현이 우

려되어 왕창 녹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저 

용량으로 꾸준히 먹었다면 효과가 없다고 생

각하지 않습니다. 

써클OO 그리 만만한 약이 아니며 충 만들어

진 약이 절 로 아닙니다. 따라서 처음에 하루 

6포 또는 9포로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명현을 

겪었을 것입니다. 지금 명현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리고 피로가 좋아진다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순환은 되지만 몸 전체

의 순환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10. 자궁근종이 커진다면 여전히 아랫배가 차

고 아랫배 쪽에 순환이 안 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반신욕, 

온열요법, 국소 온열 자극 등을 동원해 써클

OO가 아랫배로 도달할 수 있는 다른 강구책

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먹는다고 

약들이 병소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천히 노폐물을 녹여 손끝 발끝까지 가려면 

꽤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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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기간 부족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

처럼 녹여야 할 노폐물이 많다면 인체의 어느 

한 곳은 점점 따뜻해져 갑니다. 혈색이 맑아졌

다면 얼굴에서 노폐물은 녹기 시작했다고 생

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굴부터 가슴 

배 아랫배 허벅지 종아리 다리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긴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

이 들고 이것을 위해 하루 3포까지 증량하더

라고 해도 써클OO의 복용 더하기 운동 더하

기 온열요법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6

개월 이상이 걸리리라 추측됩니다. 

12. 모든 병 치료의 기본은 순환입니다. 순환

이 맞는다면 위에 어느 한 가지가 빠져도 빠졌

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위의 것이 

상존해도 바이러스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

습니다. 그렇지만 안티OOO를 같이 복용했기

에 여기에 한 논의는 접어도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12월 7일 오후 11:51)

⑩ 이OO 약사

음, 이 너무 길어져 위에 새로 을 달겠습니

다.(12월 7일 오후 11:52)

⑪ 류OO 약사

제가 자궁근종과 유방 물혹이 좋아진 경험이 

있어 답  답니다. 복부와 유방 쪽에 온열 팩을 

수시로 해주었을 때 안티OOO 써클OO의 효

과가 훨씬 좋았어요. 복부나 유방은 아무래도 

지방조직이 많아 한 번 차가워지면 아무리 운

동을 해도 쉽게 따뜻해지지 않더라고요. 차가

운 조직에서는 써클OO가 힘을 발휘하기 어려

웠을 거예요. 한두 달만 매일 하루 30여 분씩

이라도 온열 팩으로 복부를 덥혀주면 근종의 

크기가 줄어드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 제 이름으로 지난  검색해보세요. (12월 

8일 오전 10:00)

⑫ 유OO 약사

도움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명심하겠습니다.^^(12월 8일 오후 7:54)

2018년 12월 7일 오후 8:37 

류형준 약사

#질의응답

유OO 약사 질문 드립니다.

제 여동생 둘이 자궁근종, 쥐젖 등이 있어서 안티

OOO11 써클OO 11 비타민디 4000iu 6개월 복용하

습니다. 둘 다 피로감이 개선되고 혈색은 맑아졌

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에 갔더니 45세 여동생은 

크기는 그 로 고 혈 부족이 심했던 48세 여동생

(모아철 함께 복용)은 더 커져서 어제 수술을 했답

니다.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초기에 용량을 높여야 했는데 정량 용법이 실패 원

인인 것 같습니다. 

답변: 

초기 용량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좋은 질문이기에 

따로 답변합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여러 곳에 증상이 있거나 넓은 부

위이거나 딱딱하게 뭉쳐있는 병소가 있으면 초기

용량을 늘려야 합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여러 곳에 증상이 있거나 넓은 부

위에 있으면 당연히 림프순환촉진도 항바이러스제

도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용량이 부족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치유의 실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딱딱하게 뭉쳐있는 병소가 있는데 초기 용량을 

늘리지 않으면 딱딱하게 뭉쳐진 병소가 풀어지지 

않아서 전혀 개선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처럼 다른 증상은 없어지지만 정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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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손OO 약사

이OO 약사 좋은 자료 늘 감사합니다. 지금은 

명현에 해서 질문 드립니다. 명현은 치료되

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아닌 현상이라

는데 생활상의 주의(스트레스, 차가운 것, 매

운 것 등)로도 명현이 생긴다면 이것은 명현이 

아니고 부작용 아닌가요? 명현이 좋은 것이라

면 굳이 명현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

가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12

월 7일 오후 10:19)

② 이OO 약사

손OO 약사 명현은 언제고 새로 정리해 올리겠

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을 것 같아 고민이네요.

다만 명현이라는 것이 치료되면서 나오는 노

폐물에 의한 자극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치료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명현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생활상의 주의에 

의해 노폐물이 녹아나기 시작한다면 여기서

도 명현이 올 수 있습니다. 생활상의 주의에 

의해 노폐물이 녹을 가능성이 작을 뿐이죠.

유독 여기서 명현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노폐

물을 빨리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

다.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명현이 없다면 노폐

물은 녹아나오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치료가 아닌 거죠. 

명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쌓여있는 노폐물의 양이 결정합니다. 

10년 20년 쌓인 것은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

다. 이런 것들은 둑이 터지면 며칠 동안 말 못 

할 정도로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을 써도 계속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 

두려워하지 않을 환자가 있다면 단한 거죠.

 

물론 생활상의 주의를 지키면 명현은 잘 없습

니다. 그렇지만 부분 환자는 말을 잘 안 듣습

니다. 그러니 20년간 노폐물을 간직하고 살아

가는 것이지요. 따라서 예측은 가능해도 그 

변화량에서 명현은 굉장히 다양하고 힘듭니

다.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충분히 주

의해도 부족한 것이 명현일 수 있습니다.(12

월 8일 오전 12:08)

③ 손OO 약사

이 약사님의 고견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들었습

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노폐물

이 녹아야 명현이 일어난다는 데 생활상의 주

의로 노폐물이 녹을 가능성이 적다는데 왜 명

현이 일어나는지요? 여기서 명현도 긍정적인 

명현이 있고 부정적인 명현도 있는 것은 아닌

지요? 명현? 알쏭달쏭하네요. 더 좀 시원하게 

풀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12월 8일 오전 

9:29)

④ 이OO 약사

손OO 약사 고견이 아니라 선생님 옆에서 커닝

한 의견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폐물은 양이 작으면 잘 녹지만 양이 많아지

고 굳어버리게 되면 일상적인 자극에서는 잘 

녹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겹살을 굽게 되면 뜨거운 불판에서 기름이 

녹아 흐릅니다. 그렇지만 식으면 금방 하얀 

기름이 되죠.

우리 몸의 노폐물이 이 기름과 같다면 일상에

서 엄청난 열을 국소적으로 가해주지 않으면 

지용성 물질들은 녹지 못하며 그다음으로 접

요한 증상은 없어지지 않고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도 안티OOO 6개월이 아니라 8개월까

지 늘리는 것도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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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할 방법은 화학적 용해제일 것입니다. 써클

OO는 그만큼 용해를 높여주는 부분이기 때문

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한다면 

많은 상처 부위 만성 질환의 부위에는 노폐물

이 없을 수 없고, 수술한다고 해서 결코 증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지용성 물질이 잘 녹는다면 우리

는 일상에서 수없이 많은 명현을 경험하지만 

일상에서 제 눈에 보이는 것은 만성 질환 혹은 

질환 이후로 아픈 부위가 낫지 않고 계속 더 

불편함을 주는 것을 봅니다. 명현이란 게 책에 

간혹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놓고 명현이 나

오는 곳은 저는 본 적이 없네요.

노폐물은 질환이 커지거나 오래될수록 쌓이

게 되며 만성 질환에서 더욱더 환경을 나쁘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깨끗이 나았다는 이

야기는 일상에서 잘, 아니 거의 듣지 못합니

다. 오히려 수술했는데 그 이후로 그 자리가 

아프다 저리다 등등 안 좋은 소리는 더 들은 

것 같네요. 

이것에서 유추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12월 8일 오전 11:21)

⑤ 이OO 약사

그리고 찬 것, 매운 것, 추위는 명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병을 부릅니다. 이것은 명현을 만드

는 게 아니라 명현의 원인인 노폐물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12월 8일 오전 

11:28)

① 류형준 약사 

바이러스 질환은 세포 안에 들어가서 잠복할 

수 있기에 증상 개선과 바이러스 퇴치 사이에

는 많이 간극이 있습니다. 

잠복한 바이러스의 퇴치까지는 8개월의 기간

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12월 10일 오전 6:51)

② 이OO 약사

감사드려요~ 오래된 질환이 아닌데도 그렇게 

오래 먹어야 하다니 당황스럽습니다. 바이러

2018년 12월 9일 오후 9:59 

이OO 약사 

#질의응답

52세, 남. 

약 2주 전 남편이 등 가운데에서 우측 부분이 가렵

다고 보라고 해서 봤더니 포진이 두 곳 생겼는데 

하나는 이미 터졌고 하나는 물집이 잡힌 채로 있었

습니다. 통증은 없고 가렵기만 하다 하여 상포진

이라고 확신할 순 없지만 암튼 포진이기에 안티

OOO 111 써클OO 111 먹게 했더니 4일 후에 가라앉

아서 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다시 그 부위가 가렵다 하여 살펴

보니까 물집이 생기진 않았으나 올라오려고 붉은 

기미가 보여서 각각 101 먹으니 가려움증이 줄었답

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가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았는데 

증상이 없어졌다고 제가 성급하게 끊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바이러스 질환은 이번이 처음인데 치료 기간을 

어느 정도 잡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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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참으로 질기고 무섭네요.(12월 10일 오

전 9:44)

③ 박OO 약사

이OO 약사 아마도 virus를 하나도 안 가진 

동물이나 사람은 없는 듯합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론 사람당 5종~10종 이상의 virus를 가

진 듯싶고, 잠복해 있는 virus는 면역이 떨어

지면 <기회감염>을 일으키지요. 고로 면역만

큼 더 좋은 게 없는 듯합니다.(12월 10일 오후 

6:01)

① 이OO 약사

냉찜질은 통증에는 좋으나 노폐물을 녹지 못

하게 하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림프순환이 억

제되기에 아주 아프지 않는다면 추천하지 않

습니다. 오히려 노폐물을 더 잘 녹게 해주고 

혈관 확장 및 림프순환을 촉진해주는 온찜질

이 더욱 써클OO와 궁합이 맞을 것입니다.(12

월 12일 오전 12:25)

② 류형준 약사 

이OO 약사님의 답변이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12일 오전 10:31)

③ 박OO 약사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 써클OO 복용 중인 환

자에게 냉찜질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기어이 

기존의 생각 로 냉찜질을 하셔서…(12월 12

일 오전 11:39)

① 박OO 약사

본래 항암하시는 분은 써클OO 222 안티OOO 

111이 정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3시간 

전)

2018년 12월 11일 오후 4:41 

박OO 약사 

#질의응답 

일반적으로 발목이 삐거나 타박상에 첫날은 냉찜

질하는 데 써클OO 안티OOO 복용 중 타박상을 입

을 때도 냉찜질이 필요할까요?

제 경험으로는 안 해도 좋았는데 궁금해서요.

2018년 12월 13일 오전 12:00 

최OO 약사 

#질의응답 

친정어머니가 9월 췌장암 말기에 복막 전이라 수술

이 어려워 항암을 하고 계십니다. 3차정도 되니 이

제 발이 코끼리처럼 붓는 부작용이 생겨 약사님께

서 약국으로 보내주신 써클OO를 101로 드시라 했

어요. 마침 주사를 한 주 쉬어 그런 건지 약 때문인

지 붓기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더 복용하시게 할까 

싶은데 안티OOO도 같이 복용하시는 게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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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질문이 정말 간단합니다.

자가 면역질환이 뭔지 또 어느 정도인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부종이나 염증은 없는지 등등 

환자의 상태가 느껴지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그에 한 답변도 상세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할 수 있는 답변은 

1. 안티OOO는 지방을 분해하거나 단백질을 

분해하여 살을 빼는 처방은 없습니다. 

2. 림프순환촉진이나 이뇨 작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티OOO만으로는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안티OOO를 매일 먹고 체중이 줄었다

면 안티OOO 복용으로 염증이 빠르게 없어지

면서 염증으로 인한 부종이 빠져나가는 경우

일 것입니다.

모두 가볍고 기운은 빠지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12월 14일 오후 9:41)

② 서OO 약사 

류형준 약사 너무 간단한 질문에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2월 15일 오전 1:49)

③ 이OO 약사 

빠른 시간 내의 체중 감소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뇨입니다. 물이 

빠짐으로써 체중이 줄었다고 느끼기 쉽습니

다. 하지만 질문에 1.5kg 이것은 물만 적게 

먹거나 소변을 조금 많이 봐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변의 증가입니다. 드시는 음식, 혹

은 약이 이담 건위를 촉진했거나 설사를 하면 

역시 물과 변이 줄어들어서 체중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량의 소모 혹은 열량의 섭취 감소로 

인해 체중이 줄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위의 

로는 유추할 수 없습니다. 

8일 동안 1시간 정도 유산소운동이 매우 잘 

되었거나 아니면 8일간 음식 조절을 매우 잘

하셨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을 분석하기 위해 더 필요한 

것은 8일간의 식이요법 소변이나 땀, 변의 

변화 그리고 운동량 등이 적혀있어야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체중의 변화

량이 아닌 원래 체중 그리고 줄어서 변한 체중

이 적혀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40kg에서 

1.5kg은 큰 변화이지만 85kg에서 1.5kg의 변

화는 소소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적으신 것처럼 안티OOO는 바이러

스 진균 세균을 죽이는 약이지만 이것이 직접 

칼로리 소비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지방분해 

촉진이라든지 이뇨 이런 것들을 촉진하는 약

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발성이 아닌 속발성, 이를테면 방광

에 바이러스성 염증이 있었고 이들이 치료되

면서 소변량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바이러스

2018년 12월 14일 오후 7:16  

서OO 약사 

#질의응답 

40  후반, 남. 

안티OOO만 1일 3회 8일간 드시는 자가 면역질환 

있으신 분이 살이 1.5kg 빠졌다고 하네요. 간 청소

나 기타 여러 가지 요법들을 평소 하시는 분인데 

안티OOO만 추가로 드신 건데 살 빠지는 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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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염증으로 만성 부종 등이 상존했다가 이것

이 치료되면서 부종이 없어지는 상황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측하다 보면 추측의 가능성

이 무궁무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 면역질환의 내용 그리고 이것 외

에도 체중과 평소 부종이 있는지 등의 상황이 

정확하게 적힐수록 8일간의 변화가 정 하게 

적힐수록 분석이 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12

월 15일 오후 11:58)

① 류형준 약사  

질문 1: p.31의 손이 끼인 환자분과 p.32의 

화상 환자분, p.34의 제왕절개 환자분에게 림

프순환촉진 패치를 사용하셔서 관리해주셨는

데 림프순환 패치는 국소로 더 잘 작용할 거라 

생각은 되는데 써클OO 섭취로 이를 신할 

수 있을까요?

답: 림프순환촉진을 먹는 것과 패치를 비교하

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패치는 국소적으로 

작용하고 표면의 증상에 더욱 효과적이고 어

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큽니

다. 하지만 먹는 제품은 전신적으로 작용하고 

일정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국소 패치 요법은 

먹는 것에 비해 국소적인 효과는 5-10배 정도

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1-1: 신 한다면 주 2회씩 패치로 관리

하는 것을 써클OO로는 어떻게 섭취하면 괜찮

을는지요?

답: 주 2회 패치 관리는 써클OO 333으로 복용

해도 많이 부족합니다.

질문 2: 아는 지인분이 3일 전에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셨는데 시카케어를 구매하셨습니

다. 책을 읽고 제왕절개 흉터 회복에 써클OO

가 도움이 될듯하여 권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경우 출산 후 언제부터, 복용량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안티OOO 써클OO 섭취 시 모유 수유

는 해도 괜찮을까요?)

답: 수술 직후부터 써클OO 333 안티OOO 

111로 3일 정도 먹고 이후로는 용량을 조절해

서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2018년 12월 17일 오전 11:19  

임OO 약사 

#질의응답

천기누설 건강법을 읽다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

어서 질문드립니다.

1. p.31의 손이 끼인 환자분과 p.32의 화상 환자분, 

p.34의 제왕절개 환자분에게 림프순환촉진 패치를 

사용하셔서 관리해주셨는데 림프순환 패치는 국소

로 더 잘 작용할 거라 생각은 되는데 써클OO 섭취

로 이를 신할 수 있을까요?

신 한다면 주 2회씩 패치로 관리하는 것을 써클

OO로는 어떻게 섭취하면 괜찮을는지요?

2. 아는 지인분이 3일 전에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셨

는데 시카케어를 구매하셨습니다. 책을 읽고 제왕

절개 흉터 회복에 써클OO가 도움이 될듯하여 권해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경우 출산 후 언제부터, 복용

량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안티OOO 써클OO 섭취 시 모유 수유는 해

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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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 수유를 해도 상관없지만 수유량의 변화

에 관한 정확한 사례가 없어서 설명할 수 없습

니다.

사례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12월 17일 오

후 12:11)

② 임OO 약사 

류형준 약사 항상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

다.^^(12월 17일 오후 10:27)

① 이OO 약사 

용량은 어떻게 333으로 하루 9포씩 선정하셨

습니까? 또한 호보법을 하셨다는데 한 번 혹은 

하루에 몇 보를 가시는지요? 또한 각탕법의 

물 온도는 몇 도이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 달 정도라면 정확한 기간은 어찌 되시는지

요? 

다음으로 약사님께서 위의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을 더 점검하시겠습니까? 

위의 질문을 보고 부족하다 싶은 내용을 적어

보겠습니다. 

피부 가려움증이라는 단어는 모호합니다. 다

음으로 이 증상이 언제쯤 어떻게 시작이 되었

는지 기간도 그리고 어느 정도 심한지 증상의 

정도도 없습니다. 단지 피부 가려움이라고만 

적으시고 사진이나 치료 시작 전 사진 그리고 

한 달 지나서 사진 등의 객관적 비교자료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일상에서의 주의 혹은 일상에서 받

는 스트레스 추위 음식 등의 환경에 관한 기술

이 전혀 없습니다. 

건강은 무척 많은 요인의 합과 곱으로 이루어

집니다. 약사님께서 위의 로 진단 및 치료를 

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다시 갖춰 올려주신

다면 훨씬 더 좋은 답이 달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유사사례 질문의 방식 등을 검토

해보시는 것도 더욱더 좋은 답을 구하는데 도

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티OOO와 써클OO는 좋은 약이지만 용량 

복용 기간 그리고 생활상의 주의 등이 제 로 

합쳐지지 않는다면 좋은 효과가 나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만병통치약이 아니기에 모

든 질환에 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되시

길.(12월 18일 오전 9:50)

② 박OO 약사 

최소한 키, 체중, 나이, 심한 정도, 오래된 기

간, 피부과 진단명 등등이 있다면 다른 제제와 

병용요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12월 

18일 오전 11:50)

③ 류형준 약사

안티OOO 써클OO 333은 최고 용량입니다.

용량을 무조건 늘린다고 빨리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많이 고생하셨으니 머리카락

을 보내주시면 제 로 된 복용법을 알려드리

겠습니다. 

감사합니다.(12월 19일 오후 3:37)

2018년 12월 18일 오전 8:40  

박OO 약사 

 #질의응답 

67세, 남. 

제 남편인데 피부 가려움이 심해서 안티OOO 333 

써클OO 333으로 한 달 정도 복용하고 호보법, 각

탕법 하고 있는데 차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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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안티OOO의 선택은 바이러스, 급성 감염, 만

성 감염, 세포내 정착 정도로 구별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티OOO를 6개월 복용해서 안티OOO의 복

용이 끝났다 하더라도 인체가 완전하게 복구

된 상태가 아니라면 다시 바이러스 감염되기 

매우 쉬운 상태입니다. 

저 역시 안티OOO와 비슷한 체질 차를 많이 

복용했지만 컨디션이 나빠질 때 바이러스 감

염으로 다시 안티OOO와 같은 체질 차를 복용

한 경우가 몇 번이나 됩니다. 

따라서 안티OOO는 6개월 먹었다고 해서 끝

이 아니며 언제든 바이러스는 재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안티OOO는 바이러스 

죽이는 약이지 면역을 만들어주는 약이 아니

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써클OO로 충분하지 않고 안티OOO를 

투여해 개선된다면 바이러스 질환이 맞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티OOO가 끝났다 할지라도 독감 같은 급성 

감염에는 안티OOO 333을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만성 감염이라면 다시 1~3개월 세포 내 

정착이 된다면 6개월을 다시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되시길.

인체는 완벽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병에 걸리

기 쉬운 존재입니다. 건강하게 사용하는 사용

법은 존재하지만 완벽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

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건 신도 안 한다는…

(12월 23일 오후 12:15)

류형준 약사

이런 경우가 가장 답하기 힘든 경우입니다.

치유의 길을 1년 동안 착실하게 진행했는데 

마무리가 깨끗이 안 되고 뭔가 남아서 미진한 

경우입니다.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1. 안티OOO와 써클OO의 용량과 기간이 부

족한 경우입니다. 특히 초기 용량의 부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 용량의 중요성

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복용 기간입니다. 부분 복용 기간은 

6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요즘 제 설명을 

보면 8개월을 복용하라고 권합니다. 이는 세

포 환경을 만드는데 저만큼 상담에 충실하지 

못하고 찬 것, 매운 것, 추위, 튀김류 등의 생활 

절제를 유도하지 못하니 기간이 늘어나는 것

입니다.

그래서 2개월이 늘어난 8개월이라고 하는 것

입니다. 찬 것, 매운 것, 추위, 튀김류에 해 

주의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 신경계의 문제로 인해 처음부터 한계가 있

는 경우입니다. 본래 안티OOO와 써클OO는 

신경계 문제가 없지만 몸에는 문제가 있는 질

병의 하위 80%의 질병이나 증상에 해 치유

2018년 12월 22일 오후 2:23  

안OO 약사 

 #질의응답 

치유 1년 과정을 마친 분이 치유가 부족한 면이 있

어 더 드시길 원한다면 이 시점에서 안티OOO를 

추가로 더 써도 될까요? 쓴다면 기간을 얼마로 설

정해야 할까요? 작년 치유 시작부터 올해 끝날 때

까지 용량을 기본으로만 적용하여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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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길로 안내하기 위해 처방되어 만들어진 제

품입니다.

왜냐하면 신경계의 문제가 있는 질환은 단순

히 약이나 제품으로는 치유의 길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체질을 판정하고 체질과 치료요법, 체

질에 맞게 처방된 제품까지 어울려야 비로소 

치유의 길을 안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경계와 관련이 없거나 관련 

정도가 적은 증상은 치유가 되지만 어느 지점

에서 신경계의 치유가 진행되어야 비로소 치

유되는 지점에 도착하면 더 진행되지 않습니

다. 이것이 한계이고 더 이상의 치유의 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안티OOO와 써클OO를 만든 이유는 

약국에 오는 환자들의 80%는 안티OOO와 써

클OO로 충분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OO 약사님의 질문에 한 제 답

은 환자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보내주세요,입

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처방과 기간을 정해서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12월 23일 오후 12:47)

② 이OO 약사 

다시 을 보니 두세 가지 가정을 하고 진행해

야겠네요.

1. 1년의 안티OOO 써클OO과정을 통해 좋아

졌다. 그렇지만 최근 스트레스나 추위 바이러

스 감염이 새로이 된 것 같다. 이건 새로 시작

하는 방식이고 제가 답을 적은 건 이겁니다. 

2. 1년의 안티OOO 써클OO 과정을 통해 

60~80% 좋아졌지만 완치되지 않은 것 같다.

3. 안티OOO 써클OO로 한계가 있는 질환의 

치료이다. 

2-3번은 선생님이 적은 답인 것 같습니다.(12

월 23일 오후 2:39)

① 이OO 약사 

제 로 된 효과가 있다면 명현은 만성 질환에 

있어서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라 봅니다. 만성

질환에 세포 내에 많은 노폐물이 쌓여있다면 

이게 나오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항바이러스제 복용 시에 세포 내에 노폐물이 

없는 상황이라면 안티OOO든 타사든 명현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노폐물이 있다면 안티

OOO든 타사든 명현은 오게 될 것입니다. 타 

회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노폐물 그리고 세

포 괴사가 명현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저 추론

이 좀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못하다

면 바이러스감염 세포가 터져 죽는 신 다른 

반응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바이러스 감염 세포가 자멸사를 선택할 능력

이 남아있다면 명현이 오지 않겠지만 이 정도

라면 안티OOO도 명현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2018년 12월 23일 오전 8:42  

김OO 약사 

#질의응답 

안티OOO를 복용하면 명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가 터져 나오면서 염증 반응

이 일어나기 때문이라 하는데 타 회사의 제품 복용 

시는 그러한 반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안티OOO와의 작용 강도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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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명현반응은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가 자멸

사를 선택할 수 없는 즉 괴사 반응으로 가야 

하는 경우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며 항바이

러스제는 세포 자멸 시 세포 괴사를 막아주는 

약들은 아닙니다. 

따라서 명현이 있고 없고는 노폐물의 양 그리

고 세포 괴사의 양이 결정할 것이며 이것을 

조절하는 약물은 제 지식 내에는 존재하지 않

습니다. 다만 염증 반응속도 억제 약 정도만 

있을 뿐.

따라서 타사 항바이러제가 진짜 항바이러스

제가 맞는다면 명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라 추론이 가능할 듯합니다.(12월 23일 

오후 12:11)

② 류형준 약사

한마디로 설명하면 안티OOO 외에 세포 안에 

숨어있는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항바이러

스제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23일 오후 12:15)

① 류형준 약사

1일 안티OOO 333

2~4일 안티OOO 111 써클OO 111

상기 용량은 성인량 기준입니다. 

19개월이면 성인의 1/4입니다.

참고하세요.(12월 23일 오후 7:11)

② 윤OO 약사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먹여보겠습니다.(12

월 23일 오후 8:22)

③ 류형준 약사

따님이 오늘 아침에는 어떤지 궁금합니다.(12

월 24일 오전 6:24)

2018년 12월 23일 오후 5:52  

윤OO 약사 

#질의응답 

19개월, 여.

장염(노로바이러스 양성)으로 병원 치료 중 어젯밤

부터 40도 가까이 고열이 지속됩니다. 병원에서 독

감 검사 음성 나왔고 기관지염이 있다고 항생제만 

처방받아 왔는데 안티OOO 써보면 나을까요. 수액 

맞아도 그뿐 집에 오니 다시 열이 오르네요. 어젠 

전신이 뜨거웠는데 오늘은 손발은 차고 배, 등, 머

리까지 뜨겁네요. 

안티OOO 1/5로 bid 주면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2018년 12월 24일 오후 7:14  

김OO 약사 

질의응답 

60세, 여. 

자율 신경 실조증으로 체온조절에 문제가 있으신 

거 같아요. 생긴 지는 3년 넘으셨다고 합니다. 에어

컨 쐬거나 냉장고 문만 열어도 냉기가 닫는 부근이 

엄청 시리고 몸이 차다고 하시네요. 몸이 너무 시려

서 반소매도 잘 입지 못하십니다. 특히 옷이 다 젖

을 정도로 땀이 나면서 등이랑 몸이 엄청 시리다고 

하십니다. 산후풍 증상이랑 비슷하다고 하시는데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도 받으셨는데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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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런 정도 증상이면 머리카락을 보내주세요.

단순히 증상만 보고 처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12월 24일 오후 7:21)

① 류형준 약사

1. 안티OOO 111 써클OO 222  1개월

2. 안티OOO 111 써클OO 111  2개월

3. 안티OOO 101 써클OO 101  5개월

4. 써클OO 101  12개월입니다.(12월 25일 오

전 7:40)

② 최OO 약사 

류형준 약사 넵,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 준비

를 잘 하시도록 이렇게 복용하지 않으려면 아

예 시작하지 말라고 해야겠습니다.(12월 25일 

오전 11:21)

① 류형준 약사

먼저 외부적인 요인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기 전에 각탕법을 매일 합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증상이니 써클OO만 222

로 복용해 보세요. 

그리고 경과를 보면서 조정해 보세요.

감사합니다.(12월 30일 오후 2:36)

② 김OO 약사 

네, 고맙습니다~(12월 30일 오후 4:41)

이상 소견 없었다고 하십니다. 여기저기 한의원도 

세 군데 정도 다녀보고 6개월 이상 같은 한의원 치

료하셨어도 큰 차도 보지 못하셨다네요.

여름 겨울 할 거 없이 조금 좋아지다가 다시 엄청나

게 안 좋아지는 걸 반복해서 몸이 너무 힘드시다고 

합니다. 

일단 써클OO 222 일주일 복용 하시고 안티OOO 

써클OO 111 복용하시도록 말씀드리긴 했는데 복용 

3일 차인데 약 드시고 땀이 더 많이 나고 편두통  

증상이 있다고 하시는데 기존 용량 유지하는 게 나

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2018년 12월 24일 오후 10:20  

최OO 약사 

 #질의응답 

70세, 남. 

1년 전에 앓았던 상포진 후유증으로 통증이 심하

신 분입니다. 써클OO 안티OOO 용량과 복용 기간

을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2018년 12월 29일 오후 6:04  

김OO 약사 

#질의응답 

60  중반, 남. 

작업환경이 바닷바람 부는 외부에서 주로 일하십

니다. 갑자기 발목이 바람 들어오듯이 시리다고 하

십니다. 

고혈압, 고지혈증약 복용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몸

에는 이상 없는 분이십니다.

안티OOO써클OO 용량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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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치유는 전쟁터가 아니라 화합의 장이고 행복 

그 자체입니다.

환자와 겨루지 마시고 진심만 통하면 됩니다.

날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치유를 안

내하면 됩니다.

안티와 써클은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 치유

의 길에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도 환자분이 좋아져서 응원을 해주시니 

많이 행복하지요.

환자분은 좋아져서 행복하고 약사님과 약국

은 환자가 좋아졌다고 칭찬해주니 행복하고 

여기 계신 다른 약사님들도 기쁨을 함께 공유

하니 행복하고 저는 저절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18일 오전 9:31)

2018년 1월 18일 오전 8:56 180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김 ~, 78세, 여, 혈압약 

노인회장인 분이 부인의 현훈, 두통으로 드시던 반

하백출천마탕을 구입하러 오셨어요.

이번엔 보물로 치유하자며 안티, 써클 111로 60포 

드렸어요. 책과 함께

10일 후, 책 보니 당뇨도 좋아진다 해서 부부가 같

이 드셨다하네요.

재방문하셔서 구두쇠인 아내가 위 증상 뿐 아니라 

변비, 위염도 좋아졌다며 같이 먹자고 50만을 주셨

다네요!

아내 분, 같이의 가치를 아시는 분이시네요.

얼마나 탐독하셨는지 말씀하며 바이러스란 단어를 

수십 번 사용. 노인정가서 회원들께 강추 하니, 종

합병원 수간호사 딸 둔 어르신이 약 그리 막 먹으면 

안돼 하신다하네요. 회장님… 그 분 없을 때만 다시 

강추 계속… 그 분도 안티, 써클 써야 할 단골이신

데 꼭 설득시켜 봐야겠네요. 전에 한 번 거절하신 

분인데…

책 더 드리고 용랑 조절 말씀드리니, 책에 나온 

로 내가 때를 봐서 두 번으로 줄일 테니 걱정마라며 

가셨네요. 입맛만 쩝~

두 번 드시라했는데 너무 좋아 하루 세 번 드셨답니다.

치유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천군만마를 얻은 

기쁨을 맛봤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오후 1:58 208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맥주만 마시면 위통, 복통, 설사로 고생하는 30  

후반 여성이 "길다란 것 2개와 마시는 물약 5세트 

주세요." 합니다

"다른 건 다 안 듣고 이 약만 먹으면 괜찮아지네요."

순간 뭐지?

가레오 꺼내니 아니요. 

이거네요

매 에 꺼내 놓은 안티, 써클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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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향숙

저도 술 약으로 안티, 써클 드시는 분 많네

요^^(1월 18일 오후 2:14)

② 류형준 약사  

술 약을 만들까 합니다.

안티, 써클, 이담건위제까지 포함된 음주전후 

복용하는 술 약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1월 18일 오후 2:47)

③ 박향숙

한두 번의 술 약의 효과로 신뢰가 생겨 위장

질환 치료로 이어집니다.(1월 18일 오후 

9:05)

① 하현아

설명 깔끔. 처방 굿!(1월 18일 오후 3:43)

② 윤애숙

예전엔 접히는 부위 땀 차서 온하고 습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습니다.(1월 18일 오후 5:52)

감기에 려 술 약으로 안티, 써클 각 1포와 술 드링

크 비닐포장해서 판매하던 걸 잊었어요.

역시 술 약으론 최곱니다.

2018년 1월 18일 오후 2:23 243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각종 피부질환에 안티, 써클이 최우선으로 선택되

어야 할 듯…

림프절부위인 겨드랑이와 서혜부에 아가들이 열감

기후에 발진 돋듯이 심한 발진과 가려움을 호소한 

63세 여성에게 다른 부위가 아니고 왜 이 부위만 

발진 돋는지 아세요?

이분이 12월 중순부터 감기를 20여일 앓고 난 후 

나타난 증상입니다. 피부과 2회 진료 받았는데도 

안 나으니 고쳐주세요

감기로 인해 급증한 노폐물 때문에 엔진이 과열되

면 뜨거워지듯 림프절에 몰린 노폐물로 인한 알레

르기가 생겨서 이 증상이 생긴 겁니다라는 말로 쉽

게 풀어 설명하고

안티 111, 써클 222, 3일분 드렸고 

피부는 다 나았는데 오늘은 마른기침 때문에 잠자

기 힘드니 좋은 약 주세요. 그래서 다시 안티, 써클 

111로 3일분과 장생도라지제제 드렸네요.

2018년 1월 18일 오후 4:25 235 읽음

정희순

#체험사례

21세 남자

오랜 기간 수족다한증으로 방위산업체에서 군복무

를 할 예정인 학생이에요.

안티, 써클 111, 2주 복용 후 방문 손에 땀이 많이 

좋아졌다 합니다.

반면 손이 너무 건조해져서 크림을 자주 발라야 한

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순환을 더 도와줄 목적으로 안티 111, 써

클 212로 2주분 투여하고 찬물, 매운 음식 다시 주

지시키고 각탕법 설명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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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선영

손에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이었는데 2주 만

에 정반 로 너무 건조해졌다는 건가요?(1월 

18일 오후 4:33)

② 정희순

네. 두 번째 방문 시에는 엄마만 왔었고 본인

하고는 전화로 통화했고요.

손에 땀이 많이 줄었는데 오히려 크림을 바르

지 않으면 손이 너무 건조하답니다.

써클 용량 늘려서 2주 복용 후 직접 방문하기

로 했습니다.(1월 18일 오후 11:30)

③ 정희순

제가 수족다한증은 두 번째 경험하는데 두 번 

다 2주 정도의 기간에 탁월한 효과를 경험했

습니다.(1월 18일 오후 11:38)

2018년 1월 18일 오후 6:05 285 읽음

김은실

#체험사례

비만약

48세 남자분입니다

신랑 회사 동료분이신데 사모님의 걱정에 옆 내과

에서 비만약을 처방받으셨어요.

신랑이 써클 먹고 발목 통증 좋아졌고 덜 피로해하

더라고 얼핏 림프순환에 해서도 들으셨고 인터

넷으로 검색도 해보시고 오셨더라구요.

노폐물 배출, 순환개선, 부종개선 목적으로 비만약 

복용하면서 써클 101로 10일분 드시게 했습니다. 

십일 드시고 비만약이 좋은 건지 써클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몸이 너무 가벼워졌다고 써클 10일분 

더 구매해 가셨구요.

지금은 써클 때문에 좋아지신 거 아시고 재구매하

시는데 신랑 통해 약만 가져가셔서 직접 뵙지 못하

니 다른 증상개선들을 확인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중입니다.

비만약 많이 취급하시는 약국은 써클 잘 활용하면 

좋을 거 같아 올려봅니다.

2018년 1월 18일 오후 9:46 318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김 ~, 50, 남, 건설업체 사장

20  이후 허리 수술 두 차례.

덜 힘든 일만 하는데도 오팔몬, 진통제 늘 복용

12월 15일 또 같은 처방 가져 왔기에 권유하니 선뜻 

한 달분씩 달라함.

안티, 써클, 각 101

오늘 아무 말 없이 카드 내 며 한 달분 달라함.

자주 나타나던 담결림, 피로, 전신근육통 감소

요통은 아직 불변. 귀찮아서 각탕은 안했다하여 효

력이 배가 될 테니 반드시 하라고 종용했네요.

일단 소소한 통증들이 소실됨을 본인이 확인했으

니 각탕 열심히 하며 복용한다네요.

근골격계 치유에 한 부담감이 차츰차츰 허물어



00298  A BOOK OF EXPERIENCES

① (알 수 없음)

실비도 2정에 포유 한포씩 하루 두 번(1월 19

일 오전 11:18)

② 류형준 약사 

만약 실비도 없이 써클만으로는 어떨까요?

또 이명이 3개월 이상 된 경우이면 증상의 개

선여부와 상관없이 안티플러스를 함께 병용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차후로 완전한 치유를 위한 방법으로 

안티와 써클 6개월 요법도 설명이 되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하게 써클과 실비도를 먹었더니 이명이 

좋아졌다가 아니라 몇 개월 이상 된 잘 낫지 

않는 이명이 있는데 실비도를 하루 몇 정씩 

몇 개월 동안 먹어도 차도가 없었다.

그래서 이명의 원인을 청신경 주변의 염증과 

림프순환장애로 생각하고 우선 청신경주변

의 노폐물과 염증물질들을 청소하기 위해 써

클을 먹게 하 더니 신기하게도 10일 만에 많

이 좋아졌다고 하신다.

이명을 깨끗하게 개선시키려면 염증을 제거

하여야 하니 안티와 써클을 병용하여 6개월 

정도 복용하는 이명뿐 아니라 온 몸의 상태가 

더 좋을 것으로 설명하 습니다.

여기까지가 치유를 위한 기본적인 진행입니

다.

좋은 체험사례에 감사드립니다.(1월 19일 오

후 7:58)

③ (알 수 없음)

강순실 류형준 약사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앞

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1월 20일 

오전 8:29)

집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19일 오전 11:16 253 읽음

(알 수 없음)

#체험사례

61세 여자분인데요. 실비도를 한통 다 드셔도 이명

이 전혀 개선 기미가 없다고 불평하셔서 포유를 하

루 두 번 실비도랑 같이 드셔보라 10일분 우선 드렸

더니 진작 그렇게 주지 많이 좋아지셨다네요. 이명

효과는 저도 경험했는데 실비도 하고 같이 했더니 

확실하게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2018년 1월 19일 오후 1:40 215 읽음

한현주

#체험사례

60  초반 여성분이시고 오래된 이명으로 귀가 잘 

안 들리고 당뇨 있으신 약사분입니다. 써클, 안티 

하루 두 번 드시게 하고 한 달분 드렸는데 일주일 

드시고 더 안 들린다며 위장장애도 좀 있고 해서 

안티는 한 번, 써클 2번 드시고 있다하시기에 명현

반응 설명하고 써클을 2포씩 드시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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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영미

1달 후에 결과 기 합니다.

꼭 결과 올려주세요~^^(1월 19일 오후 2:45)

② 류형준 약사 

명현증상이 있습니다.

안티는 하루 1포가 아니라 하루 2포입니다.

차후로 경과가 기 됩니다.

감사합니다.(1월 19일 오후 8:16)

① 박향숙

그 사모님 증상이 저의 작년 이맘때 모습 같

습니다 ^^(1월 19일 오후 2:29)

② 강경애

박향숙 약사님도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군요

ㅜㅜ

앞으론 쭉 건강하시길요~~~(1월 19일 오후 

3:06)

③ 박향숙

지금은 그레잇입니다^^ 써클, 안티는 저에게 

생명 같은 약입니다(1월 19일 오후 5:25)

④ 류형준 약사 

강경애 약사님은 치유의 전도사입니다.

초기 복용용량의 조절, 이후 6개월 요법까지 

항상 완벽한 치유의 안내자입니다.

감사합니다.(1월 19일 오후 8:20)

2018년 1월 19일 오후 2:18 245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안티 111, 써클 111 복용 하루 만에 어깨 통증 좋아지

셨던 청양에서 목회하시는 사모님

오늘 필리핀 선교 가시는데 부족할 거 같다고 전 

오시는 길에 들리셔서

안티, 써클 한 달분, 유산균

일주일에 한 번씩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프롤

로 주사 맞으시는데 안 맞아도 통증이 사라졌구요.

목소리가 안 나와 기도를 크게 못했는데 이젠 기도

도 크게 하실 수 있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은 벌떡 

일어나셨다고 하시구요.

어깨는 많이 쓰면 아직 아프시다고 해서 이럴 땐 

양을 늘려 드시라고 했어요.

기본 6개월 드셔야 하는 원리 다시 설명 드렸구요. 

상포진과 단순포진도 좋아지고 있지만 너무 무

리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살 것 같다 하시네요^^ 

2018년 1월 19일 오후 6:17 308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1월 6일, 최ㅇ춘, 65

그 날 이후 소포장으로 두 번 사가신 후 오늘 방문하

여 다리저림이 단기간 현저히 감소하여 드디어 엉

덩이부근의 저림까지 없어지고 있다며 너무 좋아

하시네요.

보너스로 감기도 더 이상 걸리지 않고.

본래 양약과 건강식품 선호도가 너무 심해 그만 좀 

드세요 할 정도인 이분, 그리 열심히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종병에서 드시는 약만 해도 한 움

큼… 앞뒤가 안 맞는 현재의 모순을 어찌 생각하시

느냐 여쭈니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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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향숙

약사님 행복하시겠습니다. 용기도 단하십

니다.(1월 19일 오후 6:43)

② 안순원

박향숙 별 말씀을… 약사님의 다양한 사례 보

고 많이 배웁니다. 이런 소통의 장터를 마련

해주신 류약사님의 너른 마음에 감사드립니

다.(1월 19일 오후 7:24)

③ 류형준 약사 

안순원 약사님

많이 행복하지요.

환자가 건강해져서 행복하니 약사와 약국이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쌓이면 세상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집

니다.

저는 더불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19일 오후 8:45)

① 류형준 약사 

10년 된 구토할 정도로 심한 편두통이 25일 

만에 없어진 것이군요.

참 단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유능한 치유안

내자가 될 것입니다.

환자가 이렇게 좋아지면 약사님은 당연히 행

복하겠죠?

저는 당연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20일 오후 9:16)

넉넉히 이 제품을 1년 드시면 체내의 바이러스는 

근절되고 세포 자생력은 극 화 되어 지금 드시는 

약이 반으로 줄 것이라 하니 당연히 그리하려한다

며 치유전도사 역할도 하겠다 하시네요.

숱한 약, 식품들을 장복한 베테랑이 단 3주 안된 

시일에 이리 큰 변화를 경험해보니 그 기쁨을 주체

하질 못하시네요. 감기 걸린 동료에게 천기누설하

겠다며 선물로 소포장 사가시네요. 

복을 실은 행복바이러스가 곳곳으로 퍼져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 습니다.

2018년 1월 20일 오후 12:33 259 읽음

이병열

#체험사례

해남 광주약국 이병열

전 ㅇ이, 81년생, 베트남인, 3남매모

가냘픈 몸에 창백하여 보면 애잔한 마음이 생김.

편두통으로 10여년 진통제를 복용중

매일 밤 편두통이 오는데 심할 때는 구토까지 하면

서 불면증으로 고생해 옴. 

오수유탕을 써볼까 하다 2017년 12월 22일 안티, 

써클 111 우선 15일간 투약하기로 함.

아무 소식 없다가 2018년 1월 18일 방문하여서 편

두통이 어떠냐고 물으니 이젠 두통이 없으며 구토

도 없으며 잠도 잘 잔다함. 완치하려면 6개월은 더 

먹어야 된다하니 남편과 타협하여 다시 방문하기

로 함.

창백한 모습도 좋아진 모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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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체험사례는 안티, 써클을 복용하거나 건강플

러스요법을 실시하고 개선된 증상을 올리는 

해시태그입니다.

감사합니다.(1월 20일 오후 9:18)

① 윤애숙

저희 엄마도 84세 할머니인데 2달 넘게 안티, 

써클 정량복용 중 감기 걸렸어요.

낼 목욕가자고 하시네요.

예전 같으면 꼼짝 못하겠다 할 텐데요.(1월 

20일 오후 9:19)

② 류형준 약사 

이번 독감에 안티와 써클로 이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이선  약사님이 표로 올렸

습니다.

감사합니다.(1월 20일 오후 9:20)

2018년 1월 20일 오후 1:58 258 읽음

양진자

#체험사례

50세, 여자, 키 168, 체중 90

십여년 전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친 후 진통제 상시

복용

진통제 먹다 보니 위장 상해서 위장약 상시복용

면역력 떨어져 감기약과 비염약 상시복용

작년 9월에 왼쪽 골절… 4개월이 지난 지금도 통증 

심하고 뼈가 아직 안 붙었음.

한 달 전 넘어져 무릎 십자인  파열과 부분 파열

무릎에 물차고 부어 있음.

불면, 우울증, 변비

림프순환과 몸 상태에 한 설명 후 6개월 먹기로 

약속

90키로 체중이 지방보다는 림프순환이 안되어 부

어 있는 걸로 보고 써클 용량을 222로 안티는 111로 

일단 일주일 복용하기로 하 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든 분이라 이번 기회에 꼭 치료

해보자고 약속하고 천기누설 책자랑 같이 드렸습

니다.

치료 경과 보면서 후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20일 오후 3:50 271 읽음

이선영

#체험사례

84세 할머니 동네 의원에서 혈압약 드시고 학병

원에서 우울증 약도 드시는 분입니다 목욜 저녁에 

같이 사는 아드님이 어머니가 몸살이 심하셔서 꼼

짝도 못하고 아파 죽겠다고 하신다며 약을 사러 오

셨어요. 안티, 써클 1포씩 광동 원탕 1병 같이 지금 

드시고 주무실 때 1번 드시고 낼 아침에 1번 드시라

고 드렸는데 지금 그 할머니가 아드님이 사간 약 

그 로 달라고 오셨어요. 그 약 먹고 괜찮아져서 

좀 움직 더니 또 기미가 보이는 거 같아 미리 먹어

둘라고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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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30분 만에 하루 사이에 반응이 오니 신기하고 

재미있지요.

저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안티와 써클 한 포

씩 먹게 하고 나서 강의 끝나기 전에 효과 있

거나 명현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면 열 명 중에 

1-2명 정도는 꼭 있습니다.

감사합니다.(1월 20일 오후 9:23)

② 안순원

류형준 약사 효과, 명현… 어느 쪽이 더 많은

가요?(1월 20일 오후 11:45)

③ 류형준 약사 

명현반응은 이제까지 3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효과로 나타났으니 효과가 훨씬 많습니다.

감사합니다.(1월 20일 오후 11:47)

2018년 1월 20일 오후 5:26 281 읽음

강은희

#체험사례

1) 74년생 여자 

6개월 전까지 위장약을 달고 살았는데 한동안 오시

질 않으셨고 아침 병원에 접수해놓고 기다리는 동안 

약국에 들러 잠을 잘못 잤는지 너무 아프다고 집에

서 근육이완제 드셨는데 파스를 살까하고 오심.

써클 111, 2일분을 드리자 바로 1포를 드시고 병원

에 다녀오신다고 ~

약 30분 뒤에 처방전(진통제랑 부종약)을 갖고 오

셔서 좀 나아졌다고 하심.

림프순환이 안되면 붓고 아프다고 말씀드리자 온

몸이 잘 붓고 아프다고 1통 달라고 하시네요.

책과 함께 각탕법 설명도 함께 해드렸어요.

30분 사이에 효과를 보셨나 봐요. 

2) 핫팩을 자주 사러 오시는 40  여자분 

근무 환경이 추운 곳으로 생각됨.

무리하게 일을 해서 온몸이 아프고 춥다고 해서

써클 111, 2일분에 갈근탕과 소염진통제 1포를 드림.

2일분 드시고 땀이 살짝 났고 기운이 좀 생겼다고 

하시고 소염진통제는 안 드셨다고 하심.

다시 2일분 더 달라고 하심.

얼굴색이 훨씬 좋아진 것 같아 보 어요.

3) 60 , 남자, 혈압, 통풍약 드심.

독감처방약을 몇 번 드시고 이제는 온몸이 너무 아

파 잠을 못잤다고 하시길래

첫날 써클 202, 안티 101

써클, 안티 111 3일분 드렸드니 2일 뒤 오셔서 주사를 

맞아서 그런지 약 1번 드시고 아픈 게 싹 없어졌다고 

하시면서 안티, 써클 각 1통씩 달라고 하셨어요.

꾸준히 드시면 컨디션 좋아질 거라고 각탕법과 책

자드림.

4) 70 , 남자분, 사장님

건강식품, 양제 일절 모르고 처방약만으로 사심.

일주일 전쯤 책이랑 써클 4포를 드렸음.

아내분이 책을 열심이 읽으시고 아내가 감기 심하

다고 처방전 받으면서 지난번 약 달라고

남편이 좀 나아진 것 같다고 하심.

써클, 안티 111

명현 이야기 해드리고 각 1통씩 드림.

다음날 오셔서 얼굴색이 좀 나아졌다고 잠을 푹 잘 

수 있었다고 하심.

다른 약사님 글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환자분들에

게 권해드리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컨디션이 좋아

진다는 피드백이 되니 신기하기도 하고 자신감

도~~

소소한 치험례지만 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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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태희

안 샘의 열정에 무한한 응원을 보내며 치유의 

순항을 기원합니다.(1월 21일 오전 8:30)

② 류형준 약사 

잘 따라주시고 고맙습니다.

또 그렇게 믿어주시고 생각해주시니 더욱 고

맙습니다.

사실은 저뿐 아니라 밴드에서 체험사례를 올

리시는 권명선 약사님, 강경애 약사님, 오시

 약사님, 안순원 약사님을 비롯한 모든 약

사님들이 선생님이고 비빌 언덕입니다.

어제도 제가 속해있는 인천 남구분회에 정기

총회가 있어서 나갔는데 안티와 써클을 접한 

약사님들이 오셔서 감사 인사를 해주셨습니

다.

여기에 계신 모든 약사님들을 신해서 인사

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21일 오전 8:33)

③ 안순원

이태희 친구도 치유의 항해를 함께 하게 된 

것이 무척 기쁘오.(1월 21일 오후 4:58)

④ 안순원

류형준 약사 앞으로도 여러 약사님들에게 많

2018년 1월 20일 오후 10:42 285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요즘 며칠 사이 암 경력 환자 두 분을 접한 제 마음

입니다.

한 분은 상담 시 얘기를 하셨지만, 한 분은 차후

에… 암 경력 사실을 알려주셨거든요… 모르고 이

미 101로 드렸죠.

물론 급박한 시기는 넘긴 분들이지만, 이 분들에게 

암 이외의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을 돕고자 다가설 

때…

젤 부담이 안티, 써클의 111/222의 용량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종료되는 1년 간 꼬박 111/222를 지켜야 

한다는 류 약사님의 평소 지론에… 휴~

왜 그런지 다들 아시죠?

한 환자분께 전화를 다시 드려… 일반인도 매일 

5,000여개의 암세포가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암 

경력이 있는 분들은 변동성이 더 할 수 있다… 현재

의 질환 치료의 극 화는 물론이거니와 암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11/222는 타협의 여지가 없

다…

제 얘기에 신뢰성이 없다싶으면 환불해 드릴 테니 

부담 말고 가져오세요…

연락 없어 전화 드리니 전화 받은 후로 111/222로 

드시고 있답니다.!!!

진심이 통하여 기뻤습니다.

진실이 전해져 기뻤습니다.

치유의 메신저 역할을 한 저… 조금은 자랑스러웠

습니다.

류 약사님을 안 이후, 제가 예전의 제가 아닌 듯합

니다.

류 약사님~ 앞으로의 치유과정에 많은 도움 말씀 

부탁드리고, 지켜봐주세요.

한 마리 소가 등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생겨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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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비렵니다.(1월 21일 오후 4:59)

① 류형준 약사

5일 복용 만에 이정도면 많이 좋아진 경우입

니다.

어떤 경우는 빨리 어떤 경우는 나중에 좋아지

는 경우도 있으니 병적상황이 그런가보다 생

각하면 됩니다.

각탕법과 호보법을 같이 시행하면 효과는 지

금에 2~3배 이상 나타날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정말 그런지 확인하는 실험자 입

장에서 해보세요.

그렇게 확인하고 설명하면 본인도 모르게 힘

이 생겨서 환자들이 잘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1월 21일 오전 8:37)

2018년 1월 20일 오후 11:55 248 읽음

김영희(한가족약국.여수시)

#체험사례

본인, 60세, 여

써클과 안티 각 1포씩 2회 10일 정도 복용

써클 2, 안티 1포씩 2회 5일 복용

면역제품을 먹어도 콧속이 항상 헐고 코 주변이 잘 

쥐었는데 지금은 헐지도 않구요. 

큰절을 하면 젊었을 때도 무릎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무릎이 퇴행성인지 뻐근하게 조

금씩 아팠는데요. 지금은 소리도 안 나고 아픈 것은 

80퍼센트는 좋아진 듯 

등이 뻐근해서 간혹 구부리면 악 소리가 날 때도 

있었는데 많이 편해졌어요.

하복부가 정말로 차가웠는데 오늘 만져보니 찬 기

운이 없이 복부가 동일해졌어요.

아직 각탕법과 호보법 시행은 못했어요.

2018년 1월 21일 오후 4:11 261 읽음

김은경

#체험사례

 

1. 50  여성분

얼굴 부종 때문에 써클 202로 3일 복용 시작

부종은 빠져 좋은데 써클만 먹으면 검푸른 변을 본

다고 걱정스레 문의하심.

류 약사님께 문의 드려 몸 속 많은 독소가 빠지는 

과정이니 걱정 말고 더 열심히 복용하시라 설명드림.

써클만 먹으면 변비약을 먹은 것처럼 너무 시원하

게 변을 잘 보신다 함.

얼굴 부종은 바로 개선되었고 한 달 정도 먹는 동안 

얼굴색도 많이 맑아졌고 체중도 3킬로 정도 빠졌다

고 좋아하심.

2. 50  혈압, 당뇨약 복용중인 남성분

2년 전부터 등과 엉덩이에 종기가 나기 시작

술을 먹고 피곤하면 빨갛게 부어 올라 외과에 가서 

절개하고 짜내기를 수 없이 반복함.

그동안 여러 가지 양제를 복용해도 종기의 재발

은 계속 됐음.

11월말부터 안티, 써클 101 복용중

연말이라 술자리가 종종 있었는데 아직까지 외과 

갈 일은 없었음.

엉덩이에 작은 종기들이 생겼다가 저절로 없어지

고 등에 있던 수술 자리가 움푹 패고 검게 보 는데 

그 부분이 많이 가렵더니 패인 자리가 많이 작아지



 제3장 체험사례 00305

① 김금희 (메디팜한사랑약국. 양산)

저도 처음 복용할 때 엄청 변을 보았지요. 몸

이 정말 가벼워져 좋았어요.^^노폐물 배출되

니 컨디션이 좋아지더라구요.^^(1월 21일 오

후 6:09)

② 류형준 약사 

검푸른 변이 바로 담즙성변입니다.

독소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2년 전부터 생긴 종기가 줄어든다고 하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22일 오전 8:18)

① 류형준 약사  

노인분들의 진정한 회춘요법을 하고 계십니

다.

눈도 좋아지고 통증도 줄고 감각마비도 풀리

고 당연히 체력도 줗아 졌을 것입니다.

그럼 회춘입니다.

감사합니다.(1월 22일 오후 8:10)

고 색도 엷어졌다 함.

일 년 복용하여 혈압, 당뇨도 개선하고 다시는 종기

가 생기지 않는 몸을 만들어 보자 했습니다.

2018년 1월 21일 오후 4:55 291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1월 18일 노인회장

18일 오셔서 두 세트 사가신 회장님이 20일 혈압, 

당뇨 처방전으로 방문

이번엔 열흘 복용한 본인 변화를 술술술…

1. 냉장고에 붙은 pop를 보며 예전엔 저 글씨도 보

면 눈이 침침, 눈물 줄줄, 머리 지끈…

지금은 천기누설 3번 정독할 정도의 이변… 류지

현, 권명선, 하현아 약사님이 번뜩 떠올랐네요. 

오~놀라워라

2. 요통은 덤이구요.

3. 여름에 슬리퍼를 신고가다 잘못하여 훌러덩 벗

겨져도 모를 만큼 무덤덤하던 발에 감각이란 손님

이 찾아오셨다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셨겠습

니까? 저도 덩달아…

자원봉사자가 되어 열심히 활동 중이십니다.

4.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담에…

아직 혈압, 당뇨 변화 체크하기엔 이르지만 1년 후 

변화된 내외분 모습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전 오늘도 내일도 행복할 계획입니다.

2018년 1월 21일 오후 6:50 248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77세, 남

요통 20년, 레이노 30년, 색인통, 저림, 수족냉, 내

리막길 시큰, 음주 후 담날 수족안면부종

이미 한약 2차례 시도 끝에 실패 후 정형외과 진통

제 수위상승 중… 삼 세 번 권유하여 안티 111, 써클 

222로 1주일 드림. 무소식에 궁금하여 전화 드리니 

위 증상이 모두 무반응이라며 더 드실 뜻이 없다 

하시네요.현 증상에 이 정도의 처방이라면 나름

로 꽤 큰 향력을 끼칠 것이라 예상했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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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럴 때는 안티와 써클로도 풀리지 않을 만큼 

림프관이 꽉 막혀있는 경우입니다.

각탕법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셔서 강력하

게 림프순환촉진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각탕법과 기어다니기 운동을 함께하면 림프

순환촉진의 정도가 전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1월 22일 오후 8:07)

① 안순원

예전, 이런 환자 몇 분 무 책으로 되돌린 적

이 있는데 무척 도움될 것 같네요.

검증사례까지… 감사합니다.(1월 22일 오전 

7:45)

② 류형준 약사 

복부 동맥류 처음 듣는 병명이고 새로운 체

험사례입니다.

이제부터는 복부 동맥류 환자에게 새로운 

치유의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면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로운 증상에 한 체험사례가 올라

올 때마다 늘 감동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22일 오후 8:02)

포기할까하다가 한 번 더 시도를 해보려구요. 낼 

오시라 했는데… 오셔야 하는데…

그동안 죄송한 맘에 이번만큼은 제가 쏠테니 꼭 오

시라 했습니다. 각탕법도 잘 하셨는지 확인도 해보

며 무반응의 원인을 파악해보기도 하려구요.

앞의 두 차례의 한약 실패 경험이 없었다면 111/222 

로 3주치를 첨 한 번에 드렸다면 결과가 지금과는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꼭 도와드리고 싶었던 착하신 분이기에 아쉬운 맘 

또한 큽니다.

아직은 실패 사례라 부르기엔 이르지만 이런 사례

도 약사님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조심스레 올려봅

니다.

2018년 1월 21일 오후 9:57 306 읽음

(알 수 없음)

#체험사례

지난번에 머리숱이 많아졌다고 자랑했던 약사입니

다. 오늘 또 자랑거리가 생겼어요. 저는 몇십 년 전

부터 바로 누우면 배꼽 왼쪽으로 한 움큼 잡혀지는 

기둥 같은 덩어리가 맥박 뛰는 것이 만져져서 병원

에 갈 적 다물어 봐도 복부 동맥이 그럴 수 있다고 

해서 찝찝하면서도 거의 잊고 있었는데 이틀 전 티

비에서 복부 동맥류가 심각한 증상이라 해서 깜

짝 놀라 만져보니 덩어리가 없어졌어요.

그래도 생각난 김에 일욜에 진료되는 부산삼육병

원에 가서 씨티를 했더니 극히 정상이라네요. 제가 

한 일은 안티와 써클포유를 사 개월 남짓 아침, 저

녁 한포씩 먹었을 뿐인데요.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22일 오후 2:21 292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80 , 남자분, 황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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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재술

어메이징입니다~(1월 22일 오후 3:38)

② 박향숙

와 놀랍네요.(1월 22일 오후 5:29)

③ 류형준 약사 

와우 감동입니다.

파킨슨병은 그렇게 쉽게 되는 병이 아닌데 신

기할 정도입니다.

강경애 약사님은 안티와 써클의 새로운 역

을 만들어내는 개척자입니다.

강 약사님 덕분에 저도 이방에 계신 많은 약

사님들도 더불어 행복할 것입니다.

강 약사님은 얼마나 행복할까? 가름해봅니

다.(1월 22일 오후 7:54)

① 류형준 약사 

눈 밑 근육이 떨리는 것과 입술포진이 함께 

온 것을 한방에 잡았습니다.

이선  약사님께서는 참 기쁘고 행복하지요?

저도 항상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22일 오후 7:51)

전에 치험례 올렸던 분이구요,

파킨슨 10년 된 분이시고 전립선 비 증도 있으신

데 작년에 스트레스 받으시고 증세가 더 심해졌답

니다. 이분은 허리 밑으로 통증이 심하다고 하셔서

첫달은 써클 111

둘째달 써클 111, 안티 11

허리 밑 통증은 며칠 안 드시고 좋아졌구요.

원래 파킨슨을 목표로 쓴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50일 

정도 드셨는데 굽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고 보

폭이 좁고 종종거리며 걸으셨는데 걸음 보폭도 넓

어지고 힘있게

잘 걸으셔서 교회분들이 놀라셨답니다.(공식적인 

외출은 일요일 교회만 오신답니다)

본인은 물론 부인되는 분도 놀라워 하시구요.

이분은 증상에 비해 뇌손상이 심하지는 않았던 듯

합니다.

6개월은 기본이겠지요ㅎㅎ

그 이후엔 써클만이라도 1~2년은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2018년 1월 22일 오후 2:41 198 읽음

이선영

#체험사례

토욜, 40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눈 밑 안면 

근육이 떨리고 입술 주위에 물집이 생기셨다고 하

셔서 과로하셨냐고 여쭈니 그렇다고 하셨어요. 안

티, 써클 1포씩 쎄투 1알씩 1일 3회 2일분 드렸는데 

오늘 오셔서 모든 증상이 좋아졌다며 그 로 1번 

더 달라고 하시네요^^

2018년 1월 22일 오후 7:46 358 읽음

정국현

#체험사례

퇴행성관절염.

저번에 체험사례 올린 84세 장암환자입니다.

어제 장인이 놀랍다고 보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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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순원

축하합니다. 장모님이 밴드의 스타로 등극하

셨어요!!(1월 22일 오후 7:57)

② 류형준 약사 

정말 단합니다.

감동입니다.

퇴행성관절염만 있다면 써클 333과 안티 111

를 먹게 하고 얼마 있다가 뛸 수 있는지 확인

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물론 다 나은 것은 아니지만 증상 개선을 놀

라울 정도입니다.

암까지 있으신 분인데 이렇게까지 좋아지다

니 이 자체가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단어

가 없습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22일 오후 8:31)

③ 유남희

써클, 안티가 놀랍네요. 그렇게 얼마를 드신 

건가요?(1월 22일 오후 9:23)

④ 정국현

류형준 약사 

저도 놀랍고 오늘 오신 분들이 다 놀라셨습니

다.

감사드립니다. 선생님.(1월 22일 오후 9:49)

⑤ 정국현

유남희 예 약사님. 단 15일 정도입니다.(1월 

22일 오후 9:51)

⑥ 정국현

안순원 같이 기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장모님 덕분에 더 확신 있게 환자분들 

이해시켜 드렸습니다. 결과도 좋은 날이었습

니다.(1월 22일 오후 9:52)

⑦ 정국현

장모님의 따님이신 제 아내도 엄마 뛰는 모습

은 처음이라는 증언을 남기셨습니다.

꼬부라진 허리

관절염 무릎때문에 잘 걷지도 못하셨던 장모께서 

난생 처음 뛰시는 모습에 장인께서 놀라셨습니다.

사진은 골반이 아파서 한 번도 양반 다리를 못하셨

던 분이 양반다리 하신 사진입니다.

써클 3, 안티 1, tid 15일 복용 후 결과입니다.

복용하신지 7일 만에 통증은 없어지셨고

동 상은 1월 21일 동 상입니다.

동 상 찍으신 이유가 이미 며칠 전부터 장모님께

서 너무 빨리 산을 오르셔서 신기해서 찍으셨는데

갑자기 뛰었다고 하십니다.ㅎㅎ

정확한 복용기간은

1월 6일 ㅡㅡㅡㅡ1월 18일은 써클 3, 안티 1, tid

1월 19일ㅡㅡㅡㅡ지금까지는 써클2, 안티 1, tid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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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세 이하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확신 

가지시고 권해드려도 되십니다.

다음에는 90세 환자분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ㅎㅎ(1월 22일 오후 9:57)

⑧ 안순원

10일이요?!!

저도 오늘 적량으로 드린 분 리콜해서 조절해 

보려합니다.

잠 못 이룰 것 같네요. 111/333땜에(1월 22일 

오후 9:59)

⑨ 정국현

안순원 예. 그게 더 확실하십니다.(1월 22일 

오후 10:23)

⑩ 오시영

축하드립니다.

놀라운 행복을 주시네요^^(1월 23일 오전 

10:28)

① 류형준 약사 

행복바이러스 감염증의 심각한 증상이 발현

됐습니다.

가만히 멍 때리기, 아무 이유 없이 실실 웃기, 

세상 사람들이 모두 고쳐야 할 환자로 보이기 

등등 여러 증상이 있습니다.

저도 기 해 봅니다.

과연 안티, 써클이 행복바이러스까지 이겨내

게 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23일 오전 7:12)

② 안순원

류형준 약사 천리안이십니다. 세 가지 사항 모

두 해당됩니다(1월 23일 오전 7:20)

2018년 1월 23일 오전 6:39 246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1월 10일 사례, 정하~, 50, 여

1/5 요추시술 2회 후 재발 좌측 다리 부종, 통증, 

전신부종, 사지냉감

1/22 다리와 전신부종, 확실히 감소하고 수족 온기

가 돌며 통증 감소

써클 222로 열흘 복용, 1/15부터 안티, 써클 111

첨부터 어제까지 현훈, 상열, 동시다발성 종기, 다

량의 객담과 콧물 폭포란 명현 선물세트 발현… 고

객 접 상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의원 치료 두 번 

후 진정

요협착 시술 재발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열두 

번… 배달을 위해 약국 앞을 분주히 오가는 그녀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체크하죠. 보름 전 70  걸음걸

이 연령에서 이제야 본인 나이를 찾아가고 있네

요~ 활기와 가벼움을 더하여~

마약을 줬냐 묻던 그녀… 강력한 국면 전환의 힘을 

지닌 안티, 써클에 이끌려 치유의 숲으로 서서히 

빨려드네요.

완치의 그 날까지 열심히 먹여 볼랍니다.

참, 안티, 써클 너희 둘… 요샌 환자 없는 시간엔 

쟤들 진열된 칸을 멍하니 바라보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어요.

이 증상도 안티, 써클이 고쳐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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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남희

말씀이 아주 귀합니다. 정말 써클과 안티와 

연애하시는 것 같네요.(1월 23일 오전 8:28)

④ 오시영

어머!

고 증상이 행복바이러스감염증이었군요?

ㅋ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1월 23일 오전 

10:24)

⑤ 류형준 약사 

안순원 유남희 오시영 전 행복바이러스에 제일 

먼저 감염된 최초 감염자입니다.

감사합니다.(1월 23일 오후 4:34)

① 류형준 약사 

생리통에 써클과 진통제 좋은 조합입니다.

더 좋은 조합은 써클 + 안티입니다.

생리통은 반복적이고 오래된 증상이니 바이

러스감염증으로 생각합니다.

생리통 뿌리 뽑기에 도전해보시죠.

감사합니다.(1월 23일 오후 4:32)

② 송정숙(만수ㆍ부산)

저도 따라해 보겠습니다~(1월 23일 오후 

6:58)

① 류형준 약사 

최혜원 약사님

행복바이러스의 감염 초기증상입니다.

치료약은 없습니다.

약사로서 보람되고 환자를 볼 때마다 행복해

2018년 1월 23일 오후 1:10 235 읽음

최현숙약사 (24시약국) 24시약국 (통 )

#체험사례 #생리통

전에는 생리통 판매 시 철분제까지 진입이 어려웠

는데 써클과 원하는 진통제 함께 판매 중입니다

길다란 거 같이 주세요. 하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여성들이 진통제 안 먹는 그날까지 파이

팅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23일 오후 1:58 217 읽음

최혜원

#체험사례

안티플러스

황 ×, 65세, 여자 

평소 지병 없음. 어지럽고 오한 구토, 두통으로 보

훈병원입원. MRA

피검사 다해도 병명 없고 다 정상. 무슨 균이 있는

데 몰라서 3차 병원가라고 소견서 써 줌.

지난 금요일 오후 약국까지 다리 힘 없이 겨우 와서 

굿앤× 몸살약 2병, 안티플러스 2포 주어 내일 병원

가시라함. 토요일 오셔서 오한, 몸살 덜 해서 똑같

이 2일분 줌.

월요일 1일분 추가

화요일 오셔서 다 괜찮다함. 그래도 모르니 병원 

한 번 가보시라 함.

이 약 땜에 살았다하심.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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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저도 함께 행복합니다.(1월 23일 오후 4:24)

② 송정숙(만수ㆍ부산)

혜원쌤 홧팅!!(1월 23일 오후 6:57)

① 류형준 약사 

심장과 신장의 기능이 동시에 문제가 있으면 

건강의 적신호가 아니라 적신호에 양수겸장

에 된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개선된다고 하니 

참 신기합니다. 

세포의 위 한 능력에 놀라고 감사할 뿐입니

다.

감사합니다.(1월 23일 오후 4:20)

2018년 1월 23일 오후 3:10 246 읽음

이선영

#체험사례

심장약( 와파린 포함) 전립선 약 복용하시는 87세 

할아버지십니다. 월초에 두통으로 병원 검사 후 뇌

는 이상 없고 병원에서 상포진일 수도 있으니 피

부 쪽 발병되면 다시 오라는 말 듣고 귀가하셨어요. 

며칠 뒤 얼굴 쪽 상포진 피부 증상 나타나 입원치

료 퇴원하셨고 그 후 1월 16일 외래 진료 시 신장 

기능이 30% 정도니 앞으로 소염진통제는 가능한 

복용하지 말라고 하며 타이레놀 가바펜틴 100mg 

6일분 처방받아 오셨어요. 보호자분이 약국에 오셔

서 처방약 복용 여부 상담하셔서 처방된 약도 신장 

기능에 향이 있으니 써클, 안티 1포씩 1일 3회 

1통씩 권해드리고 안티, 써클 복용하더라도 혹 두

통이 많이 힘들 때만 드시라고 처방약은 통으로 각

각 드렸어요. 오늘 보호자분 오셨는데 타이레놀만 

2번 정도 드셨고 그냥저냥 지내고 계시다네요. 글

구 병원에서 국물 음식, 물 많이 먹지 말라고 해서 

적게 먹기도 하지만 이 약 때문인지 붓기는 많이 

빠졌다고는 하시네요^^

2018년 1월 23일 오후 5:54 334 읽음

정국현

#체험사례

장모님 요가에 도전하시다!

허리가 아파 3년 전 그만두신 요가에 오늘은 도전

하셨답니다.

무슨 화 같은 현실이 벌어지니 웃음만 나옵니다.

이제는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저러시다 어디 부러지실까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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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순원

써클의 힘이 놀랍군요. 써프라이즈!!!(1월 23

일 오후 6:25)

② 윤애숙

축하합니다.(1월 23일 오후 6:29)

③ 류형준 약사 

정국현 약사님의 장모님이 연일 히트입니다.

사진을 안 올렸으면 믿지 못할 것입니다.

림프순환촉진의 효과가 어디까지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감동 또 감동입니다.

림프순환촉진으로 통증이 없어지고 컨디션

이 좋더라도 병명이 암이기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23일 오후 6:53)

④ 조형이

약도

장모님도

단하시네요!!!(1월 23일 오후 7:47)

⑤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와 축하드려요. 정말 놀랍네요.(1월 24일 오

후 12:54)

2018년 1월 23일 오후 5:59 255 읽음

조윤선

#체험사례

40 , 여자분

손을 많이 쓰는 일을 시작한 이후로 

손등까지 손이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붓고 통증은 

약간 호소하심.



 제3장 체험사례 00313

① 류형준 약사 

큰 아들이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로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하는 공장에 취업하 는데 갑자기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하니 아침에 손이 붓고 

굳어서 한참 주무르고 뜨거운 물에 담가서 풀

어줘야 풀렸습니다.

써클의 림프순환촉진이 도움이 되었다니 감

사합니다.(1월 23일 오후 6:48)

① 류형준 약사 

참 신기합니다.

그 많은 종류의 약이 있는데 한포에 좋다는 

약이 몇 종류나 되나요?

그런데 식품인 써클을 한포 먹고 좋다고 합니

다.

이런 일이 자주 일을 것을 바라니 최현숙 약

사님도 행복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행복하시죠?

축하드립니다.(1월 23일 오후 6:46)

② 최현숙(세원약국. 대전 서구)

감사합니다. 여기 약사님들께서 표현해 주시

는 행복바이러스에 저도 감염되었습니다.(1

월 23일 오후 6:50)

③ 류형준 약사 

최현숙 감사합니다.(1월 24일 오전 10:16)

써클 소개하며 하루 세 번 1포씩 2일분 드렸는데 

이틀 먹은 후 부기 내리고 부드럽다며 전신의 부종 

개선도 기 하며 1통 사가십니다.

2018년 1월 23일 오후 6:41 294 읽음

최현숙(세원약국. 전 서구)

#체험사례

약을 드린 분 중에 표현이 없어서 주고도 나았는지 

어떤지 궁금하기만 했는데… 얼마 전 오신 여자분

(50  초반)은 처음 이 약을 시작할 때 쯤 몸이 무겁

다고 해서 써클을 설명하며 낱 포로 101로 2일분을 

가지고 가시고는 반응이 없으셨는데… 그 후에 남

편이 다쳐서 오셨을 때 하시는 말씀 한 포를 먹고도 

좋았다고… 다만 가격이 부담스러워 그런다며…

이번에는 남편이 공사 중 돌에 맞아서 크게 붓고 

아프다는데 소염제는 있다고 하셔서 안티와 써클

을 각각 111로 2일분을 드렸는데 먹고, 부기 다 가라

앉고 지금은 검은 멍이 심해서 다시 작은 통으로 

안티와 써클을 구매하시는데 남편이 '그 약 좋던데' 

라고 만족감을 표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1월 23일 오후 11:21 283 읽음

이선영

#체험사례

남편이랑 떡집하는 50세 여자분이 뭘 들다가 또는 

뭘 집으려 몸을 틀다가 담이 오면 응급실에 실려 

갈 정도로 강직된다고 상담하셔서 일단 안티, 써클 

정량으로 복용 시작하자고 하고 쇼핑백에 담아드

리고 나니 그때 스물한두 살인 막내딸한테서 어디

냐고 묻는 전화가 왔어요. 약국이라고 하니 전에 

거기서 알레르기 약 샀는데 잘 듣는다고 사오라고 

한답니다. 클 뭐 다고… 한두 달 전쯤 그 딸이 알

레르기 약 좀 달라고 하길래 보니 한쪽 눈이 눈도 

못 뜰 정도로 부어 있어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 많

이 받았냐고 하니 어젯밤 뭘 하느라 잠을 못 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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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결론은 따님이 눈두덩이가 부은 것이 잘 들었

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상이 되어가면서 그 만큼 약

사로서의 보람도 쌓이고 행복할 것입니다…

저도 덩달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24일 오전 10:28)

② 이선영

림프 순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매일 깨닫

고 있어요^^(1월 24일 오전 11:14)

아침에 눈이 이렇게 부어있더라는 것 이었어요. 그

래서 써클 5개를 주면서 지금 2포 한꺼번에 먹고 

나머지는 1포씩 나눠 먹으라고 줬었는데 당시에도 

먹고 괜찮아졌는지 궁금했었는데 공교롭게 오늘 

확인이 됐네요. 가끔씩 입이랑 눈이 붓는 알레르기

가 생겨 낼 일본으로 여행 가는데 혹시 일본 가서 

알레르기 생길까봐 엄마한테 약 좀 사오라고 전화

를 한 것이었어요. 엄마한테 그 때 준 약이 오늘 

사가는 써클이라고 말하고 딸래미도 안티, 써클 먹

이라고 말씀드리며 책자도 같이 드렸어요^^

2018년 1월 24일 오전 8:48 248 읽음

안지희

#체험사례

74세 여자분, 감기로 약국에 오셨어요.  그런데  

얼굴에 구안와사증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2달이 되

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도 한의원에 가도 차도가 

없다고 하셔서 써클 111 권해드렸더니 망설이다 가

져가셨는데 20포 한 통 가져가셨어요. 어제 오셔서 

한 박스 재구매하시네요. 좋아지는데 약이 떨어졌

다고 아쉬워하면서 또 오시겠다고 합니다. 얼굴의 

마비감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면서 감기는 금전 문

제로 안티 111 이틀분 드렸는데 깨끗하게 나았다고 

합니다. 매일 안티, 써클 집어줄 생각만하면서 일차

적으로 손이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으

면 좋겠습니다. 손가락이 나무처럼 뻣뻣하다고 지

난번 올린 환자분은 손가락이 예뻐졌다고 부종도 

없다고 계속 재구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1월 24일 오후 2:45 311 읽음

김현숙 4392

#체험사례

본인, 56년생

이렇게 장기간 만족감을 가지고 무엇을 먹어보긴 

처음입니다. 약 3개월 동안 안티, 써클 적량 복용한 

체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1. 쥐 내림

저는 마르고 냉한 체질이라 날씨가 추워지면 쥐 내

림이 걱정된답니다. 때로 쥐가 내리면 발가락이 뒤

틀리고 아파서 주무르고 뛰고 혼쭐이 나는데 이번 

겨울은 무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손이 차가워서 반가운 사람을 만나도 손 내 기

가 민망했는데 올해는 손이 따뜻하다는 인사도 들

었습니다.

#2. 석회화건염.

복용 한 달 후 체험례에서는 좋아지고 있다고 했었

지요. 복용 두 달쯤에 한 주간 정도 쇄골이 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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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다양한 개선 사례가 바로 세포환경 정상화의 

효과입니다.

세포환경이 정상화되면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이 가능하게 되고 그러면 병적 증상이 저

절로 개선됩니다.

행복하시겠습니다.

저도 덩달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24일 오후 3:33)

② 최미경(예천 인제약국)

수족냉증은 얼마 만에 개선되던가요?

저도 사람들과 악수할 때 많이 민망한데 한 

달 조금 넘게 먹었는데 아직이네요.

복부 냉한 거는 첨보다 개선되었는데~~(1월 

24일 오후 5:51)

③ 김현숙

용량은 안티, 써클 적량 ㅡ101.101 ㅡ먹으면

서 급성이 올 땐 1회씩 더 먹었지요.

수족냉증은 서서히 개선이 되었다고 보는데 

두 달 반 정도 지나 인식이 되기 시작한듯해

요.(1월 24일 오후 10:43)

아파서 고생하며 석회화건염은 어쩔 수 없나보다 

했지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드라마틱하게 어깨가 

확 가벼워진 걸 깨달았어요. wow!

지금은 쪼끔 불편감은 있어도 브라선 등까지 손이 

닿아요. 신기한 것은 그 명현현상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완전 치유가 될지 흥미진진 지켜봅니다.

#3. 알 수 없는 피부트러블?

복용시작 즈음에 콧등에 까칠한 것이 하나 돋았는

데 여드름도, 지방덩어리도, 염증성 종기도 아닌 버

섯 종류라 할까? 노화 현상? 어쨌든 피부과 가서 

레이저 시술 밖에 답이 없다 생각하고 시간이 없어

서 미루고 있었는데 복용 한 달 반쯤 지난 어느 날 

아침 화장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애물이 사라지

고 없는 거예요. 제 입 꼬리가 당연히 올라갔겠죠.

그런데, 다른 약사님들이 쥐젖 체험례를 올리지 않

았으면 전 아마 우연이라 했을 것 같아요.

#4. 잔 가래

노화 현상이라 하며 열기가 상충하여 피부도 건조

하고 가래도 낀다고 동료약사가 진단하데요. 그런

데 복용 두 달쯤에 투약하면서 제 목소리가 아주 

맑고 깨끗해진 것을 느꼈어요. 지난겨울에는 가래 

끼고 잔기침하며 자주 인후가 불편하다가 목감기 

오곤 했는데 이번 겨울엔 조금 감기 기운이 있으면 

적량에다가 한포씩 더 해서 먹으면 낫고 그래서 감

기 한번 안했답니다.

#5. 손가락 관절과 하지부종, 안과

손가락 관절은 98프로(2프로 부족)에 머물고 있지

만 만족. 무릎 관절 5프로 부족. 하지부종 없어짐. 

안과 흐린 눈은 아주 만족하여 눈으로 인해 피곤한 

일이 없어졌어요.

평생에 이렇게 즐겁게 열심히 무엇을 먹어보긴 처

음인데 약사님들처럼 안티, 써클 생각하면 미소가 

번져요.

한 가지 보편적인 진리, 안티, 써클이 훌륭해도 기

본적인 일상생활이 건강하지 않으면 최상의 효과

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그간 깨달았어요.

류 약사님, 제품 개발하시느라 고생하셨지만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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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써클만 3포씩 1달 이후 안티와 6개월 복용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1월 24일 오후 10:40)

① 장지연(부산)

세계인의 건강도우미 좋으네요.(1월 24일 오

후 11:44)

② 류형준 약사 

권명선 약사님

어떻게 아셨죠?

세계의 건강도우미 

안티와 써클을 만들 때부터 의학계를 치료의

학에서 치유의학으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작게는 한민국부터 크게는 온 세상을 바꾸

려고 합니다.

커다란 방향전환을 해야 함으로 많은 노력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길이. 올바른 길이기에 전 갈 것입

니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 하기에 도무문의 큰길

로 함께 만들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1월 25일 오전 6:46)

2018년 1월 24일 오후 6:01 226 읽음

최미경(예천 인제약국)

#체험사례

 

저도 드디어 소소하지만 체험사례 올리네요.

52세 

젊을 때부터 오른쪽 골반통 

한 달에 한 번 아프던 것이 일 년 전부터는 매일 

아픔.

써클 하루 3번씩 먹어보라고 20포 드렸더니 오늘 

다시 오셔서 골반통이 좋아졌다고 하시네요.

한 달 간 써클만 3번 드시고 안티랑 같이 6개월 

드시라고 했네요.

2018년 1월 24일 오후 10:23 194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12월 23일 체험례 주인공인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남성이 중이염 호전 후 정량 복용하던 중 감기에 

걸렸고 안티, 써클의 용량과 횟수를 어떻게 조절할

지 카톡 화로 문의하기에 이삼일만이라도 시초

에 빠른 회복을 위해 써클 222, 안티 111로 복용하라

고 해서 감기를 초기에 잡아서 중이염이 예방되었

다고 기뻐하네요.

1년의 안식년을 맞아 뉴질랜드에 가신다며 오신 아

버님이 짐이 많아서 많이 못 가져간다며 2달분 챙

기시며 나중엔 항공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주소를 

주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안티, 써클을 

먼저 청하면서

"이 약 꾸준히 복용해야 하니 택배로 받을 수 있도

록 부탁해주세요. 

제가 먹어본 약 중에 안티, 써클이 한민국은 물론

이거니와 세계인의 건강 도우미로 사랑받게 될 그

날이 성큼 성큼…  느껴지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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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윤애숙

좋은 소식 있길 바래요.(1월 25일 오전 6:21)

② 류형준 약사 

2018년 1월 24일 오후 10:38 267 읽음

정희주

#체험사례

#써클4.u체험사례

본인이구요…

가족들에게 안티, 써클을 복용하게하고… 저는 다

소 늦게 시작했네요ㅎㅎ

1월 15일부터 써클만 111 복용하고 있구요…

저도 안티와 써클을 함께 복용하고 싶었지만 현재 

체외수정 진행중이라 안티를 복용하다가 끊으면 

내성 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 써클로만 시작했습니

당^^;;

그리고 각탕법도 하루 1~2회 하구요…

유산균, 콜라겐, 비타민 B complex, 마그네슘과 비

타민E, 엽산, 철분제, 비타민 C, 오메가3 등등 복용

중이구요~~~

복용하는 양제가 저렇게 많은데도 소소하게 또

는 다소 심각하게 불편했던 증상들이 개선되지 않

았었는데 써클 111 복용 이후로 그렇게 불편했던 

증상들이 나름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고 있는 중입

니당.

1. 써클111 복용 후 3~4일쯤 수족냉증이 개선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평소 손발이 찬 정도

가 아니라 손끝, 발끝이 엄청 뻘거면서 너무 시려서 

애릴 정도예요… 다들 약사가 왜 이리 손이 차냐고 

할 정도로… 좋은 약 많을 텐데 안 먹냐고들 한 마디

씩 하셔용… 근데 안 먹기는요. 저리 많이 먹는데도 

ㅠㅠ…. 평소 손 많이 쓰는 일을 할 때는 무조건 

면장갑을 끼고 해요… 손끝이 항상 시리고 예민해

서 물건에도 잘 베여서요…

그런데 지금 손, 발이 따셔용^^ㅋㅋ

2. 생리통이 사라졌어요^^

생리통 개선에 효과 좋다는 양제를 챙겨먹어서

인지 전만큼 생리통이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

리통 때는 나프록센제제를 달고 살았는데… 이번

에 처음으로 생리통을 못 느꼈어요… 거짓말 같겠

지만 정말이예요ㅋㅋ

물론 지난달에 제가 착상에 좋은 한약을 두 재나 

먹긴 했지만… 전에도 한약은 복용한 적 있었지만 

생리통은 여전했었어요…

3.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온몸이 뻐근해서 스트레

칭을 매일 하루도 안 빼먹고 하는데요… 언제부터

인지 뻐근함을 못 느껴서 스트레칭을 빼먹고 안 하

고 있어요…

순환이 잘돼서 뻐근함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ㅋㅋ 

4.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보름달 같은 얼굴 부종과 

부은 눈두덩이도 찾아볼 수 없구요^^;;

그리고 이건 큰 바람이지만 써클이 저의 자궁 순환

도 도와서 이번에는 꼭 착상에 성공했으면 하는 바

람이에요…(계속되는 착상실패에 류 약사님께서 

책에 쓰신 글처럼 안티랑 써클을 1년 계획하고 먹어

볼까도 생각했지만 안티와 써클을 늦게 접한 것도 

있고,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 스케쥴과 나이 제한에 

따른 정부지원기간이 임박해서 1년 복용은 어려울 

듯 싶어서 접고, 써클로 수족냉증이라도 개선해보

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용을 시작했습니당)

저는 위의 증상들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써클 111 

복용 3~4일 이후부터 개선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

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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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냉증, 생리통, 근육통, 부종까지 좋아졌

다고 하니 건강의 레벨업이 진행중입니다.

거기에 불임증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정도면 온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느껴

집니다.

써클의 복용도 좋지만 안티와 써클의 병용이 

꼭 필요한 듯한데 병원스케줄과 나이제한 문

제 등의 문제로 끌려 다니기보다 본인이 주체

가 되어 정상적인 치유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결정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월 25일 오전 6:52)

③ 조용권 (도아약국.대전서구)

응원합니다.

저희 근처 난임클리닉 환자분들한테 요즈음 

늘 강조하죠. 림프순환, 각탕법 등 

좋은 생각, 컨디션 유지하시고 좋은 소식 있

기를 기원합니다.(1월 25일 오전 9:42)

④ 류지현

안티를 3개월이라도 먹을 수 있음 지금이라

도 써클과 같이 시작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는 잘 모르는 자궁 내 이

런저런 염증반응들이 안티를 통해 사라질 수 

있답니다. 제 주변이나 저나 안티먹고 한 달 

안에 생리통이나 생리증후군이 좋아지는 것

을 많이들 경험하셨고 저는 3개월 복용 후에 

질 분비물과 생리혈이 깨끗하게 바뀌는 경험

을 했습니다. 내성이라는 것은 먹다 안 먹다 

제 로 체내 농도를 유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것이지 만약 한 달을 드셔도 한 달을 꾸준히 

제 로 드셨을 때는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약사님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 임신이 잘 되길 기원합니

다.(1월 27일 오후 1:57)

2018년 1월 25일 오후 12:03 205 읽음

이정애

#체험사례

왼쪽 팔꿈치 안쪽 사진입니다

워싱턴 거주하는 동생

씽크  밑에 있는 후라이팬을 잡는 순간 왼팔 팔꿈

치가 깜짝 놀라게 아프다고 연락 옴.

손가락 발가락 따고 청심원 먹으라고 함. 팔이 많이 

시리다고 핫팩과 온찜질하고 있던 중 써클과 안티

를 보냈음

 

1월 19일부터

안티 2포 + 써클 2포씩 1일 3회 복용

하루 먹고 일어나다가 왼쪽 뒤꿈치가 엄청 아픔. 

하루 반 아프다가 괜찮아짐. 많은 량의 변을 세 

번 봄.

각탕법, 호보법 1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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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세포가 터져서 멍이 드는 게 아니라 모세혈관

염이 있던 부위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1월 25일 오후 1:03)

② 이정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1월 25일 오후 

5:13)

① 류형준 약사 

아직 완성된 체험사례가 아닌 듯합니다.

마저 완성해 주세요.

감사합니다.(1월 25일 오후 3:10)

물론 찬 거, 매운 거 등등 주의시킴.

6일 정도(?) 복용 후 팔 시린 게 없어짐. 물론 잠도 

잘 자고 피로도 많이 사라지고~~

그런데 어제 팔꿈치 안쪽이 멍이 올라 왔다고 사진

이 왔네요.

바이러스가 치유되는 과정에 세포가 터져서 멍으

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가면 이 멍도 자연스럽게 없

어진다는 류 약사님의 의견도 전합니다. 우리약사

님들께 공부가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올립니다.

2018년 1월 25일 오후 12:03 246 읽음

이병열

#체험사례

해남, 이병열

53세, 수녀님, 박ㅇ심

20  때부터 방광염과 빈뇨가 빈발하 고 30  중

반부터는 신체통을 겸한 방광염이 자주 발생함.

43세쯤 갑상선질환으로 수술 후 씬지로이드 복용중.

까무러질 것 같은 피로감과 전신 무력증으로 겨우 

생활을 지탱해 옴. 2018년 1월 12일 피정 들어감. 

피정 중에는 연락이 두절됨. 복용법, 명현반응에 

한 설명 충분히 하 음. 1월 12일부터 안티, 써클 

111 복용함.

복용 3일부터 부종이 시작되더니 5일째에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눈두덩이 부었으며 얼굴도 달덩이처

럼 부었음.

6일째부터 3일간 계속 하혈을 하고 몸살과 같이 

신체통이 있더니 9일째 되는 날부터 부종이 서서히 

빠지며 피로감도 없어지고 열 손가락 만성관절염

도 호전되고 양 어깨에 있는 아토피피부염도 3일 

정도 심히 가려웁더니 많이 좋아지고 하루 수십 번 

화장실을 들랑거리던 빈뇨도 좋아지고 있고 방광

염도 치유 되어가고 있는가 편하다함. 이렇게 극심

한 명현반응에도 약을 복용할 수 있었던 것은 피정 

중 한 마디의 말도 전화도 할 수 없는 조건도 있었지

만 내 몸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약

사님을 신뢰하 기 때문이었다 함. 지금은 검은 얼

굴색도 밝아지고 축농증도 덤으로 좋아지고 있고 

또 5시간 정도의 기도 생활도 거뜬히 해내고 일상

생활도 잘 하고 있다함. 이렇게 전신에 모든 질환들

이 한 순간에 다발적으로 명현현상을 일으키고 치

유되는 과정을 보면서 류 약사님께 다시 한 번 경의

를 표합니다. 오늘 부모, 형제 약을 한 달분씩 구매

하 습니다.



00320  A BOOK OF EXPERIENCES

① 류형준 약사 

1. 30년 된 당뇨병, 퇴행성관절염 그리고 온몸

이 종합병원

2. 써클 적량복용 3개월 그리고 각탕법과 기

어다니기

이 두개의 만남이 혈당이 안정되고 퇴행성관

절염도 개선되고 종합병원이 개선되고 있습

니다.

전형적인 치유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강경애 약사님은 언제부터인지 단순한 증상

의 치유가 아니라 건강 레벨업에 다가가는 것

처럼 보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건강레벨럽니다.

감사합니다.(1월 25일 오후 3:15)

2018년 1월 25일 오후 12:13 257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74세, 여자, 김00

당뇨병 30년 무릎, 관절염 온몸이 성한 데가 없다

고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안티, 써클 설명 드리고 책자 드리고 나서 

며칠 후에 써클만 11로 한 달분 구매

명현반응(당이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고 건강이 안 

좋았던 부분이 더 안 좋게 나타날 수도 있다) 설명 

드리고 드렸는데

실제 당수치가 오르고 온몸이 더 아팠는데 잘 버티

시고 두 번째 달은 안티 11, 써클 11로 재구매

안티의 명현반응으로 온몸이 안 아픈데가 없다고 

하셔서 레몬차나 따뜻한 물 드시고 각탕법, 호보법

도 하셔야 한다고 다시 강조.

셋째 달 안티 11, 써클 11 재구매

당수치도 안정되셨고 무릎 통증도 좋아지고 몸도 

많이 가벼워지고 피로도 덜 하시다고 하심.

호주 자녀 집에 1년 정도 갔다 오셔야 해서

안티, 써클 3개월 더 구매

안티, 써클 6개월 이후 써클 1~2년 드셔야 하는 

거 아셔서 필요할 때 택배주문 부탁하셨어요.

덤으로 10년 이전보다 건강해지시겠죠~~

2018년 1월 25일 오후 4:10 196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80, 여, 보살, 165/68

뇌경색 경력, 관절 시술, 혈압약

많은 약에 지쳐 혈압약만 골라먹는 분으로 

무력감, 관절통, 요통, 위 불쾌감으로 식욕부진, 약

독으로 안면부종, 예민 성격

첨 한 달 안티, 써클 101로 드신 후 별로라며 한발 

후퇴

 언짢은 기색역력….

잘 이해를 시켜 안티 써클 101/202로 한 달 다시 

드림.

열흘 후인 오늘 혈압약 타러 오셨는데, 부기 없는 밝

은 인상으로 입장 후 왈… 별 말씀 않고 '이 약 먹으니 

든든해'하시며 짧고 굵게 한마디만 하시네요.

일단 체력은 회복한 듯합니다. 타 증상은 바빠 담에 

여쭈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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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국현

잘 활용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약사님!(1월 25

일 오후 4:39)

② 안순원

정국현 별 말씀, 훌륭한 자료 제작 배포해줘서 

고맙습니다^^(1월 25일 오후 5:14)

③ 류형준 약사 

초기 용량조절의 중요성을 알려주십니다.

써클량의 조절이 많은 역할을 합니다.

정국현 약사님의 자료 또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약사님 모두 감사합니다.(1월 25일 오후 

7:57)

① 류형준 약사 

조카가 몇 살이고 여자인지 알려주시면 좋겠

습니다.

사진 찍은 게 있으면 물론 더욱 좋을 것입니

다.

피부가 발갛고 간지럽고 마디마디 물집이 있

으면 전형적인 바이러스성 피부염입니다.

생리통 또한 바이러스성 염증이라고 이미 설

명하 습니다.

예상범위에서 치유는 정확한 결과를 나타냅

니다.

한현주 약사님 약사인 것이 보람되지요.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25일 오후 7:58)

여기서 정국현 약사님의 장모님 다큐를 보여드렸

더니 동행한 친구 두 분과 함께 심각하게 보시더니 

장복결심을 굳히셨습니다. 친구분들도 일단 구두

로 예약하시네요.

같은 연배이시기에, 같은 고통을 갖고 계시기에 장

모님 상은 큰 반향으로 와 닿은듯합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안티, 써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2018년 1월 25일 오후 4:27 168 읽음

한현주

#체험사례

조카가 피부가 발갛고 간지러우며 마디마디에. 작

은 물집이 생겨 

안티, 써클 두 번씩 복용한지 두 달이 되었는데 물

집은 없어지고 좁쌀 같은 것은 아직 조금 있다며 

한 달분 더 가져가며 

생리할 때 마다 진통제 5번은 먹었는데 이번에는 

2번만 먹었어요…하며 좋아합니다.

안티, 써클 한 달 복용 후에는 안 먹어도 될 거라 

말해줬습니다…^^

2018년 1월 25일 오후 5:25 285 읽음

백광남

#체험사례

40  후반, 여약 본인입니다.

엄청 오래된 건선치료 목적으로 만 두 달째 써클, 

안티 각 1포 하루 두 번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건선은 손톱크기로 여러 곳에 있지만 심하지 않아 

그동안 내 몸의 일부라 방치해왔습니다.

약효 테스트 겸 거의매일 복용해왔는데…

건선은 꿈쩍도 않고 있네요. 명현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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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 정도면 건선도 많이 좋아져야 하는데 용량

부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써클량을 201로 높여서 복용해 보세요.

신속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1월 25일 오후 8:05)

② 백광남

류형준 약사 

용량도 높여보겠습니다.

건선의 각질도 심하진 않고 크기도 부위도 그

로 차도가 없네요.

심지어 두피의 건선도 그 로구요.

신 두피 가려움은 거의 없이 시원합니다.

곧 좋은 소식으로  올리겠습니다.(1월 25일 

오후 9:00)

① 류형준 약사 

치매까지는 아니어도 치매환자의 증상 중 일

부는 개선 사례가 계속 올라옵니다.

목표를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 것이 문제이지

만 많이 활용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됩니

다.

새로운 체험사례여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1월 25일 오후 8:07)

신 피부가 얼굴은 상당히 탄력있어지구요.(게을

러서 팩도 안함)

몸피부도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치험례로 올리게 된 건 

오늘 미용실에 갔는데 머리숱이 상당히 많다고 하

더라고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어서 헉 했네요.

원래 양 부족으로 머리카락이 약하고 머리카락

이 헐빈한 편인지라…

미용사왈 출산 후 머리가 나는 것처럼 잔머리가 아

주 많이 난다 하더라구요. 회춘 하는 거냐며….

제가 봐도 이마에 잔머리가 난다 생각은 했었지만 

확신하진 못했구요.

두피 건선도 아직 남아있지만 머리카락은 건졌네요.

(머리카락 빠지는 건 여전하지만 이건 세포주기 상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선에 차도가 없어 용량 높이려다가 각탕법 이번 

주부터 시행하니 곧 반응 오겠죠?

수족냉증도 좋아지길 바라면서… (손발 찬 것도 조

금 좋아지긴 했지만 소소한 정도라서… 각탕법으

로 효과를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2018년 1월 25일 오후 6:17 243 읽음

정국현

#체험사례

노인분 뒷걸음질

79세, 여 

12월 14일 아드님이 방문하셔서 어머니가 치매환

자이신데 자꾸 뒷걸음질을 친다고 함.

체험사례 나온 사례들을 볼 때 뇌의 혈류장애로 판단

일단 써클만 bid로 드림.

1월 25일 오늘 아드님 재방문하셔서 ㅡ저번에 주신 

에이 포유 달라고 하심ㅡㅡ

순간 흔들렸으나 써클포유로 알아듣고 어떤 신지 

여쭈어보니 증상이 개선되어서 다시 사러 오셨다

고 하십니다.

가끔 뒷걸음질하시는 노인분들 보는데 자신감이 

생기는 하루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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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치통과 치주염이 개선된 것이죠.

정국현 약사님 본인의 체험사례이니 자신감

과 써클과 안티에 한 공부는 많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약사님들이 직접 확인하려고 복용하고 올려

주시는 체험사례에 많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25일 오후 8:09)

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써클도 안티도 딱 1번, 딱 2번인데 드라마틱

한 효과 말씀하시는 환자분 많네요. 감기, 통

증, 근육 쪽 등등.

날마다 놀라고 있습니다. 저도~(1월 26일 오

전 9:52)

② 류형준 약사 

안티와 써클로 신속한 효과를 보는 경우를 보

면서 치유의 길이 올바른 길임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이선  약사님 많이 행복하시죠.

저도 여기 계신 약사님들도 많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26일 오후 5:20)

③ 이선영

네. 신통방통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람마다 

반응을 보이는 속도와 범위가 재 각각 다양한 

것은 어떤 요인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1

2018년 1월 25일 오후 6:23 231 읽음

정국현

#체험사례

찬물 먹으면 이가 아픔

46세, 남, 본인

왼쪽 어금니를 치료받은 지 8년 정도 되었는데요.

1년 전부터 치료받은 곳이 씹을 때마다 아팠고 찬물

을 먹으면 때운 곳이 아팠습니다.

지난 일 년 동안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로 아침, 저녁 

5번씩 뿌려가며 버티었으나

씹을 때 아픈 증상은 20프로 호전되었고 안 뿌리면 

다시 아팠음.

찬물 먹으면 아픈 증상은 변화 없었음.

10월 말부터 써클, 안티 복용 후 내심 궁금했었는데

요. 

첫 한 달 째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잊고 지

냈는데요.

요즘은 찬물로 양치를 해도 어금니가 아프지 않습

니다.

신기하네요. 써클, 안티!

2018년 1월 25일 오후 10:00 304 읽음

이선영

#체험사례

그저께 눈 부은 알레르기 체험례 도입부에 등장한 

50세 떡집 아주머니가 약국에 오셔서 그 약 참 신기

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딱 2번 먹은 이후

로 담 결림 50% 감소, 세수를 하려고 등을 구부리

기만 해도 통증이 있었는데 안 아프고 아침에 출근

할 때 핫팩을 안 붙이면 가게에 갈 수가 없었는데 

어제 오늘 핫팩 안 붙이고 출근했답니다. 듣고 있는 

저도 참 신기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10일이고 

1달이고 먹고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그럼 그렇지라

고 생각하겠지만 그저께 약 가져가신 아주머니가 

오늘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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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6일 오후 5:43)

④ 김은실

진짜 사람들마다 반응이 참 다른듯해요.(1월 

27일 오전 11:25)

⑤ 류형준 약사 

이선영 치유의 속도가 다른 것은 얼마나 신속

하게 치유의 상태를 만드냐 입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안티플러스와 써클4.U의 복

용으로만 치유의 속도를 확인하니 안티플러

스와 써클4.U의 용량으로만 조절하지만 찬 

것 안 먹기, 매운 것 안 먹기, 각탕법, 기어다

니기, 산소호흡 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치유효

과의 차이를 더 크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

다.

치유의 조건을 만드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입

니다.

감사합니다.(1월 27일 오전 11:51)

① 류형준 약사 

이 정도면 써클로 물을 빼고 이후에는 안티와 

병용해서 6개월을 복용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도 무릎에 물차면 많이 아프고 걷기 힘든

데 좋은 일 하셨습니다.

보람 있는 일을 하신 것이죠.

감사합니다.(1월 26일 오후 5:25)

2018년 1월 26일 오전 10:03 241 읽음

김상범

#체험사례

70세 할머니. - 관절에 물이 차 1주일마다 물 빼러 

오십니다. 너무 안쓰러워 속는 셈치고 드셔보시라 

하고 써클 퍼유 20포, 111로 드시게 했습니다. 

1주일 뒤 오셨는데 물이 차긴 했는데 조금밖에 안 

찼다고 하시고 걷지를 못하셨는데 그래도 좀 걸으

시더군요.

20포 더 드리고 일주일 뒤 보자 했더니 1주일 뒤 

오셔서 물이 안 찼다고, 써클때문인지는 모르겠지

만 좋아졌으니 좀 더 드시겠다 합니다. 101로 드시

라 하고 한 달분 드렸습니다.

2018년 1월 26일 오후 1:34 319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52세 여자 장00

몇 년 오십견으로 고생 도수치료 등 안 해본 거 없고 

늘 추위를 타고 하체 비만.

순환이 안 되어 온몸 구석구석 안 아픈 데가 없고 

혈허가 심해 40  중반에 생리 끊어짐. 불면증도 

있음.

첫 달 써클 111 한 달분, 혈허 치료제 미네랄 

어깨 통증이 거의 사라짐.

둘째 달 써클 11, 안티 11 한 달분 재구매, 혈허 치료

제 미네랄

이불을 차버리고 잘 정도로 추위탐을 안하고 온몸 

통증 사라짐. 잘 자고 어깨 통증 없음. 삶의 질 상승

(늘 짜증스럽고 삶이 버거웠 요)

삼 개월째 동일한 양으로 재구매

6개월 투여 약속. 호보법과 각탕법 권유. 매운 거, 

찬 거 안 드심.

이분 역시 진정한 치유로 가고 있는 중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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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통증개선은 계속 올라오는 체험사례에서 언

급되는 것이니 빈혈에 해서 이야기하겠습

니다.

잘 낫지 않는 빈혈은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적혈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적혈구의 생

존기간이 120일에서 60-80일 정도로 줄어듭

니다.

그러면 적혈구의 생성 속도는 동일하여도 빈

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것이 필

요한 순서입니다.

상기 체험사례에도 써클과 안티의 동시 투여

와 빈혈약을 함께 복용하 으니 빈혈증 개선

에도 많은 작용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새로운 체험사례의 마르지 않는 출처입

니다.

강경애 약사님과 통화하다보면 긍정적인 

향을 받습니다.

그러한 향이 환자들에게도 전파가 되니 좋

은 체험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항상 행복한 강경애 약사님 덕분에 저도 행복

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27일 오전 8:10)

① 류형준 약사 

당뇨와 류마티스는 이미 바이러스 감염증이

라고 했으니 가능할 것입니다.

60개월이 아니라 안티와 써클 6개월 이후 써

클만 1년에서 일 년 반입니다.

해볼 만 한 도전입니다.

감사합니다.(1월 27일 오전 8:33)

② 최미경(예천 인제약국)

60개월은 오타입니다 ㅎㅎ(1월 27일 오후 

6:27)

③ 류형준 약사 

작성  우측 상단에 점 세 개 누르면 원고 

수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정하고 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2018년 1월 26일 오후 4:38 315 읽음

최미경(예천 인제약국)

#체험사례

70세, 여자

며칠 전 코밑이 벙글벙글 일어나고 헐어서 오신 분

안티, 써클 111 복용하라고 2일분 드렸는데 그 후로 

할아버지가 2일분 더 가져가시고

오늘은 본인이 오셔서 하는 말

그 약 너무 좋다시네요. 

제가 어디가 어떻게 좋아요 물어보니

눈도 맑아지고 혈당도 안 오르고 몸도 가볍고 한두 

군데 좋은 게 아니라고 하셔서

파괴된 세포를 살리려면 6개월 장복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책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당뇨, 류마티스가 있고 혈소판감소증이 있어서 면

역제를 처방 받는다하시는데 이런 경우도 안티, 써

클로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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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해 주세요.(1월 27일 오후 7:33) ① 류형준 약사 

처음에는 이렇게 경험하면서 조금씩 진화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신이 들고 용량 조절도 가능해집

니다.

거기까지 진화하면 약사님의 생각이 바뀌고 

약국이 행복해지고 세상이 행복해집니다.

저는 덕분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27일 오전 8:37)

① 류형준 약사 

시호제의 항생 역할과 써클 4·U의 림프순환

촉진효과가 매핵기에는 좋은 병용입니다.

시호제보다 안티의 항생효과가 더 나을 것으

로 예상되니 안티와 써클로 처방하는 것도 좋

은 방법입니다.

2018년 1월 26일 오후 7:58 315 읽음

박규연(메디팜우리 전)

#체험사례

 

20 , 여성

편두통으로 진통제 달라고 하셔서 써클 몇 포 함께 

드렸는데 며칠 후 오셔서 다른 곳에 안 판다며 한통 

사감.

50 , 여성

입술포진 때문에 아시클로버 연고 사러 오신 분

써클, 안티 1일 2회 1포씩 하루만이라도 드셔보시

라고 해서 갖고 갔는데 다음날 다시 오셔서 어제 

사간 8천원짜리 달라고 함(써클 2포, 안티 2포) 어

떠시냐고 했더니 하루 만에 싹 나았다며 예비로 사

놓는다고 하심.

50 , 여성

청소부로 일하면서 매일 붓고 관절 안 좋아서 진통

제 근이완제 사러 오신 분

써클 며칠이라도 드셔보시라 해서 갖고 가셨는데 이

틀 후 저번에 준거 도 체 뭐냐며 한 박스 달라고 함.

알고 보니 센시아, 관절 양제 등등 엄청나게 뭔가

를 많이 드시고 계셨는데 전부 소용없고 써클이 최

고라고 함.

초기에는 피드백이 별로 없어서 좌절했는데 이젠 

조금씩 생기니깐 좋네요~ 

2018년 1월 27일 오전 11:49 341 읽음

조윤선

#체험사례

 

50  후반, 여자분 오셔서

매핵기처럼 목의 이물감이 꽤 되었는데 약을 먹어

도 잘 안 되고 답답하시다 하며 간단히 먹길 원하여

시호제에 써클 3포 하루 분 드리며 일단 드셔 보시

라 했는데 다음날 오셔서 한번 먹고 좋아졌다고 더 

달라며 같은 증상의 친구에게 준다 하여 용량은 사

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주었습니다.

단 한 번에 이렇게 좋아지니 신기하고 기쁘고 써클

의 역할에 더 기 가 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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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1월 27일 오후 12:14)

② 조윤선

네~~감사합니다^^(1월 27일 오후 12:22)

③ 문홍연

시호제로는 어느 것을 얼마만큼 드렸는지

요~?

제 식구 중에 써보고 싶어서요~♡(1월 29일 

오후 6:39)

④ 류형준 약사 

문홍연 매핵기가 있으면 써클 202, 안티101로 

복용하세요.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1월 29

일 오후 7:00)

⑤ 문홍연

뭘 먹기만 하면 2~3시간 동안 힘들어하고 공

복이 되면 괜찮아집니다.

가르쳐 주신 로 투약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1월 30일 오후 1:05)

① 류형준 약사 

상기의 복용 예는 혹시라도 안티에 내성을 갖

는 바이러스를 출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가

장 두려워하는 경우입니다.

정식으로 먹지 않으려면 차라리 복용을 금하

는 것이 낫습니다.

90%가 낫던 100%가 낫던 상관없이 복용을 

금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27일 오후 6:53)
2018년 1월 27일 오후 3:38 266 읽음

박완수 

#체험사례

=저의 체험사례 001번째= [안티플러스]

-김ㅅㅇ, 여, 61세, 158/54 (허약, 식욕부진, 소화

부족, 기운 없음)

-입술포진과 구내염으로 매우 자주 처방 가져옴.

-허약=면역 부족으로 2017.11.01 [안티플러스] 60

포 bid

-한 달 되었는데… 소식 없어 전화해보니 90% 효

과라고 함.

-두 달 만에 나타나서… 하루 한포 복용했다함.

-현재 입술포진과 구내염 없음.

-But… 면역이 워낙 약한 체질이니… 연속 복용을 

권장함.

-혼자 살며 직장 다니니… 당장 복용하진 않음.

-(워낙 허하고 면역 약하니 계속 복용 필요 사료됨.)

-참고= Herpes virus family 130종 중 

HSV-1(=HHV-1)에 해당하며… Herpes virus는 

평생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 약할 때면 나타

난다고 보충 설명함…

(잘 못 알아들어도 쉽게 얘기해 줌.)

2018년 1월 27일 오후 10:27 345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25, 아들

상근예비역으로 해안초소 근무중입니다.

비염과 피로 해소 목적으로 안티, 써클 101로 십 

여일 복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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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러한 한계가 바로 세포환경 정상화제를 통

한 치유의 한계입니다.

안티와 써클이 극복할 수 없는 환경 요인이 

추가되면 개선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럴 때 용량을 증량하거나 찬 것 안 먹기, 

매운 것 안 먹기, 추위 피하기, 각탕법, 기어다

니기, 산소호흡 등을 하여 세포환경 개선을 

도와주면 반 로 증상은 빠르게 개선됩니다.

치유의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1월 27일 오후 10:39)
① 류형준 약사 

엎드려 자다가 누워 자니 많이 좋아진 것입니다.

끝까지 해서 천식 한번 치유해 보세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

이고 기본만 지키면 됩니다.

자신감이 생겨나고 보람이 생기고 행복하기

까지 하니 정말 좋습니다.

저는 덕분에 보람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29일 오전 7:13)

감기로 인해 코막힘, 바튼 기침이 시작됐죠. 안티, 

써클 복용중이니 금방 낫겠지 하던 예상과 달리 더

욱 심해져 가족이 잠을 설칠 정도로 심해졌죠.

새벽의 찬 기운과 바닷바람에 단단히 걸린 듯싶더

군요. 안 되겠다싶어 안티, 써클 각 222, 갈근가신

이, 자모로 하루분…

그 날 밤 급반전이 일어났죠. 쟤가 제 방에서 자고 

있나? 의심될 정도로 밤새도록 너무 조용히 자더군

요. 몇 며칠 고생하도록 놔둔 게 미안하기도하구요.

타 약재도 추가됐지만 안티, 써클 증량이 위력을 

발휘한 것 같아요.

평소 비타민도 잘 안 챙기던 아들이 이 건을 계기로 

동기 부여되어 꾸준히 복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28일 오후 4:33 336 읽음

정국현

#체험사례

천식ㅡㅡ드디어 누워서 잠을 자다.

63세, 여, 통통한 체형

녹내장과 천식으로 수년간 고생하심.

11월 5일부터ㅡㅡㅡ안티, 써클, bid 복용 시작

12월부터는 항산화비타민 추가 계속 복용

1월 28일 오늘 오셔서 다시 여쭤보니

처음에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셨던 천식에 해 

말씀해주셨네요.

걸을 때 숨찼는데 많이 좋아지심.

아파트 6층까지 걸어 올라갈 때 예전에는 숨이 차

서 2층이나 3층에서 꼭 한 번씩은 쉬고 가야 했으나

지금은 숨은 차지만 쉬지 않고 6층까지 올라간다며 

본인과 남편분이 놀라워하심.

특히 숨이 차서 항상 엎어져서 잠을 잤으나 이제는 

바로 누워서 잘 수 있다고 하심.

환자분이 좋아지셨다는 말씀에 참으로 행복하고 

보람된 하루 습니다.

천식ㅡㅡㅡ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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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누구나 매번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는 것은 아

닙니다.

오늘도 체험사례와 같은 사례가 없다고 반품

하신 약사님도 계십니다.

치유에 한 정확한 인식과 믿음이 필요합니

다.

단순하게 판매에만 몰두하면 안티와 써클은 

식품이지 효능효과는 표시사항에 없지, 가격

도 비싸지 판매하지 못할 이유가 훨씬 많습니

다.

하지만 치유의 길을 이해하고 치유안내자로

서 충실하려고 하면 안티와 써클은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간을 갖고 천천히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드라마틱한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안티와 써클의 복용도 중요하지만 4편의 건

강플러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랍니

다.

거기에 드라마틱한 효과의 비법이 있습니다.

치유는 단순히 안티와 써클로 되는 것이 아니

라 환자 스스로 해내는 것이고 안티와 써클은 

안내자의 도구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1월 29일 오후 6:24)

2018년 1월 28일 오후 7:53 300 읽음

최미경(예천 인제약국)

#체험사례

63세, 158/62, 여자

오른쪽 가슴과 겨드랑이 쪽 통증 호소

40년 전 폐결핵 앓은 적 있고 폐에 물혹이 있는 

상태

10년 전 팔 인  파열로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기침이 많다고 호소하면서 좋은 약 없냐고 하심.

그 전 같으면 뭐를 줄 게 있을까? 고심했겠지만 망

설임 없이 써클 202 복용 권함.

한 달간 써클만 드시고 안티와 써클 6개월 드시라

고 하고 책 드렸음.

오늘 오시더니 아저씨 소화제 사러 오셔서 어떻냐

고 물어보니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고 아저씨도 그

게 먹으면 안 되냐면서 작은 거 한통씩 사가셨어요

다른 약사님들의 드라마틱한 후기에 용기 내어 보

니 반응이 좋네요.

2018년 1월 29일 오후 12:15 206 읽음

박완수 

#체험사례

=저의 체험사례 002번째= [써클포유]

- 권ㄱㅁ, 여, 52세, 156/56 (2008년 자궁경부암

수술)

- 림프부종 5년 (좌측다리-우측보다 1.5배 굵음)

- 과거 복용약 (엔테론, 센시아, 셀레나제, 비타민)

- 2017.12.07 [써클포유] 60포 bid - (명현 있을 

거라고 예언함ㅎ)

- 복용 중 과연 약간의 명현이 있어서 며칠 쉬었다

가 복용함.

- 붓는 기운이 덜 하다고… 두 번째 60포 가져감…

- [안티플러스]를 같이 복용하라고 하 으나 복용

약이 너무 많다고 보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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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암 이력이 있으신 분은 써클 222와 안티 111

이 기본적인 복용량입니다.

정확한 복용량에 다시 도전해 보세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1월 29일 오후 6:37)

① 류형준 약사 

결론은 피부검버섯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오금에 연골이 려나온 것이 나았다는 것이

죠.

이 정도에 설명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젊어

지는 것이 맞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1월 29일 오후 6:40)

- 참고 = [안티플러스]를 같이 복용해야 하는 이

유…

1) 자궁경부암 수술 받은 환자임…

2) 자궁경부암은 Papilloma virus family 100종 중 

HPV-16, HPV-18에 의해서 발생되므로… HPV가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하며…

3) HPV가 림프절을 감염하 을 경우… 림프부종

의 해결이 어려움.

- But… 그동안 복용약이 너무 많아서, 환자의 이

해가 덜 되고 (환자는 부종 자체만을 빠지길 희망

함.)

- 나의 설득이 부족함…

- 난해한 질병에는. 류형준 선생님의 [바이러스]이

론에 적극공감하며 동의하는 바입니다.

2018년 1월 29일 오후 1:57 180 읽음

(알 수 없음)

#체험사례

칠 학년 삼반으로 진급하는 약사입니다. 저는 지난 

구월부터 아침, 저녁 안티와 포유를 한포씩 먹고 

있습니다. 좋아진 것은 참 많지만 다른 약사님들이 

올려 주셔서 신하고 제일 기쁜 것은 손등에 검버

섯 같이 거뭇거뭇한 티가 차츰차츰 흐려지다가 거

의 없어졌습니다. 손등 늙는 것이 제일 우울한 일인

데 요즘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릎 뒤쪽 오금에 

주먹만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라졌어요. 감사

합니다.

2018년 1월 29일 오후 3:35 154 읽음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체험사례

 

1. 30 , 여,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직업 특성상 항상 목을 많이 쓰게 되어 목이 불편하

고 목 통증이 있다고 호소.

써클, 안티 101 하루 먹고 효과 못 보셨다고 해서 

222씩 3일 복용 후 개선. 그 후 다시 방문하셔서 

각각 12포씩 구매하심.

2. 정** (50  여)

왼쪽다리 하지정맥류. 무릎 통증, 종아리 쪽이 당기

고 아픔.

12월 4일 첫 방문

써클, 안티 101로 복용 시작

1월 4일 오셔서 재구매. 부드럽긴 하지만 아직은 

통증이 있다 하시면서 아팠다가 안 아팠다 한다고 

함. 근데 피곤한 건 확실히 많이 없어졌다고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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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축하드립니다. 

약사님이 보람 있고 행복한 만큼 저도 덩달아 

보람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29일 오후 6:44)

① 류형준 약사 

뼈에는 참 좋은 게 있는데 말할 수 없지만 모

두 아시죠?

감사합니다.(1월 29일 오후 6:45)

② 이선영

네^^(1월 29일 오후 10:09)

① 류형준 약사 

그래서 써클 202, 안티 111로 드시라고 말씀드림.

(평소 물도 잘 안 드신다고 해서 따뜻한 물 최 한 

자주 드시고 각탕법도 꼭 하시라고 거듭 말씀드림)

1월 19일 써클과 조아제약 스트롱조인트 구매해 가

심. 근데 아직도 아파하시면서 투덜 심.

1월 27일 써클, 안티 각각 1통씩 구매하시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보이셔서 저까

지 기분이 좋아졌고 보람 있었습니다.

2018년 1월 29일 오후 3:38 162 읽음

이선영

#체험사례

88세 할머니십니다. 왼발 셋째, 넷째 발가락이 아

프다고 하셨어요. 전에 새끼발가락이 아프신 적 있

었는데 나중에 보니 뼈가 부러진 것이었다고 이번

에도 부러진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기에 근래 할아

버지 입원하시고 병간호 하시느라 몸이 힘들어서 

그럴 거라고 말씀드리며 안티, 써클 1포씩 2번 드시

라고 소포장 1통씩 드렸는데 오늘 오셔서 괜찮아졌

다고 하시네요^^

2018년 1월 29일 오후 3:39 200 읽음

오민석

#체험사례

육십  후반 여성이며 평소 혈압약 복용중인 분인

데 지난달에 왼쪽 손목의 저림과 통증에 관해서 뭐 

좀 먹을 약 있냐며 문의하시기에 상담하며 얘기를 

듣다보니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병원에서 검사도 이

것저것 해보시고 어느 병원에선 수술을 권하여 수

술까지 했음에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의사도 더 이상 방법은 없다고 하 음.

아주머니 말씀이 여기저기 병원 다녀봐도 고쳐주

지 못하는데 혹시나 혈액순환제 같은 거라도 먹어

보면 좀 도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추천해 줄 것 없냐

고 제게 문의하심.

만성염증으로 판단하여 써클 101 10일, 안티 + 써

클 101 20일 드셔보시라고 권함.

한 달 후 혈압약 타러 오셔서 어떠셨냐고 물어보니 

약간 나아지는 기미가 있어서 한 달분 더 드셔보시

겠다고 함.

오랜 기간 고생하고 병원에서 치료 못해준 부분에 

해서 효과를 나타내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낍니

다마는 한 달 후 더 나아질지 어떨지…경과가 궁금

하네요.

이런 경우 략 복용 기간을 어느 정도 잡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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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의 치유는 안티와 써클 6개월

이후 써클만 12개월입니다.

단 본인이 원하는 만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티와 써클은 6개월 기간을 채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감사합니다.(1월 29일 오후 6:47)

① 류형준 약사 

급성증상에는 단기요법으로 응하는 것이 

좋은 처법입니다.

감사합니다.(1월 29일 오후 6:48)

① 윤애숙

구체적으로 불편해 하시는 점이 뭐 나요?(1

월 29일 오후 3:47)

②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네 복통에 설사 어요.(1월 29일 오후 4:04)

③ 류형준 약사 

참 안타까운 체험사례입니다.

거의 모든 환자는 나을 수 있는 방법만 있다

면 과민성 장증후군을 낫기 원합니다.

만성질환에는 치유에 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증상치유만을 위한 단기요법이든 깨끗

한 치유를 위한 장기요법이든 모두 설명하고 

선택은 환자한테 맡기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

다.

과민성 장증후군을 깨끗이 치유하고 건강

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단순하

게 임시 처방으로만 처한 것이 아닌가 아쉽

습니다.

그래도 증상 개선을 확인되었다고 하니 축하

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29일 오후 6:54)

④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2018년 1월 29일 오후 3:39 199 읽음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체험사례

30 , 남

입술포진

12.15 입술포진으로 내방해서 아시클로버연고랑 

안티플러스, 써클포유 111 하루분 같이 줌.

다음날 와서 연고 바르면 더 심해진다고 해서 먹는 

약만 111로 3일분 더 줌.

12.18 거의 다 나은 상태로 내방함.

2018년 1월 29일 오후 3:44 260 읽음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체험사례

40 , 남.

평소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으신 분

그 어머님이 오셔서 아들 약을 사러 오심.

12.15 안티플러스 101, 써클포유 111 하루분 드림.

이후에 오셨기에 여쭤보니 바로 좋아졌다고 하시

고 얼마 후 같은 증상으로 또 내방하셔서 똑같이 

드렸는데 역시 잘 들었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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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책도 드리고 설명도 자세히 드렸는데 알겠

다고만 하시고 그 후엔 별 말씀을 안하시네

요.(1월 29일 오후 8:43)

① 정세운

사실 이해는 가죠; 약도 아니고 건기식도 아

니니 의사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자기한텐 

안전빵이니까요… 근데 그 남학생이 더 답답

하네요. 자기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는데도 의

사 말을 들을 생각을 한다는 게(1월 29일 오

후 7:17)

② 류형준 약사 

얼마나 많은 경우가 있어야 치유의 길이 도

무문의 큰 길이 될까요?

일단 혈액검사 수치가 좋아지는 것은 다행입

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주류의학의 방향을 치유의

학으로 바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모두의 힘을 

모아서 손에 손 잡고 다함께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1월 30일 오후 2:57)

2018년 1월 29일 오후 7:01 265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1월 9일, 1월 17일 체험례 주인공 남학생이 다시 

왔습니다.

AST … 169 - 126 - 111

ALT …  225 - 180 - 144

감마GPT … 143 - 106 결과지에

이번 달 수치가 없음.

ALP … 지난번 843 - 276

TG  … 263 - 170 - 185 로

수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의사는 지방간도 없고 아직 간에 염증이 있는 것으

로 수치상으로 보이나 오늘 처방약은 없고 

Vt D수치가 낮으니 1달 1000IU로 복용 후 둘째 달

부터 400IU로 먹으라고 쪽지 처방 주었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의사에게 안티와 써클, 우루사를 1

일 3회 먹었다고 말해서 의사가 우루사는 괜찮으나 

안티, 써클은 모르겠다며 아무것도 먹지 말고 있다

가 다시 검사 후 수치비교를 하자고 말해서

아들은 환제 삼키기 힘들었던 차에 잘되었다며 복

용 중단을 선언했고

엄마는 의사 말 무시하고 모든 수치가 정상범위 안

으로 들어올 때까지 복용시키려 하는데 아들이 따

라주지 않아 속상해합니다.

ALP수치가 정말 많이 떨어진 것으로 유추해보면 

염증성물질이 많이 배출되었고 신생염증성 물질이 

덜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엄마는 아들을 설득 중이고 전 부모님이 결

과를 보고 계속 도움을 청하시면 도우려 합니다.

2018년 1월 30일 오전 11:58 223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어제는 안티, 써클의 행복한 재구매 날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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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경아

강경애 약사님

따님 복용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1월 30일 

오후 12:18)

② 강경애

써클만 2달 먹고 안티, 써클 같이 복용한 건 

2개월 됐어요.

26살 젊은 아이라 효과도 빨리 나타나는 거 

같아요.(1월 30일 오후 12:30)

③ 조경아

네, 치험사례 보면서 많이 알아 가는 중입니

다. 감사합니다^^(1월 30일 오후 12:35)

④ 류형준 약사 

조경아 치유 기간은 치유 상태를 얼마나 좋게 

만드냐에 따라 그때그때 다릅니다.

더 짧을 수도 있고 길수도 있습니다.

여유 있게 천천히 길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도중에 나타나는 사례는 보너스로 받

으시면 됩니다.

치유의 길에서 증상 개선이 빠르게 나타난다

고 해도 치유의 길은 여유 있게 천천히 길게 

생각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1월 30일 오후 3:27)

⑤ 류형준 약사 

이제 강경애 약사님은 저절로 알아서 따라옵

니다.

강경애 약사님의 아우라가 약국에 가득한 것

이 보이는 듯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30일 오후 3:28)

1. 4년 전부터 상포진과 단순포진 지속적 재발

온몸이 아프시다는 분께 한 달 전 안티 11, 써클 

11 드렸는데 딱 한 달 만에 오셔서 한 달분 재구매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졌다고ㅎㅎ

근치를 위해 6개월은 꼭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본인은 3개월만 드시려 했다고ㅜ 

다시 한 번 6개월 강조

2. 어깨 통증과 머리 흔드는 80  할머니

지난달 써클 11로 한 달분

이분도 정확하게 한 달 만에 오셔서 써클 한 달분 

재구매 

머리 흔들림은 확연히 좋아졌구요. 어깨 통증도 조

금 나아지셨다고 하네요.

이분은 안티가 필요한 분이라 다음 달엔 안티와 같

이 드시자고 말씀드렸구요.

3. 바이러스 투성이인 둘째 딸, 사마귀도 없어졌지

만 안티, 써클 먹으면 티눈과 발바닥 각질도 없어지

냐고 물어보네요.

늘 티눈 때문에 아프고 발뒤꿈치 옆에 두꺼운 각질

이 생겨 잘라내곤 했는데 다 없어졌다고ㅎㅎ

그러고 보니 저도 양 발바닥 중앙에 티눈이 두 개 

크게 있었는데 오른쪽은 완전히 없어지고 왼쪽 발

만 조금 남았네요.

이것도 조만간 없어질 듯

만성질환엔 안티, 써클이 최고입니다.

2018년 1월 30일 오후 12:46 246 읽음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체험사례

 

30 , 남자분

몇 년 전 디스크 수술했는데 며칠 전 갑자기 담이 

왔다며 부인이 약국 내방.

써클 2포와 작약감초탕 1포씩 1일3회 먹는 약으로 

하루 분씩 포장을 해서 담이나 근육통 있으신 분께 

권해드리곤 하는데 그걸 드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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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작은 체험사례가 모래알처럼 쌓여서 큰 산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1월 30일 오후 3:29)

② 심기정

진통제 없이 복용하신거지요?(1월 30일 오후 

5:29)

③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네 진통제는 안 드렸습니다.(1월 30일 오후 

5:39)

① 류형준 약사 

최현정 약사님의 상태가 이 정도라면 안티 

101과 써클 201로 용량을 늘려보세요.

또 다른 치유의 길이 느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1월 30일 오후 3:34)

②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1월 31

일 오후 3:34)

① 류형준 약사 

어제 다시 오셔서 효과 좋았다며 2set 재구매 해가

셨답니다.

뿌듯했답니다.

2018년 1월 30일 오후 12:54 227 읽음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체험사례

40 , 여, 본인.

평소 추위에 약하고 체력 자체가 약한 편이고 갑상

선기능저하증에 자궁선종도 있는 상태라 안티, 써

클 101로 2달째 복용중인데 지난 일욜에 개인적 사

정이 있어서 장시간 야외에 있어야 해서 추위에 고

생을 했는데, 어제 월욜 오후부터 몸살에 목도 아프

고 머리도 깨질듯이 심하게 아프고, 점심에 먹은 

삶은 고구마도 소화가 잘 안 되는건지 울 거리기

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감기 기운 있을 때는 111로 

늘려서 먹어서 거뜬했는데 올 겨울 들어 젤 힘든 

몸살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써클, 안티 2포씩 먹고 푹 잔 후 오늘 

아침 한 번 더 갈근탕과 각각 2포씩 먹고 난후 몸이 

개운해졌습니다.

2018년 1월 30일 오후 1:19 274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오늘에서야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수시로 위통, 복

통, 설사와 두통으로 술 약을 상용하시는 설비업체 

사장님이 그 약 다 떨어졌으니 약을 달라고 하십니다.

만들어 놓은 술 약 세트를 드리다가 20포 단위로 

2번 가져가신 후 드디어 60포 한통씩 구매하시면서

"확실히 좋으니 계속 먹어 보아야겠어요"

전 고질적인 설사를 잡기위해 유산균도 같이 드렸

었는데 오늘 유산균도 함께 구매하셨고

좋은 것은 스스로 존재감을 발한다더니 환자들이 

자기에게 좋은 것은 스스로 알아내십니다.

자체 발광하는 안티, 써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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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선 약사님의 아우라가 약국에 가득합니

다.

감사합니다.(1월 30일 오후 3:36)

① 류형준 약사 

치유요법은 천천히 여유 있게 보고 길게 가는 

것입니다.

목표한 증상이 먼저 좋아질 수 있지만 목표하

지 않은 증상이 먼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

요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31일 오후 4:49)

2018년 1월 30일 오후 5:39 211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1/21 글, 77세, 요통 20년, 레이노 30년

요통, 레이노 증상 변화는 여전히 없지만 양 무릎~

발목의 저린감이 약 20퍼 감소했다며 일주일 또 

써본다 하십니다.

각탕법은 열심히 하셨는데 호보법은 좀 게을리 하

셨네요.

건강플러스 다시 강조 드리고 책에서 배워둔 림프마

사지 알려드린 후 안티 111, 써클 222로 드렸습니다.

반응 없던 지난주와는 달리 기 감이 깃든 그 분 

얼굴을 보니 어깨가 무거워지더군요. 나가시는 뒤

태에 고 주의사항 지킬 것 신신당부했습니다.

담 주에 더 환한 얼굴 뵀으면 좋겠군요.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30일 오후 7:17 243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재구매

1. 여, 78, 혈압약, 1/15 사례

주소증은 요통이었으며 두통, 방광염, 위염 등…

체력 보강 차원으로 드린 써클 다 드시고 방문하여 

몸이 가볍고 요통 감소하셨다기에 안티 101, 써클 

111로 한 달

요통 이외 소소한 증상도 치유되리란 내색 비추지 

않았네요.

나중에 어르신이 시나브로 좋아진 사실을 고백할 

기회를 드리려고 말이죠. 1년 권유 드렸네요.

드시던 중 수 장 가서 자랑하셨나봐요. 타 어르신

도 같은 증상으로 다녀가셨습니다. 치유전도사들

이 하늘에서 눈처럼 내려옵니다.

2. 김금~, 68, 여, 1/4사례

12월말… 천식, 비염으로 안티, 써클 111/7일

1월초, 7일분 드리나 분실 

다시 적량으로 한 달분과 청폐보심제 한 달…

이빈후과 의사가 필요시만 취하라던 약 안 먹고도 

코 막힘, 코 안의 염증, 두중감이 덜 하답니다. 천식 

증상은 아직 무변하다하여 건강플러스와 마사지 

준수하실 것 당부 드리고 전과 같이 한 달 드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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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같은 원리로 비염이 좋아지면 천식도 좋아지

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특히 비염의 개선이 빠른 편이므로 단지 순서

의 차이이므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좋은 체험사례에 감사드립니다.(1월 31일 오

후 6:26)

① 류형준 약사 

잘 하셨습니다.

안티와 써클 6개월 요법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좋아진 모습을 보면 웃음

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1일 오후 7:15)

① 류형준 약사 

급하게 해결할 때에는 써클만으로도 됩니다.

하지만 생리통은 반복적이고 오래된 만성 증

상이니 안티와 써클 6개월을 기본으로 먹이

는 것이 좋습니다.

불임의 원인이 바이러스염증이라고 했으니 

동행한 남편의 약값 부담 멘트에… 지금껏 싼 약으

로 치유가 됐나요? 처방한 의사마저 정 힘들 때만 

쓰라했다면 그 약이 어떤 성격인지 짐작이 가시죠? 

수긍하시네요…

환자분은 아무 말씀 안 하시던데…

2018년 1월 30일 오후 9:10 269 읽음

최미경(예천 인제약국)

#체험사례

50세, 158/53

에어로빅 강사

1월 2일

눈밑 다크써클이 심하고 무릎이 아프고 안구건조

와 충혈, 피곤함을 호소

안티, 써클 한 달간 정량복용

어제 오셔서 무릎 통증과 피로감이 많이 좋아지셨

고 다크써클은 큰 차도는 없으나 엷어진 듯하다면

서

정량으로 한 달분 가져가셔서 6개월 복용을 약속했

습니다.

2018년 1월 30일 오후 9:59 301 읽음

성재희

#체험사례

9307

20  후반, 여성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배를 움켜지고 겨우 걸어옴.

나프록센과 써클을 3포(111) 주면서 따뜻한 물로 먹

으라 함.

다음날 웃으며 와서는 생리통이 넘 심해서 응급실

을 다닐 정도 는데 써클을 먹고는 힘들지 않았다

며 써클만 달라고 함.

생리통에 하루 먹고 금세 좋아질까 하는 생각에 쉽

게 주지 못했는데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니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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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가 많으면 나중에 불임이나 난임의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2월 1일 오후 7:14)

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1

월 31일 오전 10:07)

② 김선희(옥산삼화당약국)

저는 3개월째 복용중인데 어깨에 나는 알레

르기가 좋아졌다

다시 가려웠다 합니다.(1월 31일 오전 10:45)

③ 장지연(부산)

저도 온몸에 1달가량 이런 모양으로 두드러

기가 났습니다. 두드러기가 올라오면 단단해

지면서 벌겋게 되고 한동안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습니다.(1월 31일 오후 6:47)

④ 이종수

나는 현재 3개월째 두 가지 1, 1로 먹고 있으

며 처음 한 달은 세 번씩 복용.(2월 1일 오전 

4:01)

⑤ 류형준 약사 

피부 쪽에 쌓 던 노폐물과 병적산물들이 층

층이 쌓여있어서 순서 로 나오는 것입니다.

좋아지셨으니 믿음이 더 생길 것이고 그만큼 

진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1일 오후 7:12)

2018년 1월 31일 오전 9:18 333 읽음

이종수

체험 예

약사 본인 증상으로 계속 몸에 허리, 팔꿈치에 두드

러기가 났다가 일주일 안에 가라앉는 현상을 보이

다가 이제는 완전히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다른 약은 안 먹고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8년 1월 31일 오후 4:49 289 읽음

장은선

#체험사례

조숙정님, 91세, 여

1.25 워낙 고령이시라 따님이 사진을 찍어서 피부

과 내원하셨어요. 상포진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

며 우선 팜시버, 메수리드, 유시락스 처방하셨어요. 

바이러스에는 안티다 싶어 신경절 손상도 막고 빠

른 회복을 위해 안티, 써클 111 2일치 드렸어요. 그 

후로 매일 처방약 1일분씩 해 가셔서 상황을 보는 

중인 거 같아 안티, 써클 잘 챙겨드시라고만 했습니

다. 따뜻한 물은 많이 드시는데 고령이라 각탕법, 

호보법은 못하시고요.

1.29 오셔서 더 심해지셨다고. 계산해보니 하루반

나절 안티, 써클 안 드시고 처방약만 드셨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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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이러스로 인한 노폐물이 마구마구 나오고 

있는 때인데 더 드셔야지요 하고 안티, 써클 111 3일

분 더 드렸어요.

1.31 오늘 오셔서 웃는 얼굴로 많이 좋아지셨다네

요. 더 드셔야된다 했더니 약 남으셨다고. 효과를 

보시고도 가격 때문에 주저하시니 안타깝네요.

1.25

1.29

더 번지고 심해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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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현아

어르신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눈물이 핑 도네

요.

빠른 쾌유를 빌어드립니다.(1월 31일 오후 

5:20)

② 류형준 약사 

노인분들은 아프면 너무 쉽게 악화되는데 안

타깝습니다.

심해지기 전에 계속 복용했으면 이렇게 심해

지지도 않았을 텐데 바로 가도 될 길을 한참 

돌아갑니다.

그래도 상포진에는 안티플러스와 써클4.U

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1일 오후 6:53)

① 류형준 약사 

이번 독감은 진짜 독하고 오래가고 어떤 경우

는 낫다가 다시 심해지는 경우까지 있는 독감

입니다.

많은 약국에서 처방약으로 낫지 못하여 안티

와 써클을 많이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또 그만큼 이런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

니다.

감사합니다.(2월 1일 오후 2:16)

1.31

2018년 1월 31일 오후 10:40 296 읽음

이선영

#체험사례

지난 토욜 60  아주머니가 파스를 사러 오셔서 

남편분이 1달 넘게 기침을 한다고 걱정을 하십니다. 

그동안 병원 약 또 다른 약국에서 한방약도 먹어 

봤지만 낫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남편분 근래 상황

을 여쭤보니 12월 심장 수술 하셨고 수술 후 푹 쉬지 

못하시고 추운데서 일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수술 

후 면역 상태도 좋지 않은데 설상가상으로 일하시

는 곳도 추운 환경이고 독감마저 유행한 시점이었

다 말씀드리고 안티, 써클 1포씩 하루 3번 드시라고 

3일분 드렸는데 오늘 오셔서 기침이 많이 줄어들었

다고 하시며 3일분 더 가져 가셨어요^^

2018년 2월 2일 오전 8:37 283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체험사례

- 루게릭병 1회차

김00, 59세, 남자, 루게릭병

1회 확인: 2018/1/5  

팔을 부축해서 걸을 정도임. 걸어 다니면 어지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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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용수

와우(2월 2일 오후 12:48)

② 심영자 인천 사랑

필승을 기원 드립니다.(2월 2일 오후 1:16)

처방1) 박하패독탕 3포 2개월, 바이러스처방 3개

월, 총 36개월 예상

처방2) 안티플러스 2포 7개월

처방3) 신경회복처방 1포 36개월

2회 확인: 2018/2/1  

왼손이 무겁고 남의 팔 같았는데 내 팔 같아지고 

가벼워서 편해졌다.

다리는 지난달보다 힘이 더 빠져서 걷다가 자주 넘

어진다.

처방1) 박하패독탕 3포 1개월, 바이러스처방 3개월, 

총 35개월 예상

처방2) 안티플러스 2포 6개월

처방3) 신경회복처방 1포 35개월

류형준 의견)

팔이 가볍고 내 팔과 같이 느껴진다는 것은 신경마

비가 일부 풀리는 것으로 생각됨.

다리가 지난달보다 더 힘이 빠지는 것은 루게릭병

이 진행성이므로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통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계속 진행되고 있음.

전체적으로는 계속 진행 중이지만 팔이 좋아지는 

것으로 봐서 좋은 징조임.

루게릭병은 운동 신경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손상으로 발병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질환으로 3년 

정도의 기간이 예상되는 긴 치유의 길을 가야하는 

질환입니다.

또한 신경 손상까지 회복되어야 하는 질환이므로 

안티와 써클로는 부족하고 그 이상의 처방과 체질

요법 그리고 체질식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루게릭병이 실제 개선되고 완전한 치유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증상이 아직까지는 거동이 가능한 정도이므로 개

선되는 증상들이 누워서 눈만 깜빡이는 경우보다

는 빠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2일 오전 11:39 293 읽음

정국현

#체험사례

성인형 여드름

28세, 남, 보통체형, 호리호리합니다.

간단한 약을 사러오셨는데 얼굴에 여드름이 보여

서 요즘은 여드름 완치하는 게 나왔다고 했더니 5

일분만 달라고 하심.

12월 28일 ㅡㅡ 안티, 써클, bid 계속 열흘분씩 가

져가심.

2월 2일 오늘 어머니가 오셔서 20일분씩 재구매하

시며 하시는 말씀이 맨날 여드름, 종기 때문에 짓물 

짜느라 고생했는데 지금은 딱지가 떨어지면서 좋

아졌다고 하십니다.

한마디 던진 말을 믿어주는 사람들!

그만큼 순수해서 일까요?

항상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사진을 안 찍어 놓은 게 아쉽습니다.

여드름도 정복되네요. 써클, 안티여 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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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어찌할 수 없었던 성인형여드름이 좋아지니 

신기하고 기쁘지요.

그래도 성인형여드름은 바이러스염증이라 

안티와 써클 6개월 복용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2일 오후 10:50)

① 류형준 약사 

소화불량이 좋아지고 비염도 좋아지고 통증

도 많이 좋아지고 변비도 개선되고 피로도 풀

립니다.

참 많이 좋아집니다.

이런 것이 바로 치유의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의 길을 가야만 하는 이유

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2일 오후 10:48)

2018년 2월 2일 오후 1:35 307 읽음

양진자

1월 20일 올렸던 50  여자분

써클 222, 안티 111 일주일 복용

써클 22, 안티 111 일주일 복용

명현반응과 효과:

1: 복용 삼 일후에 엄청난 양의 가스 배출 2일 정도

를 하루 종일 뽕뽕뽕 가스가 빠지면서 턱까지 차올

랐던 답답함과 꺽꺽 거리면서 트림하던 게 없어졌

고 속이 시원하면서 배가 쑥 들어간 느낌

그 이후로 속이 조금씩은 불편했으나 위장약 먹을 

정도가 아니라서 위장약은 안 먹고 있음.

2: 코에서 노란 덩어리 같은 게 나오면서 코가 시원

해졌음.

비염 약을 상시 복용했는데 하루 두 번 정도로 줄임.

3: 허리나 신체 통증도 많이 줄어서 진통제도 1/3로 

줄어듦.

4: 변비 증상도 조금 개선되어 변비약 줄음.

전체적으로 몸도 가벼워지고 좋아졌는데 팔 골절로 

쇠를 박은 부위는 여전히 통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술 후에 염증 물질이 많고 림프 순환이 

잘 안 되어 다른 부위보다 호전반응이 늦게 나타나

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몸이 많이 좋아지니 급하게 서둘지 않고 꾸

준히 복용하기로 했습니다.

경과보고 또 좋은 소식 또 올리겠습니다.

2018년 2월 2일 오후 2:58 316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5세, 남자, 이00

감기를 늘 달고 살고 중이염 수시로 재발

이비인후과에선 후비루 증세 의심, 아토피도 있음

안티 0.5 0.5, 소포장 한통(20일분)

3개월째 복용중

올겨울 감기를 살짝 지나가고 중이염도 패쓰~~ 

병원 한 번도 안가고 겨울나긴 처음이라고 함. 아토

피는 살짝 가려울 정도. 후비루 같은 증세도 거의 

못 느낌. 올겨울 동안 키도 많이 크고 체중도 많이 

늘었다고 함.

감사하단 인사 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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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순원

간혹 어른도 환제 버거워하는데, 아이가 어찌 

두 달을 먹어왔나요? 갈아 먹이셨나요?(2월 

2일 오후 4:19)

② 강경애

다행히 아이가 잘 넘겼 요. 못 먹으면 따뜻

한 물에 불렸다 먹이라고 했었어요.(2월 2일 

오후 5:28)

③ 류형준 약사 

감기가 좋아지면 키가 잘 큽니다.

감기가 좋아지면 밥도 잘 먹고 체력도 좋아지

니 그 동안 못자라던 키가 크게 되는 것입니

다.

감기를 낫게 해주려고 했는데 키가 커지다니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좋아지면 강 약사님도 행복하시죠.

저도 덩달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2일 오후 10:45)

① 류형준 약사 

급성통증에는 써클요법으로 염증성증상일 

때는 안티와 써클 병용

두 가지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2월 2일 오후 10:39)

아이 환자가 거의 없는 저희 약국에 귀한 체험례를 

안겨주는 케이스라 올립니다.

2018년 2월 2일 오후 8:21 317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1. 남, 84

헤비스모커인 남편 1년 전 우측 옆구리의 극심한 

통증으로 입원 후 급성폐렴으로 진단… 보름 치료

한 병력있는데 그제 동일한 증상 나타나 동네 의원 

다녀왔지만 속수무책이라고 아내분이 방문… 평소 

관절통에 즐겨먹던 덱시부프로펜도 무용지물…

진정 폐렴의 전조인지 상포진인지 담통인지 확

인할 바 없어 써클 222/2일 드리고 안 되면 응급실 

가시라고 부탁…

오늘 부인, 하루 먹고 감쪽같다 하네요.

이유야 어쨌든 응급약으로 또 한 번 한 몫 했습니다. 

2. 여, 60  중반

폐렴으로 5일 입원 중 일이 생겨 의사의 만류에도 

10일치 약을 타서 퇴원… 속 쓰림 불구하고 다 복용

그러나 며칠 후 컹컹 울리는 기침과 고열, 식욕부진 

재발하여 재입원하려다 방문…

한방액과 안티, 써클 111/5일분 드리고 다 드실 무

렵 전화하니,

남편 왈… 복용 2일차부터 덜하더니 다 먹고 쌩쌩

해져 지금 계밥 먹으러 갔답니다.

이분 목소리가 하이톤이어서 저 또한 기분 업입니다

안티, 써클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3일 오전 8:04 405 읽음

정국현

#체험사례

불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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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순원

복용 후 변화 시점은요?

각탕은 매일했나요?(2월 3일 오전 8:40)

② 류형준 약사 

정국현이 큰 건을 하나 해냈습니다.

사실 안티와 써클은 뇌신경을 안정시키는 역

할은 없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느다란 끈으로 불면증에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몸을 최 한 편하게 해서 신경 자극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티와 써클이 작용하고 각탕법이 작

용합니다.

가는 실타래로 연결된 치유의 길을 커다란 길

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능성만 드리는데 큰일을 해내시는 

약사님들이 참 단하다고 느껴집니다.

늦둥이는 하늘의 선물이니 기꺼이 받으시죠.

그리고 늦둥이가 다 자랄 때까지 건강하고 행

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2월 3일 오전 9:20)

③ 정국현

안순원 한두 달 전부터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다고 합니다!(2

월 4일 오전 7:23)

④ 정국현

류형준 약사 

ㅎㅎ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2월 4일 오전 

7:24)

① 류형준 약사 

허리 아픈 것은 비교적 빨리 풀리는데 골반 

45세, 여, 제 아내입니다.

예전에는 시간 시간마다 깨고 자면서도 생각은 깨

어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피곤하고 그렇다고 

낮에 잠이 오는 것도 아니구요. 그랬는데요.

써클, 안티 복용 3개월 복용했는데요.

지금은 밤 10시나 10시반에 잠이 쏟아지고 중간에 

잠이 안 깨고 숙면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아내와 같이 각탕을 하면서 이런저런 화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ㅎㅎ 늦둥이가 생기면 어떡하죠?
2018년 2월 5일 오전 9:16 207 읽음

정국현

#체험사례

허리통증, 골반

54세, 여, 보통체형

몇 년 동안 허리가 아파서 펴지를 못하고 무거운 

것은 아예 들지 못했구요.

골반에 통증으로 걷기도 힘들고 다리도 땅기고 저

리셨고요.

11월 13일 써클, bid 한 달 드림.

12월 26일 써클, 안티, msm함유 양제 드림.

2월 5일 오늘 내국하셔서 한 달분 더 가져가시면서 

남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아프다는 말을 

안 하고 무거운 것도 들 수 있다고 하시네요.

며칠 전에 환자분 여동생주신다고 구입해가셨거든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분들이 효과를 보시

고 주변 분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행복바이러스가 전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재방문하실지 기 됩니다.

써클, 안티여 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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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것은 시간을 요하는 통증입니다.

해내셨군요.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오래된 통증이니 안티와 써클 6개월 

병용이 치유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통증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회복되고 젊어지는 날이 다가옵니다.

행복바이러스는 그렇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5일 오후 4:15)

① 류형준 약사 

걱정하지 말아요.

병은 뿌리를 뽑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나타

납니다.

그때가면 다시 생각날 것이고 그런 일을 반복

하게 되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책을 드리고 읽게 하세요.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납니다.

감사합니다.(2월 5일 오후 4:23)

2018년 2월 5일 오후 2:33 184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남, 62

당뇨, 혈압약

상포진을 계기로 안티, 써클을 알게 된 분으로 

두한, 상열감, 매운 음식 취할 시 발한 심해짐. 수족

냉, 요통, 견비통…

주소증은 두한으로 한의원의 보약을 5제 이상 드셨

다합니다.

안티, 써클 101/111로 한 달 복용 후, 두한 감소하여 

각 101로 한 달분 재구매

아직 주소증 이외의 증상은 반응이 없다하여 6개월 

이상 복용하면 두한뿐 아니라 타 증상도 치유할 수 

있다하니, 사정이 여의치 않다 하네요. 한의원 한약 

5제 정도 먹을 의지라면 치유의 가능성을 이미 경

험한 이 보물에 투자를 안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더군요.

일단 장복 권유는 드렸으니 선택은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안티, 써클로 치유의 역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

니다.

2018년 2월 5일 오후 3:02 196 읽음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체험사례

 

박** (70  남자분, 얼집 운전기사)

계속된 장질환(주로 설사, 가끔 혈변)으로 6년 정도 

계속 병원을 다니셨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병원 다니시던 중 작년 여름에 

제 약국에 상담을 오셔서 당시 제가 취급하던 파동

요법의 액상제제를 드렸었고 효과가 있다며 5set 

이상을 계속 구매해서 드셨던 분입니다.

12.26에 또 오셨기에 안티플러스와 써클포유 설명 

드리며 권유해드렸더니 각각 1통씩 가져가셨고 정

량요법으로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2.2 오셨기에 여쭤보니 이제 설사 기운은 거의 가라

앉았고, 점액변만 조금씩 있다고 하시네요.

그전 파동요법 액상제제를 더 먹을지 안티, 써클을 

더 먹을지를 물어보시기에 안티, 써클이 더 근본적

인 치료방법이고 더 효과적일 거라 원리를 자세히 

말씀드리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며 각각 1통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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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만성장염을 바이러스라고 인정해 주시니 감

사합니다.

결국 원인을 찾아가고 환경을 조성하면 세포

는 스스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치유의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치유의 길

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2월 5일 오후 4:25)

가져가셨답니다.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고, 복용 기간도 말씀드렸구요.

다른 약으로 그나마 좀 개선되신 상태에서 드셔서 

그런지 효과를 확실히 보고 계신다고 하니 저까지 

기쁘더라구요.

그동안 설사 땜에 외출이 정말 힘들었었다고 하시

더라구요.

류 약사님 덕분에 보람된 하루 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5일 오후 4:40 287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체험사례

뇌병변 - 1

정00, 3세(2016년 6월 생), 여자

정00 약사님의 따님

11/27

1. 현재상태

1) 뇌수막염 진단, 발달장애, 강직 및 뻣침 관찰되어 

재활 중

2) 뇌상태만 보면 뇌성마비 애들이랑 큰 차이 없다

고 함.

3) 현 상태 - 오른쪽이 긴장도가 높음. 몸통 쪽에 

힘이 없어 혼자 앉기는 안 됨. 배 이로 기어 다님. 

눈빛은 정상임. 사람은 알아보고 낯도 가림.

체질: 추외소(외향적인 태양인)

처방1) 림프순환촉진탕 2개월, 바이러스처방 3개

월, 총 24개월 예상

처방2) 신경치유처방 24개월

처방3) 안티플러스 6개월 추가

체질차만 1개월 복용함.

2. 2018/1/5 현재 상태

체질차 복용 1주차: 허리힘이 약간 생긴 것 같다.

체질차 복용 2주차: 네 발 기기 자세에서 두 손을 

동시에 들기 시작함(잠시 들었다 놓는 정도). 쇼파

나 물건을 짚고 올라 무릎 꿇은 자세로 지탱함.

체질차 복용 3주차: 두 손 들고 M자 모양의 발 자세

로 앉음. 하지만 오래 앉지 못하고 뒤나 옆으로 자

주 넘어져 머리를 자주 다침. 학병원에서 장애진

단을 위한 마지막 발달 및 인지 언어 검사 실시, 

인지와 언어-4개월, 신체발달- 6-7개월 결과 나

옴. 뇌병변 1로 2급 장애진단 예상

체질차 복용 4주차: M자 모양의 발 자세로 앉는 

게 좀 익숙해짐. 그래도 장기간 앉아있거나 정상 

앉기는 아직 안됨.

체질차와 안티플러스를 처방함.

치유 기간은 24개월로 예상합니다.

24개월에 정상아로 변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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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남희

선생님 최고!(2월 5일 오후 5:13)

②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2월 5일 오후 7:54)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부모님이 정말 기쁘시겠어요.(2월 6일 오후 

12:57)

③ 조형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제가 감사하네

요!!(2월 7일 오후 4:48)

① 류형준 약사 

그만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

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비용만 들고 효과도 별로인 것

에 많이 속아서 다시 속기는 싫으니 망설이고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처방1) 림프순환촉진탕 1개월, 바이러스처방 3개

월, 총 23개월 예상

처방2) 신경치유처방 23개월

처방3) 안티플러스 6개월 추가

뇌병변-2

3. 2018년 2월 5일

체질차 2개월과 안티 1개월 복용

1) 18년 1월 3일: M자로 앉아서 엉덩이를 들썩임.

2) 18년 1월 6일: 엉덩이 들썩임이 더욱 심해짐. 쇼

파를 잡고 다리를 세움. 허리힘이 없어 일어서지는 

못함. 오른발이 뻣뻣해서 왼발을 지탱하려고 하니 

자세가 부자연스러움.

3) 18년 1월 12일: 왼손만으로 잼잼을 시작함.

4) 18년 1월 18일: 쇼파를 잡고 서서 아등바등하다

가 위로 올라감. 역시 자세는 부자연스러움

처방1) 바이러스처방 3개월, 총 22개월 예상

처방2) 신경치유처방 22개월

처방3) 안티플러스 5개월 추가

류형준 약사의 의견

1. 불과 2달 전만해도 혼자 제 로 앉지 못한 녀석

이 앉아서 엉덩이를 들썩이고 쇼파를 잡고 서고 이

제는 쇼파를 기어 올라갑니다.

2. 잼잼 따라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좋아지는 것이 상상되시죠.

이것이 바로 치유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5일 오후 9:11 291 읽음

김금희 (메디팜한사랑약국. 양산)

#체험사례

50 , 여, 만성구내염

12월 중순 한참 독감 유행 때 만성구내염으로 이비

인후과 처방 받아오심. 

기본 양제(오메가3, 코엔자임, 고함량비타민, 유

산균) 복용 중 림프순환의 중요성 설명 후 써클 함

께 복용 권유 111로 복용 책자 함께 드림.

2주 후 이틀 만에 다 나았고 책자 읽어보고 안티, 

써클 함께 복용 원하신다며 사가심. 2통씩

오늘 전화로 한 6개월은 먹어야지요 하며 전화오

심^^

환자들 알아서 그 효과를 알아보는 정말 멋진 피드

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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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약사의 설득이나 강요보다는 환자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약사님은 치유의 길을 설명해주거나 책자를 

줘서 읽게 하고 급한 증상을 안티나 써클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게 해주면 믿음이 생기

고 스스로 따라옵니다.

그러면 약사님들은 길게 갈 생각을 하십시오.

단기적으로만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한 달 

하는 식으로 증상 개선만 생각하지 마시고 길

게 6개월 1년, 1년 반, 2년 하는 식으로 천천

히 여유 있게 멀리 가는 것입니다.

제품을 많이 팔아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앞에 

있는 환자를 어여삐 생각하고 손잡아주고 함

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선택은 항상 환자의 몫입니다.

물건을 팔 생각이 우선이 아니므로 가격은 문

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품을 팔아서 기쁜 게 아니라 환자가 건강해

지니 기쁘고 보람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안티와 써클은 효과 좋은 제품이 아니라 치유

의 길을 가는데 필요한 신발이고 지팡이일 뿐

입니다.

각탕법과 찬 것, 매운 것 안 먹기, 기어다니기, 

산소호흡법 등은 모자이고 자켓이고 바지입

니다.

안티, 써클만이 아니라 각탕법, 기어다니기, 

찬 것과 매운 것 안 먹기, 산소호흡법 등도 

함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체험사례에 감사드립니다.(2월 6일 오

전 6:50)

② 김금희 (메디팜한사랑약국. 양산)

넵 ^^선택은 환자 몫이며 저는 안내자라는 생

각 명심하겠습니다.(2월 6일 오후 10:05)

2018년 2월 6일 오전 11:10 242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55세, 남자, 강00

남동생이구요 

건설회사 다니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는 성격이라 

또 유전적인 요인도 있어 30 부터 고혈압약 복용

탈모도 이때부터 시작 처방약부터 탈모에 좋은 건

식 샴푸 등 안 써본 게 없어요.

유산균, 간장약, 비타민씨, 효모제 복용중

써클 11, 현재 6개월째 

머리카락이 튼튼하게 많이 올라 왔어요.

탈모로 복용한 게 아니라 하지불안증후군 때문에 

복용시킨 건데 머리카락이 풍성해져서 본인도 놀

라네요ㅎㅎ

약 많다고 불평하더니 이젠 안티도 같이 복용하기

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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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림프순환촉진이 모근에 양분 공급을 원활하

게 하므로 탈모는 가능할 수 있다고는 생각했지

만 발모에 한 사례가 계속 올라오는 것으로 

봐서 새롭게 생각하겠습니다.

새로운 사례로 써클의 역을 넓혀주신 강 약사

님 감사합니다.(2월 6일 오후 8:13)

① 류형준 약사 

써클이 부종 개선에는 좋은 향이 있지만 20

년 넘는 얼굴 부종이 2주 만에 다 빠졌다니 

제가 읽어도 참 신기합니다.

혹시 안면 편마비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것에 한 경과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환자가 좋아지면 약사로서 보람되고 

행복하지요.

저도 많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6일 오후 8:17)

① 류형준 약사 

2018년 2월 6일 오전 11:20 262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50 , 여성, 이00

펜잘을 늘 애용하는 분인데 등에 담이 심하게 와서 

근육 이완제와 써클로 호전되어 상담하게 되었는

데 29세 때 덤프 트럭에 치여 두부 손상 후 왼쪽 

안면이 편마비되었고 의사가 언제 마비가 풀릴지 

알 수 없다고 했 요.

지금도 좋아지긴 했는데 왼쪽 눈은 잘 안감기고 늘 

얼굴 부종이 심하고 땀이 많이 나고 피곤하고 두통

도 심하다고 하셔서 

써클 222, 1주일분 드림.

딱 2주 만에 오셨는데 다른 분인 줄ㅎㅎ

써클을 111로 드셨 요. 부담이 되셔서ㅜ

그럼에도 얼굴 부종이 없어져서 제 얼굴을 찾으니 

예쁘시더라구요. 얼굴에 화색도 돌고 본인도 몸이 가

볍고 피로도 덜하다 하시네요. 써클 111로 다시 드렸

구요. 한 달 후 안티, 써클 6개월 드시기로 했어요.

삶의 질이 높아져 좋아하셨구요.

왼쪽 눈 조금이라도 좋아지길 기 해 봅니다.

2018년 2월 6일 오후 12:32 275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1월 4일 체험례의 61세 퇴직여교사로 전해질 수치 

불균형과 만성무기력증으로 차타고 다니실 기운도 

없으셔서 집안만 맴맴 돌아다니셨던 분이셨지요.

전화너머로 "선생님 저 정말 많이 좋아져서 이번에 

가족여행 다녀왔어요. 다른 것은 남아있고 써클, 안

티 떨어졌으니 보내주세요"

원주에서 제가 있는 춘천으로도 못 오시고 늘 전화

로만 상담하고 도움을 드렸던 분인데 올 봄에는 꼭 

오시겠노라 약속합니다.

치유되지 않는 질병으로 움츠렸던 사람들을 세상

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놀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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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치유의 힘입니다.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어찌할 수 없었던 증상

들이 스스로 치유되어 개선이 됩니다.

환자는 얼마나 좋을까 느껴집니다.

그럴 때 권 약사님은 또 얼마나 좋을까 충분

히 상상이 됩니다.

약사인 것이 보람되고 행복하고 세상을 다 얻

은 기분일 것입니다.

저도 덕분에 세상을 다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2월 6일 오후 8:24)

① 류형준 약사 

잘 하셨습니다.

용량 조절도 훌륭합니다.

먼저 팔다리가 저리고 허리 아픈 증상을 먼저 

개선하고 차후로 전체적인 치유를 진행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보름 만에 이렇게 좋아지니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6일 오후 8:28)

① 박완수

2018년 2월 6일 오후 1:43 271 읽음

정국현

#체험사례

잠자다 팔저림

59세, 남, 보통체형

3ㅡ4년 동안 잠자다가 팔이 저려서 잠을 깨시고 

허리가 아프시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심.

1월 14일ㅡㅡ써클 3포씩, tid 하루, 이후로 2포씩 

tid

1월 18일ㅡㅡ써클 2포씩, tid

2월 6일ㅡㅡㅡ재방문하심ㅡㅡㅡ잠이 깰 정도 던 

저림 증세는 없어지셨다고 합니다.

허리는 좋아졌는데 아직도 통증이 있다고 함.

써클 2포씩, 안티 한포씩, bid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야간뇨도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

2018년 2월 6일 오후 2:00 284 읽음

이선영

#체험사례

50  중반, 남자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약국으로 전

화하셔서 해외 다녀왔는데 뭘 잘못 먹었는지 아니

면 과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천공항에 내려 

설사하고 집에 와서 설사 하고 점심 먹었는데 점점 

열이 나고 오한이 든다며 일단 상비약으로 사간 안

티, 써클 1번 먹었는데 이거 계속 먹어도 되냐는 

내용이었습니다.  후부터는 안티 1포, 써클 2포씩, 

1일 3번 드시고 따뜻한 물드시고 몸 따뜻하게 하라

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

기는 1-2년에 한 번씩 몸살을 심하게 앓고 그때는 

열이 엄청나고 오한도 심하게 와서 개 떨듯이 떨고 

이삼일 꼬박 심하게 앓아야만 낫는데 이번에는 전

화한 날 첨에는 오한과 함께 열이 계속 나더니 새벽

에 설사 한 번 하고 나서는 속 메슥거림도 좀 있었는

데 가라앉고 열이랑 오한도 점점 줄어들어 다음날

까지 침 에 누워 있었긴 했지만 열이랑 오한이 심

하지 않았고 담날 출근을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번 몸살에는 병원도 안가고 엄청 심하게 앓지도 

않아서 고맙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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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제 로 효과를 보셨네요…

해외여행에서 설사, 복통, 구토, 발열 등이

면…

부분 바이러스 감염이 많지요…

다행히 위험하지 않은 거라서 그렇지 에볼라 

바이러스는 90%가 위험해요…(2월 6일 오후 

2:46)

② 박완수

아참 해외에서 장염을 잘 일으키는 바이러스

로는 parvo v, bovine v, norwalk v, Corona 

v, Reo v, HCMV RSV 등등 많지요?(2월 6일 

오후 3:20)

③ 류형준 약사 

이런 경우에는 바이러스감염증이 확실하므

로 가능하면 안티 3 + 써클 3씩, 1일 3회 복용

이 좋습니다. 

그러면 하루 만에 훌훌 털고 일어났을 것입니

다.

그것이 힘들면 2포씩이라도 복용하면 더욱 

빠른 효과를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래도 좋은 체험사례 감사합니다.(2월 6일 

오후 8:31)

① 류형준 약사 

안티플러스와 써클4.U를 같이 복용하세요.

그것도 하루 세 번으로 복용하세요.

음부에도 위장관에도 바이러스 냄새가 펄펄 

납니다.

또한 초기에는 이담건위제를 같이 복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확실하게 주고 확실하게 낫도록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6일 오후 8:35)

2018년 2월 6일 오후 2:59 308 읽음

박완수 

#체험사례

=저의 체험사례 003번째= [안티플러스]

-ㅈㅇㅇ, 여, 40후반, 164/50 (날씬하지만, 허약한 편)

-음부포진궤양 (음부 Herpes virus) - 오랫동안 

고생함(과로, 피로).

-과거 양제 및 여러 가지 복용했으나 낫다가 재

발하기를 수차례…

-2018.01.08 [안티플러스] 60포

-하루 3회 식후 복용하라고 하 으나… 소화 불편

으로 2회만 복용

-현재 증세 없으나… 간혹 증세가 날려다 말고 한

다하네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6개월 연복복용을 강조함.

-그러나 환우는 위장과 소화 문제로 잠시 쉬었다가 

복용하겠다고 함.

-다음엔 소화, 위장 도우미를 추가하려 하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참고= Herpes virus family 중 HSV-2(=HHV-2)

에 해당함.

(Herpes virus 130여종 중 사람감염은 8종으로… 

Human Herpes virus 1~8번으로 분류함.)

-참고= HHV-3은 VZV(Varicella-Zoster virus=

수두- 상포진virus)

=HHV-4, HHV-8은 Tumor(발암virus)

-류형준 선생님의 [바이러스]와 질병 관련에 매우 

찬성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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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권명선

복용 2틀이 지난 후 설사가 나온다고 해서 독

소와 노폐물이 일시에 많이 나와서 설사의 형

태로 배출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고 레몬차

를 첨 복용 때부터 1주일 정도 먹으라고 해서

인지 빨리 사라졌다합니다.(2월 6일 오후 

5:51)

② 정국현

보입니다. 그 미소!

레몬차! 오늘도 하나 배웁니다!(2월 6일 오후 

7:27)

③ 류형준 약사 

환자의 환한 미소가 권 약사님을 보람 있고 

행복하게 합니다. 

저는 권 약사님 덕분에 보람 있고 행복합니

다.

감사합니다.(2월 6일 오후 8:38)

① 류형준 약사 

건조증과 가려움증으로 안티와 써클을 복용

했는데 이때 건조 부위는 질점막인가요 아니

면 피부인가요?

어느 경우이든 3일 만에 좋아졌다면 빠른 것

2018년 2월 6일 오후 5:42 323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1월 15일… 27살 결혼을 앞둔 건강한 아가씨로 오

른쪽 팔뚝과 겨드랑이, 견갑골 주변의 아토피와 어

루러기로 고통을 겪고 한의원과 피부과를 1년 동안 

다니면서 집중 치료받음에도 전혀 호전이 되지 않

아서 오심.

어제 저녁 얼굴 가득 환한 미소와 함께 정확히 20일 

만에 재구매하러 왔고 

"어떻게 이렇게나 빨리 나을 수가 있나요 그동안 

고생한 게 너무 억울해요" 라고 하기에 환부사진 

전송 부탁하니 나중에 보낸다하네요

제가 처음에 안티 111, 써클 222로 드렸는데 이번에

도 빠른 치유를 원해서 동일용량으로 드렸음.

다음번에는 써클 202, 안티 101로 용량을 조절하겠

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가씨의 환하고 예쁜 미소가 진한 감동과 여운

을 만드네요.

그 미소 보이시나요?

2018년 2월 7일 오전 11:52 228 읽음

윤애숙

#체험사례

 

20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입니다.

건조해서 가려운 증상으로 왔어요.

안티, 써클 10포씩 주면서 1포씩 하루 3번 복용하도

록 했는데 3일 후 왔네요.

좀 좋아졌는데 이게 체질 개선도 된다고 하셨죠? 

하면서요.

6개월 + 1년 일정 얘기해주고 책자 주었습니다.

소포장 1통씩 구매했구요.

점막순환과 항균.

안티와 써클이 해결했나봐요.

하복부냉에 불순인데 이번에 약 먹는 중에 시작됐

다고 본인도 이 약 먹어서인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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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6개월 + 1년의 장기요법으로 안내하는 상담

도 꼭 필요한 상담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7일 오후 4:28)

② 윤애숙

질 건조증입니다.(2월 7일 오후 6:02)

③ 류형준 약사 

그러면 당연히 하복부냉과 생리불순도 함께 

해결될 것입니다.

치유는 건조증, 가려움증, 냉증, 불순을 구별

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치유되도록 돕는 것

입니다.

도전해 보세요.

꿈과 희망이 그려집니다.

감사합니다.(2월 7일 오후 6:54)

①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치유의 길을 믿어주고 따라주니 감사합니다.

함께하고 또 함께하니 보람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7일 오후 4:30)

2018년 2월 7일 오후 1:22 215 읽음

최현숙(세원약국. 전 서구)

#체험사례

#안티플러스와써클4.u체험사례

며칠 전 저녁에 40 의 여자분이 진통제를 찾으시

는데 이유는… 외음부 쪽이 많이 붓고 아프며 특히 

한쪽 편은 계란 크기로 부었다고 해서, 진통제 없이 

안티와 써클을 111로 2일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저 아시죠' 하며 오셔서 지금은 통증은 거

의 없고 메추리 알만하게 남아있다고… 다시 3일 

구입하시며 노폐물을 빼주면서 나으니 신기하다하

셔서 책자를 드리며 다른 부분도 좋아질 거라고… 

확신에 차서 말씀드렸네요 ~~

2018년 2월 7일 오후 4:18 258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1. 여, 60  초, 167/55

평소 심한 어지럼증과 하지불안으로 침 에서 낙

상, 눈썹 위 자상으로 수 십 바늘 봉합 후 방문…

치유를 위해 써클 111, 돈태반 제제 권유하여 한 달

분 구매해 가셨는데 그 후로 현운이 한 번도 없었고 

체중도 조금 늘었다며 안티, 써클 101로 한 달 재구매

각탕을 해서 그런지 발저림도 나아졌답니다. 꾸준

히 드시면 조직의 재생으로 흉터도 최소화할 수 있

다하니 치유의 열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2. 여, 60, 잔병치레, 부종 자주 있음.

외지에 나가 병이 나 나프록센 구입했으나 용량을 

착각해 222로 잘못 드시고 얼굴이 빨간 풍선처럼 

부풀고 열이 나서 방문… 의원에 다녀왔으나 되려 

속 불편함만 추가…

써클 222/2일… 두 번 먹고 부기가 빠지기 시작했

다며 맑은 얼굴로 오셔서 결과 전해주십니다.

과거에도 부종으로 오시면 오령산 18그람/일 드렸

는데, 오령산보다 훨 빠른 반응 보 답니다.

몸소 체험한 림프순환의 중요성 말씀드리고 책 드

리며 리모델링 권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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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한 어지럼증과 하지불안장애는 증상이 심

하고 부위가 크게 두 군데라서 가능한 한 안

티 101과 써클 201로 복용하는 게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종의 경우에도 써클 222 요법은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례들을 경험하시면 치유의 힘

은 증가하고 자신감도 업됩니다.

약사로서 보람되고 행복하시죠?

저도 보람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7일 오후 6:37)

① 류형준 약사 

참 잘 했습니다.☆☆☆

환자는 증상만 없으면 다 낫는 것으로 착각합

니다.

이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해서 치유의 길로 이

끄는 것은 약사님의 몫입니다.

화이팅 강 약사님(2월 8일 오후 11:49)

2018년 2월 8일 오후 6:11 224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41세 남자 전00

좌골 신경통처럼 왼쪽 골반부터 무릎까지

통증이 심해 mri 찍었으나 이상은 없다 하고 진통제

만 처방해 줌. 스트레스에 예민한 체질이라 이로 

인해 전정신경염 발생. 손가락 마디도 복합 골절되

어 수술함. 어머니도 골반이하 통증이 심해 유전적 

바이러스로 인한 염증 의심됨.

안티 11, 써클 111, 미네랄 한 달

오늘 한 달분 재구매 본인 표현이 골반 이하 통증 

5% 정도 남고 괜찮은 거 같다고 함. 전정신경염으

로 인한 어지러움도 많이 호전됨 손가락 마디뼈도 

잘 붙었다고 함.

호전이 빠르니 3개월만 먹으면 안 되냐고ㅜ 당근 

6개월로 뿌리 뽑자고 했지요.

2018년 2월 8일 오후 8:09 193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1/10 글, 정하*, 50, 여

요추시술 후 통증 재발하여 써클 222/5일 후, 안티

서클 111/20일

요통 감소, 전신 부종 및 좌측 다리 부종과 통증 

감소, 두통과 현운 감소, 수족냉증 감소, 지방종 감

소, 요통 약 안 먹으니 위통 감소, 체중 2키로 감

소… 감소 투성이입니다. 약국에서 고구마 수확하

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각탕 고수하고 있고 호보법

은 해보니 혈압이 떨어지며 어지러워 많이는 못 한

다네요. 처방전의 엔테론은 빼기로 합의 봤습니다.

가는 말에 채찍을 가하자며 다시 안티, 써클 111/20

일…

다시 들어와 "한 세트가 24만원이야?"

이번이 두 번째 세트 구매인데 매 번 카드 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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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환골탈퇴 말이 정답입니다.

기간은 한 달

이런 분들이 자꾸 생기면 보람되고 행복해집

니다.

감사합니다.(2월 8일 오후 11:58)

① 이지연

저도 치통에 여러 차례 사용했는데 효과 100

점이었습니다.(2월 9일 오전 8:45)

② 박향숙

구강건조증 있으신 분 다른 약 드시는 건 없

으셨는지요?(2월 9일 오전 8:51)

③ 노동원 0476

네 다른 건 없어요.(2월 9일 오후 4:04)

④ 류형준 약사 

잇몸질환에는 안티와 써클이 빠른 작용을 하

는 것이 여러 사례가 올라옵니다.

참 신기할 정도로 빠르게 개선 사례가 발표되

니 매번 신기합니다.

입안건조증은 써클과 소시호탕도 좋고 써클

과 안티의 조합도 좋습니다.

이렇듯 좋아지는 모습들이 보여 지면 정말 행

복한 약사가 되겠지요.

감사합니다.(2월 9일 오후 7:02)

확인도 않고 가져간 결과인 듯합니다. 어이상실… 

그래도 그녀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네요.

한 달 만에 환골탈태 한 거면 싼 겨~~

환자와 제가 행복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9일 오전 7:08 207 읽음

노동원 0476

#체험사례

1. 본인입니다

사랑니 쪽 잇몸이 심하게 부어 밥 먹을 때나 양치질

할 때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웠는데 안티 111, 써클 

222 하루 복용 후 다음날 일어나서 양치질하는데 

부은 게 싹 가라앉음. …그 후로 재발하지 않는 게 

더 신기함.

침  모서리에 정강이쪽이 심하게 타박상을 입어

서 부어올라서 즉시 안티 111, 써클 222 하루 복용 

후 부운 건 가라앉고 통증도 사라졌는데 딱지만 형

성됨.

2. 50  남성 

며칠 전부터 입안건조증이 심해서 입 냄새도 심하

고 목도 불편해 내국하 는데 스트레스가 심하면 

자주 발병하는 듯해서 써클 111과 소시호탕 주었더

니 다음날 바로 와서 한번 먹고 구강건조 바로 소실 

추가 구매해감.

2018년 2월 9일 오전 11:47 184 읽음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체험사례

 

김**(68세, 남)

다른 만성질환은 없으심.

1. 오늘 약제비 수증 뽑아달라고 오셨다가 저번

에 사간 약 먹고 엉덩이 종기가 싹 가라앉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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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써클과 안티의 효과보다는 약사님의 선택이 

탁월한 것입니다.

급성증상이므로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만 복

용하면 될 것입니다.

환자의 말 한마디에 약사님의 마음은 행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2월 9일 오후 7:28)

얘기를 해주시네요.

얼마 전 엉덩이 종기가 생겼다며 내방하셔서 안티, 

써클 111씩 3일분 총 2회 드시고 깨끗이 가라앉았다

고 하십니다.

2. 옆구리 통증 때문에 내방하셨을 때도 같은 방법

으로 안티플러스와 써클포유를 드렸었는데 그때도 

효과가 좋았다고 하시네요.

환자분이 먼저 효과를 얘기해주시니 참 뿌듯했습

니다.

2018년 2월 9일 오후 12:23 212 읽음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체험사례

 

김**(81세, 남)

병력: 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먹다가 고지혈증 약은 끊고 최근 2개월 사이에 

알로푸리놀정이 0.5t씩 추가됨.

만성요통(허리 구부리고 다니심), 만성 피부가려

움, 백내장 기운도 있으심.

약국 근처 동네에 사시는 할아버님이신데 보건소

에서 혈압, 당뇨, 고지혈증약을 드시고 계셨고, 평

소 오메가3와 마그네슘 제제 챙겨 드시고 계셨어

요. 본인은 식생활을 조심 하신다는데 혈압이랑 당

이 조절이 잘 안 되어 약이 자주 바뀌고 계속 추가가 

되고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안 되겠다며 큰 병원으

로 가보시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충무병원으로 가

셔서 다시 처방을 받았는데 알로푸리놀이 추가가 

되었더라구요. 류 약사님 강의 듣고 책 읽으면서 

이 할아버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구요.

마침 처방전 들고 오셨기에 12.18 》안티플러스와 

써클 포유 설명 드리고 6개월에서 1년 복용기간도 

설명 드리고 각탕법, 호보법도 자세히 설명 드리고 

101로 복용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각탕기가 고장 났다며 가져오셔서 사용방

법도 알려드리고 온도계 사고 싶다고 하셔서 살수 

있는 곳도 안내해드리고, 안내해 드린 로 따라서 

하시려는 할아버님의 의지가 참 고맙더라구요.

1.15 》재구매하러 오셨기에 어떠신지 여쭤보며 잘 

모르겠다고 하심. 써클을 111로 드시라고 말씀드림.

넘 가격이 부담스럽다며 써클만 먹어볼까 생각중이

라고 하심(그사이 부인되시는 할머니는 감기 때문

에 엄청 고생하셨는데 할아버님은 한 번도 안 걸리

심. 할머니가 '우리 감 엄청 좋은 약 줬나봐 '하심)

2.3 》써클이 떨어져서 한통 사가심.

2.8 》드디어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할아버님이 

처방전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난달 처방에선 트라

젠타 1t와 아마릴1mg 0.5t씩 드시고 계셨는데 당수

치가 떨어져서 아마릴이 처방에서 빠졌더라구요.

신 혈압약은 좀 추가가 되었구요.

그래도 제 일처럼 정말 기뻤답니다.

이때다 싶어 꾸준히 드시면 혈압도 좋아질 수 있으

니 계속 드셔보시자고 말씀드렸더니 별말씀을 안 

하시네요.^^

허리 통증은 여전하시다 하셔서 이젠 안티 101, 써

클 202로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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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하하하

너무 기뻐서 크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당뇨가 손 안에 잡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분은 혈압이 먼저 조절되고 이후에 혈당

이 조절되는데 아마도 날씨가 추워서 혈압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안티와 써클, 그리고 찬 것 안 먹기, 추위, 매

운 것 안 먹기, 각탕법, 기어다니기로 조합하

면 당뇨와 혈압은 쉬운 병이 되어집니다.

혈당강하제도 혈압강하제도 처방에는 없지

만 세포가 알아서 저절로 되어 지니 병은 환

자가 스스로 고치고 칭찬은 약사님이 받게 되

는 것이죠.

재미있고 행복한 세상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9일 오후 7:37)

① 류형준 약사 

만성후두염이니 증상의 개선은 며칠 안에 없

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안티와 써클 6개월은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9일 오후 7:39)

① 류형준 약사 

당수치가 떨어진 건 제겐 첫 사례여서 더욱 기쁨이 

컸답니다.

다른 증상들도 개선되어 할아버님이 활짝 웃는 모

습을 기 해봅니다.

2018년 2월 9일 오후 1:39 181 읽음

성재희

#체험사례

9307

30  초반, 남자

감기로 인한 기침으로 왔는데 만성후두염이라며 

걱정을 많이 함. 처음 방문 땐 일반 기침약에 염증

약 드렸으나 덜 나았다고 재방문하여 안티, 써클을 

111로 하루분 투약

다음날 포로된 약 먹으니 기침이 바로 멎는다며 더 

달라고 함.

후두염을 병원치료 받았었는데 계속 재발해서 그

냥 버티고 있었는데 본인한테 딱 맞는 약 같다며 

좋아함.

책자 같이 주며 설명해주니 고마워하네요.

2018년 2월 9일 오후 3:29 175 읽음

최성순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체험사례

본인, 64살, 갑상선암수술 후에 씨지로이드를 복용

하면서 혈압과 콜레스테롤처방약을 먹다가 써클과 

안티를 아침, 저녁으로 1포씩 6개월을 복용하면서 

혈압약과 콜레스테롤약을 안 먹고 잠이 잘 오고 숙

면을 하면서 살도 2킬로 빠지고 림프순환이 잘되어

서 노폐물과 독성물질이 빠져서 피로감이 없어지

고 항상 몸이 상쾌합니다. 운동은 1시간 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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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만에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치유되었다

는 체험사례를 이렇게 덤덤하게 간략하게 적

어주시니 무심코 읽다가 놀랐습니다.

고혈압은 얼마나 됐고 처방약은 어떻게 얼마

나 먹었는지 그리고 치유 과정은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많은 약사님들

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수치도 적고 기간도 명시하고 처방약

도 더불어 적고 6개월 기간의 변화를 모두 적

으면 아주 드라마틱한 치유사례가 될 것입니

다.

감사합니다.(2월 9일 오후 7:53)

① 류형준 약사 

적량 로 복용해도 점막질환에는 경과가 빠

른 것은 모두 아시죠?

만성증상이고 고질적이니 안티와 써클 6개월

은 기본입니다.

항상 체크하고 알려주세요.

이런 경우 단지 냉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 부위도 모두 좋아지니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몸도 좋아지고 병도 치유되니 세상에 못할 일

이 없겠지요.

감사합니다.(2월 9일 오후 7:57)

2018년 2월 9일 오후 4:20 211 읽음

정태영(크리닉약국)

#체험사례

 

1월 15일, 황00, 여자 25세

연두색 분비물(냉)이 계속되어 산부인과 쇼핑중.

병원에서 균 검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봤으나 

균은 없다고 나오고 처방약 먹으면 잠깐 줄다 계속됨.

여러 병원을 돌아 다녀 차트만 모아도 엄청 된다

고….

안티 111, 써클 111, 1주일 복용

색깔은 여전히 연두색… 분비물 양이 많이 줄었어

요.

1월 22일 안티 111, 써클 111, 2주 복용

곧 캐나다로 어학연수 예정.

 

꼭 챙겨서 가져 갈 것을 당부

첫 주 효과보다는 증상 호전이 좀 떨어졌다 서서히 

좋아짐.

그리고 생리 시작으로 현재상태 확인 불가능. 

많이 좋아졌겠죠? 

2월 6일 안티, 써클 11으로 한 달분

제가 없을 때 가져가서 전화로 활용법과 계속 복용

하기를 통화했어요.

타국에서 갑자기 독감이 걸리면 심할 땐 333까지

도 먹고 음식 잘못 먹거나 탈이 나서 설사할 때도 

용량 조절해서 먹으면 웬만한 건 쉽게 지나갈 수 

있다고…

멀리 떠나는 어린 학생에게 뭔가 든든한 무기를 줘

서 보내는 마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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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태영(크리닉약국)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가족이 구입해서 캐나다로 부치셔야 할 텐

데….(2월 9일 오후 8:07)

① 류형준 약사 

그렇죠.

분명 좋아졌으니 계속 먹을 것입니다.

최현숙 약사님이 혼자 웃는 것에 충분히 공감

됩니다.

감사합니다.(2월 9일 오후 8:19)

① 류형준 약사 

단지 증상이 없는 것과 아직까지 뿌리가 있는 

것에 차이를 확실히 아셨지요.

또한 안티와 써클의 치유에 한 반응도 확인 

했습니다. 

2018년 2월 9일 오후 5:41 244 읽음

최현숙(세원약국. 전 서구)

#체험사례

 

좀 전 오셔서 써클을 구입하신 분을 보내드리고 혼

자 웃어본다.

이 분이 지금은 3개월째 약을 드시고 계신데… 처

음 권했을 때 나를 정말 당황시키신 분이었다.

68세 여자

한 눈에 보기에도 허약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시는 

분. 위 무력증이 있고 그래서 우선 써클을 권해서 

초기 111로 드시고 며칠 후부터 11로 드시자고 했는

데… 그 후 4일 후 다급한 목소리로 자기가 죽다 

살아났다고… 변비 때문에 일요일에 학병원 응

급실로… 당장 약을 반품한다고 전화를 주셨다. 그

리고는 와서 항문이 다 열리고 지금도 줄줄 샌다고 

언성을 높이셨다. (이때 류 약사님께 문의) 일단 하

루 몇 번의 배변이 있었다면 좋아지는 쪽은 덜 내보

내는 것이니 그렇게 되었나보다 라고 해도 막무가

내셨고 반품을 받고… 며칠 후 전화를 드리고는 자

세히 들으니 항문이 열린 것이 아닌 무리한 관장으

로 관장액이 흘러나오는 현상이었다. 그래서 써클

을 다시 먹자고 말씀 드리며 효과 없으면 돈을 안 

받겠다고… 그렇게 약을 시작 하셨다. 우루사도 인

태반제도 드리며… ㅎㅎ

그렇게 한 것이 3달째 접어 들어간다. 오늘은 안티

도 권하지만 가격이 부담되신다고 해서 몇 포를 드

려 보았다. 드셔서 좋아지는 것을 표현해 달라 해도 

표현에는 인색하다.

분명 좋아질 텐데도… ^^  

2018년 2월 9일 오후 9:55 196 읽음

최미경(예천 인제약국)

#체험사례

56세, 약사 본인입니다.

안티와 써클 1달 반 정도 복용중

4박 6일 친구들과 여행하고 돌아오는 새벽 입술포

진이 살짝 올라왔습니다. 

이런 거 땜에 먹었는데 ㅠㅠ 살짝 당황스러웠습니다.

안티와 써클을 202로 증량해서 어제 아침부터 먹

었더니 물집이 커지지도 않고 금방 가라앉네요. 

안티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톡톡히 체험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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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공부하면서 확인하고 진화하는 것입

니다.

감사합니다.(2월 10일 오전 6:17)

① 류형준 약사 

경과를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더욱 도움

이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치유의 길을 함께 하는군요.

함께하시는 치유의 길은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10일 오전 6:22)

①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9일 오후 10:21 211 읽음

서원모

#체험사례

 

52세 여동생

증상: 견비통, 안구건조증, 기관지확장으로 가래가 

계속 올라와서 시술했음.

복용: 안티플러스 111, 써클포유 222

복용기간: 45일

제가 만 6세 때(여동생이 첫 돌 되기 전 엄마 돌아가

심) 저를 낳은 어머님이 돌아가심.

저와 여동생은 약한 체질로 태어남.

경과: 

어깨결림증상 많이 좋아짐.

안구건조증 좋아짐.

계속 복용중입니다.

2018년 2월 9일 오후 10:28 221 읽음

서원모

#체험사례

 

68세, 큰누님

약국에 같이 근무하심. 먼젓번에 한번 올리고 난 

뒤 경과보고입니다.

증상:

수족냉증, 손발저림, 여름에도 한증막 가야할 정도

로 몸이 참.

복용법: 안티플러스 111, 써클포유 111

복용기간: 2개월

 

경과:

수족냉증이 많이 좋아짐. 행복해하심.

밤에 잘 때 춘천연옥팜다이렉트침  40도 해놓고 

주무셨는데 이제는 38도로 낮추었다고 자랑하심.

머리카락이 까맣게 좋아짐.

제가 환자분들께 안티와 써클 설명하면 옆에서 자

기 체험례 말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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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냉증과 추위를 타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

지 알 것 같습니다.

각탕법과 기어다니기를 하시면 더욱 많이 좋

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10일 오전 10:56)

① 류형준 약사 

제 생각입니다.

굳은살의 원인은 진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굳은살을 없애는 주작용은 림프순환

촉진도 있지만 천연물 항바이러스제의 항진

균 효과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정국현 약사님의 눈에서도 하트가 뿅뿅, 심장

에서도 하트가 뿅뿅

행복바이러스의 감염은 심각하고요

치유의 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감사합니다.(2월 10일 오전 11:03)

② 정국현

류형준 약사 제가 해보고 싶었던 치유의 길을 

가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2월 10일 오후 

7:42)

2018년 2월 10일 오전 6:39 233 읽음

정국현

#체험사례

굳은살 시간과 함께 사라지다!

본인 체험사례입니다.

46세, 남, 보통체형

언제부터인가 10년은 족히 넘은 듯

오른쪽 복숭아뼈 위에 굳은살이 생겨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굳은살을 때어 냈습니다.

예전에 볶은 곡식을 먹었을 때 그 굳은살이 없어지

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다시 현미밥으로 하니 굳은살이 다

시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써클, 안티 복용하고부터 한 달 이후부터

는 다시 굳은살이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볶은 곡식의 원리도 몸에 지저분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다는 원리인데요.

가장 완전하게 소화되기도 하지만 칼로리 감소로 

인해 노폐물들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써클은 매일 생기는 노폐물들을 하수

처리 하는 원리인기 때문에 몸이 깨끗한 환경을 조

성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써클, 안티에 한 사랑이 나날이 

커지는데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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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권명선 약사님의 체험사례는 초기 증상 개선

에 완벽을 기해서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보

고 가는 스타일 이라면 강경애 약사님은 시간

을 두고 여유롭게 성큼성큼 가는 스타일입니

다.

같은 제품인데 약사님의 성품에 따라 쓰는 방

법도 다릅니다.

그래도 결론은 버킹검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10일 오후 11:04)

① 류형준 약사 

눈에 한 체험사례는 류지현 약사님으로 시

작해서 하현아 약사님으로 이제는 이선  약

2018년 2월 10일 오후 1:40 228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38세, 여자, 이00

늘 피곤하고 하지부종 심함. 소화도 잘 안되고 변비

가 심하다고 함.

그동안 좋다는 건식, 한약 먹었지만 효과가 없어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ㅜ 신경도 예민

써클 11, 유산균, 간장약, 효소제, 조혈제 한 달분

이분은 3개월째 재구매

하지부종 없어짐. 아침에 일어나도 거뜬하게 일어

나고 피로하지 않다고 하구요. 변비도 없어지고 소

화도 잘 되구요.

본인 표현이 써클이 모든 약이 잘 작용하도록 이끌

어 주는 느낌이라고 해요.

지금처럼 몸 상태가 좋았던 적이 없다고 하구요. 몸 

전체 리뉴얼 위해 안티 6개월 같이 복용해 보자고 

했구요. 다음 달엔 안티도 같이 드시기로 했어요.

2018년 2월 10일 오후 4:13 220 읽음

이선영

#체험사례

어제는 컴퓨터로 뭘 하는데 잘 안 되어서 짜증이 

났고 또 감정적으로 괜히 짜증이 좀 나는 날이었습

니다. 퇴근 후 취침 시 근육이 좀 수축된 듯한 느낌

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도 어깨쭉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몸이 긴장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따뜻한 물로 써클 2포를 먹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근육은 둘째로 치고 눈이 

아주 시원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눈은 학교 다닐 때 안경 쓴 게 멋있어 보여 일부

러 티비를 가까이 보기도 할 정도로 매우 정상적인 

눈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시력은 떨어지고 운전 

시나 강의를 들을 때는 꼭 안경을 써야만 하는 눈으

로 되었고 근래에는 슬프게도 정제에 찍힌 작은 글

자는 잘 안보입니다. 근데 작년 후반부터 천기누설 

밴드뿐만 아니라 다른 학회에서도 카톡을 운 하

고 있는지라 매일 휴 폰을 보는 시간이 엄청 나게 

늘어났습니다. 2달 전부터 눈 양제를 챙겨 먹지

만 얼마전부터는 눈의 피로가 점점 더해지는 거 같

아 취침 전 티비도 안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

침에 먹은 써클 2포가 제 눈을 너무 편안하게 해줍

니다.

좀 전에도 또 2포 먹었습니다^^ 

약국에 눈 피로를 호소하시는 분께 적극적으로 활

용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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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님까지 왔습니다.

시력 회복은 기본적으로 염증을 없애고 림프

순환촉진을 하고 눈 마사지를 하면 회복됩니

다.

시간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10일 오후 11:12)

① 류형준 약사 

최재윤 선배님

안티와 써클 적량복용으로 고혈압과 당뇨가 

약을 끊고도 혈압은 거의 정상 혈당은 정상이 

되었는데 이 정도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나름 평가한다고 하시면 많이 섭섭합니다. ㅎ

ㅎㅎ

농담입니다.

이정도면 단한 것 아닌가요?

혈압강하제도 아니고 혈당강하제도 아닌데 

스스로 혈압과 혈당을 정상화되도록 하여 삼 

개월 만에 얻은 결과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염증 부위가 많이 있으니 쓰일 

데가 많은데 적량으로는 용량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부터 써클 222와 안티 111로 1개월 복용

하고 결과를 알려주세요.

이후부터는 안티 101과 써클 201로 복용하시

면 됩니다.

감사합니다.(2월 10일 오후 11:18)

② 최재윤

복용이 처음이라 조심스러웠나 봅니다.

용량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월 11일 오전 8:03)

③ 류형준 약사 

최재윤 감사합니다.(2월 11일 오후 7:10)

2018년 2월 10일 오후 5:26 197 읽음

최재윤

#체험사례

 

제품을 주문하고 본인부터 안티, 써클 101용법으로 

3개월째 복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혈압 140/85 정

도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나 안티, 써클 복용

과 동시에 중단하 으며 현재는 130/80으로 유지

되고 있고 혈당은 공복 시 130정도 으나 현재는 

100정도로 유지되고 있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고 나름 평가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체험예로 올린 로 제가 불편을 

겪고 있는 어깨통증, 눈 건조증과 피로, 약간의 불

면증, 인후건조감 등은 차도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복용 방법을 바꾸거나 용법을 늘려야하는지 조언

을 구합니다~~^^

2018년 2월 10일 오후 5:28 239 읽음

김선희(옥산삼화당약국)

#체험사례

60세, 남, 사업상 골프를 자주 치시는 분

= 어제 저녁 무렵 내기 골프를 쳤는데 진 사람들이 

스크린골프 가잔다고 근육 풀리는 피로회복제를 

찾으십니다.

조아제약 마비스 + 엘레멘(전에도 드시던 단골메

뉴) 드리니 더 좋은걸 달래서 안티와 써클 한 봉씩 

드렸어요(이런 경우 기억에 잘 안 남음).

=오늘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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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몸에 쌓 던 수분들이 림프순환으로 방광으

로 보내지니 소변량이 늘게 되고 소변발이 일

시적으로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림프순환촉진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선희 약사님의 행복한 미소가 보이는 듯합

니다.

감사합니다.(2월 10일 오후 11:22)

① 류형준 약사 

그렇습니다.

용량이 조금 더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늘리는 

것도 실력입니다.

약사님들은 약에 익숙해 있어서 용량을 늘리

는데 많이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티와 써클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분을 보면 독한 약은 하나도 없고 죄다 식

품원료들입니다.

식품원료라는 것은 많이 먹어도 건강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니 밥처럼 먹어도 된다는 뜻

입니다.

그것도 기껏해야 포 당 4.8g이니 열 포를 먹은

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럼 가격인데 가격은 효과를 보면 가격은 문

제가 안 됩니다.

그래도 꺼려지면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시면 

됩니다.

오셔서 그 알약을 달라고 하십니다.

골프장에서 화장실을 갔는데 소변발이 너무 좋아

졌다고 40 의 소변발이라나요. 문을 몰라 뭐

죠? 했더니

기다란 약이랍니다. 그제서야 안티, 써클 기억이 나

서 드리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먹고 소변발

이 달라져요? 

손님도 좋아하시고 저도 이런 극적인 변화를 보이

신 손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한 저녁입니다.

2018년 2월 10일 오후 5:33 246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56, 접니다.

12월 중순 운동 중 다쳤던… 우측 발에서 고관절 

부위까지 이어지는 통증이 안티, 서클 적량으로 마

무리 되는 듯했으나, 1월 7일부터 다시 도져 약국 

근무마저 버거운 상황이 연출됐네요. 안티 111, 써

클 333으로 전환… 정량과 111, 333은 하늘과 땅 

차이 습니다. 전환 후 담날부터 통증과 강직감이 

감소되기 시작해 20여일 복용… 111, 222를 거쳐 

현재 정량으로 복용중입니다. 부상 전의 80퍼까지 

회복 중입니다. 이것을 경험삼아 운동, 작업 중 부

상 시 써클 고용량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참, 오시  약사님 혈압 사례 글 보고 문득 혈압을 

체크해봤죠… 맬 체크하며 일희일비하기 싫어 두 

달간 한 번도 체크를 안했죠. 근데 항상 140~150

이던 혈압이 130~140으로 내려와 있네요. 음주/

음식/운동 등 혈압에 향을 주는 조건들은 변함없

이 단지 안티, 서클만 2달인데… 저에겐 큰 이변이

었습니다. 이것 또한 경험으로 고혈압환자에게 이 

보물들을 강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몸으로 익히는 학습법이 제일 유효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약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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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원 약사님의 따뜻한 말씀에 힘을 얻습니

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약사님들이 훨씬 많으니 행복합니

다.(2월 10일 오후 11:29)

① 류형준 약사 

2-3개월 후에 안티를 병용하는 것은 아시죠?

표정에 강경애 약사님의 사진이 보이는데 안

티와 써클의 운 도 강경애 약사님의 스타일

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2월 10일 오후 11:32) 

2018년 2월 10일 오후 7:02 283 읽음

한현주

#체험사례

40  후반, 여자분인데 당뇨, 혈압, 심장병, 정신과 

정형외과 안 아프신곳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과 약을 드시면 아마 아침, 저녁 10알 이상은 

드시는 것 같은 환자입니다. 많은 약을 드셔서 그런

지 얼굴은 검은색 기미와 퉁퉁 부어있고 다리가 너

무 당겨서 잠을 잘 수 없다기에 써클 111씩 한 달 

드렸더니 오셔서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당뇨 수치

가 낮아지고 다리도 좋아졌다하며 오셨는데 얼굴 

부종도 줄고 얼굴색도 좀 좋아졌습니다. 한 달 분 

더 드렸습니다.

2018년 2월 11일 오전 10:19 317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류형준 의견

서원모 약사님이 2월 9일 올려주신 체험사례 52세 

여동생에 해 기관지확장증에 한 경과를 추가

로 물었는데 문자로 개인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개인문자 내용에서 저와 안티와 써클에 한 애정

이 가득함이 느껴집니다.

저 또한 서 약사님의 배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좋아지는 것만 알려준다면 그것은 반쪽짜

리 체험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진 것을 좋아진 로 나빠진 것은 나빠진 로 

변화가 없는 것은 변화가 없는 로 진짜 있는 그

로의 내용이 올라와야 제 로 된 체험사례라고 생

각합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만 알리는 피알을 위한 

체험사례가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 로의 진짜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약사님 중에 제게 아니면 안티와 써클에 타격

을 줄까봐 내용을 걸러서 올리시는 약사님들의 계

실까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좋아지는 것은 더욱 살려나가고 부족한 점은 개선 

방향을 찾아서 진화하면 됩니다.

어찌 제가 안티와 써클만으로 세상 모든 병을 고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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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치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맡

기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하면서 새로

운 방향을 모색하고 그러면서 발전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원모 약사님이 제게 주시는 배려와 애정에 충분

히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애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에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서원모 약사님 같은 분에 곁에 계시니 더더욱 행복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의 글은 서원모 약사님의 체험사례와 개인 문

자 내용 그리고 그에 한 답변입니다.

#체험사례

2월 9일 서원모 약사님 체험사례

52세, 여동생

증상: 견비통, 안구건조중, 기관지확장으로 가래가 

계속 올라와서 시술했음.

복용: 안티플러스 111, 써클포유 222, 복용기간 45일

제가 만 6세 때(여동생이 첫 돌 되기 전 엄마 돌아가

심) 저를 낳은 어머님이 돌아가심.

저와 여동생은 약한 체질로 태어남.

경과: 

어깨결림증상 많이 좋아짐.

안구건조증 좋아짐.

계속 복용중입니다.

류형준 약사의 댓글:

경과를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치유의 길을 함께 하는군요.

함께하시는 치유의 길은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원모 약사님이 개인문자로 보내주신 글입니다.

: 여동생은 가래 끓는 건 여전하고 큰 변화가 없다

고 해서 혹시 그 로 올리면 좋은 제품에 누가 될까

봐서 견비통 좋아진 건만 올린 겁니다.

서원모 약사님 개인문자에 해 저의 답글을 올립

니다…

: 여동생의 기관지확장증은 점막질환이라 개선속

도가 빠른 부위입니다.

그리고 안티 111과 써클 222의 복용량도 충분합니다.

또한 복용 기간도 45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기관지에는 효과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기관지확장증의 치유를 방해하는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부분은 찬 것, 매운 것, 추위인데 기관지는 외부공

기와 집적 만나는 부위이니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기관지와 비점막은 외부공기의 문제가 증상의 개

선이나 악화에 절 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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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원모

감사드립니다0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려옵니다.

수많은 연구 속에서 나온 이 제품을 더욱 소

중히 사랑하며 치유에 쓰겠습니다.

마음이 짠하게 통하는 분을 만난 기쁨입니다.

약사가 된 것을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제품 

계속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2월 11

일 오전 11:04)

② 류형준 약사 

서원모 허락받지 않고 서 약사님의 을 올려

서 죄송합니다.

서 약사님의 마음을 알기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아껴주시니 더욱 감사합

니다.

여기 계신 약사님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다 

함께 치유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행

복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11일 오전 11:09)

③ 계효숙

아직 입문기 단계인 제가 요즘 느끼는 점을 

써주셔서 저도 감동입니다. 류 선생님이 거래

처가 900개 약국 정도라 하셨는데 여기 치험

례 올리는 사람 수나 건수를 따지면 비율이 

높은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적 같

은 좋아진 부분만 올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초

보들은 환상을 가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자신 있게 약국 고객에게 투여했

을 때 그런 드라마틱한 일은 쉽게 나오지 않

고 그러면 기 가 무너지고 실망할 수도 있겠

죠. 약사나 환자나 그런 ‘드라마틱한’ 결과

만 보고 시작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역시 날마다 배우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치유’란 것이 무엇인가에 해.(2월 11일 

오후 12:39)

④ 계효숙

저도 기관지 문제 때문에 안티/써클 시작했는

데 보름 복용에도 끄떡없지만 꼭 이것만을 목

표로 하지 않기에 느긋한 마음으로 가고 있습

니다. 가벼운 기침은 백약무효이다가도 따뜻

자세히 나누면 찬 공기, 건조한 습도, 미세먼지, 흡

연 여부 등입니다.

따라서 먼저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

십시오.

흡연을 하시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집안의 습도를 최소한 50-60%로 하여야 합니다

(실내 습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정도로 하려면 가습기를 10평당 1개씩을 최 한 

가습량으로 하루 종일 켜놓아야 합니다.

습도가 높아지면 미세먼지는 많이 줄어듭니다.

공기청정기를 켜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경과는 빠르게 좋아질 

것입니다.

아니면 당분간 안티 111과 써클 333이나 444로 증

량을 하는 것도 또 다른 방편입니다.

그렇게 모두 해보시고 경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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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봄 되면 자연히 없어지는 거라 안티/써클 

덕분에 나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전반적인 세포 교정을 통해 다시는 기침 없는 

겨울을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2월 11일 오

후 12:46)

⑤ 류형준 약사 

기관지는 서원모 약사님의 에 댓 로 단 내

용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권명선 약사님처럼 처음에는 과감하

게 용량을 늘려서 써보고 경과를 보면서 줄이

든지 강경애 약사님처럼 길게 보고 천천히 가

시든지 하면 됩니다.

본인한테 맞는 것 선택하세요.

그리고 드라마틱한 효과는 선물처럼 받는 것

이지만 확률은 매우 높아요.

거기에 용량을 조절하고 찬 것 안 먹기, 매운 

것 안 먹기, 따뜻하게 하기, 각탕법, 기어다니

기, 산소호흡법 등을 결합하면 확률은 훨씬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2월 11일 오후 7:04)

① 이민영

(2월 11일 오후 12:34)

② 류형준 약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2월 11일 오후 7:05)

③ 이민영

축하는 류 약사님께서 받으셔야죠. 저희 가족 

상비약입니다.(2월 11일 오후 11:11)

2018년 2월 11일 오후 12:33 188 읽음

이민영

#체험사례

16살, 여자, 중학생, 43키로, 밤에 우유 먹고 30분 

만에 온몸에 발진생김. 써클, 안티 1포씩 먹고 아루

진이라는 일반의약품 복용. 다음날 깨끗해짐. 써클, 

안티 101로 복용하고 더 이상 안 생김. 

2018년 2월 11일 오후 2:58 312 읽음

정국현

#체험사례

허리통증

53세, 남, 179/82

치과의사로 허리아파서 3년 전에 시술하심.

그 후 시술한 자리가 항상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았고 왼쪽 다리가 쥐가 났었고 왼쪽 어깨가 시큰

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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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써클이 벌레를 쫒고 쥐를 잡는 것도 하는군

요.

참 단한 써클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11일 오후 7:07)

12월 25일부터 써클, bid 복용 후 벌레가 도망갔고 

쥐님은 사라져서 

이제는 부인 없이도 살아갈 것 같고ㅡㅡ밤에 쥐가 

안 나서ㅡㅡ

어깨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2018년 2월 11일 오후 7:09 325 읽음

하현아

#체험사례

제가 겪은 에피소드들을 올려봅니다.

1. 점 빼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고 얼굴이 어마어마

하게 벌게져서 오신 50  여자분이 듀오덤을 찾으

시기에

걱정되니 안티, 써클 5일분 드셔보세요 했습니다.

그렇치 않아도 너무 벌집 쑤시 듯 해놔서 심난했다

면서 정량 10일분 가져가셨어요.

결과가 궁금했었는데 열흘 정도 후 딱지나 붉은 상

처 하나 없이 완전 깨끗하고 뽀얀 얼굴로 나타나셨

어요. 

야아! 그 약 독한(?)가봐. 먹고 잤는데 다음날 보니 

싸르르 다 가라앉아 있드라니까.

친구도 곧 점 뺄 건데 말해줘도 안 믿어서 사서 갖다

줘버려야겠어. 5일분만 줘봐여.

2. 두 주 전 친구 시어머니께서 눈길에 다치셔서 

어깨뼈 골절과 탈골을 동시에 당하셨습니다.

의사 양반이 뼈가 잘 붙어야 해부학적 위치로 복원

시킬 수 있다고 했답니다.

뼈진 잘 나오고 부상 후 회복에 좋다고 소개하여 

정량복용하셨습니다.

오늘 전화해보니 뼈가 자알 붙어서 치료가 잘 됐다

하네요.

근데 말야. 

그거 먹어서 뼈진이 잘 나온 거야? 의사한테 말했

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던데…맞아? 

…

너는 친.구.인거 맞아?

3. 깐깐하신 70  주차장사장님

하루하루 조절 안 되는 당 수치 때문에 늘어만 가는 

약 개수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 달 전 췌장세포를 정상화시켜 보자고 제안했습

니다.

우리 선수들은 몇 달째 피부과에서도 손 놓던 얼굴

의 피부염을 가볍게 제 로 치유시켜 깐깐하신 분

의 마음을 녹여놨네요.

오늘은 전화하셔서 내가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사실 

내 발이 늘 얼음장이야.

근데 발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것 같네.

불이 잘 들어와서 신기하다네.

ㆍ

그새 선수들이 발바닥에 보일러까지 놔드렸나 봅

니다.

ㅡ

4. 전립선비 로 고생하셨던 아버지

잠 못 이루는 밤이 많다하십니다.

드시고 효과가 너무 좋아서 팔러 다니고 싶은데 그

걸 생각하다보면 잠이 안온 요.

잘될까요? 일단 잠부터 주무셔야 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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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아침에 보고 멋진 댓 을 쓰고 싶었는데 아침

부터 지금까지 바쁘기만 해서 신경도 못 쓰고 

댓 을 달려고 합니다.

하현아 약사님의 체험사례는 정성이 있고 유

머가 있고 울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2월 12일 오후 9:17)

② 이미경

바빠서 늦게 보았어요. 정말 하 약사님 은 

단순 정성, 유머가 아니고, 뭐랄까 인문학적 

소양이 크신 것 같아요.

잘 개발해보세요.

벌써 약사님 펜 될 것 같아요~❤.❤(2월 14일 

오후 6:45)

① 류형준 약사 

수족냉증에 써클 오래된 증상에는 안티 모두

가 합쳐서 발난로가 되었습니다.

발만 따뜻해진 것이 아니라 순환이 제 로 되

니 많은 증상들이 좋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12일 오후 9:20)

2018년 2월 12일 오전 9:54 213 읽음

송정숙(만수ㆍ부산)

#체험사례

70세, 48kg, 150cm, 여성분

발이 너무 시려서 발난로 사러 약국에 내방하신 고

객이신데 몇 번 오시길래 안티, 써클에 해서 설명

드리고 정량으로 5일분 드렸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변이 가는 변 이었는데 굵고 

시원하게 나오신다며 또 5일분 가져 가셨고 그 후 

또 10일분 가져가셨는데 오늘 약 드시는 중에 감기

약 처방 가져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발난로를 안 붙

이면 발이 너무 시렸는데. 이약 먹고 부터는 자꾸 

잊어버린다고 하시네요. 꼭 발난로 붙인 거 같 요.

이분은 통증과 순환장애로 온갖 진통제에다 메토

트렉세이트도 복용하시는 분이거든요~

앞으로 6개월 꾸준히 드실 거 같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도 처음엔 반신반의하더니 안티, 

써클 자신 있게 권하네요^^

2018년 2월 12일 오후 12:49 219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81세, 여자, 설00

당뇨병 20년, 파지 주워 생활하시는 분으로 순환이 

안 되어 왼쪽 손 윗부분이 점점 말라가시고 식욕이 

없어 식사도 잘 못하시고 기억력도 심하게 떨어진 

상태

온몸이 안 아프신 곳이 없다고 함 불면증도 있으심

자녀들이 보내준 종합 양제, 미네랄제 복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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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분한테는 써클이 생명을 이어주는 동아줄

입니다.

안티를 꼭 쓰고 싶은데 사정은 딱하고 안타깝

지요.

이렇게 딱한 분들에겐 지난번 원고료로 드린 

안티를 하나 선물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도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12일 오후 9:36)

② 강경애

오늘 선물로 안겨드렸어요

다음 달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기도하면서

요ㅎㅎ(2월 13일 오후 12:30)

① 류형준 약사 

이 정도면 동상에도 확실한 치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상 환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겐 써클이 있다.

이렇게 현수막을 만들어 드릴까요?

감사합니다.(2월 12일 오후 9:40)

② 정순용

젊었을 때부터 있던 동상 기가 하루 만에 그

써클 101로 한 달분 드림.

 

3개월째 복용중

손바닥에 살이 많이 차 올라왔구요. 식사를 너무 

잘하신다고 하시네요. 잠도 잘 주무시고 추운 겨울

에도 파지 주으러 다니시니 온몸 아프신 건 아직 

있으시다고 ㅜ 기억력도 조금 나아지신 거 같답니

다. 안티가 꼭 필요한 분인데 계속 드셔야 한다고 

말씀은 드리고 있어요. 본인은 써클만이라도 죽을 

때까지 드시겠다고 하십니다ㅜㅜ

2018년 2월 12일 오후 1:58 235 읽음

이선영

#체험사례

66년생, 여자분이십니다. 

이분은 10월부터 펜터민을 포함한 다이어트 약 복

용중이십니다.

지난 월요일 오셔서 본인은 처녀 때 추운데 구두를 

신고 다녀서 그런지 젊을 때부터 발에 동상 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발가락 끝이 발갛고 아리고 아프니 동상연고

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연고보다 동상에 좋은 먹는 

약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써클 1포씩 1일 3회 2일분

을 드렸습니다.

사실 다이어트약을 계속 드시고 있어서 약효발현

에 약간 걱정도 됐지만 써클이 최선이기에 일단 드

려본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다이어트 약을 타러 오셨기에 동상은 좀 어

떠냐고 여쭤보니 그 약 다 먹지도 않았어요. 하루분 

먹고 나니 신기하게 발끝 붉은 기도 사라지고 통증

도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이전에는 가끔 동상 연고 사러 오시는 분께 뭘 드리

면 좋을까 많이 고민도 됐지만 이젠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게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동상 체험례 올라온 거 있었죠? 다시 한 번 

확인 사살 쐈습니다(너무 표현이 과격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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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벌레를 잡는 데는 써클이 최고입니다.

신경손상이 아닌 신경 주변의 환경 때문에 생

긴 증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림프순환촉진이 그러한 이상증상을 개선합

니다.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12일 오후 11:12)

럴 수 있나요?

신기하네요~

저도 동상에 2일분 6포 드렸었는데 오시질 않

아 궁금한데 다 나아서 안 오시는 걸까요? 

^^;;(2월 12일 오후 9:55)

③ 류형준 약사 

그렇지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좋아지는 것이 힘들 것 

같은데 그게 현실이니 감동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12일 오후 11:27)

④ 오시영

동상 효과 확실합니다.

제 발 보여드리고 싶네요^^(2월 12일 오후 

11:55)

2018년 2월 12일 오후 5:21 213 읽음

정국현

#체험사례

80세, 여, 보통체형

몇 년 전부터 목 있는 곳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 듯 

하다고 하심.

혈액순환 장애로 판단하여

12월 8일 ㅡㅡ 써클, bid 10일

12월 21일 ㅡㅡ 써클, bid 10일

1월 11일 ㅡㅡ 써클, 한 달

2월 12일 오늘 방문하셔서 여쭤보니 이제는 괜찮다

고 하십니다.

더 복용하시라고 했더니 저번 달에 한 달분 사간 

다음날 따님이 여기서 한 달분 더 사가셔서 한 달분

이 남았다고 하시네요.

어제는 허리에 있던 벌레, 오늘은 목에 있던 벌레를 

안티와 써클의 집게로 잡았습니다.

2018년 2월 12일 오후 6:25 202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여, 70, 골다공증 외 이상 무

구내염은 없으나 입 안과 입술의 작열감으로 맵고 

간 있는 음식 못 먹은 지 이 년차…

청열보음, 청간사화, 구어혈, 보혈제 등등… 한약

을 다섯 재 정도 드렸던 분입니다. 입술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입안은 요지부동…

평소 명랑소녀처럼 웃음 많고 말씀 잘하고 양 불

균형 없는 분께 어울리지 않는 증상이라 저는 혼란

에 빠졌죠.

여섯 번째 재도전… 이번엔 점막질환에 빠른 피드

백이 장점인 안티, 써클 정량과 자율신경완화 효소

제 한 달…

오늘 처방전 펄럭이며 입장… 항생제 처방인가 보

다, 이제는 틀렸구나하며 조제실로 돌아서서 보

니… 골다공증약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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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한약의 부분 효과가 림프순환촉진과 항바

이러스효과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가장 훌륭한 림프순환촉진제와 항바이러스

제가 양손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약사님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12일 오후 11:18)

① 류형준 약사 

강경애 약사님의 여유만만 프로그램도 맘에 

듭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길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

니다.

개인의 취향차이고 상담의 방향 차이입니다.

참 좋은 체험사례를 꾸준히 올려주시니 감사

할 뿐입니다,(2월 12일 오후 11:20)

골다공증약과 저 번에 먹던 약 한 달분 같이 주세요.

등 뒤로 어르신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한방액 신 첨 보는 약을 줘서 찜찜한 맘으로 먹었

는데 먹다보니 입안이 덜 화끈거린답니다. 그 전 

약보다 낫다하시네요. 쭉 먹다보면 낫겠지? 하며 

세트가방 덜  들고 나가시며 장복 선언하시네요.

한약진열장을 치울까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12일 오후 6:44 268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79세, 남자, 권00

파킨슨 10년차, 고혈압, 고지혈증, 전립선 비 증

의사가 몇 달 후에 치매가 온다고 막말을 해서 약국 

내방ㅜ 제 앞에서 울으셨어요ㅜ

환시도 심하고 불면, 피로도 심함. 백내장

냄새 못 맡으신지 오래됨.

써클 11, 뇌 양제, 오큐씰

오늘 한 달분 재구매

환시 없어지고 피로도 덜함. 걸음걸이 호전

이분은 낫는 것보다 유지라도 하고픈 마음에 투여

한 거구요.

효과는 한달 후에 나타날지 3개월 후일지 장담은 

못하나 반드시 좋아지실 거라 말씀드리고 단 장기

적으로 드셔야 한다고 설명드렸어요. 각탕법, 호흡

법 강조했구요.

뇌신경질환의 특성상 림프 순환의 역할이 큰 걸로 

저는 보았구요.

실제 투여해 보면 효과도 좋습니다.

이분은 다음 달부터 안티도 같이 드시기로 했어요.

2018년 2월 12일 오후 10:46 244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남, 55, 173/70

요통, 아토피, 위염, 장염, 두통, 현운, 부종, 무릎과 

수지 관절통, 견비통, 천면, 수족냉, 피로, 이명, 뇌

경색 흔적…

21살 때의 음독후유증과 과한 육체 노동의 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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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그렇게 한 걸음씩 전진하다 보면 머지않은 시

간에 봄날이 옵니다.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봄날이

감사합니다.(2월 12일 오후 11:35)

① 류형준 약사 

어르신께 효도하셨습니다. 

그냥 놔두면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고생할지 

모르는데 하루 만에 좋아지게 했으니 잘 하셨

습니다. 

감기이니 증상이 가실 때까지만 도우면 됩니

다.

감사합니다.(2월 14일 오전 7:46)

인지 나이에 걸 맞지 않는 많은 질환의 소유자입니

다. 보기 안타까워 병 하나만 고치려는 치료는 이제 

그만하고 병든 세포를 깨워 몸을 재생시키는 치유

를 해보자… 남은 삶도 이런 고통으로 이어지면 너

무 억울하지 않냐… 이해를 시켰죠.

증상이 넘 많아 몇몇 증상에 촛점을 맞추지 않고…

강력한 정화, 순환 목적으로 안티 111, 써클 222로 

들라했지만 결국은 101, 202로 한 달 먹고 왔네요. 

여건상 어쩔 수 없었다네요.

피로 감소, 부종 감소, 소화력 호전, 쾌변… 좀 아

쉽…

추운 곳에서의 근무 여건과 각탕법 등 건강법 미준

수 등이 방해요소로 작용한 듯하여 각오 다시 다지

게 하고 101, 202로 다시 1달분 드렸네요.

담달엔 얽히고설킨 실타래가 더 많이 풀렸으면 좋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13일 오후 12:30 215 읽음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체험사례

 

이**(만80세, 여)

감기몸살이 심하게 와서 어제 아드님이 약을 사러 

오셨기에 안티 111, 써클 222와 액상 갈근탕이랑 

같이 3회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아드님이 처방전

을 들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제는 몸을 움직이

지도 못할 정도 는데 어제 그 약 먹고 거동할 수 

있게 되어 그나마 병원에 와서 수액을 맞으셨다하

네요. 

감기약 처방전이기에 어제 드셨던 약 같이 드시면 

훨씬 수월하게 나아지실 거라 말씀드렸더니 연세

가 있으셔서 그런지 먹는 걸 힘들어하셨다고 잠시 

망설이시더니 이미 효과를 보셨기에 2회분 더 달라

고 하셨답니다.

2018년 2월 13일 오후 1:08 237 읽음

최현숙(세원약국. 전 서구)

#체험사례

59세, 본인, 체격 보통

평소 건강. 그러나 간염보균으로 30년 이상(수치는 

너무 좋음-건강보균) TG는 낮고 다른 수치는 정상

이고 혈압은 경계수치.

정맥류가 있어 한 쪽 다리는 3년 전 수술.

12월부터 안티, 써클은 101의 복용 시작. 3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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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번 기회에 B형간염이 어떻게 되나 시험해 

보시죠.

또한 심장 스텐트를 하셨으면 혈관바이러스

에도 감염된 상태이니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안티, 써클 7개월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가족 건강이 모두 좋아지는 치유의 원년이 되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월 14일 오전 7:51)

② 최현숙(세원약국. 대전 서구)

네~~ 저의 B형간염의 변화 상태를 확인해 보

려고요. 남편은 써클 한 달 후부터 안티를 병

행하려 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2월 14

일 오전 10:20)

목 부분이 매우 가렵고 벌겋게 나타남. 2일 정도 

지속 ( 학 때 목 알레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고생) 

계속 복용하며 몸은 너무 가볍고 다리는 정맥류의 

무지근함 없이 다리가 날씬해짐. 환자들에게 보여

주며 자랑ㅎㅎ

1월 8일 감기가 든 후 감기 증상은 3~4일 지속 후 

나았으나 그 후 며칠간 어지럼증이 있어 증량도 생

각했으나 어찌되나 보려 양은 계속 101로 지속, 어

지럼증 4일 정도 지속, 그리고는 또 흰 가래의 생김

이 시작됨. 순간순간 뱉어 내야해서 답답증을 느낌. 

권명선 약사님의 량 요법도 고려했으나 본인이

어서 급할 것이 없어 강경애 약사님의 방법으로…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지금은 건강하나 어

릴 적부터 찬바람만 나면 기관지염의 기침으로 고 

1때까지 고생하던 생각에 미침. 그 당시 먹은 한약, 

민간약, 보건소의 주사 참 다양했었다. 그때 괴롭혔

던 잔재가 안티, 써클을 만나며 나타난다고 생각함 

.거의 2주 정도 지속… 흰 가래의 양은 점점 줄고 

지금은 예전 같이 정상 상태. 

얼굴은 내가 보아도 환하고 밝고 배 부분에 조금 

있던 검버섯은 거의 사라짐. 

아직 혈압은 모르겠고… 몸의 컨디션은 매우 좋음!

61세, 남, 남편, 체격 보통

13년 전 심장 스텐트를 했고 고혈압과 당뇨약 복용중

일단 써클만 101로 복용 며칠 먹다 중단 후 다시 

먹기 시작한지 2주 이상  

어떠냐는 물음에 모임에 가면 얼굴이 하얘졌다고 

한다는 말에 얼굴을 보니 정말… 뽀샤시해짐.

그리고 특별히 아픈 것은 아니었으나 허리의 뻐근

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풀리고 골프의 비거리가 좋

아졌다고 함. 그리고 배가 들어가는 느낌(식이요법

도 하지만)

이렇게 먹고 있는 체험적 부분들을 올려봅니다. 우

리 가족이 모두 먹고 있는 안티, 써클! 다음에는 다

른 가족들의 상황도 올려볼게요. 

2018년 2월 13일 오후 4:04 310 읽음

이선영

#체험사례

일요일 제가 체험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요일 오전은 오전 근무가 있어서 12시 반까지 근

무하고 엄니랑 설 준비하러 농수산물센터에 갔습

니다.

먼저 건어물을 사기 위해 수산물센터에 갔습니다.

근데 건어물 가게도 좀 추웠고 밖에 생선 파는 곳도 

습하고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여튼 수산물을 다사고 농산물 쪽으로 갔는데 주차

장이 아수라장입니다. 들어오는 차, 나가는 차 서로 

빨리 갈려고 기다리지 않고 들이 는 바람에 아수

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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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럴 경우는 써클도 좋지만 각탕법과 이담건

위제가 더욱 좋습니다.

지난 체험사례중 추위로 인한 극심한 어지럼

증을 까스활명수와 각탕법으로 개선한 사례

를 올린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2월 14일 오전 7:54)

① 류형준 약사 

강경애 약사님은 성품을 닮아서 여유 있게 진

행됩니다.

써클을 먼저 복용하게하고 이후에 안티를 병

간신히 주차를 했지만 스트레스 양껏 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잠깐 차 안에서 가만

히 의자에 기 고 쉬니 괜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채소, 과일 등을 다사고 나오는데 점점 속이 미식거

리고 토할 거 같았습니다. 어지럽기도 하구요….

맛있는 점심을 사먹으려고 했는데 포기하고 집으

로 가는 도중 힘들어 차를 세우고 차안에서 비닐에 

토를 했습니다.

겨우 집에 와서 보일러를 올리고 따뜻한 물로 써클을 

1포 먹고 누워있으니 등으로 한기가 느껴지더니 좀 

지나 등이 따뜻해지고 땀이 났습니다. 써클 먹기 전

에는 명치 밑을 누르니 아팠는데 먹은 후 좀 있다 

눌러보니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누워 있

으니 점점 미식거림, 어지러움, 두통이 괜찮아지는 

듯하고 저녁에 허기도 느껴져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후에 또 써클 1포 먹고 티비 보며 계속 누워 있다

가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컨디션이 100프로 회복된 거는 

아니고 금방이라도 속이 또 미식거리고 머리가 아

플 거 같은 뭐 그런 조심스러운 상태 습니다.

아침을 먹고 출근해서 써클 1포 또 먹었습니다.

컨디션은 좀더 100프로로 향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믹스커피 1잔을 타 먹었습니다. 근데 커피

를 마신 뒤로 또 속이 미식거리는 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써클이랑 한방 이담소화제 1포를 

같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금방 괜찮아졌습니다. 이후 똑같

이 점심 저녁 2번 더 먹고 오늘은 정상 컨디션을 

회복했습니다.

일요일은 추위라는 외부 스트레스와 주차 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짬뽕이 되어 교감신경물질이 

마구 분출 되어 내 몸이 힘이 들었나 봅니다.

2018년 2월 14일 오전 11:16 206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60세, 여자, 강00

올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어깨가 시리고 아프다고 

함. 근래 힘든 일을 했고 스트레스도 받았다고 그동

안은 아픈 데가 별로 없었다고 하심.

혈액순환제 사러 오셨다가 상담하게 됨.

1. 25일 써클 11 10일분, 혈허치료제

오늘 써클 한 달분 재구매

어깨 아프고 시리신거 없어졌는데 한 달은 더 먹어

야 할 거 같아서 재구매하셨다고 하시네요. 원래 

건강한 분이신데 올겨울 워낙 추웠고 갑자기 힘든 

일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도 받고 림프순환이 안 되

었던 거 같습니다. 원래 10일분만 드셔보시겠다고 

해서 드렸는데 효과가 좋으니 한 달분 재구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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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14일 오후 6:05)

① 조형이

아. 정말 보람을 느끼시겠어요!!!(2월 14일 오

후 2:07)

② 류형준 약사 

치유의 본질은 무병장수의 꿈을 이루게 돕는 

것입니다.

백세건강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걸 증명하는 체험사례라 뜻 깊은 체험사례

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14일 오후 9:21)

2018년 2월 14일 오후 12:26 212 읽음

신선희

#체험사례

95세, 할머니, 몇 년 전 고관절 수술 후 누워서 생활, 

약으로 인한 궤양 출혈로 돌아가실 정도, 기저귀 

착용으로 만성방광요도염, 60세 아드님이 간병, 언

제까지 항생제 복용해야 하나요?

지나가다 처음 방문, 5번째 재방문 확인 또 확인한 

아드님, 이젠 할머니가 잔뇨감, 불쾌감, 야간뇨, 몸

의 온열감 무엇보다 기분 좋은 건 침  식사에서 

의자에 기  앉아 식사, 척추에 힘이 들어 간 느낌. 

어제 3개월째 안티, 써클 101 드심. 정신 좋으신 

할머니 적극적으로 찾으신다.

2018년 2월 14일 오후 3:00 124 읽음

조용권(도아약국. 전서구)

#체험사례

유선 이상세포증식 2

30 , 여 

안티 111, 써클 222 12번 복용하고 재방문

안티 111, 써클 111 한 달분 가져감.

개선점:

통증 개선, 컨디션 회복, 부종, 피로감 개선

경주 친정에 다녀왔는데 안색이 좋아 보인다고 들음.

문자에 달도 덜 뜨고는 일어나 부종으로 얼굴 찜질

하는 것을 말함. ㅋ 뭔 소리인가 했음.ㅎ

유방외과 진료 전까지 일단 복용키로 함. 세포환경

을 정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며. 

아래는 문자내용 다시 봐도 굿

그 약 진짜 신기해요…

박카스 10병 먹은 느낌? 머 그런ㅋ

어깨도 덜 아프고…

몸에 힘이 풀린 듯 하면서도…

덜 쳐지는 것 같고…

몸도 덜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두 덜 묵직하고…

달도 덜 뜨고.

울트라맨도 안 해도 되고…

오늘까진 그래요…~~^^ㅋ

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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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런 문자 받으면 기분은 날아갈 것 같지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2월 14일 오후 9:23)

① 류형준 약사 

시험관시술 착상 실패 유산 이런 결과를 보면 

자궁 안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갑니다.

안티 111, 써클 222로 1개월 복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2월 14일 오후 9:26)

② 류형준 약사 

조용권 약사님 제 옛날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 나이 30살 때 으니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일입니다.

그때 약국은 하루 내방객이 평균 250명, 일 

매출은 80만원 정도 습니다.

머리만 안 아팠음 좋겠어요…ㅜㅜ

근데… 이약은 배가 너무 불러요…ㅋ

그래도 부지런히 챙겨 먹을게요…

다이어트효과 보려면… 겁나 오래먹어야겠어요…

ㅋ

선생님 주말 잘 보내세요…

덕분에 이번 주말은 편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14일 오후 3:19 140 읽음

조용권(도아약국. 전서구)

#체험사례

유산 후 복통

시험관시술 착상실패 유산 후 부종, 복통, 빈혈

2/2 써클 111 20포 가져감.

2/5 문자

두통은 없어졌구요 ~

붓기는 안 빠지고 온몸이 쑤십니다. 

아랫배 통증은 토요일 최고로 아프다가 지금은 간

헐적으로 아픕니다~

이번 주 먹어보고 더 먹어야 할 것 같아요 ~ 

그러시군요. 다른 이상 증상 없으시면 양을 늘려서 

1회 2포씩 3번 드세요. 따뜻하게 하시고요.

따뜻한 물이나 레몬차 드시면서 저염식하시고요.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네 ~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사장님 좀 있다가 남편이 갈 건데요 

써클 환 지난번에 산거 주시면 됩니다~

ㅎ 사장님이 됏네요.

안티와 함께 한 달분 가져감.

자궁점막의 림프순환과 항염 작용을 위해…

나홀로 약국은 상담하다 끊기니까 문자로 상담하

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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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하루 종일 바쁘고 상담하기도 힘든 상황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체질의학을 접하고 이제부터는 상

담 중심의 약국으로 바꾸겠다고 생각했습니

다.

그러면서 상담 중에는 절  급한 일 하지 않

고 상담에 전념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심 환자가 너무 많으니 정말 내가 필요한 

환자만 오라는 마음에 50명까지 줄이고자 했

습니다.

결국 50명까지는 줄이지는 못했지만 80명으

로 줄었는데 약국매출은 2.5배에서 3배로 올

랐습니다.

매출만 오른 것이 아니라 자긍심은 정말 단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점이 장사를 포기하고 

치유를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러니 함께 치유의 길을 같이 가려는 환자와 

상담하기도 바쁘니 장사할 시간도 마음에 여

유도 없었습니다.

약사님에게 건강을 맡기는 분들을 존중해 주

세요.

단지 물건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위로하고 함께 느끼고 정성을 느끼게 하세요.

그러면 환자는 정말 열심히 따라옵니다.

문자로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문자

로는 이러한 소통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 한마디 하 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15일 오전 7:58)

③ 조용권 (도아약국.대전서구)

류형준 약사 

애정 어린 조언 감사합니다.

가슴에 새기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상담하지요.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소원성취하시길

감사합니다.(2월 15일 오전 8:29)

2018년 2월 14일 오후 3:49 164 읽음

조형이

#체험사례

50세, 여, 보통체격

8개월 전에 개업하면서 약국에 있는 인태반, 경옥

고, 자황 매일 먹고 있었어요.

피곤하고 나른하고 눕고 싶을 때는 깜박하고 약을 

안 먹었을 때입니다.

1월 13일부터 안티, 써클 101로 복용.

가끔 한두 번 빼먹음.

피로회복제 안 먹고도 정상적인 생활가능하구요.

일이 있어 울고 잤는데 전혀 붓지 않았어요.

예전에 열독과 건조증으로 가려움증이 있었어요.

약 먹고 열흘 정도 지나서 가렵기 시작해서 가끔 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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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선희

환자들은 드라마틱한 효과 바라지요. 환자를 

보지 않고 엄마가 신 약을 딸 비염으로 1개

월 투약 효과 모르겠다고 왔기에 다시 설명하

고 같이 오시라고 ㅎ(2월 14일 오후 3:57)

② 류형준 약사 

제 생각은 다릅니다.

약사님의 마음이 더 급한 것 같습니다.

환자는 결론이 깨끗이 낫기를 바랍니다.

중간중간 증상 개선은 좀 더 믿고 갈 수 있는 

전리품 같은 것입니다.

전리품은 초반에도 있을 수 있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천천히 개선되는 경우도 많습니

다.

단지 전체적으로 상황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상담을 할 때 길게 여유 있게 경과를 설명하

면 환자도 길게 보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상당할 때 증상에만 집중하면 결국 서

로 조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2월 14일 오후 9:34)

게 있다오면 벌겋게 일어나면서 따갑게 가려워요.

약 먹기 시작하면서 뒷목에 여기저기 여드름처럼 

나기 시작했는데 여전하구요.

오늘 생각해보니 자다가 몇 번씩 깨는데 깨는 일이 

없어요.

남편, 54, 보통체형

안티, 써클 101 한 달째

붓기 가라앉고 피로가 훨 낫다고 합니다.

요 며칠 엄지손가락 관절이 통증이 심하다하네요.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밤잠이 없어 2ㅡ3시쯤 자고 아침잠이 많은데 요즘

은 12시쯤 되면 졸리데요.

17세, 딸, 보통체형

딸아이는 설사가 심해서 써클만 먹고있어요. 한 달

째 

아이들은 자세히 말을 안 해서ㅜㅜ

제가 볼 때 피곤한 게 좋아졌고 피곤하면 저리고 

동생하고 싸우기라도 하면 팔이 꼬이고 경련 일어

났는데

한번 난리치고 나서 아프냐 물어보니 괜찮다하네요.

그리고 생리양이 많아진 거 같아요.

피부가려움증이 가끔 생깁니다.

16세, 남아, 마른체형

안티, 써클 101 한 달째

이관장애를 가지고 있구요.

높은 산에 올라있는 거 같다는 증상을 피곤하거나 

비염이 심해지면 이야기합니다. 여러 병원 다녀도 

이상 없다하는데 아이는 괴로워해요.

요즘은 감기가 안 걸리고 귀이야기를 거의 안한 거 

같아요.

물어봐도 꾸를 제 로 안 해주니ㅜㅜ

게임하고 공부하느라 어깨 결림 증상을 자주 말하

는데 지난주는 심하게 아프다 합니다.

우연인지 딸이랑 저는 피부껍데기(?)가 아프더라

구요.

피부 안쪽이 아니라 표피 쪽이요. 저는 옆구리, 딸

은 배꼽 위쪽요.

환자들은 조심스럽게 소극적으로 드리는데 피드백

이 아직 없어요. 좀 더 공부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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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강경애 약사님이 파킨슨병에 체험사례를 올

렸는데 이번에는 이선  약사님이 또다시 올

립니다.

파킨슨병 전체는 아닐지 몰라도 파킨슨병으

로 인한 부수적인 증상은 개선되는 것으로 보

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14일 오후 9:38)

2018년 2월 14일 오후 4:28 203 읽음

이선영

#체험사례

85세 할머니십니다.

동네 의원에서 혈압약 드시고 학병원에서 파킨

슨약 드십니다.

화병도 좀 있으신 거 같습니다.

저번 주에 오셔서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찌르고 가

렵다고 하십니다.

불면도 있다고 하십니다.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꽤 오래됐다고 하십니다.

일단 1일 2회 1포씩 드시라고 20포 드렸습니다.

오늘 오셔서 저번 약 그 로 달라고 하십니다.

좀 어떠냐고 여쭤보니 증세가 덜해지는 거 같다고 

하십니다. 잠자는 거는 어떤지 또 여쭤보니 잘 때도 

있고 못 잘 때도 있다고 하십니다(저번주는 도통 

못 잔다고 하셨습니다).

계속 먹어야겠다고 하십니다.

2018년 2월 14일 오후 4:44 190 읽음

박인숙

#체험사례

 

1월 중순 밴드 가입하고 계속 눈팅만 하다가 점점 

호기심이 생기면서 과연 정말 그럴까가 그럴수 있

겠다… 그럼 나한테 먼저 써 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루 이틀 사입을 미루다가 드뎌 지난주 

토욜 도착~

설레는 맘으로 안티와 써클 작은 거 한통씩 집으로 

갖고 와서 복용시작

그런데 일요일 형부가 수도꼭지 틀어놓은 듯 한 물 

설사를 한다고 약 좀 달라네요.

본인이 의사라 노르믹스와 메디락에스를 찿는데 일

욜이고 처방전도 없는데 그럴 순 없고 마침 내가 먹

으려고 갖다놓은 그보다 더 좋은 약이 있다고 설명

안티 2, 써클 2개, 4번 드실 거 드렸는데 3번 먹고 

설사 잡혔답니다.

바이러스 장염에 안티와 써클 증량요법 효과 짱인 

듯ㅋ~~

그리고 일요일 오후에 있었던 일

여닫이 문에 제 손가락이 끼여서 피부 벗겨지고 출혈

문에 손 끼 을 때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픈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에요.

그런데 응급처치 하면서 드는 생각

그래도 다행이다.

집에 안티와 써클 있으니 그거 먹으면 회복은 빨라

지겠군 하는 생각이 ㅋ

습윤 밴드 붙이고 지금 나흘째인데 진통제 안 먹어

도 덜 아프고 회복 속도가 빠르네요.

손가락 문에 끼 을 때 써클 짱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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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안티와 써클을 주문해서 입고된 것이 2018년 

무술년 무슨 일이든 술술 풀리라고 복을 드린 

것 같습니다.

본인이 먼저 좋아지니 그다음은 좋은 일만 있

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14일 오후 9:42)

① 류형준 약사 

일단 혈뇨를 멈추게 하고 견딜만하게 안내해 

드렸으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안티와 써클을 장복 해야겠다 

결심한 것은 약국에서 휠체어에 오래 앉아 활동하

다보니 순환이 안 되어서 꼬리뼈주위로 염증이 잘

생겨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여서 평상시 여러 

양소로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엉덩이에 종기가 나서 보

통 때는 배농산급탕가감방에 소염제 안 되면 항생

제까지 투여해야 했지만 안티 2, 써클 2를 1일 3회 

4일째 복용중인데 종기가 자연스레 줄어들어 이것

도 하루 지나면 다 나을 듯 하네요.

저는 만성이라 체질 교정까지 생각해서 1년 장복할 

생각이네요.

그럼 왼쪽 어깨도 많이 써서 잠잘 때 쑥쑥 애리고 아픈

데 그런 것 좋아지는 것은 보너스일 것 같네요. ㅋ

앞으로 꾸준히 먹으면서 중간보고 할게요.

제가 먹고 있다 보니 자연스레 손님들도 함께 건강

해지자는 뜻에서 권해지는데 이제 씨를 뿌렸으니 

재구매의 싹이 트면 체험례 올릴게요^^

2018년 2월 14일 오후 6:16 157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여, 48, 세차장 근무

이 년 전부터 혈뇨를 동반한 방광염이 호발… 한 

번은 야간에 증세가 시작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악

화… 멈추지 않자 결국 응급실…

어느 날 오후 다시 혈뇨가 비치며 하복통이 시작되

자 놀란 맘에 패드를 착용했다며 이웃이 먹던 처방

약 가져와 이런 약 처방 가능하냐? 하시기에 피로

를 풀어주며 염증 잡아주는 안티, 써클 소개하여 

각 111로 4일분 판매. 각탕법과 세차 작업 시 핫팩 

사용 권유

담날 아침 전화로 확인, 2회 먹고 혈뇨 소실… 배뇨 

원활… 통증 조금… 점막에 한 즉각적인 반응 재

확인!!

일단 남은 양은 모두 복용토록 함.

치유를 위한 최소 6개월 권장했으나 형편 여의치 

않다하여 책 드리며 건강법과 주의사항 알려주었

습니다.

올림픽에 쇼트트랙이 있다면, 약국엔 안티와 써클

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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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 갈 때는 병원에서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지만 약국에서는 아직 시간

이 걸립니다.

다 치유될 수 있는데 안타깝지만 다음 기회로 

미뤄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니 많이 행복하시죠?

저도 많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15일 오전 6:58)

① 류형준 약사 

안티의 질감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안티의 작용 

기전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경우 유산균제제의 복용을 권하는데 이

미 복용하고 있었다니 생략합니다.

식사 후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먹고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써클의 양을 2배로 늘려보세

요.

2018년 2월 14일 오후 8:38 225 읽음

주영선

#체험사례

1. 약사 본인, 여, 53세, 156cm/50kg, 2달 복용 후기

2. 특별한 질환은 없고, 엎드려 자는 습관 때문에 

아침이면 얼굴이 좀 붓습니다.

3. 먹고 있는 것은 오메가,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등 양소

4. 17년 12월 16일부터 안티, 써클 101로 복용 시작.

12월 30일쯤 환자분이 제 얼굴을 보더니 약사님 

화장품 바꿨냐고, ㅎㅎ 얼굴이 정말 발그레 뽀샤시

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12월 초에 약국에 와서 저를 봤던 분이기 

때문에 써클, 안티 효과임이 확실하지요.

제가 느끼기에도 핏기 없는 얼굴이 약간 홍조가 있

고, 아침에는 어제 밤 그 얼굴로 안 부은 얼굴이구요.

저녁이 되도 전혀 지쳐 보이지 않구요.

한마디로 쌩쌩한 컨디션이었습니다.

근데 1월초부터 장에 가스가 차고, 방귀가 나오면 

냄새가 말도 안 되게 나고, 변이 가늘어지고 시원치 

않게 나오고, 유산균 이담제를 먹는 걸 한 달 정도 

해도 안 되고, 치질이 도질 지경이 되서 2월 5일부

터는 다 끊었습니다. 장에 가스가 덜 차기 시작했습

니다.

써클, 안티를 물에 녹여 봤어요.

써클은 가루 반죽처럼 완전 부드러운데, 안티는 

모래 갈아 놓은 것처럼 미세하게 까실거렸습니다.

예전에 홍화씨 환 먹고도 변이 안 좋아져서 녹여봤

었는데 홍화씨도 까실거리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해봤던 거지요.

 

그래서 2월 8일경부터 써클만 101로 먹고 있는데, 

변이 깨끗하게 나와 휴지가 필요 없는 변이 13일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저한테 휴지

는 확인용입니다. 

안티를 안 먹었더니, 아까도 약국 손님이 말씀하시

는데, 제가 저녁에도 화장 안 뜨고, 뽀송거리고(제

가 좀 얼굴이 지성입니다) 뽀샤시했었는데, 지금은 

덜하 요.

류 선생님, 안티를 먹고 싶은데 어찌해야 될까요~ 

질감 부분이 자극이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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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안 되면 다시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2월 15일 오전 7:28)

② 박향숙

^^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예전 류 약

사님 과 같이 아침마다 온수 머그컵 큰 걸

로 조금은 뜨겁다 싶을 정도의 물을 2컵 드세

요. 바로 화장실 신호가 옵니다. 그때부터 장

에 가스가 없기 시작했습니다.(2월 16일 오전 

5:48)

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사례 발표 보고 동료 약사 믿고 따라서 시도

해보고, 그렇게 직접 경험이 되고, 같은 경험

을 되풀이 경험하고, 그러다 확 자신감이 생

겨서 웃으면서 안내하게 되더군요~^^.

저는 안티, 써클 만난 지 25일째 약사입니

다~~^^(2월 14일 오후 9:22)

② 주영선

약사님, 반갑습니다^^ 저도 두 달 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경험들이 기 되네요~~^^(2월 

14일 오후 10:06)

③ 류형준 약사 

주 선 약사님의 사례에서는 권명선 약사님

의 향기가 납니다.

초기 확실하게 먹게 해서 증상 개선을 확인하

고 이후로 믿음을 바탕으로 확실한 치유의 길

로 안내합니다.

그동안 많은 약사님들이 올려주신 체험사례

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사례

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15일 오전 7:32)

2018년 2월 14일 오후 8:51 217 읽음

주영선

#체험사례

 

54세, 남자 

퇴행성 디스크 병력

사진작가로 무거운 사진기를 들다보니 허리가 안 

좋은데 무리하고 나서 엉금엉금 기어 다닐 정도가 

되어 부인께서 오셨습니다.

진통제 말고, 빨리 낫고 좋은 거 달라고 하셔서 써

클 222, 안티 111로 드렸더니 약이 많다고 하루분만 

달라고 하셔서 드렸습니다.

하루 갖고 될까 걱정했는데 다음날 오셔서 걷는

요. ㅎㅎ

신기하다며 더 달라 해서 3일분 드리고, 이후 작은 

박스 사 가셔서. 원인 치료 하시려면 6개월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분 때문에 자신감이 확 생기게 됐지요. 감사합니

다~

2018년 2월 14일 오후 9:06 256 읽음

주영선

#체험사례

 

70세, 여성, 야윈 편

지난여름 상포진 앓으시고, 후유증으로 쇠약해

지신 분이신데 여러 가지 양소(레시틴, 칼슘마그

네슘. 프로바이오틱스, 실크 등)를 드시고 몸이 많

이 좋아지신 분이십니다.

따님이 약국에 오셔서 사다주시는데 진열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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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수면유도 작용이 없는 안티와 써클로 잠을 깊

이 잤다는 것은 그만큼 몸이 편해졌다는 것입

니다.

염증도 줄고 노폐물도 없어지고 그렇게 몸이 

편해지니 잠을 방해하는 녀석들이 줄어들어 

잠을 깊게 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사례들을 직접 듣고 그렇게 되도

록 도와주신 약사님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도 더불어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2월 15일 오전 7:36)

① 류형준 약사 

증상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유의 경과가 나아지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의 경과에 집중하면 약사님 스스로 초조

해지고 환자는 불안해집니다.

병원에서도 2년간 치료 못한 통증을 1개월의 

복용으로 낫기를 바란다면 전혀 불가능한 이

야기는 아니지만 안 되면 시간을 갖고 천천히 

기다려보는 것도 공부가 됩니다.

상기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방향

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

다.

각탕법을 자주하고 아픈 부위에는 하루온팩

을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15일 오후 11:08)

는 써클, 안티 보시고, 어머님께 드려 보겠다고 하

셔서 20포 각 한통씩 101로 드시게 드렸습니다. 자

율신경실조증으로 다른 양소로도 잠을 깊이 못 

주무셨는데 잠을 정말 잘 주무셨다고 굉장히 좋아

하셨 요. 이후에 각 60포씩 한번 가져가셔서 드시

고 계십니다.

변은 어떤지 여쭤보라고 했는데,

구정 후에나 확인될 것 같네요.

2018년 2월 15일 오후 4:33 246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여, 61세, 1/20 언급한 위암수술환자(1년 반, 60퍼 

절제)

주증은 우측 어깨를 뒤로 젖힐 때 생기는 극심한 

통증(2년), 객증은 어지럼증, 오심, 피로

전화로 뒤늦게 연락하여 안티, 써클 용량을 정량에

서 111, 222로 변경해서 드시도록 했던 분이 한 달 

드시고 다시 방문, 그 새 헬리코박터 약 2주 병용하

다가 양이 너무 많아 1주일은 쉬었다합니다.

식당을 운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주증과 피로에 

한 반응은 아직이고, 어지럼증과 오심은 없어졌

다 합니다. 주증의 변화는 없지만 객증의 소실과 

순리를 따르는 치유 원리에 한 믿음 때문인지 꾸

준히 먹어보겠다 합니다. 환자분이 너무 쏘~ 쿨해

서 외려 제가 초조해지더군요. 소홀히 한 각탕법 

다시 주지시키고 같은 양으로 한 달분 드렸습니다.

안티, 서클이 하늘이 내려 준 동아줄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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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1. 한규0의 치핵은 일주일도 아니고 하루 먹

은 것인가요?

하루라면 빨라도 너무 빠르네요.

아 오래된 치핵이 아니고 단기간 나온 치핵이 

증상만 심한 것이었군요.

급성은 빠른 차도를 보이는 것은 맞지만 그래

도 빠릅니다.

환자를 보다보면 빠른 개선 속도를 보이는 경

우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 

균형 있게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혹시 모든 경우가 이렇게 빠른 차도를 볼일 

것으로 생각될까 잔소리를 하 습니다.

그래도 하루 만에 환자의 고통이 줄고 정상이 

되어 지니 많이 보람되고 행복하시지요.

저도 2018년 무술년 첫날부터 좋은 선물을 받

아서 많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16일 오전 9:54)

2018년 2월 16일 오전 8:50 231 읽음

노동원 0476

#체험사례

1. 한규ㅇ, 70 , 남성

며칠 전부터 항문에 치핵이 외부로 나와 앉기도 너

무 힘들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항문외과 가라해

서 수술이 무서워 내국하 는데 변비도 심해서 나

오지 않으니 방법이 없냐고 문의함…. 써클 022 2

일, 디오스민 011 5일, 쾌변 1포 1일분 드리고 다음

날 오셨는데 굵은 변이 쑥 빠지면서 치핵도 오그라

들고 증상 소실 

2. 20  여성

2일 전에 눈에 맥립종이 단단히 생겨 배농산급탕 

사가셨는데 조금은 나은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이 불

편하다하심. …점막과 림프순환에 해 얘기하고 

안티 111, 써클 111 하루분 드리고 다음날 내국.… 

너무 빨리 소실되어 깜놀했다 함. 추가 구매해감. 

3. 본인 

구정 전 날 너무 무리해서 왼쪽 눈에 모래알 있는 

것처럼 따갑고 아파서 기존에 정량 로 먹던 안티, 

써클을 111, 222로 증량해 1일 먹었더니 다음날 안

구 건조와 모래알 눈이 신기하게도 깔끔히 소실. 

너무 편합니다.

2018년 2월 16일 오후 12:31 265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이번엔 잇몸이 부었어요. 안티, 써클 주세요"

맨 처음엔 단순포진, 두 번째는 눈 다래끼, 세 번째

는 생식기 포진.

오늘은 피곤해서 잇몸 염증이 생긴 거죠.

임신준비중이라 매번 단기요법으로 치유된 새 입

니다.

잇몸 염증도 안티, 써클 111 삼일분으로 다 나은 새

이 "이 약 복용 중에 임신해도 되나요?"

"써클은 임신 중 부종도 예방할 수 있고 안티도 임

신 전에 써클과 함께 6개월 정도 복용하면 자궁 안

의 세포내환경정상화로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유

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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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항상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도우려는 마음이 느

껴집니다.

2018년도 그렇게 한해를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2월 17일 오전 6:05)

② 송정구

류형준 약사 (2월 17일 오후 3:46)

① 류형준 약사 

제 생각입니다.

화상 치료 2개월 후에도 부종이 줄지 않는다

는 것은 심하게 림프순환이 안 된다는 것입니

다.

그러면 상처도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차라리 1~2개월 안티 111과 써클 222로 복용

하여 빠른 림프순환촉진을 유도하면 부종 소

실도 빠르고 그러면 흉터가 생길 확률도 줄고 

생겨도 적게 생깁니다.

감사합니다.(2월 17일 오후 4:10)

② 전기출

조언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2월 17일 

오후 6:41)

맘이 조급한 새

 "그럼 임신될 때까지라도 계속 써클은 먹을게요."

그래서 작은 통으로 한통 통 크게? 가져갑니다.

만면에 미소 가득 띤 얼굴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

요. 또 올게요."

시간적 여유만 있었다면 예쁜 새 이 건강한 임신

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으련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도우려합니다.

2018년 2월 17일 오전 10:44 234 읽음

전기출

#체험사례

50 , 남성, 한쪽 팔 화상으로 화상전문병원에 2개

월 입원치료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

자인데 부종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고 호소하

는 것을 듣고 안티 101, 서클 111로 복용해 보라고 

하며 각 20포씩 드렸는데 일주일 후 서클은 다 먹고 

안티는 남았다고 다시 방문 ㅡㅡㅡ  증상을 확인해

보니 팽창하는 것 같은 증상이 줄었는 것을 보니 

부종이 줄어든 것 같다고 하네요. 세포 정상화에 

한 설명을 듣고 재구입해서 가셨는데 ㅡㅡㅡ  감

사하고 행복합니다.

2018년 2월 17일 오전 11:17 297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써클과 안티를 만난 지 8개월 되었네요.

일단 저희 가족 모두 안티, 써클의 광팬이 되었어요.

저를 오랜 기간 괴롭히던 어깨 결림에서 해방시켜 

주었구요. 은근히 신경 쓰게 했던 목의 쥐젖과 비립

종과도 이별하게 되었구요.

저희 가족들의 은근히 신경 쓰게 했던 하지불안, 

하지부종, 여드름 등등 기존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했던 것들에서 해답을 찾아 얼마나 감사한지요.

갑작스런 옆 병원의 폐업으로 잠시 힘들었지만 유 

약사님의 조언과 격려로 다시 기운을 얻어 지금은 

전화위복이라 생각할 정도로 약국 경 에 안티, 써

클의 도움이 컸어요.

좋은 제품 선물로 주신 유 약사님께 감사드리고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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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강경애 약사님을 만난 것은 행운입니다.

전 김병택 약사님이 맡기로 하셨던 체험사

례 발표를 신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권명선 

약사님과 강경애 약사님의 체험사례 쌍두마

차로 밴드가 잘 정착하도록 초기부터 지금까

지 밴드 분위기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처방전 없는 약국을 운 하며 

약사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2018년 더욱 진화하는 강경애 약사님이 되도

록 도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17일 오후 4:15)

험사례 아낌없이 올려주셔서 도움을 주신 약사님

들께도 감사드려요^^ 

2018년 2월 18일 오후 9:00 232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남, 70, 당뇨, 혈압

피부과 수개월 다녔으나 무효… 의사로부터 병명

도 전해 듣지 못한 채 치료 받던 중 되려 호르몬제의 

사이드로 안면부종, 혈당 상승, 거미상혈관 출현 등 

후유증만 떠안고 방문…

술, 육류, 사우나 금지하며 조심했건만 진전이 없다

하네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원인인 편평사마귀로 추정된

다… 피부과 약의 부작용 해소하며 완치 위해선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덤으로 혈관병인 기저질환까지도 동반 호전시킬 

수 있다… 이해시켜 안티, 써클 111로 20일 드림.

재방문하여 증상 변화를 잘 모르겠다하여 20일 전 

사진 비교하여 보여드리니 호전 인정하시며 용량 

줄여 먹으면 안되냐, 인터넷 판매 검색하니 없더란 

부연 설명까지…

피부과 처치에도 꿈적 않던 구진들이 거뭇해지며 

수그러들기 시작하고 코 위와 볼의 거미상혈관은 

많이 소실됐네요. 용량은 담달에 상태 봐서 조절키

로 하고 각 111로 20일 다시 드림. 추후 상태 변화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거 안티, 써클 몰랐던 시절엔 상상도 못했던 경험

을 지금은 다반사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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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얼굴이 이 정도면 등에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떤가요?

역시 피부질환은 사진을 찍고 비교해야 합니

다.

사진자료가 확실한 차이를 보 습니다.

오래되고 항생제로도 낫지 않는 염증인 피부

염과 거미상혈관은 바이러스성 염증으로 생

각됩니다.

모두 다 개선되었다고 하니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안티와 써클은 6개월입니다.

다음에는 거미상혈관 사진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2월 19일 오전 6:24)

② 윤애숙

에휴, 환자가 참 힘들겠네요.

갈 길도 멀어 보이고.

다행히 바른길로 접어들었네요.(2월 19일 오

전 11:44)

① 류형준 약사 

통풍에 한 안티와 써클의 운 은 100점입

니다.

하지만 45도씨 각탕법으로 통풍의 요산을 녹

이고 안티와 써클을 적용하면 훨씬 더 빠른 

개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풍에는 각탕법이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19일 오후 5:15)

현재 2018년 2월 19일 오전 11:18 152 읽음

정세운

#체험사례

30 , 남성분.

통풍 진단은 받지 않았으나 관절통을 호소하시고 

잦은 음주를 하시던 분입니다.

금주, 저퓨린 음식을 권하고 각탕법과 책자 그리고 

안티, 써클을 드렸습니다.

설 연휴 시작 즈음 오셨던 분이고, 20포짜리 각 1통

씩 드리면서 현재 통증도 있으니 각 2포씩 1일 3회 

드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일단 현재 불편 증상이 해소되어도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면 6개월의 장기적 사용이 필요하다고 안내

드리고요.

오늘 모두 소진하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일단 있

던 통증은 괜찮아졌고 계속 효과 있다고 생각되면 

장복할 의사도 있다고 하시며 작은 통으로 또 한통

씩 구매하셨습니다. 무증상이라면 각 1포 1일 2회

로 감량 섭취 안내드렸습니다.

나름 인터넷도 검색하셔서 다른 약사님이 써클포

유 블로그 포스팅 한 것도 보셨었나봐요. 그래서인

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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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좋은 체험사례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체험사례들이 힘이 되고 공

부가 됩니다.

하지만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첫째, 안티플러스를 1일 1포 복용은 절 로 

하면 안 되는 복용법입니다.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서 없앨 수 있는 용량

이 아니면 단지 바이러스의 활동만 억제하는 

용량이면 혹여라도 아무리 천연물이 복합적

인 항바이러스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성

을 갖는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

다.

친구 분의 안티플러스 복용법은 안티플러스

에 내성을 갖는 바이러스가 생기도록 실험하

는 것과 같은 것이고 생각됩니다.

부디 친구보고 그렇게 먹을 것이면 먹지말거

나 먹으려면 정량은 지켜서 먹게 해 주세요.

만약 안티플러스에 한 내성을 갖는 바이러

스가 등장한다면 이는 단지 누구의 불운이 아

니라 재앙이 될 것입니다.

둘째, 상기의 체험사례에 해당하는 분은 갑상

선암을 앓았던 병력이 있으니 안티 111과 써

클 222가 적량입니다.

안티와 써클은 물건으로 팔지 마세요. 

사갈 것을 건하지 말고 치유의 원칙을 확실히 

설명하고 선택은 항상 환자의 몫입니다. 

신뢰가 쌓이면 구매할 것으로 기 하는 생각

보다는 당신이 치유의 길을 따를 것인지 아닌

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물건을 사고 말고의 문

제가 아닙니다.

환자가 치유의 길에 함께해서 좋아지면 같이 

행복한 것이고 안 따라오면 안타까운 것입니

다.

그러한 마음이 환자의 믿음과 신뢰를 얻는 법

입니다.

김현선 약사님이 먼저 안티와 써클을 판매하

2018년 2월 19일 오전 11:20 145 읽음

김현선 mj

#체험사례

안티 플러스… 잦은 염증, 감기 달고 사시는 분께는 

효과가 좋은 거 같아요.

두세 달 지속적으로 염증 감기 달고 있는 분께 

안티 플러스 며칠분 드리니 효과 있다고 한통 사 

가셨던 50  여자 환자분.

그 이후에 오지 않아 궁금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감기약 처방 들고 오셔서 안티 플러스 한통 재구매 

해가셨습니다.

한 달 전에 안티플러스 먹고 두세 달 먹던 항생제 

끊어진 거 같고 피로가 덜하다고 다시 사가셨어요.

그런데 얘기를 더 나눠보니 몇 년 전 갑상선 암 수술

로 갑상선 절제이후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잦

은 감염 유방 물혹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등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해서 써클포유까지 권했으나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보신다고 안 가져가시네요.

신뢰가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써클포유까지 구매

해 가시길 기 해봅니다.

제 친구가 안티플러스만 하루 한 번 복용해봤는데 

피로가 덜하다고 하네요. 

피로의 원인이 감염인 경우도 종종 있는 거 같습니

다. 안티 먹으니(써클 빼고) 염증도 완화되고 피곤

이 덜하다는 얘길 종종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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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매업자가 아닌 치유의 길을 안내하는 안

내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환자들은 먼저 알아보고 따라오게 되

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2월 19일 오후 5:33)

① 류형준 약사 

축하합니다.

환자가 좋아지니 행복해 하시는 약사님의 모

습이 상상이 됩니다.

환자가 좋아지면 환자는 환자 로 좋고 약사

님은 보람이 가득하고 더불어 행복해집니다.

저도 더불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19일 오후 5:49)

① 류형준 약사 

환자의 증상 변화를 단지 말로만 듣고 판단하

면 이러한 오류에 빠집니다.

약사님이 차트를 만들어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아픈 정도를 기록하고 또 약사님이 의

심되는 증상을 확인하여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 때 기록을 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생각보다 좋아진 증상은 많은데 

본인은 아팠던 증상을 잊어서 나아진 것이 없

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을 변기가 막힐 정도로 보고 안색이 많이 

밝아졌고 환자가 계속 구매했다면 틀림없이 

개선된 증상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2018년 2월 19일 오후 12:09 155 읽음

조경아

#체험사례

안티, 써클 좋아요~

여러 약사님들 치험사례만 보다가 이렇게 제가 올

리다니 넘 좋아요^^

60  여자분, 어깨 결림에 관절통, 요통에 피로에 

일주일에 주말 빼곤 병원을 다니시는데 그저 그렇

다 힘들다하셔서 안티, 써클 취급 전엔 다른 msm

관절 양제에 진통제나 드리곤 했는데 안티, 써클 

정량 로 8일분, 담에는 10일분, 오늘 오셔서 왠지 

모르게 편하고 기분 조으시다고 한 달분씩 재구매

해 가셨습니다. 1년 정도 드시라 말씀드리고, 눈 주

위에 있는 검버섯 사진도 찍고 이후에 비교해보기

로 했습니다. 달라진 모습도 올릴 날 기 됩니다.

2018년 2월 19일 오후 12:55 147 읽음

정원호

#체험사례

정x공, 남자, 74세

혈압약, 심장판막폐쇄증으로 심장약복용 정맥류

(엔테론정150mg) 처방 받아오심.

호소증상은 숨이 차고 다리가 무겁다고 하심.

몇 년 전부터인가 등산을 가면 가다가 숨이 차서 

일행과 뒤쳐진다고 하심.

써클, 안티 3:2로 20일간 써 보기로 하고 가져가심. 

1월 22일 재방문하여 아직 별로 모르겠다하셔서 

이번에는 써클4유 202, 안티 101 다시 10일간 드림.

2월 14일 재방문하여 두 번째 가져갔을 때 3일간 

먹고 나니까 변기가 막힐 정도로 변양이 많았다

고 함. 얼굴도 많이 밝아진 걸로 보 음 아주 큰 

효과는 없는데 계속해보기로하고 써클, 안티 4:2로 

한 달분 가져가심.

숨 차는 증상이 호전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00392  A BOOK OF EXPERIENCES

숨 차는 증상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증상

들을 확인해 보세요.

다리가 무거운 증상은 많이 좋아졌을 것 같습

니다.

감사합니다.(2월 19일 오후 6:00)

2018년 2월 19일 오후 1:56 193 읽음

조용권(도아약국. 전서구)

박oo님, 30  초반, 다낭성난소증후군(pcos)

 

처방복용량: 페마라, 215

글루코논 11, 14

증상: 수족냉, 부종, 두통

70일 만에 생리.

 

불규칙한 식사와 군것질, 고인슐린혈증.

내분비계질환이며 뇌하수체의 림프순환으로 세포 

환경을 개선한다면 도움이 되고 호르몬분비기능 

정상화를 이루어질 듯.

써클111 20포

개선: 컨디션이 회복. 피로, 두통 개선, 부종이 줄고 

있음.

식생활개선, 림프순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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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난포가 꼭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의 양태와 비슷합니다.

써클4.U만 먹는 것보다는 안티와 써클의 병

용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부위에 증상이 없다면 적량 로 다른 부

위에 증상이 있다면 안티 101과 써클 201 정

도로 먹게 하면 점막부위이니 빠른 증상의 개

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안티와 써클 6개월은 지켜주세

요.

감사합니다.(2월 19일 오후 6:13)

약사공론에 전에 나온 페마라. 

고인슐린혈증으로 남성호르몬 증가되면 LH, FSH 

감소로 무배란 유발되는 PCOS

#체험사례 다난성난소증후군.PCOS

2018년 2월 19일 오후 1:57 219 읽음

조용권(도아약국. 전서구)

#체험사례

갑상선기능저하, pcos

18.2. 장oo님, 37세, 여

복용: 씬지로이드 1.1. 60

     이노시톨, 엽산제.

증상: 피로, 체중 증가, 변비 등 저하증 증상

써클11 한 달분

개선: 피로감, 부종 개선.

뇌하수체 세포 환경을 정상화시키고 순환이 잘되

면 갑상선, 성선호르몬 개선될 듯. 

아래 윤 약사님 체험사례처럼 무월경, 생리불순에 

좋아져 자궁 환경이 좋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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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알기 쉽게 그림과 사진 그리고 설명까지 자료

로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은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더욱 악화되어 갑상선호르몬의 분비량이 갑

상선호르몬의 생산량보다 많아서 분비할 갑

상선호르몬이 없어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갑상선기능항진증보다 더 심한 갑상

선기능이상입니다.

증상이 심하니 써클은 201로 오래된 증상이

니 안티는 101로 복용하면 더 좋은 사례를 확

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2월 19일 오후 6:17)

② 송정숙(만수ㆍ부산)

류형준 약사 (2월 19일 오후 7:51)

③ 김귀석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난포가 꼭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의 양태와 비슷합니다.

써클4.U만 먹는 것보다는 안티와 써클의 병

용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부위에 증상이 없다면 적량 로 다른 부

위에 증상이 있다면 안티101과 써클201 정도

로 먹게 하면 점막부위이니 빠른 증상의 개선

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안티와 써클 6개월은 지켜주세

요.

감사합니다.(2월 19일 오후 9:53)

① 류형준 약사 

이런 즉각인 결과를 안 믿을 필요는 없지만 

그것만을 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덕분에 치유의 길을 안내하는 약사님 한분을 

더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2월 19일 오후 6:19)

2018년 2월 19일 오후 2:32 184 읽음

최미경(예천 인제약국)

#체험사례

57세 시누이

설 명절에 시누이가 감기기운이 있다길래 내가 먹

으려고 시 에 가져간 써클2 안티1를 드렸네요

하루 자고 감기가 어떻냐고 하니까 괜찬아진 것 같

다고 하면서 오른쪽 팔을 무심코 올리더니 

이상하다고 하네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몇 달 전부터 팔이 아파서 

머리위로 잘 올리지도 못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  간다고 하네요

물론 전 이런 효과에 해선 전혀 말하지 않았지요

안티와 써클의 즉각적인 효과를 경험하니 더 자신

있게 치유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네요.

2018년 2월 19일 오후 4:18 218 읽음

이희곤

#체험사례

 

37세 남 양ㅇㅇ

주 증상 피부이식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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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형이

우와. 단하네요.(2월 19일 오후 4:59)

② 류형준 약사 

상처부위가 너무 넓고 오래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적량복용보다는 안티101과 써클

202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만약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면 

체험사례로 받을 제품을 미리 선물하세요.

깍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만 선물하는 것

입니다.

어디까지 좋아지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2월 19일 오후 6:27)

③ 이희곤

네 알겠습니다.

1차 목표는 원인모르는 이식 피부에서 듀오

덤을 떼도 진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 그 다

음에는 이식한 피부의 상태와 색깔이 정상피

부의 어느 정도까지 도달할 것인지 보고 싶습

니다.

감사합니다.(2월 19일 오후 7:11)

④ 류형준 약사 

이식피부의 진물은 바이러스감염에 의한 증

상입니다.

바이러스를 없애고 염증삼출물을 깨끗이 청

소하면 피부는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2월 20일 오전 12:11)

11세 때 교통사고를 당하여 종합병원에서 두 번에 

걸쳐 피부이식을 한 뒤에 몇 년이 지나자 그 부위에 

진물이 나기 시작하여 결국 27세에 3차 이식을 하

으나 마찬가지로 진물이 계속 나면서 옷에 젖어 

불편함을 느끼며 생활하 습니다. 그 후에 피부과

와 한의원을 다녔으나 어떤 곳은 습진이라 하여 약

을 쓰고 또 체질개선을 위한 식이요법도 병행하 으

나 효과도 그렇고 오래할 수 없어 그만두었답니다.

약 3년 전에 저희 약국에 방문하여 그 간의 말을 

듣고 듀오덤을 붙여보자고 제안하여 붙이기 시작

하여 현재까지 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 듀오

덤을 붙이고 있으면 진물이 나지 않으나 경제적인 

면도 고려해서 듀오덤 위에 드레싱밴드를 덧붙이

면서 한 달까지 붙여 놓습니다.

그러다가 약 3주전부터 안티 써클을 1.1로 하루 두 

번씩 복용하고 용량을 조절하려고 열흘정도 복용

한 후에는 허벅지와 정강이쪽을 제외하고 듀오덤

을 떼고 경과를 살펴보기로 하 는데 이번 명절휴

가 때 듀오덤을 뗀지 1주일 지난 부위를 찍은 사진

입니다. 더 이상 진물이 나지 않아 다른 부위도 차

츰 떼어보자고 하 습니다. 듀오덤을 떼면 허벅지

는 하루정도 정강이쪽은 삼일정도 지나면 진물이 

난다고 합니다. 다행히 1차 효과가 있어 우선 정량

복용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2018년 2월 19일 오후 4:35 155 읽음

최미경(예천 인제약국)

#체험사례

 

60  남자

명치가 아프고 속도 스리고 더부룩

왼쪽 가슴 쪽이 결리고 아프다고 오셨음

병원에서 위장약 처방받아 몇 년 동안 먹고 있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하심 

안티 써클 연라한 111

드시라고 하루 분 드렸는데 오늘 오셔서 많이 좋아

졌다고 하셔서 2일분 더 가져가심

이전에 다른 약사님 처방 살짝 컨닝해서 드렸는데 

위장병에도 안티·써클이 짱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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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런 체험사례를 읽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매

우 기쁘고 한편으로는 기분이 꿀꿀합니다.

몇 년씩 위장약을 먹고도 효과가 없다면 이미 

위장의 염증은 심할 것입니다.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써클과 연라환을 오

래된 염증의 뿌리를 뽑기위해 안티플러스를 

처방한 것이고 다행스럽게 하루 만에 많이 좋

아졌습니다.

그러면 증상이 깨끗이 나았다고 병마의 뿌리

가 깨끗이 뽑혀서 다 나은 것일까요?

치유는 단지 증상의 개선까지가 아니라 건강

의 회복까지 입니다.

깨끗하게 치유되도록 도와주세요.

안티와 써클 6개월 복용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써클 적량으로 1년입니다.

그러면 위장병뿐 아니라 건강이 한 단계 업그

레이드 된 것을 환자도 약사님도 함께 확인하

고 서로 잘 했다고 칭찬할 일만 있을 것입니

다.

물건을 팔지 말고 증상의 개선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증상이 많이 개선된 것을 계기로 치유

의 원칙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선택은 환자에

게 맡기면 됩니다.

안티와 써클이 위장병의 증상을 개선하는 것

도 짱이지만 위장병의 뿌리를 뽑고 더불어 온

몸의 병마를 뿌리뽑아서 환자를 건강하게 하

는 것도 보람되고 행복한 일입니다.

치유의 길이 짱인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19일 오후 6:38)

② 최미경(예천 인제약국)

네 세포치유의 길인 안티 써클 6개월 드시고 

써클 6개월 드시라는 말씀은 드렸지요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계신 고혈압도 치유가

능하단 말씀도요^^(2월 19일 오후 7:18)

③ 류형준 약사 

예 그랬군요.

감사합니다.(2월 20일 오전 12:09)

① 류형준 약사 

비용 때문에 써클만 3개월, 이후 안티만 3개

월 복용하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안티와 써클 병용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과 그로인한 림프순환

장애가 개선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병용하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 경제적인 이유로 병용하지 못 하셨다면 

체험사례 원고용으로 받는 제품을 선물로 활

용하시면 어떨까요?

2018년 2월 19일 오후 4:53 198 읽음

이선영

#체험사례

58세 남성분 

17년 전 심장판막 성형수술 후 네비스톨 복용하고 

계시고 혈압약 복용하고 계십니다.

왼쪽 엄지발가락이 세로로 검은 줄이 굵게 생기고 

그 발가락 피부결이 나무껍질 같고 뿐만 아니라

그 발가락이 깝깝해서 주무르기도 하고 뾰족한 걸

로 찔러 보기도 하고 여튼 침으로 푹 찔러서 피가

툭 터져 나오면 시원할거 같은 깝깝한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그동안 써클만 정량으로 3개월

그 후 안티만 정량으로 3개월째 드시고 계시는데 

언제부터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2,3개월 전?)

발가락 검은줄은 완전히 없어졌고 갑갑한 느낌은 

75% 감소된 거 같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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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체험사례 원고용은 그렇게 어려운 분들

에게 좋은 일을 하시거나 가족들 어려운 이웃

들에게 활용하시라고 드리는 의미도 있습니

다.

이는 동료약사를 바보로 만들기 위한 난매가 

아니니 활용하셔도 됩니다.

약사님들의 선행이 쌓이면 이 또한 행복입니

다.

감사합니다.(2월 19일 오후 6:48)

② 이선영

네^^(2월 19일 오후 6:55)

① 이민영

연골 자체가 없는데 종아리 쪽 통증이 완화된 

것 만해도 단한 거 같습니다만.(2월 19일 

오후 9:20)

② 류형준 약사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봐야 어디까지가 한

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골이 하나도 없는데 재생은 그 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3개월 정도는 해봐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20일 오전 12:02)

2018년 2월 19일 오후 7:02 266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여 76

혈압 관절약

퇴행성 관절로 연골이 닳아 없어져 주사바늘마저 

들어갈 틈이 없다며 의원에서 연골주사마저 안 놔

준다는 분으로 수술을 고민 중인 분입니다. 안티·

써클 써 본 분의 소개로 오셨는데 왕 부담…

일단 각탕, 호보법 소개하고 안티·써클111/333으

로 20일

오늘 방문, 무릎 통증의 변화는 모르겠고 종아리를 

바늘로 찌르는 듯 한 따가운 느낌은 소실됐답니다.

111/333/20 정도면 더 만족할만한 피드백이 나올 

줄 알았는데 환자나 저나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그러나 다시 드셔보기로 합의…

안티·써클 101/222와 콘드로이틴함유 활성비타

민 한 달분 드렸습니다.

기 반 걱정반입니다.

2018년 2월 20일 오전 8:34 192 읽음

차선옥

#체험사례

20년 된 성 마비ㆍ본인

처음 류 선생님 강의듣고 도한과 피로때문에 17년

11월29일 안티 써클 1개씩3회복용ㆍ도한과 피로는 

바로 없어졌고 목소리가 맑아짐

(20년전 원인 없는 성 마비로 성 성형수술 2번 

받고 겨우 잠긴 목소리로 작게 얘기할 수 있음)

12월24일 명현증상(잘 때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나서 

ㅣ시간에 1번씩 일어남)으로 감기가 와 3일 일찍 

문 닫고 퇴근

이후 써클 2포, 안티 1포씩 3번 복용…

작은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크게 말할 수 있고 한 

번도 부르지 못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어요

성 마비가 풀리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6개월 

복용 후 병원 검진 후 다시 올리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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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함께 기 하며 응원합니다~~^^.(2월 20일 오

전 11:19)

② 류형준 약사 

차선옥약사님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지 느껴

집니다.

목소리가 제 로 안 나오니 마음도 위축되었

을 것인데 이제는 세상을 다시 얻은 기분일 

것입니다.

20년 된 성 마비가 풀리는 것 같다니 

이런 말도 안되는 개선이 바로 치유의 힘입니

다.

그러니 치유의 길을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길을 이렇게 보람된 길을 건강과 

행복이 보장된 길을 함께 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21일 오전 5:57)

③ 차선옥

류형준 약사 선생님이자 선배님… 너무 감사

합니다…^^(2월 21일 오전 7:40)

① 류형준 약사 

유남희약사님 

저는 해드린 것이 없는데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시길 바랍니다.(2월 21

일 오전 5:50)

② 유남희

아니예요.진정선생님의생각을배우면서기존

의갖고있던약에 한생각치료에 한생가을

버렸습니다.지금은어쩔수없는환경에서병원

처방을받고있지만틈틈이안티·써클고호보

와각탕을알려드리고있습니다.몇년후가될지

모르지만안티·써클전문약국을할수있게되

기를기도하고있습니다.(2월 22일 오전 

11:52)

③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2월 22일 오후 8:35)

2018년 2월 20일 오전 10:08 225 읽음

유남희

#체험사례

유남희 본인입니다. 류형준 선생님과는 디스크 수

술 4년 후인 21년 전에 뵈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약해진 근육으로 허리를 펼 수 없을 

때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허리를 펼 수 있었는데요.

안티와 써클 만난지 4개월이 되었고 정량복용과 

111.222도 가끔 감기기운이 있을 때 쓰곤 했는데 

설날 끝 날 그만 책 뭉치를 무겁지 않게 들었는데 

무리가 되었는지 오른쪽 엉치 윗부분 근육이 불편

해졌습니다. 안티와 써클밖에 없다고 생각 101.303 

요법으로 오늘 아침까지 2일을 먹었는데요. 완전 

쾌차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허리 디스크 될뻔한 걸 구해

주셨습니다.

2018년 2월 20일 오전 10:30 293 읽음

최현숙(세원약국. 전 서구)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체험사례

며칠 전 전화로 항문이 치질 때문인 지 출혈이 심한

데 약이 있냐는 전화가 왔다. 난 당연히 안티 써클

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 조금 후에 

약국을 방문. 그분은 환자가 누구인지도 말하려하

지 않고 효과가 있냐고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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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용권 (도아약국.대전서구)

저도 케이스가 있어 출혈, 코피 검색 중에 있

는데요.

마침 올라왔네요. 특이케이스인데 참고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2월 20일 오전 10:40)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저도 치질로 인한 항문 출혈에 안티1써클2로 

1일3회 3일 투여로 좋아진 케이스 있습니다.

100kg 넘는 체격 남자분.(2월 20일 오전 

11:33)

③ 류형준 약사 

그분이 아침에 전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2월 

20일 오후 5:27)

④ 류형준 약사 

최현숙약사님 

이제 겨우 출발입니다.

치질의 출혈만 줄었지 다 나은 것은 아닙니

다.

증상이 줄었으니 안티101 써클201의 용량 6

개월 권합니다.

치유는 증상만 가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뿌리를 뽑고 스스로 깨끗하게 낫도록 하는 것

까지 입니다.

스스로 증상개선에 만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치유의 길을 완주하

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월 21일 오전 5:48)

① 류형준 약사 

정답입니다.

안티와 써클을 먹는 중이라도 증상이 심해지

면 과감히 용량을 증량하고 증상이 줄면 원래

로 돌아가면 됩니다.

약사님들의 체험례로 간접 학습된 나는 확신을 가

지고 안티.써클 20포씩을 드리며 각각1.1.1.로 드시

는데 써클은 좀 더 증량해 드시면 더욱 좋다고 안내

하고 책자를 드렸다.

오늘 아침  전화로 약국을 열었냐고 문의가 오고 

방문하신 분이 그 분이다. 써클을 좀 더 먹으면 좋

다고 했지요 하며 … 써클만 20포를 구입하신다.

"책자를 암만 읽어도 출혈에 한 이야기는 없던데

요? " 

"네 ,그렇지만 노폐물을 빼주면 세포환경이 개선되

어 세포가 회복력을 가지므로 개선되어요. 좋아지

셨지요?" 그 분의 표정과 말투가 개선 되었슴을 느

낄 수 있었다.

나의 선택이 옳았슴을 확신하며… 저의 선생님이 

되어주시는 모든 약사님들께 감사를 전한다

2018년 2월 20일 오후 7:02 188 읽음

김영희(한가족약국.여수시)

#체험사례

써클&안티체험사례

본인

14일 저녁 퇴근 준비하는데 갑자기 왼쪽 목이 당기

면서 제 로 돌릴 수가 없었다

설 음식 준비해야한다는 것이 아마 스트레스로 작

용한 듯 정량으로 먹던 것을 써클2 안티2로 

14일 저녁부터 15일엔 아침 점심 저녁까지 먹었습

니다

15일 저녁 일을 다 마치고 밤 11시 넘어서 자려는데 

목이 정상적으로 움직 어요

설날 친정에 가는 차 안에서도 써클 두 포 먹고 피곤

한줄 모르고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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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티101 써클201

로 용량을 조절하세요.

써클의 양을 늘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

니다.

감사합니다.(2월 21일 오전 5:31)

② 김영희(한가족약국.여수시)

네 감사합니다(2월 21일 오전 11:25) ① 윤애숙

치질 있는 분들 엉덩이 마사지는 얘기해주는

데 이명, 난청에도 귀 마사지가 도움이 되나

보네요

환자가 포기안하고 좋아지려는 의지가 강한 

거 같아요.

다른 제제 같이 복용한건 없나요?

안티 써클이 장기 복용 중 갑자기 좋아지는 

시점이 있나 봐요.(2월 21일 오전 2:45)

② 류형준 약사 

권명선 약사님이 또 하나의 큰 일을 해내셨습

니다.

권명선 약사님은 우리의 히어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덕분에 행복한 아침을 맞이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21일 오전 5:20)

③ 류형준 약사 

윤애숙 환자의 의지는 약사님의 마음에서부

터 나옵니다.

약사님이 원칙과 확신을 같고 약사의 이익이 

아닌 환자 자신의 병을 치유

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면 환자는 스스로 자연

히 따라옵니다.

중간 중간 개선되는 증상은 훈장처럼 붙는 확

인일 뿐입니다.

처음 상담부터 원칙과 확신을 갖고 목표를 정

한 다음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어디까지 갈 것인지 환자의 선택에 맡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래 길게 그리고 끝까지 진행하게 하

2018년 2월 20일 오후 7:20 288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이명과 난청으로 5개월째 안티 써클 복용중인 45

세 신경이 아주 예민한 양사로 일하는 여성으로 

처음 방문 시 6개월 이상 병원치료로 차도가 없어 

나중엔 메치론 10알과 큐란75mg 1일 1회로 드셔도 

회복이 안 되어서 오신분이죠

처음 3달 복용으로 불면증 개선과 극심했던 피로감 

개선 및 특히 20년 전 라식수술한 눈의 시력저하 

개선 등으로 기뻐했으나 그 후 2달 동안 복용 시

엔… 이때는 안티 써클 101로 복용 돌발적으로 심한 

이명과 난청이 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해서 힘들

었으나 6개월 복용하면 치유되리란 희망으로 이 시

련을 견디셨다합니다. 이때는 써클을 202로 드시

라고 했어요

지금은 아주 편해진 상태이고 또한 귀속 깊은 곳에

서 귀 밖으로 뭉치고 막혔던 조직이 풀리는 것처럼 

시원하고 화한느낌이 나서 위로가 되었다고도 합

니다

약 복용 중에 손으로 귀속과 귓바퀴를 만져서 풀어

주라고 했는데 이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답니다

오늘이 6개월째 구매이고 다음 달부터는 써클로만 

6개월 이상 드신다고 약속하고 가셨어요

참고로 이분의 이명과 난청은 자기가 말하는 소리

가 귀에서 울리고 라디오 주파수 조정할 때 나는 

지지직소리와 물결치는 쏴하는소리 그리고 TV소

리도 귀속에서 울리는 아주심한 상태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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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힘은 환자의 의지가 아니라 약사님의 원칙

과 확신 그리고 환자를 치유의 길로 안내하려

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21일 오전 5:25)

④ 윤애숙

류형준 약사 

희망고문이 될까봐 두렵구요.

류약사님은 안티·써클 외 방법도 있으시구

요.

저도 길게 끌고 가고 싶은 분이 있긴 한데 책

임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구요.

속으로 가족도 아닌데… 하는 마음도요.

그리고 예전에 그런 도 본 것 같아요.

병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2월 21일 오전 

6:31)

⑤ 류형준 약사 

윤애숙 병을 가볍게 보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희망고문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제 로 알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억지로 하겠다고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습니

다.

그리고 능력이 안 되는 환자를 만나면 더 나

은 안내자에게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치료자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유의 길은 책임지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동행 하면서 스스로 낫는 길을 알려주고 

힘에 부치면 가방하나 정도 들어주는 것입니

다.

약사님이 해내는 것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가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약사님과 저는 단지 조력자이지 병을 고치는 

주연이 아닙니다.

그 점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기다리고 마음 속 에서 정말 아픈 사

람들이 가엽게 보이고 안타까워서 손잡아주

고 저절로 도와주고 싶을 때가 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뻔히 길이 보이는데 저절로 그렇게 될 것입니

다.

치유는 테크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

로 하는 것이니 마음이 거기까지 갔을 때가 

시작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21일 오전 6:41)

⑥ 계효숙

약사가 환자를 책임지는 거 아니다.

약사는 조연(조력자), 주연은 환자. 

환자 스스로 낫도록 노력할 때 약사는 거들 

뿐.

--------

멋진 말씀에 감동 받습니다. 

근데 돈을 받으니 일정 정도 '책임감'도 생기

는 거 같아요.(2월 21일 오후 4:27)

⑦ 류형준 약사 

계효숙 돈은 마음의 표시입니다.

약사님처럼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은 좋은 생

각입니다.

하지만 자칫 책임감만 생각하면 환자를 길게 

보지 못하고 당장의 증상개선에만 초조하게 

기다리게 됩니다.

증상개선은 최선을 다했을 때 선물처럼 다가

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빠르고 신속하고 확실하게 증상개

선이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

습니다.

치유의 길은 약사님이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약사님이 안내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천천히 여유롭고 길게 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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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책임감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함께 하

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22일 오후 7:26)

⑧ 계효숙

류형준 약사 

네. 좋은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2월 

22일 오후 10:07)

① 류형준 약사 

3년째 코 옆의 악성종기는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혈관을 타고 뇌로 들어

갈 수 있으니 매우 위험한 상활입니다.

이 경우는 염증이 3년째 진행되니 바이러스

는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염증부위가 개방되어 있으므로 농이 밖

으로 빠져나오니 명현반응이 없거나 있어도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걱정없이 각각 333으로 복용하게 한 것입니

다.

그리고 안티와 써클은 의약품도 건강기능성 

식품도 아닌 단지 식품입니다.

식품은 독성이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있어야 단지 명현반응인데 연세가 고령이라

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항생제를 몇 종류씩 혈관 안으로 

쏟아 붓는 것도 수시로 보는데 식품이고 먹는 

것인데 걱정하지 않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월 21일 오전 5:07)

2018년 2월 20일 오후 9:31 215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아버님 87 12/27 글

3년 차로 접어든 코 옆의 악성종기로 고생하시다 

12/3 부터 고용량으로 복용한 안티·써클로 변화

가 보여 12/18 부터 정량으로 전환…

수시로 전화드려 진전 상황 확인했으나 무변, 그러

다1월14 통화하다 안 사실… 하루 한 번만 드셨다네

요… 우째 이런 일이… 당연히 증상은 원점으로 돌

아갔죠. 하~얼마나 공을 들여 쌓은 탑인데…어쩔 

수 없었죠. 고령에다 전화를 통한 의사전달이 제

로 안 된거죠.1/14~22까지 각222로 복용.

무변…

그러다 류약사님께 도움 말씀듣고 1/23 부터 안

티·써클 각 333으로 복용과 온찜질 권유… 고령

에 과하지 않을까 걱정됐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

가 없으므로 2주 간 드시게 했습니다. 그 후 안티·

써클 101/201로 변경… 설에 가서 확인했지만 무

변…

2/20 전화하니 어제부터 처음으로 분화구 크기가 

작아진 것 확인했고 농의 양도 줄고 주변피부도 좀 

단단해진다 하시네요. 2년 만의 변화죠. 전립선, 비

염 호전은 물론이구요.

고령인 아버님의 병 들었던 세포도 안티·써클의 

힘을 빌려 치유의 첫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안티·써클의 힘을 빌려 효도 좀 하려나봅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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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아지고 장기간 끌고 가서 잇몸뿐 아

니라 온 몸을 좋게 하면 환자도 좋고 약사님

도 행복하고 한민국이 건강하고 행복해지

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은 오복 

중에도 가장 큰 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명희 약사님은 조00분에게는 웅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21일 오전 5:04)

2018년 2월 20일 오후 10:35 214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체험사례

#잇몸질환

조정h. 60세 여자

(잇몸염증)

임플란트 날짜를 받아놓은 상태.

잇몸이 원래 약한데 염증상태까지 발생.

치과처방약을 5일 이상 복용해도 잇몸은 계속 더 

심하게 아파 약국에 옴.

*2/14 안티·써클 111 권유하고 좋아지면 101 로 

복용하라고 함.

*2/20 101로 5일간 복용했는데 3일후 노란 고름 

같은 게 3군데서 푹~ 나오더니 통증이 거의 줄었

다고 함. 다시 한통씩 달라고 하신다. 잇몸 색을 봐

도 건강색이 아니어서 이번엔 111으로 복용해 보시

길 권유.

잇몸 좋아지면 세포환경 건강하게 만드는 프로그

램 에 관해 설명해드림.

♥지난번 엉치가 아파 안티1 써클2 3일분 경험한 

환자가 이번엔 잇몸염증이 생겨 오셨다. 

본인이 안티·써클 111으로 주세요~ 하신다.ㅎㅎ.

벌써 용법까지 조절하시네요~^^

2018년 2월 21일 오전 10:09 195 읽음

장지연(부산)

#체험사례

1. 60  보통체격의 여자분

감기 뒤끝에 목이 쉬었는데 낫지 않아서

안티와 써클 1-1-1 드렸더니 너무 비싸다면서

하루만 달라고 한다.

다음날 목이 많이 나아졌다면서 하루치만 더 달라

고 한다.

그러면서 실비 수증을 끊어달라고 한다.

처방약이 아니라 실비 수증을 끊어줄 수가 없다

고 하니

보험 든 거 약값 받아내야 해서 병원으로 가겠다면

서 휭하니 가버린다.

제품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서 그냥 보냈지만

목쉼에 이렇게 효과가 빨리 난다는 걸 배웠다.

2. 56세 여 체중은 50Kg 전후

처음에 어깨가 아파서 써클 이틀 먹은 후 효과가 

좋다고 해서 써클과 안티 설명해드리니 제일 바램

은 피부가 좋아졌으면 하는 것.

써클, 안티, 조혈제와 천기누설 책을 드렸다.

두 달째 복용 중인데 안구 건조증이 심해졌다가 가

벼워지면서 눈 침침한 게 없어지고 위가 쓰라리고  

따갑다가 허리 예전에 아프던 곳이 엄청 아프더니 

엉치로 통증이 내려갔다가 무릎 뻐근하다가 질과 

하복부가 가렵고 두드러기가 나는 과정을 거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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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장지연 약사님은 이제 명현반응은 함께 즐기

고 있군요.

소소한 증상은 가볍게 좋아지지만 심했던 증

상은 곡 티를 내고 나아갑니다.

그런 명현반응을 환자와 함께 하면서 진행하

면 환자도 약사님을 믿고 따라오고 약사님도 

같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환자는 약사를 더 이상 단순한 소매업

자가 아닌 진정한 건강전도사로 인정하고 따

를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분들이 자꾸 늘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22일 오후 7:39)

(미리 명현 설명하고 우루사 30알 같이 드리고 레

몬차 항시 드시게 함) 몸이 많이 가볍고 피부가 촉

촉하니 윤기가 생겼다.

피부 때문에 인사 많이 듣는다고 자랑을 한다.

2018년 2월 21일 오전 11:03 242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체험사례

무뇌증 -1

김00, 남자, 12세

2018년 2월 20일

1. 임신 8개월 때 뇌실확장 소견으로 MRI 찍고 청각

검사 후 뇌손상 있는 것 알음

2. 임신 중 산모에게 거 세포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태아의 뇌가 제 로 안 만들어 진 것 같다고 

추측

3. 독립보행은 되나 오른쪽 뇌가 더 많이 손상되어 

왼쪽 팔 다리 움직임이 좀 떨어짐

4. 시력도 난시가 심하다고 했으나 안경을 계속 거

부해 안경 착용 안함

5. 인지수준은 검사 상 16-18개월 정도로 나옴

6. 고집이 세고 관심 있는 것이 적고 촉각적으로 

예민

7. 수면장애 때문에 (자해도 포함) 정신과 약 복용 중

처방1) 박패 2개월, 바이러스3개월, 총24개월

처방2) 중추환1 24개월,

처방3) 안티2 7개월

현재예상상태) 뇌 활성도 75%, 예상연령 9개월 

24개월 이후 목표) 학습능력이 정상아 8세 수준의 

95%까지 회복가능예상

2018년 2월 21일 오전 11:48 227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60  여자분

골다공증이 심하여 갈비뼈가 잘 부러지시고 면역

력도 약하여 늘 감기에 걸리시고 식사를 잘 못하시

고 소화도 잘 안되고 너무 연약하신 분 아미노산

양제 미네랄 유산균 복용중

 

안티 11써클 11 

현재 6개월째 드시는 중이예요. 전체적으로 피로도 

없어지고 잠도 잘 주무시고 올겨울 감기도

안 걸리고 좋아지셨는데 스트레스 왕창 받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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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강경애약사님 경우처럼 안티333 써야하는 경

우 는데 111 썼더니 안티와 환자에게 잘못

을 범했네요.

환자는 고생하고 안티는 제 로 인정 못 받

고, 

약사님의 사례를 통해 실수를 깨닫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2월 21일 오후 12:07)

② 류형준 약사 

이명희약사님

특히 독감처럼 바이러스가 다량 들어와서 증

상이 심하게 발병할 경우에는 안티333복용이 

매우 유용합니다. 심한 증상이 사라지면 안티

111로 3-7일로 마무리하면 더욱 좋습니다.

감사합니다.(2월 22일 오후 7:55)

③ 류형준 약사 

강경애약사님은 이제 한민국의 진정한 건

강전도사입니다.

질명으로 아파서 고달픈 삶을 수 에서 건지

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도 행복한 것 아시죠

강경애 약사님 화이팅 

감사합니다.(2월 22일 오후 7:57)

육체적으로도 힘드신 일이 있으셨는지 A형 독감에 

걸리셔서 타미플루 처방 받아 하루 분 드시고 위경

련 일으키셔서 

안티 333으로 드시게 함

하루 드시고 열 떨어지고 몸살기도 없어져서 당분

간 독감이 완치될 때까지 안티를 333으로 드시기

로 했어요

이분의 경우는 안티 써클 8개월은 드셔야 할 듯해

요 그 이후엔 써클로 쭉~~~

2018년 2월 21일 오후 12:03 282 읽음

조용권(도아약국. 전서구)

#체험사례

손목터널증후군

윤ㅇㅇ님 41세 여.

히스토리 어린이집 에서 근무 중 손목을 많이 써서 

양 손목 위에 통증.

우측이 심함.

정형외과 처방복용해도 효과 없어서 주사를 맞았

는데 효과는 있는데 멍, 괴사처럼 되어서 중지.

복용약:  클로미펜215  2/13

엽산종합 양제 복용 중.

써클111.(20포) 효과가 약하면 222로 일단 늘리고 

저염식하고 각탕법하라고 함.

체크 문자내용.

아직 통증이 다 가시진 않았어요~~ 걱정해 주셔

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통증이 있어서 계속 약 먹고 있습니다~~

2/21 방문 .통증개선 좌측

우측 엄지를 올릴 때 통증이 남아있음.

써클 201 복용하라함. 20포 드림.

세포환경을 개선되기를 바라며. 중요성을 강조함. 

저염식하고 각탕법하라고

난자 채취 후 이식할 때까지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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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앗 뭔가 빠진 느낌입니다.

손목터널증후군은 3개월 이상 오래된 증상입

니다.

오래된 증상은 바이러스감염증입니다.

그러니 안티의 병용은 필수입니다.

그래야 뿌리가 뽑히고 깨끗이 치유됩니다.

감사합니다.(2월 22일 오후 7:59)

② 조용권 (도아약국.대전서구)

채취 후 다녀가심.

큰 통증 없이 잘 채취함.

손목도 많이 좋아짐. 각탕법 하라고 함.

이식 후 복용시킬까 고민 중 입니다.(2월 24

일 오전 11:24)

① 류형준 약사 

날짜별로 나아지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차츰 좋아지면서 아픈 것이 없어지고 

체력이 좋아지면 다시 젊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21일 오후 8:21)

아래 곽약사님 사례랑 유사하네요.

약간 잘 붓는 체질이네요.

아마도 컴퓨터, 마우스, 스마트폰의 사용량이 많은 

젊은층도 많음.

손목의 신경, 인 , 힘줄 등의 세포환경을 정상화시

키고 

림프순환이 중요한 듯.

2018년 2월 21일 오후 3:24 225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체험사례

#통증

임S자. 80세 여자. 체격 크심.

2/15: 발목을 삐끗해서 부종과 통증으로 손자 부축

받고 오심.

써클 202로 드시도록 소포장 한통드림. 혼자 계셔

서 각탕은 하기 어렵다하심.

2/20 혼자서 다시 방문.

손자나 요양보호사 오면 내일 같이 가라고 전화상

으로 딸이 만류했지만 하루가 급해서 혼자 오셨노

라고 하신다. 걷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단 소리다^^

*이번엔 아픈 주소가 바뀜

오른쪽어깨와 옆구리, 머리까지 아프시고 소화도 

안 된다며 오심.

이번엔 안티101 써클202 가레오500mg 101. 열흘

동안 드시도록 했다.

21일 할머니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다시 왔다. 할머

니가 잇몸이 아프다고 진통제 사오라고 했다면서.

^-^ 그냥 가셔요. 이제 안티·써클이면 충분하다

고 전해주셔요.

일당백이다.

2018년 2월 21일 오후 7:03 221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1, 남 60

테니스광인 분이 당황한 얼굴로 들어와… 운동 중 

순간적인 동작 전환시 종아리의 갑작스런 통증으

로 운동중단 후 왔네요. 본인은 근육파열을 걱정하

며 좋은 약 부탁 하길래 강경애 약사님 글 보고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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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용량의 중요함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심한 증상은 고용량으로 급한 증

상을 먼저 해결한 후에 유지요법으로 진행합

니다.

감사합니다.(2월 21일 오후 8:18)

① 박향숙

비타민B12 만도 있나봐요?(2월 22일 오후 

3:38)

② 계효숙

박향숙 팜스넷에 솔가 제품 있던데요?(2월 

22일 오후 6:02)

③ 류형준 약사 

와우 단합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구했습니다.

중 병원도 구했습니다.

목디스크도 오래된 증상이니 안티와 병용하

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2월 22일 오후 8:28)

써클333/3일 드리고 진찰받아보라 했는데 10여일 

후 소염제 처방 가지고 오셨네요.

지난 번 3일 먹고 많이 좋아졌는데 상태 확인 차 

의원 다녀왔고 큰 이상은 없다네요. 잔불 진화 차원

으로 다시 202/3일분 처방약과 드렸습니다.

급박한 경련, 위축엔 써클 고용량이 정답입니다.

2, 남 61

주소증은 수 년 된 만성장염으로 장이 꿈틀 며 움

직이고 피부가 옷에 닿으면 아리고 복부팽만으로 

인한 복통과 옆구리까지 통증 확 . 병원치료 포기. 

부증은 견비통. 

1차~안티·써클101/15일 무효…

2차~안티·써클101 유산균15일 무효…

3차~오시  약사님 글보고 안티222 이담건위3일

배변횟수의 반감과 변 형태 조금 생김

정량30일보다 고용량 3일간의 변화… 그뤠잇!!

근데 안티빼고 이담제만 달라네요… 1, 2차 때 썼던 

안티의 효능보다는 전적으로 건위제의 효능으로만 

판단한 듯…

게다가 이만큼 호전됐고 가격부담이 돼 이번만 먹

고 종료한다네요. 헐…

치유의 서광이 보이는 이 시점에서 중단하면 원

히 못 고친다 이해시켜 다시 동량으로 7일분 드리

고 꼭 6개월 이상 복용토록 권유

요즘… 고용량의 중요성 제 로 느껴봅니다

강경애, 오시  약사님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22일 오후 3:08 309 읽음

김영희

#체험사례

#써클4.u체험사례 60세 여자 키160 몸무게52킬로

목디스크라고 해서 중 병원에서 수술했는데

부작용으로 오른손 엄지검지가 감각을 잃어 우울

증과 식욕부진까지 왔다고 호소한 환자입니다.

병원에선 책임회피하고 한의원 에서 침 맞고 한약 

3재 먹었으나 손가락을 쓸 수 없다면서도 처음엔 

반신반의하는걸~ 써클 1.1.1. 비타민b12 –3알 일주

일 복용 후 b i d 로 한 달 먹게 해줬어요. 오늘 

밝은 표정으로 약 껍데기 가지고와서 재 구매 해갔

어요^^밥도 먹고 손 감각도 살아나는 것 같다고요.

그간 저희 가족만 테스트해 볼 겸 복용하고 있었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해 볼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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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크론병은 소화기계의 질환이니 음식이 중요

합니다.

매운 것과 찬 것은 절 금물입니다.

찬 것이라고 함은 체온보다 낮은 것을 말합니

다.

매운 것 이라함은 고추, 후추, 겨자, 와사비, 

피망, 파프리카가 들어간 음식 모두를 말합니

다.

그리고 소론도 6정에 안티와 써클이 역할을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유지만 하다가 소론도 복용이 끝나야 개선의 

기 를 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티와 써클이 환제라서 딱딱하니 뜨

거운 물에 녹여서 먹으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용량은 증상이 줄어들 때까지 안티333과 서

클333으로 복용합니다.

꼭 녹여서 먹게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22일 오후 8:58)

② 박수정

소론도를 2달치 처방이 나왔는데 며칠 먹다

가 증상개선시 끊어야할까요?

녹여 먹는 것은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인가

요?

약사님 물약은 언제쯤 나올까요?(2월 22일 

오후 9:14)

③ 류형준 약사 

1. 제가 직접 관리하는 환자가 아니니 병원처

방에 해서 논의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만약 필요한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보

내세요.

2. 녹여먹는 것은 흡수률을 높일 수도 있지만 

주목적은 딱딱한 환제가 혹시라도 환부를 자

극할 수 있을까하여 녹여먹으라고 한 것입니

다.

3. 물약은 3월까지 나올 것으로 예정하고 있

습니다.

감사합니다.(2월 22일 오후 9:35)

2018년 2월 22일 오후 8:50 265 읽음

박수정

#질의응답 

매일 올라오는 체험사례에 조금씩 배우고 있지만 

아직 너무 초보라 고수님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조카(18세) 가 얼마 전 소장크론 진단을 받았습니다

증상은 1일2~3번의 설사 치루가심해 농이 심한상

태로 19일 항문수술

2월 4일부터 안티1+써클1 하루3회 복용시작

2월 8일 안티1+써클2 로증량 권유

워낙에 항문염증으로 인한 항생제 등 먹는 약이 많

다보니 하루3회를 잘 지키지는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래두 점막질환은 반응이 빠르다는 것에 기 를 

걸었으나 별 변화는 아직 없고 오늘 소장검사결과 

중증이라고 하네요. 소론도를 하루 6알씩 먹으라는 

처방전을 보니 막막하네요

용량을 어찌 조절해야할까요

크론에 한 사례가 없어 사실 믿음이 좀 약합니

다;;

류약사님을 비롯한 여러 고수님들의 고견을 바랍

니다

#체험사례

참 저는 안티1 써클2 로 3회 복용 20일차입니다

비염으로 막혔던 코는 중간에 명현으로 3일정도 코

가 시리고 딱지가 생기더니 지금은 90% 회복된 것 

같구요. 악건성 피부가 많이 촉촉함을 느낍니다

피로가 줄고 활기가 생기며 숙면 변비해결은 기본

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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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2일 오후 9:57 400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체험사례

#다운증후군 2

강00, 17세, 여자(2017년 12월 현재)

1. 2017년 12월 13일

사진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친구입니다.

다운증훈군은 너무 유명한 유전병으로 알려진 병

으로 원인은 21번 염색체가 2개가 정상인데 3개가 

있어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 번에 걸쳐 다운증후군 환자를 치유

하면서 유전질환이 아니라 바이러스성 중추신경염

이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운증후군을 위한 특별한 치유법으로 치유

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중추신경계 바이러

스 감염증에 준해서 치유과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신경은 인체의 전선 같은 것인데 전

선의 한 부분이 이상이 생기면 그 전선에 연결된 

기계나 설비가 작동을 제 로 못해서 여러 가지 증

상을 나타낼 수 있지만 결국 증상에 상관없이 전선

을 제 로 작동하겠끔 하면 전선의 이상으로 생긴 

증상은 어떤 증상이든 개선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유전병으로 알려진 다운증후

군의 치유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진의 주인공은 이 방에 계신 약사님의 자제분으

로 약사님이 공개적으로 치유하는데 동의하여 사

진을 공개합니다.

아래 사진은 치유를 시작하기 전 앞과 옆 얼굴 사진

입니다.

먼저 오랜 시간이 되기 전 길어야 6개월 안에 사진 

상의 모습이 다운증후군의 전형적인 모습에서 정

상인의 모습으로 변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와 함께 지능도 높아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길

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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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다운증후군이 아닌 정상아이로 변할 것

입니다.

기간은 3년 정도 예상하고 시작합니다.

3년 후에는 6~8살 정도의 학습능력이 있는 아이로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학습능력을 갖춘 아이로 되는 것

이고 이후에는 정상아이와 같은 학습과 경험을 통

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가득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2018년 1월 11일

기본적으로 환자를 관찰하는 기준에 익숙하지 않

아서 변화 없는 것을 인지함.

다운증후군이나 발달장애와 같은 병증은 자기 나

이의 정상인인 아이와 비교하여 부족한 점이 무엇

인지 확인하면 아이가 변화하는 모습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변화하는 정도는 매우 미비하지만 매일 변

하고 있는데 현재의 증상에서는 아무리 많이 변해

도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음 속에서 갖고 있는 정상 아이의 

기준을 없애야 합니다.

신 현재 아이의 모습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서 무엇이 변하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확

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의 미세한 변화도 잘 보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이 기 됩니다.

병증이 개선되면서 얼굴 모습도 바뀌어 일반아이

와 같은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지능도 좋아져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당도 할 것

입니다.

체력도 좋아져서 정상 아이와 같게 됩니다.

아이의 미세한 변화가 큰 변화로 보이면 아이와 발

전과 함께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한 박00 약사님이 되길 바랍나다.

3. 2018년 2월 22일

1. 두 달간 지속했던 두통이 사라졌다.

2. 약을 스스로 챙겨서 먹기도 한다.

3. 일주일일 함께 강행군 여행을 다녀왔는데 멀미

도 안하고 잘 따라 왔다.

4. 위염증상이 있어서 종종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체질차를 먹으면서 아프다고 안한다.

5. 복숭아뼈 부위에 각질이 심했는데 많이 얇아졌다.

6. 언어표현이 조금씩 늘고 있다.

7. 제가 일하는 관계로 약을 잘 챙겨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학 중에 혼자서도 스스로 약을 잘 

챙겨 먹습니다. 

8. 옛날에는 오늘 약 2번 먹었니? 하면 한 번인지 

두 번인지 기억을 못 합니다. 지금은 2 번 1번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녁약도 종류가 여럿인

데 스스로 잘 알아서 먹습니다. 

9. 요즘은 구몬 한글 공부를 새로 시작했는데 언어 

습득속도가 많이 빨라졌습니다.

10. 스스로 알아가는 게 재미있는지 나름 열심히 

집중력 있게 합니다.

11. 언어표현도 단어 나열로만 이어짐이  

우유 과자 먹었어—우유에 과자 담아 먹었어. 조사 

표현이 늘었습니다.

12. 자신감도 생겨 무섭고 두렵다고 만 하던 일도 

스스로 슈퍼도 다녀오며 할 수 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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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남희

파이팅! 박약사님내외분! 탁월한 선택입니

다. 저는 자폐아가 변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이사가는 바람에 그 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약을 안 먹었으니까요.(2월 

22일 오후 10:27)

② 조형이

화이팅입니다.

정말 응원합니다(2월 22일 오후 11:03)

③ 윤애숙

정상아와 비교하지 말고 그 아이의 변화를 봐

야한다는 점에 크게 공감합니다.

어떤 아이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2월 23

일 오전 8:55)

④ 조경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2월 23일 오전 

9:19)

⑤ 김선희(옥산삼화당약국)

지금 현재 몇 살 인가요? 체격을 보아서는 초

딩정도 나이가 되어 보입니다.(2월 23일 오전 

10:25)

⑥ 이선영

앞으로 쓰나미 같이 려올 박약사님의 행복

에 눈물이 나네요^^(2월 23일 오전 10:25)
① 장지연(부산)

지혜로운 환자시네요

1년을 채우고 나면 어떻게 변해있을까요?(2

월 23일 오후 3:59)

② 류형준 약사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이가 변하고 성장하는게 그러지요.

다음은 더 기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23일 오전 10:55 232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수면무호흡으로 안티 써클 복용중이신 교수님이 

아침에 써클만 따로 더 구입하러 오셨네요

이유인즉 과거에 레이노증후군으로 고생한 부인이 

그때는 6년 전으로 제가 드린 한약 3재로 치유 후 

오메가와 유산균을 지금껏 복용하고 있는 중 인데 

명절 때 등에 담 결림이 심하게 와서 선생님이 내린 

자가 처방이 써클 222 복용이었고 오늘 오셔서 하

시는 말씀이 "효과 만점입니다."

"일단 써클 먼저 복용하여 노폐물을 배출 후 안티와 

써클을 같이 복용해야 하니 오늘은 써클만 1통 주십

시요"

저보다 지혜로운 소비자입니다

교수님이 생식기 주변에 자리잡고 오랜기간 괴롭

혔던 쥐젖이 새끼손톱크기 는데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직도 신기하다며

아직 눈 위의 비립종이 일부 남아 있으나

"저희 둘 다 얼굴이 깨끗하고 환해졌어요" 하시며 

가시네요

참고로 이분은 5개월째 복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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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어떻게 환자와 소통했는지 느껴지는 

체험사례입니다.

제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고 치유의 길을 알려

주고 함께 했기에 자연스럽게 또 한 분의 잔

도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품을 팔면 판매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되지

만 치유의 길을 알려주고 함께하면 스승과 제

자의 관계가 됩니다.

참 많이 감사합니다.(2월 25일 오전 6:31)

① 류형준 약사 

말하지도 않은 증상이 스스로 개선됩니다.

이러한 사례가 치유의 힘을 확실하게 보여주

는 체험사례입니다.

이러한 치유의 결과들이 앞으로 우리가 증요

법이 아닌 치유의 길로 가야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절 믿고 따라오세요.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시작하면 새로운 인생

이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2월 25일 오전 6:45)

2018년 2월 23일 오후 2:06 206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60  남자분

비립종과 고관절 통증으로 안티 써클 6개월째 드시

는 분

비립종과 고관절 통증도 거의 없어졌지만 오늘 오

셔서 그거 먹으면 동상과 발톱 무좀도 없어지냐고  

물어보시네요

겨울마다 엄지발가락 동상으로 고생하셨는데 올해

는 거의 모르고 지나갈 정도 다고(당근 맞다고 했

지요)

엄지발톱 반 정도가 무좀이 먹었는데 그것도 정상 

발톱으로 돌아왔다고 그런 효과도 있는 거냐고 하

시네요

다시 한 번 안티 써클의 세포 정상화와 항바이러스 

항염증 작용 설명해 드렸구요

본인도 1~2달은 안티 써클 더 드시다가 써클로 쭉 

드시겠다고 하십니다.

2018년 2월 23일 오후 5:04 329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체험사례 

이 체험사례는 박덕순약사님의 체험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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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 정도면 꽤 큰 욕창인데 단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23일 오후 5:23)

② 류형준 약사 

욕창은 거동이 불편하여 오랫동안 누워만 있

는 환자에게는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증상입

니다.

등 쪽에 이정도의 욕창이면 커다란 욕창이고 

조금 더 심해지면 자칫 안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증상이 이렇게 좋아졌다니 예상은 했

지만 또 다른 성취를 한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25일 오전 7:05)

# 욕창체험사례

2018.02.06

#조XX 여성

나이 : 1923년생 (96세)

1차 사진) 2018.02.06

욕창 환부에 1번 파프(해기거풍) 부착하고 나서 1번 

보다 조금 크게 2번 (바디 시트)부착하고 3번째로 

거즈를 고 마무리는 기네시오 테이핑 테이프로 

환부를 도포

1일 1회 소독 후 갈아 줌

2차사진) 2018.02.10

염증 부위가 줄어듬

3차사진) 2018.02.20 

15일 경과후 화농성 염증은 사라지고 붉은기운만 

남음

2018년 2월 23일 오후 7:18 297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여 56 단란주점사장님

1/31 16년도에 폐경 후 하복통을 동반한 수 차례의 

자궁출혈로 진찰… 자궁내 어혈괴가 원인이라 하

여 염증치료 7회 무효… 지난 8월 결국 제거수술을 

받은 후로도 하혈과 복통 여전… 응급실로 실려가 

프로포폴 4회…이 상황에도 매일 새벽까지 업…

항바이러스제와 림프순환제의 필요성 역설하여 각

111/20일

오늘 임플란트 시술한 부위 아프다하여 방문… 재 

구매 얘기가 없어 확인하니 101로 알고 드셨다하여 

나머지를 111로 증량하여 드시면 시술부위도 안정

될거라고 말씀드림.

안티·써클 복용한 이후로 주소증이었던 하혈은 

물론 복통도 지금까지 없고요,

제가 기록부에 기재한 부 증상들을 하나씩 열거하

며 확인하자 그제서야…어!어! 놀라며 뒤늦게 인정

한 변화들입니다. 변비, 서혜부 좌측 통증, 5년 된 

두통, 비염, 편도선, 객담, 변성, 발가락 경련 등의 

호전…

복용 후 3일 만에 출혈이 사라졌다하니… 타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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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남희

최고이십니다.(2월 23일 오후 7:22)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2월 23일 오후 11:55)

③ 이종수

이젠 단하신 약사님 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는 ♡♡♡♡♡(2월 24일 오전 2:03)

④ 류형준 약사 

최고입니다.

치유의 길을 안내하고 함께 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사족을 달자면 자궁의 상태가 꼭 바이러스 배

양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염증이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럴 경우 앞으로도 몇 번의 명현증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까지 예상하고 비하시면 더 최고입니

다.

감사합니다.(2월 25일 오전 7:15)

변화는 염두에도 두지 않은 탓이겠지요.

자궁뿐 아니라 체내 곳곳에 자리잡은 바이러스를 

항복 시키고 당신 몸을 정화시키는데 한 1년 간의 

투자는 건강나이 10년을 다운 시킵니다…말씀드리

니 한층 맑아진 얼굴로 화답합니다.

콜!

2018년 2월 24일 오전 12:55 230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여 75세 12/8 사례

11/30부터 한 달 보름 정량 복용하여 비듬, 장염, 

두통 증상이 호전돼 만족해 하시던 분인데 한 달 

거르고 그제 오셨네요

여건이 안돼 한 달 쉬어보니 눈이 아파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네요. 하루 종일 눈을 감고 있으면 좋겠다

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나 봅니다.3년전부터 안과 

여러 곳 다니며 치료도 받고 의사마다 다른 수술권

유도 받았지만 불신감에 이럭저럭 안약 쓰며 버텨 

왔다네요. 눈의 통증에서 벗어났던 한 달 보름은 

안약도 덜 쓰며 너무 편했답니다.

그런데 비듬 때문에 시작한 안티·써클이 눈에도 

강력한 효력이 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자 다시 찾

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안티·써클을 직접 복용하여 좋아진 약사

님들의 안질환 사례를 소상히 말씀드리니 완전 수

긍하십니다. 흐트러진 마음 가다듬고 다시 한 번 

장복의 의지를 불태우십니다.

이상하죠…안티·써클 드시고 좋아져 오신 분들 

보면 남 같지 않을 정도로 정이 느껴집니다. 제가 

제의하는 안내를 믿어줘서 그럴까요? 저만의 생각

인가…

천기누설밴드는 환자를 치유에 다다르게 하는 유

용한 도구입니다.

약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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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그렇습니다.

치유의 길은 단순히 호소하는 증상의 개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지 않았던 증상까

지 구석구석 찾아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함께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안순원 약사님은 이미 치유의 길에 유능한 안

내자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25일 오전 7:30)

① 류형준 약사 

심한 몸살에는 역시 충격요법이 필요하지요.

써클222

저는 몸을 공장으로 표현해서 설명한 것이랑 

몸을 호텔방으로 비유한 설명이 더욱 궁금해

집니다.

감사합니다.(2월 26일 오전 8:55)

2018년 2월 24일 오전 9:55 217 읽음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체험사례

 

30  후반 남

2.22 근처로 이사왔는데 이사후유증인지 몸살이 

심하게 왔다고 해서 써클222와 갈근탕 1포씩 드시

라고 하루 분 드렸어요.

2.23 그 담날 오시더니 어제  감사했다며 그 약 1번 

먹으니 몸이 기운이 나면서 달라지는 느낌이 나서 

신기해서 인터넷을 찾아보셨다고 하네요.

전 몸을 공장으로 표현하며 안티와 써클을 설명드

리고 책자를 드리니까 쉽게 이해하시며 블로그에

는 우리 몸을 호텔방에 비유해놓았다고 하시네요.

웃으시며 써클 6포 더 달라고 하시네요.

금방 이렇게 효과도 보시고 이해하시는 분을 만나

면 기운이 샘솟고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2018년 2월 24일 오전 10:27 282 읽음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체험사례

12.29 질의드렸던 직장암2기말 수술환자(1년됨)

당시 주 증상 화장실을 수시로 드나드느라 잠을 거

의 못 주무심. 어깨통증도 심하심.

12.9일부터 안티와 써클을 202로 드시기 시작.

중간에 오셔서 별 차도 없다고 하셔서 류약사님께 

질의 후에 1.3일 재구매하면서 써클을 222로 증량

하여 드심

18.2.23 약이 떨어진지 한참 되었을 텐데도 내방을 

안 하셔서 궁금하던 차에 거의 두 달 만에 오심

한동안 좋아졌었는데 변비가 생겼다고 함. 이야기

를 자세히 들어보니 써클을 2포씩 3회 늘려서 먹다

보니 좋아지고 그러다보니 아깝단 생각이 들어 포

수를 줄여서 먹고 안 먹기도 하고 장이 편해지니 

한동안 금했던 고기까지 드셨다고 하네요. 근데도 

본인은 돈이 아깝다며 더 이상은 약을 안 먹겠다고 

고집을 부린다고  하시네요.

어깨통증도 많이 좋아져서 요즘은 진통제도 거의 

안 드셨다고 하네요. 한 번 더 먹이려고 사러 오셨

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워낙에 돈 쓰는거에 인색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네요.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걸 본인이 체험했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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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제가 안티·써클 만난지 한 달 남짓 되어서 

저와 같은 경우의 약사님들 위해 올립니다.

배테랑 쌤들의 사례보고 나의 것 만드는 과정

을~^^.(2월 25일 오전 8:21)

② 류형준 약사 

이명희 약사님의 학습진도가 매우 빠릅니다.

심한 감기에 333, 골절에 333 등 심한 급박증

상에는 333요법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지난번 권명선 약사님의 교통사고 시

에는 써클만 33333의 용량이 필요한 적도 있

었습니다.

단 이러한 충격요법은 증상개선과 함께 용량

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26일 오전 9:06)

① 김선희(옥산삼화당약국)

저도 목디스크 환자인데 늘 병원에서 진통제

를 먹는데 안티·써클 101로 5일 먹었는데 통

증도 없고  좋았는데 안 먹으니 도로 아프다

면서 비싸다고 병원약 먹겠다고하던 분이 생

각납니다. 어쩔수 없지요. (2월 24일 오후 

3:51)

② 류형준 약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가지 않는 사람은 인

연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누구나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

라 60%의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부류와 20%의 

다른 생각 하는 부류가 두부류 정도는 됩니

다. 그러니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26일 오전 8:59)

고집을 부리신다니 저로서는 할말이 없더라구요.

류약사님 말 로 약사는 최선을 다해 안내하고 설명

해드리는 것이고 선택하는 건 환자의 몫이니까요.

그래도 정말 힘든 환자 는데도 이렇게 눈에 띄는 

효과가 있었다니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2018년 2월 24일 오후 10:40 272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체험사례

제 체험입니다.

이번 감기에 안티·써클 각 111씩 용법으로 실패?

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강경애약사님의 333 용

법을 보고나서 감기에 안티만 333을 독감예상환자

에게  썼는데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목요

일 몸살기운에 안티2 먹고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고 

잤는데 금요일 아침에 다시 큰 바위가 누르는듯한 

무거운 몸에 오한이 나서 8시에 안티 3포를 복용.

출근 못 할 것 같은 상태에서 회복이 빠르게 되어 

30분 늦게라도 출근, 점심 무렵 다시 몸살 기운과 

함께 목 부위 심한 근육 뭉친 증상이 더해져서 안

티·써클 각각33(점심. 저녁2회) 복용.

아~,환자들이 이런 느낌을 받았겠구나.(가벼워지

는 느낌, 감기약 먹고 나을 때와는 좀 다른 느낌이다)

어제 안티·써클 먹은 상태로 동호회 모임가서 11

시쯤 들어왔더니 컨디션이 100점은 아니다.

토욜! 오늘은 써클 333에 내 몸을 맡겨보자고 복용

해보았다(실은 안티가 집에 떨어지고 없어서)

모든 일정을 가볍게 마치고 매스스타트결승을 관람.

안티·써클 화이팅!!

이승훈 정재원 화이팅!!

오늘부턴 감기 안티333요법으로 확실하게 물리칩

니다.

하루에 15포먹으니 밥 들어갈 공간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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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류형준 약사 상처입은 치유자처럼 제가 환자

라서요~~^^(2월 26일 오후 1:36)

2018년 2월 25일 오후 2:58 257 읽음

강은희

#체험사례

 

1) 70  할머니 

척추골절로 비타민디 칼슘제제를 쭉 달아 드시던 

할머니 무릎연골이 아파 주사를 맞고 염증이 생겼

다고 함. 써클 2 2 2드시게함. 2일 뒤 오셔서웃으면

서 소포장1를 달라고 하심. 1달써클 드시고 안티 

같이 드셔야한다고 얘기드림. 다 드시고 오셔서 무

릎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면서 눈에 염증이랑 녹

내장 있다고 하심.

세포를 정상화해야한다고 써클 안티 111 111로 드시

게함. 안티 명현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겼었다고 하심. 얼굴이 좋아

보 음.

저도 환자도 나아지길 기 하며 다음에 오시길 기

다려짐 어떤 변화를 갖고 오실 지~~

2) 60 여 

1월부터 감기로 고생하셨다고 나을만하면 또 걸리

고 되풀이된다고 힘들어하심

안티3포 드림. 조제약이랑 1포 씩 하루 드시고 담날 

안티 빈 봉을 들고 오셔서 신기하게 기침이 멈췄다

고 하시며 다시2일분 더 갖고 가심. 2달 고생했는데 

너무 고맙고 신기하다고 하셨음.

3) 언니60

늘 골골

안구건조 변비 소화불량 발목통증호소

써클 안티101 먹는 중에 눈에 다래끼가 생겨 안과에 

갔음. 농이 딱딱하게 잡혀 있다고 칼로 째자고함 

무서워서 그냥 왔다고 함. 써클2 안티1 3회 3일복용

후 농이 저절로 나왔다고 하고 당분간 계속 그 용량

으로 먹게함. 배변활동이 넘 좋아지고 피부가 맑아

졌다고 하고 잠을 많이 못자지만 아침에 쉽게 일어

나고 컨디션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발목이 아파 걷

기 힘든데 계단을 많이 올랐는데도 덜 힘들었고 담

날 다리에 근육통이 쉽게 사라져서 신기한 생각(진

통제인가)이 들었다고 함.

코가 뒤로 넘어가서 힘들어했는데 용량을 늘여 복

용하게하고 경과를 지켜봐야겠음.

4) 70  남

지난번에 치험례에 올렸던 분입니다. 피로회복제

냐고 신기하다하며 써클을 사 가셨던 전립선 비

환자 분 인  써클 몇 일 드시고 목에 가래가 낀다고 

아주기분 나쁘다고하셔서 명현이라고 써클 222로 

3일 드시라고 하고 안티도 같이 드렸음. 그 후 써클 

201 안티101로 드시게 함. 다시 오셨길래 목은 며칠 

만에 괜찮아졌고 그냥 드신다고 하지만 컨디션이 

좋아진 걸로 보여짐.

2달째 드시고 계심.

5) 70  김0근 사장님 지병이 많아 각과마다 약을 

드심. 심근경색 관절염 혈압 등등.

한 달 전에 써클을 드렸는데 2월20일 오셔서 콧물

이 난다고 내과처방 받아오심 여쭤보니 지난 써클

을 드시기 힘드셔서 하루 1포씩 드셨다고 함. (그때

까지는 명현이라는 확신이 없었고 과량에 해서

도~~)써클2안티1포씩 2일 분 드리고 계속 드셔야 

한다 하니 좀 나아지면 오시겠다고 하시고 가셨음.

2월 24일 오셔서 코에 농이가득차서 다시 내과 오

셨다가 방사선사진찍고 내과에서 3일약 처방받고  

이비인후과가라고 했다고 함. 처음 콧물 그리고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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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믿고 따라주시고 많이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

서 많이 감사합니다.

여러 편의 체험사례를 올리셨는데 부분 좋

은 체험사례이니 마지막 체험사례에 해서

만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상기 환자처럼 증

상이 심하고 명현반응이 심하게 일어날 것 같

은 환자들이 경험이 쌓이면 처음부터 눈에 보

이기 시작합니다.

급성증상을 명현을 조심할 필요는 없고 만성

질환인데 증상이 심한 경우,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명현증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안티000, 써클222 우루사나 레몬

차 추가로 1-2개월 복용하고 나서 안티111, 

써클222로 1-2개월, 이후에는 안티101 써클

201로 줄여가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26일 오전 9:41)

② 강은희

네~ 만성질환은 급하게 맘 먹지말고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월 26일 오전 10:22)

칠 뒤 코에 농 모두 명현으로 보여서 좀 과량이다 

싶지만 안티3 써클3 3일 드신 후 써클2 안티1 3회 

7일 드시라고 약드리고 몸에 나빴던 부분에서 문제

를 일으키고 해결되면 또 다른곳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씀드렸음

일단 내과 3일 병원 처방과 함께 드시고 안되시면 

이비인후과 가셔도 되지 않냐고 말씀드렸음

나쁜 곳이 나타난다고 했더니 그래서 복숭씨 위에

가 부었는가 하면서 불룩 튀어나온 곳을 보여주심

이것 땜에 정형외과 다녀오셔서 주사맞고 오셨다

고 함. 온몸이 하나이고 각 세포가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면 건강해진다고 말씀드렸고 변화를 관

찰해서 보기로 했음.

**몸이 많이 않 좋으신 분은 명현이 심각할 수 있다

는걸 친정엄마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신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고혈압 소장내혈관기형 

복부 동맥류 통풍 관절염등 상태가 안 좋으신

친정엄마는 써클 1포씩 2회 1달 정도 드시다가 소장

출혈이 다시 왔고 써클2, 안티1에도 발진이 심각해

졌고

(★안티1포에도 발진이 생긴다는 건 모든 세포들이 

비정상인 상태 염증으로 가득 차있다고 류약사님

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입원하고 계십니다

미리 명현에 해 좀 더 알고 류약사님의 병을 보는 

관점에 확신이 있었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 위 70  사장님에게 좀 과량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26일 오후 3:28 213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12월 23일 최초 방문 후 세 번째 방문이신 60세 

여성을 오늘 제가 알아보지 못했어요.

얼굴의 심한 상열감과 모낭염으로 9개월 동안 병원 

한의원 다니다 오셨고 얼굴에서 눈 밑의 거의 모든 

부위가 빨간 사과톤에 진물 흐르는 염증부위로 가

득 했었지요

얼마나 얼굴이 깨끗해졌는지요. 모든 염증부위가 

사라졌고 얼굴의 부기도 다 빠져서 무척이나 가름

해졌고 불면증도 사라져 숙면을 취한후론 더 피부

가 매끄럽고 피부톤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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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현숙약사(24시약국)

권 선생님의 치유의 경지는 예술입니다

존경합니다(2월 26일 오후 4:35)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급성 또는 극심한 통증에 333/333

강추!!

안티·써클 먹은 후 30분정도 지나면 가벼워

지는게 참 신기합니다. 흡수도 안 되었을터인

데…

(2월 26일 오후 5:46)

③ 류형준 약사 

권명선 약사님이 이제 권명선 선생님이 되셨

습니다.

저는 약사님이란 호칭이 제일 좋아서 약사님

이라고 했는데 최현숙 약사님께서는 선생님

이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약은 약사님이라고 하기 보다는 선생

님이라고 존경의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권명선 약사님의 치유의 경지는 가히 예술입

니다.

또한 욕심 부리지 않고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

없이 주시는 것을 보면 이제는 도인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이러한 분들을 만나고 함께하니 광

스럽고 행복할 뿐 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26일 오후 6:07)

남성 상포진환자 상담중에 이분이 오셨는데 "비

용이 많이 들어가도 초기 집중요법 후에 정량복용

이 효과가 더 좋으니 그렇게 하세요. 저도 그렇게 

해서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하시면서 핸드폰서 자

신의 얼굴  사진 찍은 것 일부러 찾아서 보여주시기

까지 하시네요

"전송해주세요" 했더니 "그건 싫어요"ㅠㅠ

덕분에 상포진환자에게 

안티 써클 333요법으로 10회복용후에 222로 드시

라고 한 달 분 드렸어요

이 여성은 초기 집중요법으로

안티111 써클222…3일

안티111 써클111…7일

그 후 안티 써클 101로 지금까지 복용중입니다

2018년 2월 26일 오후 4:35 246 읽음

조용권(도아약국. 전서구)

#체험사례

시차적응 

1. 25세 남. 막내

1월말부터 15일간 스페인 친구들과 배낭여행.

바르셀로나서 메시의 골 장면을 봤다고 자랑하는 

철 모르는 아들. 취업 준비해야 하는데ㅠ

스트레스로 두한출로 써클 복용 중 많이 개선됐고 

도착하고 시차적응 잘하라 2포씩 복용하라함.

명절에 다녀갔는데 잘 적응했다함. 

사실 십여 년 전에 서유럽 다녀와서 한 달 간 시차땜

시 고생. 베개가 젖을 정도 땀.

식욕, 성욕감퇴, 멍때리고 깊은 잠도 안 오고 ㅠ

2. 40 초 남. 캐나다 오신 분

부인은 시험관시술 받으러 2주전 도착

남편은 지난  금요일도착. 

토요일 약국방문(하품하면서 피로상태)

피로개선과 시차적응을 위해서 써클222  5회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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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시차적응이 관한 권명선 약사님의 체험사례

가 이제는 또 하나의 체험사례를 낳았습니다.

한 약사님이 새로운 체험사례를 보고하면 뒤

따라 다른 약사님이 같은 사례를 보고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차놀이를 하면서 치유의 길은 

더욱 넓어지고 탄탄해집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길이고 함께 가는 길입니

다.

감사합니다.(2월 26일 오후 6:15)

① 류형준 약사 

월요일 채취 후 다시 방문.

푹 잤고 피로도 개선되고 정액채취도 잘 한 듯.

가끔 스트레스 땜시 발기부전으로 비아그라 처방 

받아오는 경우도 있음. (39금 ㅎ)

거참 한때는 손만 잡고 자도 애가 생기는 줄 알았는

데 요즈음은 참 어려운 여정인 듯.

 

그분들 미국, 캐나다로 동쪽으로 가면 시차적응에 

힘들다 함.

 

전에 권명선 약사님 환자분 미국학회 때 시차적응 

사례보고 적용해 봄.

아무래도 멜라토닌 분비하는 송과샘의 활발한 림

프순환에 도움이 되는 듯.

혹시나 여행가시는 약사님이나 지인분 참고하시고 

체험사례 더 부탁드립니다.

2018년 2월 26일 오후 7:25 264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여 63

1/12

5년 이상 된 만성비염으로 좋다는 약초 달인 물을 

먹고 바르고 세척한 후 부작용으로 화농성 객담을 

코로, 입으로 뽑아내다 이비인후과에서 심할 때만 

먹으라며 받아놓은 처방약을 수 일 복용해도 무

효…안티·써클111/20일

2/26 방문. 안티·써클 먹고 재방문하는 환자는 상

담을 위해 타 환자에게 순서를 양보하고 차분히 기

다리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20일 분을 엿가락처

럼 늘려 먹고 온 게 겸연쩍은지… 약값이 너무…

5년간 이비인후과 다니면서 약값과 진료비로 얼마

나 갖다 버리셨어요? 지금 이 순간 그동안 갖다버

린 돈은 아깝다 생각이 안드시나요? 이 보물로 치

유가 된 후엔 결코 이 가격이 비싼 게 아니란 것을 

느끼실 겁니다. 20일분으로 40일 이상을 드셨는데

도 불구, 효과를 본인이 인정하시고 다시 찾아오실 

정도면 충분한 가치가 있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이

와 같은 용법은 바이러스의 내성만 키워서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으니 다시 그리 드시면 더 판매 

안합니다…며 쐐기 아닌 쐐기를 박았습니다. 환자

를 위해서…

안티·써클101/30

참…객담 배출 횟수, 양이 폭 줄고 객담의 색도 

맑아졌다합니다.

맘이 언짢아 그런지 두서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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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원 약사님 훌륭하십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 팔지 않

겠다고 하시니 환자들이 약사님 말씀을 어떻

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따

르지 않으면 그분은 인연이 없는 분이니 차라

리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약사는 아무나 누구나 어떤 병이든 치유하

는 약사가 아니라 치유될 수 있는 질병을 나

누고 환자를 가려서 다른 약사님보다 훨씬 높

은 비율로 치유하게 돕는 약사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26일 오후 7:58)

② 류형준 약사 

이런 경우에 정말 화가 나야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치유가 되도록 도와주려

고 하고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환자가 제멋

로 요령을 부리고 따르지 않으면 화가 나야 

합니다.

물건을 팔았다면 화를 낼 이유가 없지만 마음

을 주고 정성을 다해서 나을 수 있는데 환자

가 무시하니 따르지 않으니 낫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 안타깝고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치유의 길의 안내자는 제품을 파는 소

매업자가 아니라 마음을 함께하는 동행자입

니다.

감사합니다.(2월 27일 오전 9:05) ① 류형준 약사 

이제는 당뇨병으로 신경증까지 역을 넓히

고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은 정확히 말하면 당뇨병으

로 인해 순환장애가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세

포의 사기능이 떨어져서 면역기능이 떨어

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생기는 바이러

스 감염증입니다.

만약 명현반응이 일어나면 피부 깊은 부위의 

염증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2018년 2월 27일 오후 12:50 203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1. 74세 여자 남00

무릎이 너무 아프고 어깨는 넘어져서 아프시다고 

지금까지 병원 가보신 적 없으실 정도로 건강하셨

고 약 건식 먹어 보신적 없으시답니다. 일단 써클 

11로 소포장 1통.

 

현재 한 달째 복용 중 다리에 힘이 생기셨답니다. 

자녀들이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진통제만 처방해 

오셨구요 한쪽다리 관절염 진행 중이라 했 요

오늘 약국 오셔서 써클 소포장 재구매

열심히 드셔보시겠다고 안티 설명도 드렸어요 반

드시 필요하다고

워낙 본인 건강 위해 뭘 먹어본 적이 없으시다고 

하셔서 앞으로 더 건강하게 덜 아프고 살기 위해선  

안티 써클 6개월 그 이후 써클 1년을 쭉 드셔보자고 

했어요

2. 당뇨병성 신경병으로 인하여 손발이 저리시고 

엄지손가락 밑 부위가 마르신 두 분께 써클 안티 

드렸는데 두 분 다 1달 정도 되니 살이 조금씩 차오

르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신경병증 있

으신 분들께 안티 써클에 해 설명드리고 있고 드

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있어요. 단 

초기에 당이 오를 수 있다고 반드시 설명드리고 탄

수화물 섭취를 줄이라고 말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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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와 써클의 병용은 필수이고 체액의 순환

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니 써클의 용량을 당분

간 2배량으로 늘리면 더욱 좋은 결과를 확인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2월 27일 오후 5:39)

① 류형준 약사 

다한증은 오래된 증상이니 바이러스 감염증

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한증은 염증으로 인한 체액의 저류가 피

부로 스며 나오는 것이니 림프순환촉진이 필

요합니다.

그러니 줄 것이 없어서 그냥 드린 것이 아니

라 정확하게 드린 것입니다.

단 증상이 깨끗하게 없어지더라도 안티와 써

클 6개월 병용은 재발을 막는 필수 사항입니

다.

감사합니다.(2월 27일 오후 5:42)

① 류형준 약사 

강경애 약사님과 비슷하긴 한데 하나가 빠졌

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티와 써클의 병용입니다.

폴립도 피부가려움도 모두 오래된 증상이니 

이미 천기누설건강법 책자에서 바이러스감

염증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안

티와 써클의 병용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27일 오후 5:50)

2018년 2월 27일 오후 2:21 188 읽음

이정숙

#체험사례

여 생 보통체격 손에 땀이 차서 볼펜 잡고 글을 

쓸 수 없다고 함. 한참 되었다고 함. 다른 크게 불편

한 증상은 없다고 함.

마땅히 줄 약을 못 찾아서 써클과 안티를 주고 1일2

회 복용 하라고 함. 약을 복용하기 힘들어 하루 한

두 번 먹었다고 함. 5일 뒤 부터 땀이 줄어 들었다고 

합니다.

2018년 2월 27일 오후 3:50 266 읽음

조윤선

#체험사례

50  후반 여자분

일주일전 장 폴립 5개 제거 후 식욕부진

기운 없고 수술 후 피부 가려움

스트레스 많고 과로하며 몸 무겁고 무기력감

써클 20포 가져가

1 1 1으로 3일 만에 고생하던 피부가려움 가라앉아 

넘 신기해 하심

몸도 가볍고 피로감도 좋아짐

꾸준히 드실 것을 권하며 어두운 얼굴색도 밝아지

길 기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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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잘 하셨습니다.

2번의 골프엘보인 경우 용량의 문제로 차도

가 없기보다는 찬 것, 매운 것, 추위가 원인일 

것으로 

의심됩니다. 진통제가 아니므로 용량을 늘린

다고 무조건 효과가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활환경을 확인하고 개선하

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엘보의 옷 위에 하루 온팩을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28일 오후 2:19)

2018년 2월 27일 오후 6:55 199 읽음

노동원 0476

#체험사례

1. 50  남성 엘보

며칠 전 일을 하다가 팔에 힘이 들어가면서 엘보 

발생. …소염제 진통제로 버티다가 너무 낫지 않아

서 내국함….써클111 7일분과 비상진통제를 필요시 

드시라고 드렸는데 한동안 연락이 없어서 방치하

다가 환자가 없을 때 전화했더니 일주일 먹고 깨끗

하게 나았다고 하십니다. 일을 해도 아주 정상이어

서 감사하다고…

2. 40  남성 골프엘보

2월 7일 내국하심.… 골프치다가 오른쪽 팔꿈치에 

엘보 발생하여 병원에서 무슨 주사를 4~5회 맞고 

괜잖아 졌는데 이번에는 왼쪽으로 이동해서 동일

증상으로 다시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 내국하심. 

…써클111 일주일 드시고 오셨는데 아무반응 없다 

하심.… 다시 써클222 일주일 드시고 내국 역시 반

응 무. 급 당황함.… 이번엔 333으로 도전 중. 전화

하니 몸살로 3일 간 명현발생. 몸살이 너무 심해 

아무 일도 못했다함. 레몬차 마시고 이담건위제 드

시라함. 그러면서도 계속 드시는걸 보면 몸 전체 

컨디션은 좋은 듯 해서 써클·안티 기본량으로 재

도전 중입니다

3. 김00 73세 남성 

몸이 허해서 마눌님이 보약한재 해먹으라고 돈을 

주었는데 티비에 경옥고 광고하는걸 보고 어떨지 

문의하심…인삼이 체질에 맞지 않으니 제가 드리

는 림프순환제 얘기 드리니 그거 한번 먹어봅시다 

하시면서 안티·써클 소포장 한통씩 정량으로 드

시던 중 전화드리니 속이 많이 안좋았는데 너무 편

하시다고 그런데 먹기가 너무 힘들어서 중단하셨

답니다. …다시 설득해서 드시게 하는 중

2018년 2월 27일 오후 7:42 203 읽음

정국현

#체험사례

이명 귀감각 이상

60세 남 보통체형.

몇 년 동안 이명 귀가 멍하심 귀 감각이 이상

소리가 잘 안 들리고

1월9일 써클·안티 bid10 일분드림.ㅡㅡ주의사항

을 따르지 않고 찬물에 복용 후 토하고 놀라서 복용 

중지함.

그 후에 내방 때 잘 설해해서 다시 복용케 함.

1월29일 ㅡ 써클 안티 실비도 한 달분 정랑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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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명은 신경계질환과의 경계선에 있는 질환

이라 간혹 정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

심하시면 실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찬물로 안티와 써클을 먹는 경우 위장

장애를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확

인되니 찬물로 먹지 않도록 주의를 부시면 좋

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28일 오후 2:22)

① 류형준 약사  

과민성 장증후군에 한 체험사례가 올라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과민성 장증후군 역시 오래된 증상이고 감

염이 쉬운 부위이니 당연히 바이러스감염증

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으니 써클과의 병용은 당연

합니다.

또 과민성 장증후군 이외에 여러 증상이 같

이 있으니 안티와 써클의 증상을 증량해서 안

티111과 써클 111로 하 으면 더 좋은 결과

2월27일 오늘 내국하심ㅡㅡㅡ이명이 차도가 있으

며 귀 감각이 이상했는데 약간의 차도가 있다고 하

심.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은 아직은 변화가 없다고 

하심.

병원에서도 몇 년 동안 못 고친 이명이 고쳐지겠

나? 하는 의구심으로 복용 시작하셨는데 오늘은 효

과를 보셨다고 하십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도 조금씩 나아지리라 생각

됩니다.

제가 치유중인 이명환자 중에 두 번째로 심한분인

데 이명에 확신을 갖게된 케이스입니다.

며칠 후 내국하시기로 하셨습니다.

2018년 2월 27일 오후 8:02 256 읽음

정국현

#체험사례

과민성 장증후군

49세 여 아주마른체형

몇 년된 고질적인증상들입니다.

1. 하루에 먹는 로 화장실에서 배변을 해요. (기본 

3번, 많을 땐 5-6번 ㅠㅠ 그래서 살이 안 찌나봐요

ㅠ 배변은 묽을때가 많아요)

2. 수족냉증(특히 하체)이 있구요

3. 간혹 심장이 답답해요~

4. 감기에 잘 걸려요~

5. 꿈이 많고 깊이 못 자요…

6. 식후 냄새나는 트림이 자주

1월말부터 써클 안티 bid 유산균제제 복용.

2월27일 오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1. 하루 3번, 외출 때는 2번 정도로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2. 추울 땐 아직도 시리지만 예전보단 좋아지고 있

어요.

3. 심장 답답한 건 없어졌어요. (^o^)b 

4. 12월 이후에 위기 상황에 노출되었지만 감기 안 

걸리고 잘 지나갔어요(^-^)v 

5. 아직 잠은 깊이 못자요 ㅠ 잠을 깊이 못자니 자주 

피곤하고 두통도 간혹 있구요 ㅠ

6. 예전보다 좋아지고 있어요~*^^*

불면은 정혈부족이 원인인 것 같아

철분제와 육미를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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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철분제와 육미도 좋지만 계란반숙3개가 

더 좋은 처방입니다.

참고해보세요. 감사합니다.(2월 27일 오후 

8:05)

② 유남희

과민성환자오늘2명이나와서약지어갔는데바

빠서말씀도못드렸네요.잘배워서응용하겠슴

다.

(2월 27일 오후 8:18)

③ 김은정.종로.

류형준 약사 계란반숙을 하루에 세개 먹는건

가요? 요건 어디가야 원리를 알수 있을까요?

(2월 27일 오후 8:19)

④ 정국현

류형준 약사 그렇군요.예 알겠습니다.

전형적인 음체질에는 계란이 최고라는 내용

을 한약길라잡이에서 보았는데

당장 말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2월 28일 오전 5:42)

⑤ 김은정.종로.

정국현 한약 길라잡이 바로 읽어보겠습니

다~(2월 28일 오후 12:23)

⑥ 정국현

김은정 4번정도 정독했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약사님.(2월 28일 오후 1:53)

⑦ 김은정.종로.

정국현 네~ 저도 4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

다~~(2월 28일 오후 2:04)

① 유남희

맞아요. 이것은 꼭 지켜야하지요.(2월 27일 

오후 8:48)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써클 드신 후 속 쓰림 또는 속 뒤집어진 분들 

보면 냉수복용이 많더라구요(2월 27일 오후 

8:53)

③ 류형준 약사 

그러니 찬 것, 매운 것, 추위를 강조에 강조를 

2018년 2월 27일 오후 8:46 305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남 60

남편이 간경화, 신장 투석 환자인 분으로 체력이 

바닥난 상황에서 딸꾹질 3일로 방전…아내분이 

신 방문하여 써클222/3일 드린 후 복부 온마사지 

부탁드리고 냉수 절  금지 말씀드림.

3일후 재방문하여 다시 3일 달라 하시네요. 상황 

변화 여쭤보니…약만 온수로 복용하고 그 외 냉수 

고집…남편이 언나가 다 되어 말이 안 통한다 함…

약기운 있을 때 만 진정되고 그 시간 벗어나면 또 

딸국… 타 약사님 사례상, 이 정도 처방이면 가라앉

았을 텐데 변수로 작용한 것은 냉수일 것 같아 냉수 

금지 다시 한 번 숙지시켜드리고 3일분 333으로 

드림…

다시 며칠 후 오셔서 증언해주십니다…안티·써클 

먹인 후 어르고 달래며 온마사지에…온수복용 절

 준수시키니 담날부터 진정이 되었다고요.

찬 것, 매운 것이 우리 몸엔 절 적인 스트레스이란 

것을 반증하는 경우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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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별 분제가 안 되지만 이미 아

픈 환자인 경우에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감사합니다.(2월 28일 오후 2:35)

④ 박향숙

이명희 

앗 그럼 그동안 속 뒤집어 지신 분 냉수 즐겨 

드신분??(2월 28일 오후 3:27)

⑤ 류형준 약사  

박향숙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1일 오전 12:43)

① 윤애숙

이런 사진보면 어떡해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

다.

좋아지셨음…(2월 28일 오후 5:15)

② 류형준 약사  

그렇지요.

윤애숙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치유의 길이 있습니다.

림프순환촉진과 항바이러스제가 도울 것입

니다.

감사합니다.(3월 1일 오전 12:56)

③ 류형준 약사 

이런 분을 심장이 나쁘니 참 어려웠을 분을 

치유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환자를 하는 약사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심장에 이상이 있으면 혈액순환장애로 전신

에 향을 미치고 언제든지 생명의 위험이 있

으니 무조건 큰 병입니다.

따라서 심장에 이상이 있는 분은 항상 각별하

게 신경쓰고 각탕법 꼭 하도록 알려주셔야 합

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1일 오전 12:58)

2018년 2월 28일 오후 5:01 236 읽음

정원호

#체험사례

 

변xx 남자 67세

주증상은 하지부종 그 외 환경 얼굴이 까매지고 무

릎주위의 통증 특히 잘 때 심하여 잠을 푹 이루지 

못함

심장기능은 80% 계단 오르면 숨차고 전립선비

증 들어본 결과 이분의 몸 상태는 거의 종합병원 

수준이 음

혈압약과 심장약 복용 중 

1/9 써클 111 안티 101 10일간 가져감 1/25 재방문

하여 하지부종 증상이 완화되고 컨디션이 좋은 상

태 같이 따라오신 친구 분이 이 사람.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함

다시 써클 202 안티 111 20일분 재 구매

2/21 하지부종 개선 얼굴에 핏기가 많이 돌아온 것 

같아 보임 19일과 같은 용량으로 1개월분 재 구매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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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강경애약사님은 저도 생각지 못한 파킨슨을 

안티와 써클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단합니다.

조금 전에는 하현아 약사님이 이번에는 강경

애약사님이 양쪽에서 팡파레를 울립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3월 1일 오전 1:11)

② 김현선

약사님 치험례 감사합니다. 혹 뇌 양제가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3월 8일 오후 

6:26)

① 류형준 약사 

치유의 길은 참 다양합니다.

누구는 위장병을 누구는 관절염을 누구는 파킨

슨병을 이제는 골프를 잘 치게까지 합니다.

몸이 건강해지니 근육과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힘이 생기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겠지요.

감사합니다.(3월 1일 오전 6:19)

2018년 2월 28일 오후 6:24 273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81세 남자 황00

전에 체험례 올렸던 파킨슨 10년 되신 분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골반 아래로 통증이 심하여 써클 

111로 한달분 드리고 책자 드렸는데 며칠 만에 통증

이 없어져서 놀라셨고 책자 보시고 파킨슨에도 도

움이 될 거 같다고 안티11 써클111로 2달분 더 드시

고 굽은 허리가 많이 펴지시고 걸음걸이도 좋아지

셔서 주변 분들이 놀라워하셨어요

그 이후 안티 11 써클111 뇌 양제 재 구매 하셨구요

오늘 부인 되시는 분께 전화 왔는데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고 있다고 하십니다(인지능력 기억력 보행등)

간병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만이라도 좋아져서 

다행이라고 감사하다 하십니다.

꾸준히 관리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2018년 2월 28일 오후 7:14 328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태국으로 골프치러 가는 50 중반의 건강한 남성이 

7박 8일 동안 피로회복이 잘되어 골프 칠 때마다 

이길 수 있도록 먼저 번 복용한 약 달라하셔서

안티 111 써클 222로 드시라고 드렸어요.

얼마 전 어깨가 불편해서 정형외과 처방전 갖고 왔

을 때 빨리 어깨가 나을 수 있게 해 달라 하셔서

위의 용법으로 드시라고 드렸더니

매번 이기셨다 하네요

마법 같은 좋은 약 일행 중 불편한분 생기면 드리신

다면서 넉넉히 가져가시네요

2018년 3월 1일 오후 12:29 269 읽음

김은희(목포 명문약국)

#체험사례

80 다되신 외국에 사시는 부모님 다친 어깨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여름감기 때문에 고생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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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어깨가 다친 지 얼마나 되었나요?

가끔 안티와 써클을 복용하다보면 출혈이 있

거나 멍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혈관염을 일으키고 있거나 아니

면 몸 깊숙한 부위에 출혈이 있었던 경우입니

다.

아무튼 좋은 증상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2일 오전 9:30)

② 김은희(목포 명문약국)

1년 이상 된 것 같고요 운동하시다 돌 같은 

거에 걸려 넘어지신 거 같아요. 한 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작년 이맘때도 아프시다해서 엠

에스엠 보내드려서 드셨어요. 남미쪽에 사셔

서 일 년에 한두 번 왕래하시거든요.(3월 2일 

오후 6:06)

① 류형준 약사  

감사한 일입니다.

환자들이 정국현 약사님을 믿고 약도 아닌 식

품을 먹고 좋아진다고 하니 

비염도 허리통증도 함께 좋아졌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안티와 써클 6개월 요법으로 확

실하게 뿌리를 뽑아주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그 노력이 많은 행복이 되

어 돌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2일 오전 9:39)

이번에 안티.써클 십 일 정도 드시고 감기 다 낫고 

어깨통증도 좋아지셨네요. 원래 침, 뜸 자가치료 하

시던 분이에요. 가끔 과립제 드시고요. 오늘 사진 

보내셨네요. 오래 전에 다친 어깨부위에 멍이 생기

며 내려온다고요

2018년 3월 1일 오후 2:23 267 읽음

정국현

#체험사례

허리통증

54세남 보통체형

알러지 비염 허리통증 그리고 매년겨울 허리때문

에 한 번씩 주저앉는 증상

12ㅡㅡ3일 ㅡㅡㅡ써클 한번에 3포씩 하루 이후에

는 222

1ㅡㅡㅡ8일ㅡㅡ써클 안티bid msm 양제

3ㅡㅡ1일 왜 안 오시나 했는데 오늘 재방문해주시

고 재구매하시며 하시는 말씀이이번 겨울은 확실

히 다른 때와 달랐다고 하시며 특히 이번 겨울에는 

허리 때문에 한 번도 주저앉지 않았다고 하시네요.

휴일에도 근무해서 조금은 피로한감이 있는데 이

렇게 날로 좋아지시는 분들이 오시면 힘이 납니다.

좀 더 잘 챙겨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안 드시니 조금 안 좋아 지시는 것 같아 다시 늦게 

오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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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치유의 길에서 만나는 좋은 벗입니다.

함께 동행하고 함께 아파하니 총은 벗들도 만

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3월 5일 오전 8:15)

① 박정은

치험례 늘 잘 보고 있습니다~혈 부족인 분들

은 안티·써클 복용 시 좀 조심해야할까요?? 

조혈작용 하는 걸 같이 투여하는 것이 좋을까

요??(3월 2일 오후 9:35)

② 강경애

조혈제를 써줘서 혈허 개선시켜주면 더 좋을 

듯해요 부족한 부분은 채워줘야 하니까

요^^(3월 2일 오후 11:33)

③ 류형준 약사 

증상의 차도가 없으면 없다고 따지고 너무 차

도가 빠르면 빠르다고 의심합니다.

이러한 의심은 사실 의심이 아니라 칭찬의 다

른 표현일 것입니다.

이런 의심은 얼마든지 받아도 좋습니다.

제가 염파로 안티와 써클에 옥시토신과 엔돌

핀을 잔뜩 합쳐놨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건 농담입니다.

감사합니다.

써클의 용량을 늘릴 때 심계항진이 오는 것은 

혈 부족도 있을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노폐물

이 배출되면서 혈 중에 있던 노폐물과 독성물

질들이 심혈관을 자극하고 신경을 자극해서 

2018년 3월 2일 오후 3:55 272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2월 23일 오셔서 먼저 노폐물 배설 후 안티를 복용

해야 한다며 써클만 구매하신 교수님 

부인이 수족냉증으로 써클111과 오메가3와 유산균

을 1주일 복용하고 나서 "집사람 손가락이 불났어요

손바닥이 빨개졌어요" 하시며 이제 드디어 안티를 

함께 복용할 때가 왔다며 안티 구매하시네요

복용하면 반드시 치유될 것이란 믿음과 좋은 치유

제가 만드는 시너지효과가 단합니다

2018년 3월 2일 오후 5:29 339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60  여자 박00

다리 한쪽 종아리가 저리고 통증이 와서 잠을 못 

이룬다고 함. 당뇨병 10년차 당뇨로 인해 림프 순환

이 안되어 저리고 통증이 온 걸로 보여

써클 111 20일분

10일 만에 오셨는데 써클에 중국에서 들어온 약같

이 진통제 들은 거 아니냐고 물어보셨어요. 이유인

즉 아프다가도 써클만 드시면 30분도 안되어 통증

과 저림증이 없어진다고ㅎㅎ

절  그런 제품 아니라고 설명드렸구요(효과가 좋

아도 의심받네요) 이분은 써클 111로 드시면 심계 

항진이 오셔서 11로 드셨다고 합니다. (혈 부족이 

의심되구요) 다음 달부턴 안티도 같이 드셔야 하는 

이유에 해 설명드렸구요. 각탕법과 호보법 다시 

강조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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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경우가 부분입니다. 레몬차와 우

루사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험해 보세요.(3월 5일 오전 8:17)

① 류형준 약사  

장은선 약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치유의 길에 동참하는 방법을 깨

닫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치유의 길은 제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증상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

라 전체적인 건강의 레벨업을 목표로 합니다.

증상개선은 치유의 길을 가는 도중에 훈장처

2018년 3월 2일 오후 6:07 262 읽음

장은선

#체험사례

김명o님, 62세, 여

심한 안면홍조 때문에 몇 달째 피부과 다니는 중입

니다. 얼굴은 하얀데 피부, 눈도 빨개서 주의사람들

이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해서 피부과 다니는데 안 

나아 내과가볼까 하시는 중이었습니다. 저희약국

오신지는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신뢰가 없는 상태서 

안티 써클 권유하면 거부감을 가질까 고민하던 차

에 선배약사님들의 치험례에 힘입어 상담하게 되

었습니다.

혈압약, 고지혈증약, 갑상선 절제로 인한 씬지로이

드, 피부약(폴산, 그랑페롱, 스테로이드,비타민씨) 

복용 중. 현재는 안 드시지만 만성두통으로 홍삼도 

5년 넘게 드심.

2.9 안티 101 15일

써클 201 20일

효모 양제 202-머리카락 탈모 

우루사 100미리 101 5일

갑상선제거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을 설명드리고 

따뜻한 물 수시로, 레몬차복용, 명현, 반신욕설명, 

매운 거 찬 거 조심 설명 했습니다. 

2.14 피부과약 조제하러 다시 내방하셨는데 하루 

먹었는데 열 오르는게 많이 좋아지더랍니다. 오

호~

내과 안가시고 계속 먹어보신다고 합니다. 또 한 

번 안티 6개월 써클 1년 복용 강조.

2.23 안티 소포장 추가구매하면서 며칠 전부터 가

슴 두근거림 때문에 바리움 처방 드신답니다.

명현설명하면서 처음 병소와 완전히 다른 곳이 안 

좋아질 수 있다 말씀 드리고 명현을 소실위해 우루

사 101 5일치 더 드렸습니다. 

처음 두 달간은 왜 체험사례만큼 효과가 없을까 심

각하게 고민했고, 자신감 상실과 안티·써클에 

한 불신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천기누설 책을 읽고 권약사님, 오약사님, 

강약사님등의 체험례를 다시 한 번 읽어보니 초기

안티·써클 용량 부족, 치료기간 부족, 건강플러스 

주지 시키는 걸 소홀히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체험사례만 보고 효과가 좋다니까 하루 이

틀 먹으면 좋아지겠지 하는 우둔한 생각으로 장기

적으로 드셔야할 분들에게 불신만 초래한 것에 깊

은 반성이 됩니다. 

류약사님 말씀처럼 치유의 길로 인도하는 것에 주안

점을 두니 한 명 두 명 좋아지는 것을 체험하니 보람

도 느끼고 약국일이 즐겁습니다. 밴드 통해서 많이 

배우고 커닝도 많이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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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주어지는 믿음의 촉진제입니다.

제품을 판매하려고만 하면 가격도 문제이고 

증상개선에 조급해지는데 치유의 길을 함께 

가려고하면 오히려 잘 따르지 않는 사람과는 

동행을 거절하게 됩니다.

안순원 약사님의 말처럼 나를 위해서가 아니

라 환자를 위해서 안티와 써클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환자는 믿고 따르던가 인연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5일 오전 9:34)

① 류형준 약사  

안순원 약사님은 확실한 동행자입니다.

환자의 동태와 상태를 계속 주시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모습이 듬직한 안내자의 향기가 납

니다.

감사합니다.(3월 5일 오전 9:36)

2018년 3월 2일 오후 7:01 235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1,10 글 족발집 왕회장 여 71

오늘 안티·써클 3개월 차 시작하시네요

2회 차 초반부터 요통, 관절통 덜하고 덤으로 빈뇨 

잡고…

이번엔 발저림, 종아리경련 호전 알리셨고 혈압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 같다…하여 지켜보렵니다

지난주 교회 다녀오던 중 넘어져 무릎이 좀 아프다 

하시며 그래도 이걸 먹어 그런지 지낼만하다 하십

니다. 혹시 그럴 땐 써클 양을 늘려 드시라 말씀드

렸네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  내려 앉네요.

제발 옥체를 보존하셔야하는데…

처방한 진통제 덜 먹어 너무 편타 하십니다. 제 속

도 따라서 편합니다. 오늘도 약국 앞을 왕래하는 

그 분의 걸음걸음… 매의 눈으로 스캔 중입니다

학기 초라 바빠지겠지만 안티·써클로 힘내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2일 오후 10:23 296 읽음

안재숙

#체험사례

여 70  지난번에 숨이 차서 서울  병원 갔는데 

암4기라며 전이가 되었던 환자입니다… 써클222

과 안티111. 식물성오메가. 유산균먹고 숨찬 것이 

좋아졌다며 감사하다며 교회 예배도 다니며 믿음 

안에서 기쁘게 사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다 숨쉬기 

편해진 거 같아 참으로 좋아요 비록 완치는 안 되어

도 숨차지 않아 삶의 질이 훨씬 행복하게 안티와 

써클 만드신 류약사님 고맙습니다 .~ㅎ 

#체험사례 

제 자신입니다 목에 여러 개 쥐젖이 거칠게 있었는

데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5개월 복용 중에 반질

반질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림프순환이 잘되어서 

면역도 좋아지고 가끔 속귀가 아팠는데 없어졌고 

안색이 좋아 졌어요 체험사례도 많아요. 약국 직원 

구순포진… 배 아프고 독감 걸린 분이 빨리 감기가 

나아졌고 피곤하지 않다고 가끔 사다 드시고… 70

 남자 분은 콩팥 수술 후 배아프다하여 유산균과 

써클 안티 드렸더니 안 아프다고 좋아하셨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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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체험사례보다는 보다 충

실한 내용의 체험사례를 올려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또한 안티와 써클을 먹고 차도가 있는 것도 

좋지만 치유의 길에 안내자로서 충실한 모습

을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5일 오전 9:40)

① 류형준 약사  

천기누설건강벙을 활용한 지금보다 10년 더 

젊어지기 캠페인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안순원약사님이 그 증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3월 5일 오후 6:15)

계속 체험은 진행 중입니다~다시 한 번 감사드립

니다…

2018년 3월 3일 오후 2:52 180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56

어제는 모임에 참석해 윷을 치고 오늘 오전 4시 반

에 귀가했습니다.

물론 술도 많이 했고요.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드는 

순간 후회가 려오더군요

지금 자서 아침에 어이 일어날까… 하고요

근데, 8시 경에 눈이 번쩍 떠져 부리나케 일어나 

출근을 했습니다

약국 업무를 보면서도 별로 숙취나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감을 못 느끼겠더라구요

나 자신이 생각해도 의아해지더군요

아마도 서너 시간 수면 중에도 안티·써클이 해독, 

회복 기능을 수행한 탓이겠죠.

3,40  때 이 정도로 무리를 하면 담날은 반드시 

파김치가 되곤 했는데, 지금은 꺼떡없네요. 십 년의 

건강나이를 보상받을 수 있단 류약사님 말씀 되새

기며 열심히 먹고 환자들 안내해야겠네요.

몇 년간 윷놀이 성적이 별로 는데 어제는 은상을 

받았습니다. 안티·써클 3개월 복용은 윷을 놀리는 

저의 손에 힘과 흥이 넘쳐나게 했죠.

안티·써클은 골프뿐 아니라 윷도 잘 치게 만듭니다.

2018년 3월 3일 오후 3:54 209 읽음

류지현

#체험사례

시차 및 급성 안압상승

42세 여 본인입니다.

여기저기 안 좋은 곳이 많아 7개월째 안티·써클을 

복용중입니다.

5개월간 안티·써클 111로 복용 후 몸이 정화된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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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용량의 마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용량을 늘릴 수도 있고 정량복

용이 좋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갖는 해외여행일 텐데 시차도 극복

하고 컨디션도 회복해서 알찬 여행이 되었다

니 다행이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3월 5일 오후 6:23)

낌을 확실히 받고 안티101 써클111로 복용중입니다.

2월 중순 해외여행으로 밤비행기를 8시간 타게 되

었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안티1 써클2포를 먹고 비행기에 올

랐는데 아이가 제 무릎을 베고 깊은 잠에 드는 바람

에 4시간여 다리가 눌리고 잠을 못자고 여행지에 

도착하니 시차 때문에 햇볕이 쨍한데 서서히 몸이 

붓기 시작하고 어깨와 목이 뻣뻣해지면서 안압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두통과 안압통 때문에 힘

들어 숙소에 들어가 3시간을 내리 잤지만 안압이 

떨어지지 않아 다시 일어나서 써클만 3포를 먹었습

니다.

그러고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30분 뒤 소변을 시원

하게 한번 본 뒤 안압 떨어지고 두통이 사라지고 

1시간이 지나니 경직되었던 목과어깨근육까지 모

두 풀려 상쾌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 뒤 안티

111써클222 복용으로 시차적응도 2일 만에 빠르게 

이루어져서 매우 좋은 컨디션으로 여행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컨디션 저하로 인한 급성 안압상승에 써

클 3포가 정답입니다. ^^

2018년 3월 3일 오후 4:29 269 읽음

류지현

#체험사례

비염완치. 알러지 피부염 완치. 천식완치. 난시 없

어짐. 이명완치. 고혈압완화. 하지부종완화. 만성

비염 및 발톱무좀 완화.

1. 만 5세 남아 20kg

알러지비염 및 음식과 접촉에 의한 얼굴 알러지피

부염으로 하루 안티1 써클1 복용시작. 작년 8월 한 

달 심한 명현 겪음(예전 체험사례 검색하면 사진 

있음) 복용중 감기와 콧물 흐르는 것이 없어지지 

않아 4개월째에 안티·써클 101로 증량하여 2개월 

투여. 1월말부터 콧물 없어짐. 감기 걸려도 콧물이 

진물처럼 나오지 않음. 2월 중순 되니 수시로 생기

던 접촉성 및 음식 알러지가 생기지 않네요. 지금 

컨디션 최상입니다. 3월부터 써클만 하루1포 복용

합니다. 비염이 정말로 완치가 되네요…

2. 만11세 여아 32kg

천식 기관지염 전반적 체력부족 면역력부족으로 

하루안티1 써클1로 9월부터 복용시작. 9월 중순부

터 각 101로 증량해서 복용. 가래와 코가 계속 나오

는 명현을 한 달여 겪었고 그 후에도 가래가 살짝 

끼는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감기 한번 걸렸을 때 

무사히 천식없이 (숨소리는 약간 아슬아슬) 넘어갔

었고 복용한지 5개월이 넘어가니 숨소리까지 깨끗

해집니다. 기침소리로 확인하는게 10년간 버릇이 

되었는데 정상적인 숨소리 너무 오랜만에 들었습

니다. ̂ ^ 겨울방학기간 한 달간 바짝 말랐던 아이가 

몸무게 2kg 증가. 식욕도 증가. 아직 친구들보다 

거의 7kg은 적지만 전반적인 몸의 상태가 매우 좋

아진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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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난시에 희망을 걸어봐야겠네요. 저도!(3월 3

일 오후 11:07)

② 김정임

약사님 소아들 약은 어떤 방법으로 복용하게

하나요?(3월 4일 오전 4:17)

③ 류지현

둘째는 아직 환을 못 삼켜서 믹서기로 적당히 

갈아서 메이플시럽에 개어서 먹입니다. 적당

히 점도있게 달달하게 먹여야 잘 먹습니다.(3

월 4일 오전 9:14)

④ 류형준 약사 

다 아는 분들이시죠?

친정 부모님과 자제분들이 모두 좋아지고 있

군요. 많은 보람이 느껴지겠어요.

나로 인해 내가 하는 천기누설건강법으로 인

해 가족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건강레벨이 한 

단계씩 올라가면 기분은 말로 다할 수 없지

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3월 5일 오후 6:28)

그리고 특이한 점은 작년5월에 분명히 안과에서 난

시진단 받았고 아이도 달이 두개로 보인다고 했었

는데 아무조치도 안했는데 올해 2월에 난시가 깨끗

이 사라졌습니다. 안과와 안경점 두 군데에서 확인

했는데 확실히 없어졌다고 하네요. 공부를 시작해

서 근시는 그 로라 어쩔 수 없이 안경은 맞추었습

니다.

3. 만70세 여 친정어머니

약을 정말 싫어하시고 무슨 약을 먹어도 효과 없다

는 분입니다. 저희 믿고 안티·써클 101 정량복용. 

복용 후 3달 되도록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4개월

이 넘어가니 이명은 없어지고 퇴행성무릎관절염과 

하지부종 으로 힘들어하시던 계단을 가볍게 올라

가시고 침 에서 일어날 때마다 허리 때문에 10여

분은 뒤척여야 일어나셨는데 쉽게 일어나신다고 

합니다. 좌식으로 다리 접는게 불가능했는데 가능

해 지셨다네요.

평소 노바스크 1알 복용중인데 2월 중순에 갑자기 

저혈압과 심박수가 50정도밖에 나오지 않아 그날

부터 2주간 노바스크 복용 중단했는데도 혈압이 정

상이셨답니다. 2주 지나고 다시 혈압이 살짝 오르

셔서 혈압약  반 알로 드시며 매일 혈압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안티·써클 효과 좋다는 말씀

을 하시네요.

4. 72세 남 친정아버지.

안티·써클101 정량 복용 중 3개월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비염수술했던 부위가 꽉 막히고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코 증상이 심하셔서 써클 202로 증

량하여 1달을 복용한 후에야 비염증상이 사라지셨

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래된 발톱무좀이 정상발

톱이 올라오면서 줄어들고 있다고 하십니다. 전립

선도 있으신데 그 부분은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 하

시네요. 코 속에서 항상 피딱지가 앉아서 매일 빼내

야 했었는데 그것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

2018년 3월 3일 오후 4:44 312 읽음

류지현

#체험사례

어려운 건선…

41세 남 10여년 된 건선.

8월에 3주간 써클만 복용 후 9월부터 안티·써클 

111 복용. 차도가 없어 10월부터 지금까지 안티·써

클 222 복용중입니다. 10월 중순부터 12월초까지 

휴일없이 야근. 수면시간 4시간이하인 생활을 50여

일 하고나니 안티·써클로 버티기만 하고 병소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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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러한 점이 치유와 치료의 차이일 것입니다.

인체의 건강상태를 회복시켜 스스로 회복하

는 것이 치유인데 과로로 인체의 상태가 악화

되니 치유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와 써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찬 

것, 매운 것, 추위 등과 각탕법하기, 기어다니

기, 산소호흡하기 등입니다.

과로도 그 중에 있겠지요.

그 모든 것의 합이 어느 정도 이상의 플러스

가 되었을 때 가능해지는 게 바로 치유입니

다.

감사합니다.(3월 5일 오후 6:31)

지 도달하지 못하는 듯 하 습니다. 12월에 약 3주

간 저녁 9시쯤 퇴근하고 주말 휴식을 취하니 건선이 

아닌 피부가 반짝반짝 빛이 나고 매끈해지며 건선

도 100원 동전크기만큼 사라지는 듯 하 습니다. 

여러 생활요법 호보법과 각탕법 열심히 했구요. 

이제 진짜 좋아지나 보다 하는데 1월부터 다시 야근

시작. 체력과 약효가 받쳐주지 못하니 건성 주변에 

작은 건선덩어리들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하고 부

위가 빨갛게 변하고 각질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

다. 사실 2016년에도 심한 야근으로 상포진을 앓

았고 상포진후신경통을 예방하기 위해 회사근처 

병원에서 신경주사라는 것을 맞았는데 알고 보니 

그 주사가 아주 강력한 스테로이드제 었습니다. 

그 주사를 맞고 일주일 안에 그동안 번졌던 건선이 

모두 없어졌었다가 2017년 서서히 다시 건선부위

가 늘어나면서 주사를 맞기 이전보다 더 부위가 넓

어졌습니다. 

스테로이드의 강력한 면역억제작용으로 인해 균들

이 더 넓은 부위로 퍼져나갔던 것이죠. 

2월초 점점 심해지니 도 체 어떻게 해야 할 지 난

감하더군요. 그 와중에 2월 중순 오랜만에 해외여

행을 일주일간 다녀오게 되었고 여행 중 푹 쉬며 

4일이 지나니 1월 중순부터 늘어나던 건선부위가 

말끔히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

래되었던 부위는 그 로인데 새로 생겼던 부위는 

정상피부가 되었죠. 서로 놀라워하며 약효가 있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농담반 진담반으로 회사 그만두면 한 달 만에 건선 

좋아질 텐데 라니 웃기만 합니다. 여전히 어찌해야 

나을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몸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할 텐데. 참으로 힘든 싸움

입니다.

2018년 3월 4일 오후 8:57 292 읽음

이미숙

#체험사례

 

53세 여 접니다.

올 초부터 안티·써클을 계속 복용중입니다.

눈팅으로만 체험사례를 읽다가 저도 한번 남겨봅

니다. 얼마 전 침 다리에 심하게 발가락을 부딪히

면서 타박상으로 인한 멍과 부종이 심했는데 무심

코 먹어왔던 안티·써클 덕분인지 한 이틀 만에 멍

이 사라지고 부종이 잡혀서 신기하다고 생각하면

서도 긴가민가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눈이 뻑뻑하

면서 이물감이 있더니 흰자위에 혈관이 터졌습니

다. 자주 있는 일이라 한 5일 가겠구나 했는데~ 

헉 이틀 만에 충혈부위가 완전 사라졌네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리~

아무래도 써클의 순환작용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

니다~~^^



00436  A BOOK OF EXPERIENCES

① 류형준 약사  

관찰력이 단합니다.

자신에 한 관찰도 때로는 많은 정보가 됩니

다.

어혈을 제거하는 데에도 림프순환촉진은 많

은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3월 5일 오후 6:45) ① 정국현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신경흥분에

각탕법이 이정도로 효과 있다니 놀랍습니다. 

환자분들께 더욱 열심히 권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3월 5일 오후 2:51)

② 류형준 약사 

이 정도라면 각탕법도 좋지만 효과가 훨씬 강

력한 반신욕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안티와 써클보다는 레몬차나 우루사와 

노루모내복액을 함께 먹이면 더 빠른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혹시 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우루사와 노루

모내복을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3월 5일 오후 6:51)

③ 김선희(옥산삼화당약국)

류형준 약사 노루모와 우루사 기억하겠습니

다.(3월 6일 오전 9:17)

2018년 3월 5일 오전 10:45 266 읽음

김선희(옥산삼화당약국)

#체험사례

: 각탕법

여17세 딸. 경련을 가끔 합니다.

토욜 아침에 갑자기 경련을 심하게 했습니다.

새 학기 스트레스로 3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지나갑

니다.

한잠자고 일어나서 먹던 로 안티2 써클2 복용.

병원에 갔다가 다 토하고 병원복을 입고 집에 와서 

4시간 내리잤습니다.

제가 퇴근해서 보니 밥도 한 끼 못 먹고 축 늘어져 

잠만 자려고 합니다.

여동생(한방병원간호사 음)이 손을 따 줬다고 했

습니다.

안티·써클을 먹일까하다가 한 달 전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안티·써클도 반하사심탕도 다 

토하더군요.

그래서 각탕법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누우려고만 

하는 딸을 윽박질러 각탕법을 1회 10시켰더니 일어

나 앉아서 티비를 보더군요. 속이 울 거린다고 토

할 준비를 하고.

잠시 후에 먹은 것도 없는 아이가 토했는데 아침에 

먹은 안티·써클이 몇 환 보입니다.

다시 각탕법 10분시켰습니다. 여전히 울 거린다

던 아이가 1시간여 지나니 밥 먹고 싶다고 해서 누

룽지 끓인 숭늉먹고 잘 잤습니다. 한 달 전에는 2일

간 고생했는데 이번엔 각탕법만으로 몇 시간 만에

울 이던 속을 해결했습니다. 각탕법 좋아요.

2018년 3월 5일 오후 7:56 261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60  여자 황00

체력만 떨어지면 상 포진 단순포진 재발 하고 늘 

피곤하고 어깨 통증이 심하고 팔꿈치까지 통증 내



 제3장 체험사례 00437

① 류형준 약사 

참 단한 체험사례입니다.

바늘로 찌르는듯한 통증은 말초신경염에 의

한 통증일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하루 만에 

개선하다니 역시 강경애 약사입니다.

그런데 과민성 장증후군의 증상개선이 많

이 이뤄졌지만 제 예상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

니다.

장질환은 점막질환이라 증상의 차도와 약

화가 수시로 일어나기 쉬운 부위입니다.

특히 음식물에 의한 향이 절 적인 부위인

지라 먹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 증상의 경과가 

유동적입니다.

정상적으로 치유가 되었다면 일단 2-3주 안

에 정상변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개선속도

입니다.

그렇지 않고 2개월이 지나는데 변을 2-3변 

보는 정도라면 차도는 있지만 음식물에 의한 

방해로 치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

각됩니다.

특히 찬 것과 매운 것, 튀김류는 절 적입니

다.

지난번 크론병환자의 경우의 매운 것을 가리

지 못해 잘못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음식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강

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믿음직한 강경애 약사님에게 사족같은 

잔소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6일 오후 6:44)

려오고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하루에도 여

러 번 온다는 전에 체험례 올렸던 시골 교회 사모님 

과민성 장 증후군도 있음

안티111 써클 111 유산균

오늘 3개월째 재 구매 하셨어요

복용 하루 만에 팔꿈치 통증 완화되어 놀라셨고 바

늘로 찌르는 통증도 며칠 만에 없어지셨답니다. 피

로도 많이 좋아졌고 과민성 장 증세도 하루에 변 

5~6번에서 2~3회로 좋아지셨 요.

포진 재발도 없었고 이곳저곳 몸이 많이 좋아지셨다

고 말씀드린 로 꾸준히 드셔보겠다고 하십니다.

건강에 자신이 없어져 목회 못하실까 고민하셨었는

데 이제는 자신이 생기셨다고 감사하다 하십니다.

2018년 3월 5일 오후 9:33 261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57세 여목사님이나 목회가 아닌 청소년 상담과 강

의를 하시는 분으로 10년전 유방암환자로 완치 판

정받으신 분이죠

2달 전 1달 이상 병원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감기와 

한번 발작적인 기침이 시작되면 30분 이상 한 시간

가량 계속되어 기진맥진되는 기침을 2년가량 했으

나 백약이 무효해서 오셨지요 

(기관지는 검사 상 깨끗합니다)

처음 20일 안티111 써클 222

장생도라지제제로 증상 호전되어

그 후 또다시 한 달분 안티111 써클 222로 다시 드렸

으나 환자가 한 달 내내 괴롭혔던 감기가 낫고 발작

적인 기침이 횟수가 줄고 기침시간이 짧아지면서 

안티 101 써클 202로 줄여서 드셨다네요ㅠㅠ

또한 구입하러 올 시간이 없어서 5일 동안을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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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아플 때는 좋아진다면 무조건 따르지만 견딜

만해지면 어느새 심했을 때를 잊고 제 생각

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심해지면 그건 약사님 탓으로 돌

리는 것입니다.

그게 숙명이니 어쩔 수 없지요.

그래도 타협하지 않고 원칙은 원칙 로 설명

하고 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뿌리가 다 빠진 

것이 아니므로 조금만 방심하면 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권약사님 뜻 로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3월 6일 오후 6:52)

하지 못했지만 기침하지 않고 잘 지냈다고 좋아 하

시네요

오늘은 안티101 써클 202로 한 달분 드렸고 이번엔 

맘 로 써클 용량을 줄이지 말고 꼭 1회에 2포씩 

드시라고 당부했어요

(환자가 오늘 써클도 101로 복용하면 안되겠냐 하

셔서)

2018년 3월 6일 오전 9:41 323 읽음

정국현

#체험사례

화상치료

48세여 보통체형

횟집사장님이 뜨거운 물에 화상을

당하셔서 1월15일부터

항생제 소염제 안티111써클111

40 일정도 복용후의 결과입니다.

놀라운 것은 화상흉터가 없이 치유되었다는 것입

니다.

이정도 화상이면 흉터가 있을 법도 한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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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현아

와우. 약사님!

길이 남을 사진을 주셨네요.

뿌듯하시겠어요^^(3월 6일 오후 12:47)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항생제는 얼마동안 복용하신건지요~~(3월 6

일 오후 2:33)

③ 윤애숙

생생피부과도감입니다.(3월 6일 오후 3:23)

④ 류형준 약사  

와우 이정도면 3도 화상일 텐데 3도 화상이 

흉터가 없이 깨끗하게 아무는 것이 안티와 써

클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체험사

례입니다.

단 저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가격은 크게 문제

가 아닌 상황일테니 화기가 빠질 동안 하루 

이틀 혹은 삼일 정도는 확실하게 화기를 빼기 

위해서 안티111과 써클33333(5회)으로 화기

를 빼고 

이후에는 안티111과 써클333으로 먹게 하

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궁금합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빠른 치유속도가 있지 않

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급할 때는 급하게 용량을 올리는 것도 필요합

니다.

그래도 이러한 체험사례를 보니 정국현 약사

님이 자랑스럽고 저는 많이 많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3월 6일 오후 6:58)

⑤ 정국현

이명희 항생제도 같은 기간 복용했습니다. 생

각보다 화상환자는 쉽지 않더라구요.(3월 7

일 오전 8:05)

⑥ 정국현

류형준 약사 예 알겠습니다. 써클 용량을 더 

늘렸다면 훨씬 빨리 치유되었을 텐데요 갑자

기 환자분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언제나 격려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선생

님.(3월 7일 오전 8:07)

⑦ 류형준 약사 

정국현 처음인데 안티111 써클111로 잘 하신 

것입니다. 

다음에는 안티111 써클333을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3월 7일 오전 8:12)

  

2018년 3월 6일 오후 12:23 241 읽음

장지연(부산)

#체험사례

1.70  여 (155cm 정도에 60kg초반의 체격)

일요일에 당번 약국 찾아서 온 분이 시모께서 설사

가 심하다고 지사제를 찾았다.

전화 연결해 달래서 증세를 물어보니

병원에 검사 결과 며칠 있으면 나오니까 병원약 먹

어도 설사가 계속 난다고 결과 보고 약 먹을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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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2번 사례에서 안티와 써클의 용량을 알려주시고 

혈당체크 결과에 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티와 써클을 적량 로 먹고 보름 간격으로 식

후2시간 혈당을 체크한 결과이고 세 번째 결과

는 식사직후에 측정한 것이라 높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인가요?

복통설사도 하루 만에 좋아지고 혈당도 스스로 

차도를 보이니 많이 행복하지요.

이제는 치유의 길에 약사님들이 함께하는 것이 

보람이고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6일 오후 7:07)

② 장지연(부산)

1/13일 안티1, 써클2포씩 하루 3번

1/27 써클1통 구매 얼굴에 잔잔한 것이 올라오

고 소변에 거품이 많아짐(혈당 139)

2/2 써클1포씩 하루3번 안티 1-0-1 (혈당135)

2/18 명현이 심해지면서 안티 1-1-1 써클 

2-2-2 (혈당179)

3/2 안티, 써클 1-0-1 정량으로 먹고 있습니다.

(혈당 116)

세 번째 혈당치는 모임에서 식사 끝나고 바로 

와서 혈당치가 너무 높게 나오니까 마지막에 올 

때는 점심도 굶고 공복으로 왔습니다.(3월 6일 

오후 8:17)

③ 류형준 약사  

장지연 감사합니다.(3월 6일 오후 8:33)

지사제만 달라고 짜증 섞인 답만 한다.

이중탕에 안티1-1-1 더운물로 드시라고 하루 분 드

렸더니

다음날 본인이 와서 덕분에 설사가 멎었다고

비상약으로 며칠 분 더 지어달라고 하는데 목소리

에 짜증도 걷히고

표정도 편안하다.

2. 피부가 좋아졌다는 여성분

병원에서 당뇨가 경계치라서 약은 복용하지 말고 

지켜보자고 했는데

안티, 써클 두 달 드신 후

보름 간격으로 혈당 체크한 결과

139-135-172(식후 즉시 측정)-116으로 나와서

1년 계속 드시면서 혈당 체크하기로 함.

2018년 3월 6일 오후 6:12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공지사항

2월 체험사례에 한 답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독했던 추위도 어느덧 물러나고 봄향기가 무르

익는 3월이 되었습니다.

보람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지요?

저도 하루하루 행복한 날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 2018년 2월 체험사례에 한 최종 점검

을 끝냈습니다.

천기누설건강법 약사모임 밴드에 올라온 체험사례

를 확인해 보니 2018년 2월에는 76분의 약사님들

이 262건의 체험사례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명희 약사님, 안순원 약사님, 박향숙 약사님, 하

현아 약사님, 강경애 약사님, 권명선 약사님, 조용

권 약사님, 정국현 약사님, 오시  약사님, 노동원 

약사님, 강은희 약사님을 포함하여 체험사례를 올

리신 76분의 약사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

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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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원래는 이달부터 천기누설건강법 강사분들

에게 체험사례 평가를 부탁하여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험사례를 추려낼 예정이었지만 2월 

체험사례가 질적으로 많이 향상되고 내용도 알차

져서 체험사례 한 건당 제품 한 개를 빠짐없이 원고

료로 보내드리도록 하 습니다.

2월 체험사례에는 최우수작으로는 하현아 약사님

의 자궁경부암의 원인바이러스인 인유두종바이러

스를 없앤 치유체험사례로 정했습니다.

체험사례 최우수작은 체험사례 한 건당 10개의 제

품을 보내드립니다.

나머지 분은 체험사례당 1개씩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집계 시 누락되어 빠진 약사님이 계시면 절  

고의(?)가 아니오니 서운해 마시고 개인톡으로 알

려주시면 사과드리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2018년 2월 체험사례 답례품 명단과 수량 (총76

명:262개)

1.이명희 총1명-25개

2.안순원 총1명-20개

3.박향숙 총1명-19개

4.하현아(최우수사례1,체험사례4)최우수사례10

개, 체험사례4개 총1명-14개

5.강경애 총1명-13개

6.권명선 총1명-12개

7.조용권 총1명-11개

8.정국현 총1명-9개

9.오시 , 노동원 총2명-8개 합16개

10.강은희 총1명-7개

11.박덕순, 이선 , 최현정 총3명-6개 합18개

12.최현숙(세원) 총1명-5개

13.곽명애, 정태 , 조형이 총3명-4개 합12개

14.김은실, 송정숙, 윤애숙, 최미경, 최성순 총5명

-3개 합15개

15.김 훈,김정랑,서원모,신선희,양진자,이나주,

이 구,전기출,정원호,계효숙,김희철,박인숙,장지

연 총13명-2개 합26개

16.강시현,김 희(한가족),김 희(중앙),강평화,김

금희,김동미,김석 ,김선희,김재술,김현선,나희

진,류지수,박미자,박성호,박완수,박현,성재희,신

현욱,유남희,이금형,이민 ,이정숙,최현숙(24시),

이진호,이희곤,장진숙,전춘옥,정세운,정순용,정옥

란,정제규,정희주,조경아,조용원,조윤선,주 선,

진미경,차선옥,최재윤,한현주 총40명-1개 합40개

총76명-합262개

특히 2월은 날짜도 적고 명절까지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체험사례는 참여하신 약사님들도 많고 체험

사례에 한 질도 많이 높아져서 매우 기쁘고 감사

합니다.

특히 하현아 약사님의 체험사례는 천기누설건강법

이 세상에 나가려는데 단단한 토 가 되었다고 생

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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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제품을 오늘 모두 발송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약사님들이 전해주신 생생하고 흥미진

진한 체험사례를 통해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여기 

계신 약사님들도 많이 배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환자의 치유를 보면서 약사로서 보람되고 행

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천기누설건강법’ 책자를 보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심들이 ‘천기누설건강법 약사모임 

밴드’의 생생한 체험사례를 한두 건씩 읽으면서 호

기심으로 바뀌지요.

그리고 어느새 따라잡이가 되어 한두 건 따라하다

가 동일한 효과를 느끼게 되면 처음 품었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은 당연히 흥미진진한 체험사례를 올려주

시는 약사님 열에 동참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3월 9일에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천기누설

건강법 약사모임 사례집 2017년판이 A4용지 500

페이지 정도의 방 한 양으로 발행되고 3월 12일부

터 배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e-book도 함께 발행될 것이니 종이책자와 

함께 신청하시면 이메일로 보내드겠습니다.

e-book은 찾아보기 기능이 있어서 증상별로 올리

신 약사님 별로 검색하여 볼 수가 있어서 매우 편리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천기누설건강법에 동의해 주시고 적

극적으로 활동해주신 약사님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공지사항에 신청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약

사님들께 보내드릴 것입니다.

만약 아직까지 신천하지 않은 약사님이 계시면 공

지사항에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언제든지 보내드

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체험사례 기본양식

앞으로 새롭게 체험사례를 올려주시는 약사님께서

는 많은 동료 약사님들이 보고 배우고 계시니 명확

하고 세세하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양식으로 예를 들면

먼저 맨 처음에 #체험사례 를 꼭 달아주세요.

1) 성명(예:김00), 성별, 나이, 병명

2) 병력과 현재 문제가 되는 증상과 심한 정도

3) 이전 복용중인 약물의 유무와 경과

4) 써클과 안티의 복용여부와 추가 제품의 여부

5) 복용기간과 경과 등으로 내용을 적어주시면

읽으시는 약사님들이 조금 더 내용파악이 쉽고 같

은 경우에 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기누설건강법 약사모임’ 밴드에 올라온 체험사례

들을 함께 하는 약사님들과 서로 공유하고 폭넓게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기누설건강법’은 항상 여러 약사님과 함께 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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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선하

멋지십니다 가끔 류약사님께도 전화문의드릴생

각입니다만 이런 행사를 하고계시는걸 보니 정

말큰 욕심없이 오직 치유와 그로얻는 행복으로 

사시는걸 느끼게 되네요 저도 이북도 같이 신청

합니다01022561187

sonakbne@naver.com(3월 8일 오전 7:54)

① 류형준 약사  

노동원 약사님 좋은 체험사례를 올려주셔서 매

우 감사합니다.

하지만 체험사례를 읽으면서 느낀 점은 아직까

지 증상의 차도에만 집중했지 치유의 길을 안내

하는 것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1번의 경우 2일이면 사라질 것이라는 차도를 약

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까지의 경우 피멍이 2-3일 사이에 줄어든 

사례가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무리는 아

닙니다.

하지만 저라면 출혈이 된 증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출혈이 되는 원인에 집중할 것입니다.

안구에 있는 혈관에 바이러스가 감염되어서 혈

관이 약해진 상태에서 스트레스로 혈압이 오르

고 안구혈관에도 혈압이 높아져서 출혈이 된 것

이니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안티와 써클

을 적량 로 6개월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우

선 피멍을 빠르게 없애야하니 써클을 222로 먼

저 먹고 피멍이 사라지면 안티와 써클을 적량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6일 오후 7:02 267 읽음

노동원 0476

#체험사례

1. 김미ㅇ 40  여성

부동산 운 하는 사장님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서 오른쪽 눈 혈관이 터져서 흰자위 절반이 피

로 낭자한 상태로 내국하셨는데 안과가서 안약 처

방해도 2주일 이상 진행되니 좋은 방법 없냐고 문

의하심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2일이면 사라

질 테니 매운 것 기름진 것 특히 조심하라 당부하면

서 써클222 시호제 2일분 같이 드림. …2일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끔하게 정화되어 본인도 놀람. …

추가 구매함

2. 오창ㄱ  50  남성 당뇨약 투약 중

혼자 사는 분으로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는 편인데 

최근 들어 안구건조증 눈혈관충혈 두통 탈모 증상

이 심해 내국하 는데 한약을 몇제 먹었는데도 별 

차도가 없으니 순환제 달라고 함…. 생활환경을 물

어보니 찬 것 매운 것 엄청 좋아하며 일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인 듯해서 식습관 조심하라 당부하

고 써클101 시호제 같이 20일 드렸는데 중간에 오

셔서 너무 좋다고 한약으로 아무리 해도 안됐는데 

감사하다 하십니다.

3. 70  남성 

일을 하다 잘못해서 발가락에 염증이 생겨서 병원

가서 치료하고 투약했는데 약만 먹으면 속이 쓰리

고 아파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먹고 염증도 낫고 

속도 편해지는 걸 달라고 하셔서 곰곰이 생각하다 

배농산급탕과 써클111 2일분 드리고 2일후 나타나 

속도 편하고 염증도 거의 아물었다며 급 좋아하심. 

…추가구매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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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6개월 복용하세요라고 할 것입니다.

이때 다른 곳도 불편한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용량의 조절을 고려하고 다른 증상의 치유 가능

성도 알려줬다면 더 나은 치유의 길로 안내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2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증상의 차도가 완전한 치유와는 시간차가 있습

니다.

특히 시호제를 같이 사용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라면 안티와 써클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의 경우에도 안티와 써클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라면 평소에도 위장이 안 좋은 

경일 것입니다.

당연히 연세가 있으니 다른 부위도 바이러스가 

많을 것입니다.

상담이 가능한 경우라면 전체적인 치유의 길을 

안내하고 먼저 단기적으로 증상을 없애는 방법

을 진행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야기 하지만 설명은 약사님의 몫이고 선

택은 환자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6일 오후 7:39)

② 이미숙

1번 사례는 저도 얼마 전에 경험한 사례군요~

저도 간혹 피로하면 눈에 실핏줄이 터져서 보기 

흉하게 오래가는데 정말 이틀 만에 빨간 토끼눈

이 없어지더라구요~~ 신기해요(3월 6일 오후 

10:59)

① 유남희

단한 환자분이네요.(3월 6일 오후 8:44)

② 류형준 약사 

2018년 3월 6일 오후 7:46 211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작년 10월 21일 전에서 오셨던

46세 여성으로 7년 전 2기 유방암 수술 후 완치판정 

받은 전00 

오른쪽 어깨석회화로 인한 제반 통증이 6개월 이상 

병원치료로도 호전되지 않아 오셨고

1주일 안티111 써클222후엔 정량으로 1달분을

근육 양제와 어혈을 풀고 행혈시키는 제제와 함

께 드리고

책자 드리면서 건강플러스로 자신을 돌보시라 했음

오늘 전화로 알려주시길 1달 복용 후 팔이 아프지 

않아 병원에서 확인결과 석회화 건염이 보이지 않

고 치유된 것을 알았으나 금전적 어려움으로 계속 

복용하지 못하고 건강플러스 열심히 지키면서 지

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여윳돈이 생겨서 

6개월 동안 안티 써클 101로 필히 복용해서 세포와 

조직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2달

분 보내달라고 청하네요

열심히 책을 읽고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다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겠다" 생각했고 이것이

안티와 써클이 있어 가능하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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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치유의 길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초기용량을 과감하게 먹게 하여 초기 증상개선

에 성공하 으니 후에 이런 동참자가 생기는 것

입니다.

항상 믿음직한 권약사님의 카리스마에 환자들

은 믿고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서 환자들이 따라주니 많이 보람되

고 행복할 것입니다.

저도 많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3월 7일 오후 8:37)

① 송정숙(만수ㆍ부산)

피부병 처음 증상이 어떤 상태 는지 궁금합

니다

가려움증이 심하 나요?

저도 따라서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피부병이 제일 어려워요~(3월 7일 오전 

9:43)

② 류형준 약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어떤 피부증상도 모두 자신 있을 것입니

다.

피부는 명현이 잘 나타나는 부위이니 초기 명

현증상만 잘 설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3월 7일 오후 8:39)

③ 류형준 약사 

송정숙 체험사례집을 받고 피부질환에 한 

체험사례를 찾아서 읽다보면 어느새 피부질

환이 쉬운 질환이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 정도의 수고는 하세요.

결과가 있고 심플한 과정이니 배우고 익히는

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7일 오후 8:41)

2018년 3월 6일 오후 8:47 226 읽음

박희경안젤라

#체험사례

50  초반 에어컨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남자사장님

결핵약 장복후피부병 생김

피부과에 1년 이상 다녔으나 약 먹을 땐 낫는듯하다

가 계속재발 반복하여 상담함

결핵약과 스테로이드 장복으로 간해독이 우선인 

것 같아 글루타치온 제재와 써클 적량 같이 복용케 함

한 달 뒤 힘들게 하던 피부병 증상이 사라짐 지금은 

써클 안티 적량 복용 중 6개월 복용 후 써클만 6개

월 더 복용하도록 말씀드림

늘 목이 뻐근하던 것도 좋아졌다고 감사인사하고 가심

2018년 3월 6일 오후 10:30 264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남 70 이웃

직경 0,5cm 크기의 다래끼 발생 5일차…더 이상 

화농의 진행없이 정체돼 단단한 상태… 통증, 이물

감 없음. 주말끼어 피부과 가기도 난감하다며 금요

일에 오심.

초기이면 안티·써클로 충분히 처치 가능할 것 같

은데 이미 자리잡은 저 견고한 장애물을 뭔 수

로…?

그래도 안티·써클로 가보기로하고 상황변화 체크

할 요량으로 하루 분씩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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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오정균

(3월 7일 오전 9:01)

② 송정숙(만수ㆍ부산)

이때 배농산 급탕을 같이 쓰면 어떨까요?

어제 임플란트 부작용으로 축농증 생긴 케이

스 내방했는데 배농산고용량 (1회 4캅셀)에 

안티. 한포 3회 10회 용량 드려 봤는데 이 경

우에 잘 쓴 건지 고민이 되네요~(3월 7일 오

전 9:38)

③ 유남희

 방출! ㅎㅎ.시원하네요.(3월 7일 오전 

10:50)

④ 류형준 약사

안순원 약사님의 체험사례가 이제는 익을

로 익어서 더 이상 첨부할 말이 없습니다.

용량의 조절도 훌륭하고 실험정신과 관찰력 

또한 매우 섬세하고 훌륭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로 계산한 로 차도를 보이

면 성취감에 날아갈 듯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 느낌 그 기분에 저도 취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7일 오후 8:45)

⑤ 류형준 약사 

송정숙 배농산급탕은 안티플러스의 효과에 

1/10정도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심하고 빠른 차도를 바랄 때는 안티111 

써클222 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7일 오후 8:46)

금, 111/222 

토, 크기 조금 작아진 듯…111/222 

일, 예배 중 여태껏 없던 이물감(이 때가 변곡점이 

아니었나 사료됨)에 눈물이 나오다가 급기야 밤에 

 방출 했다네요.

월, 터만 남아있고 장애물 소멸…주변색깔이 엷은 

선홍색으로 바뀜. 일요일에도 이어 드셨으면 더 빨

리 치유됐을 텐데…마무리차원으로 111/222

매일 호전되는 상황 지켜보니 절로 웃음이 묻어나

오네요.

과거 때늦은 항생제 투여로 치료 지연시킨 경험이 

있어 머뭇, 배농산의 미진한 약효 때문에 또 머뭇…

결국 안티·써클의 고용량선택…잘 했네요. 안티

의 소염능력, 써클의 배출능력…갑입니다.

화농성질환…더 머뭇거릴 이유 없습니다. 2018년 3월 7일 오전 11:03 196 읽음

박경화(마음편한)

#체험사례

다래끼에 한 사례가 저도 있어서 올려봅니다.

좀 전에도 다녀가셨는데요.

50  후반 여성분.

식당일 하시면서 늘 피곤하고 

눈에 다래끼가 너무 자주 생긴다고 하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도 양쪽에 다 생겼고 

그전에 생긴 게 제 로 마무리 안 되고 방울처럼 

맺혀 있는 게 눈에 여러 개 조그맣게 있었어요.

약은 그때그때 다른 약국에서 드셨다는데.

그래서 안티 써클 각각111

배농산급탕222

인플라(소염제)222

5회분 드림.

다 드시고 재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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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저라면 배농산급탕222와 인를라222 신 

안티111 써클222로 단순화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래끼라도 자주 나고 오래되면 바이

러스가 잠복해 있습니다.

단지 증상의 차도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아애 

뿌리를 뽑도록 안내하시면 더욱 좋은 결과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도 환자가 좋아지면 약사는 저절로 보람

있고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3월 7일 오후 9:04)

① 류형준 약사 

당뇨와 잇몸병이 있으니 바이러스는 당연히 

있습니다.

엉덩이 종기로 안티와 써클을 시작했지만 당

뇨와 잇몸부실까지 끝까지 따라서 치유될 수 

있도록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봤습니

다.

그리고 안티와 써클은 단순히 항염, 소염, 진

통제가 아닙니다.

안티는 항바이러스제와 항생제를 겸하는 것

이고 써클은 림프순환촉진제로서 염증물질

을 배독하여 통증의 원인을 제거해주니 통증

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정  진통제가 아니니 그렇게 생각하면 활용

도가 국한적으로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3월 7일 오후 9:12)

많이 편해졌다고.

더 주세요~합니다.

그래서 안티 써클 각각111

이틀 분 더 가져가심.

다시 방문

이거 먹으면 소변이 잘 나오나요? 하십니다.

눈에 방울져 있던 다래끼도 거의 적어졌고

몸 상태가 전체적으로 쾌적하다고 좋아라 하십니다.

아까 오셔서 한통씩 사가십니다.

그래서 계속 드시면 좋은 이유를 설명해드리고 

음식조절하시도록 했습니다.

2018년 3월 7일 오전 11:27 197 읽음

조용권(도아약국. 전서구)

#체험사례

종기통증

남 53세 해물탕집 사장. 고딩 친구

매달 당뇨. 고지혈. 오메가 처방 복용

잇몸 부실, 탈모, 자주 음주, 골프

증상 / 엉덩이 꼬리뼈위에 종기 굉장히 아프고 불

편. 오한.

써클222 안티111 하루 분 복용

개선: 안 아프고 살 것 같다고 ㅎ

오래 건강히 살려면 더 먹으라고 

해독 기능이 있냐고 하네요.

더 복용하면 여러가지 좋아질 듯.

항염. 소염, 통증개선에 탁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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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렇게 한 분씩 치유의 길로 안내하면 기분이 

어떤가요?

약국 안에는 파랑새가 가득하지 않나요?

환자는 나아서 좋고 약사는 환자가 낫도록 도

와서 좋고 약사님들은 공부가 되어서 좋고 저

는 덩달아 좋으니 얼마나 좋은 일을 하셨는지 

아시겠지요?

감사합니다.(3월 7일 오후 9:20)

① 류형준 약사  

잇몸질환도 오래되었다면 써클 단독보다는 

안티와 써클의 병용이 더 효과적입니다.

왠지는 아시겠시요.

감사합니다.(3월 7일 오후 9:22)

2018년 3월 7일 오후 2:19 173 읽음

최미경(예천 인제약국)

#체험사례

46세 뜨게방 운  김미*

2월23일 

뜨게질을 많이 해서 왼손엄지손가락이 붓고 아프

다면서 오셔서 써클202로 3일 분 드시고 오셔서 

신기하게 좋아졌는데 10년 전 신장염 앓고 난 뒤부

턴 아침에 일어나면 붓고 소변도 시원하게 못 봤는

데 소변이 잘나온다고 하심 써클의 림프순환과 만

성적인 신장의 바이러스감염을 안티로 치유해보자고

안티 써클101로 10일분 드림

오늘 오셔서 소변이 시원하게 보니까 몸이 가볍고 

좋다고 

안티 써클 101로 한 달분 가져가시고 

치유의 길로 함께 가기로 하심

2018년 3월 7일 오후 3:08 192 읽음

박신희

#체험사례

 

나이 62세 남 표준체형

왼쪽치아 이따금 우리하게 아프고 시려서 치과에 

갔더니 신경통 의심된다고 항생제진통소염제 5일 

처방

먹고 안 나으면 큰 병원 가라 했다 네요

그래서 약국약 한번 먹어보라 왔다 해서

티타이트 하루2알 써클4유 하루1포 한 달분 드렸어요

근데 일주일도 안 되어 괜찮다고 근데 20일정도 

계속 먹고 있다고 연락이 왔네요ㅎㅎㅎ

2018년 3월 7일 오후 4:03 206 읽음

조용권 (도아약국. 전서구)

#체험사례

보약

50  초반 중학교여교사. 친구 와이프

폐경으로 기운 떨어져 신학기를 맞아 방학 때 몸 

보강.

은행지점장하는 친구 방문 때 상담 후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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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수고하셨습니다.

만성피로감도 오래된 증상이니 써클이 단독 

복용보다는 안티와 병용이 더욱 필요합니다.

다음 달에는 안티도 함께 복용하도록 해보세

요.

더욱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7일 오후 9:26)
① 류형준 약사  

그렇게 확신을 갖고 환자를 하면 환자는 약

사님을 믿고 행복한 마음으로 기꺼이 따라갑

니다.

함께 가는 치유의 길이 행복한 이유입니다.

한의원보약 먹을까하다 복용.

오랜 교편생활로 하지부종과 스트레스, 피로감.

집안살림 등

써클 11 실리마린 복용. 책자와 건강플러스 지키라

고 줌.

오늘 한 달분 더 추가.

개선점 : 하지부종개선과 

아침 기상 시 개운하고 쉽게 일어남. 만족

피로감 개선.

선생님이라 책 열심히 읽고 실천함.ㅎ

예전에 어느 강의서 부족하면 넣어주고 

넘치면 빼주라던 보약강의가 생각나네요.

림프순환 으로 스스로 좋은 환경을 

만들게 하는 게 중요한 듯 합니다. 

봄 보약으로 추천합니다.ㅎ

PS: 답례품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7일 오후 4:34 204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여 75

낯선 분이 오셔서 남편이 약을 사다 주어서 먹고 

살아났어요… 하며 들어와 앉으시네요. 자세히 들

어보니 2~3년 경과한 고관절 때문에 처방약을 하

루 세 번 꼭꼭 챙기며 20일 분을 달아서 드셨는데, 

그 이후로 속에 불이나 수입즉토… 아무 것도 못 

드시다 안티·써클 각111/2일 드시고 살아나셨다

는군요. 위가 무탈한 분도 목 넘김에 예민한 경우엔 

토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드릴까,말까 망설이던 분

이었네요. 불과 이틀 드시고 믿음이 싹터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주소증은 우측 고관절로 엉덩이부분의 저린 증상

이고 외 관절통, 요통, 고관절부터 무릎까지의 색인

통, 상성하허로 하지쇠약, 하지 무력감, 불면, 약간

의 안면부종…

체력이 너무 저하되보여 일단 써클101, 육미제, 근

양제, 활성비타민으로 한 달분 드리고 안티는 담

달이나 다담 달에 소개해드리려고요. 제발 처방약

을 밥처럼 드시지 말고 아껴 드시라 했고요, 각탕/

호보법 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처방의 성공이 한 분을 치유의 숲으로 인도합

니다. 단기처방도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도 행복했고 내일도 행복하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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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3월 7일 오후 9:29)

① 유남희

써클과 안티가 완벽하죠.(3월 7일 오후 6:26)

② 류형준 약사  

그 무서운 상포진이 한번 걸리면 평생을 가

는 상포진이 권명선 약사님이 무서워서 물

러나고 있습니다. 권명선 약사님의 용량조절

은 자유자재로 변화무상하게 발전하고 있습

니다.

많은 공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7일 오후 9:32)

2018년 3월 7일 오후 5:23 220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상포진으로 함께 안티 써클 복용중인 64세 동갑

내기 전직 부부교사입니다

두 분 다 신경절 따라 발진과 통증이 있었고 남편이 

더 심해서 2월 26일부터

남편은 10회분 안티 써클 333

이후론 222 로 복용중이고

부인은 가벼워서 10회 각 111

이후론 101로 복용중입니다

다행히 부인은 큰 명현반응 없이 신속히 치유중이

고 남편은 상포진 발병 전부터 온몸에 발적되며 

소양증을 동반한 발진이 2달 전부터 나타났던 부위가

심해졌다 사라졌다를 반복해서

10회 333 복용 후 222로 줄여서 복용했으나 스스로 

다시 333으로 늘려 복용해서 빨리 떨어져 다시 구

매하러 오셨네요

남편분의 포진으로 인한 통증은 벌써 소실되었고 

제 생각으론 피부의 바이러스 감염이 심했던 것으

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을 늘려 복용함도 좋으나 건강플러스 지

침을 열심히 따르시길 권하며 

남편은 안티 써클 222 로 앞으로 

20일 복용 후 둘째 달부터는 

안티 111 써클 211

부인은 그 로 안티 써클 101로 쭉 드시라 했답니다

두 분 다 병원약 도움없이 안티와 써클로만 상포

진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7일 오후 5:28 253 읽음

강은희

#체험사례

 

60  여자분

잇몸이 너무 붓고 아파 치과에 갔는데 너무 부어서 

부기가 가라앉으면 오시라고 했다고 오심

정말 많이 땡땡 부어 입이 돌아갈 정도여서 마스크

까지 끼고 오셨음

안티111써222 3일 분 드리고 와보시라고 했음

1주일 지나서 처방약을 타러 오셔서 그때 그 약 드

시고 많이 가라앉았는데 아직 조금 남아있는 것 같

아 내과의사선생님한테 처방해 달랬더니

처방 안 된다고 하시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그런 

약은 부기만 빼주는거라고 병원가라고 했다하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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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향숙

나중에 다시 옵니다 낙심하지마세요♡(3월 7

일 오후 6:12)

② 류형준 약사 

박향숙 약사님의 말이 맞습니다.

나중에 다시 옵니다.

그것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무한신뢰를 갖

고 옵니다.

이제까지 의사의 말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은 

그들이 약사들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한분 또 한분의 약사님들이 고분분투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면 어느새 그한 분들로 가득하

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최선이 결과를 나왔을 때 신뢰의 

파랑새는 저절로 나의 어깨에 앉아서 편안하

게 졸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7일 오후 9:36)

① 류형준 약사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몇 년 동안 치료해도 낫지 않아 수술까지 해

야하는 상황인데 불과 6-7일 먹고 수술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약사님을 신뢰할 수 밖에 

없는 환자들입니다.

누가 잘 제 로 환자를 건강하게 인도하는냐

에 따라 환자는 믿고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3월 7일 오후 9:40)

② 권명선

이 분은 10회 222로 복용 후 다시 오셨어요(3

월 7일 오후 10:25)

③ 계효숙

얼마나 좋으셨으면 월요일 1통씩 사갔는데 

수요일에 추가 구매를 했을까요? 

토요일에 병원 안 가고 계속 약으로 먹으려는 

심산인 듯.ㅎㅎ(3월 7일 오후 11:49)

④ 박향숙

와 수술을 면하셨네요*(3월 8일 오전 10:36)

⑤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단하네요(3월 8일 오후 1:04)

⑥ 류형준 약사 

권명선 네 한번에 2포씩 10회를 먹은 것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8일 오후 4:33)

처방전 받아오셨어요

계속 이약을 드시면 나을 텐데 하여도 의사무한신

뢰 ㅠㅠ 

더 이상 이야기가 진행될 수 없는게 속상한 현실입

니다

2018년 3월 7일 오후 6:50 235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지난 월요일 왼쪽 눈 위에 몇 년 동안 진행되어 부풀

어 오른 지방종이 곪아터져서 째서 고름을 뺀 후

5일분 항생제 처방을 들고 오신 61세 남성이 염증

이 가라앉으면 수술해서 지방종을 제거하는 수술

을 할 수도 있다하면서 도움되는 약을 달라 하심

안티 써클 222로 복용하라고 작은 포장 1통씩 드림

방금 재 구매하러 오셨는데

심했던 통증이 2회 복용 후부터 현저히 사라지면서 

지방종의 크기도 줄어들었다네요

다시 작은 통 1통 씩 구매 토요일에 다시 병원가서 

수술여부확인하기로 했는데 안 해도 될 것 같다면서 

기쁘게 돌아가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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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죄송합니다.

자랑스럽게 체험사례를 올렸는데 진지하게 

사족을 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혈압약을 먹고도 혈압이 160까지 올라가는 

환자에게 처음부터 혈압약을 끊게 하고 안티

와 써클을 먹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히 각탕법까지 함께해서 혈압이 오르지 

않고 떨어졌지만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혈압약을 그 로 복용하면서 안티

와 써클을 병용하고 각탕법까지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매일 혈압을 확인해가면서 혈

압에 떨어지는 상황을 봐가면서 혈얍약을 줄

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병원애서 확인하

고 처방약을 줄이게 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각탕법을 한 게 한 것은 신의 한수입

니다.

감사합니다.(3월 7일 오후 10:13)

② 김영희(한가족약국.여수시)

네 지인인데

혈압약은 처음 처방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제가 부족했나봐요

혈압체크 매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3월 8일 

오전 9:05)

2018년 3월 7일 오후 9:21 216 읽음

김영희(한가족약국.여수시)

#체험사례

김0  49세 여자 고혈압

혈압이 없었는데요

갑작스레 혈압이 160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혈압약은 못 먹게하고

안티와 써클 기본으로 먹게하셨습니다

각탕도 함께

7일 정도 먹고 병원 갈일이 있어서 체크해보니 140

으로 떨어졌다 하네요

지금도 안티 써클 기본으로 6개월 먹기로 하고 계

속 진행 중입니다

2018년 3월 7일 오후 10:23 266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지난 11월의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후 급격히 살이 

쪄서 한방병원에서 살 빼는 약을 먹던 중 뭉태기로 

머리가 빠지는 심한 탈모를 겪은 52세 여성으로 

1달 전에 오셨고

머리만 더 이상 안 빠지고 새로 나기만 하면 어떤 

약이든 좋으니 달라고 합니다

전 조급증을 버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갖으란 조언

과 함께 

플라시보 효과를 고려해서

이 제품 복용하면 반드시 회복되리라는 말과 함께

안티 써클 101로 1달분 드렸고

어제 멋진 헤나염색으로 염색 후

탈모를 감추기 위해 쓰고 다녔던 모자를 벗은 채 

나타났네요 

복용 후

확실히 머리가 덜 빠지고 모발에 힘이 생겨서 몇 

달 동안 방치했던 



 제3장 체험사례 00453

① 조용권 (도아약국.대전서구)

샴푸 시 덜 빠지고 기름기가 덜한듯 하고 베

개에 기름기가 덜해요. 솜털도 나고 모근에 

힘이 생긴 듯해요. 이발하시는 분도 인정. 림

프순환으로 양공급이 되고 있는 듯. .제 경

우죠.ㅎ

비듬도 덜하고 지성도 덜하고 아마도 지방

사에 향을 준 듯 싶어요 ㅎ(3월 7일 오후 

10:55)

② 류형준 약사  

탈모와 두피의 염증은 서로 연관있는 증상입

니다.

염증은 안티플러스로 모근의 양공급은 써

클4.U로 상호작용하여 모근의 명증을 개선하

고 모근을 활성화하니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

나 것 같습니다.

탈모와 두피에 문제로 고민하는 환자들이 많

고 생각보다 탈모방지와 발모촉진의 체험사

례가 많이 올라오는 것을 참고해서 확실한 효

과증진을 위한 전문두피프로그램을 세트화

하려고 합니다.

세트의 구성은 안티와 써클, 항모낭충, 항균, 

항진균, 항바이러스효과 삼푸, 림프순환용 두

피에센스, 엘시스테인과 비타민C의 모발

양제 등으로 이루어진 두피세트를 준비해서 

평가를 받고 확실한 결과가 있으면 진행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8일 오후 4:44)

머리를 꽃단장 했답니다

복부비만해소위해 살 빼는데 도움되는 약 있음 더 

달라고 하셔서

꾸준히 두 제품을 복용하면 살도 빠지게 될 것이란 

말과 함께 

1.피토 에스트로겐제제와 

…에스트로겐활성화

2.프리 바이오틱스와

…변비가 심해 유산균을 상용해도

차도가 없어 유산균의 먹이공급

및 식이섬유공급위해

(변비는 비만세포를 활성화시킴)

3.안티 써클 함께 드렸답니다

1달 동안 2kg 빠지길 기 하며

이미 탈모걱정은 잊고 

발걸음 가볍게 돌아갑니다

2018년 3월 8일 오전 11:24 208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50  여자 정00

성격이 까칠하고 스트레스 잘 받는 분

온몸이 안 아픈데가 없답니다.

하루 종일 서있는 일 하시니 오후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늘 피곤하고 갱년기 

증상도 심하답니다. 족저근막염도 심해 아침에 일

어나면 발 딛기가 힘들 정도로 아프시다고 하구요 

유산균 미네랄 조혈제 복용 중

안티11 써클 21 로 복용

각탕법 호보법 하시라고 설명드리고 책자

드림

명현 현상으로 일주일 정도 온몸이 더 아프고 관절 

마디마다 아프셨는데 책자 보시고 이해하시고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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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하지부종, 만성피로, 체력저하, 갱년기증상, 

족저근막염, 무좀까지 참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치유의 길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길입니다.

우리가 치유의 길을 가고 또 환자들을 치유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경애 약사님은 항상 든든한 치유의 길 안내

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8일 오후 6:10)

① 류형준 약사  

순리 로 하세요.

일단 설명하 으니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찾

아옵니다.

이제까지 증상치료의 증요법에만 적응되

다보니 증상의 개선 이후에 프로그램에 익숙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단 증상은 없어졌으니 다행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겪어야 하니 그때 확실하

게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3월 8일 오후 7:35)

몬차 따뜻한 물 드셨답니다

한 달 정도 드시니 온몸 아픈 거 좋아지고

피로도 덜하다고 재 구매

현재 5개월째 복용중이시구요

족저근막염도 발뒤꿈치 정도만 남을 정도로 호전

되셨고 전체적으로 몸 컨디션이 좋아져 일하는게 

덜 겁난다 하십니다. 오늘은 오셔서 무좀도 낫느냐

고 오래전부터 발가락 사이 무좀이 있고 약을 발라

도 안 낫는데 어제 무심코 보니 발가락 사이 한개 

남겨놓고 무좀이 사라졌다고 신기하다 하십니다.

건강 리셋을 위해 1년 이상은 투자해 보시겠다 하십

니다.

2018년 3월 8일 오후 12:50 179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62세 여자 고00

오래전부터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 중

일하는 곳이 시장이고 공기도 안 좋아 심할 땐 하루 

종일 재채기 콧물 나옴

늘 항히스타민제 드시거나 비염약 처방받아 드시

고 졸음 때문에 힘들다고 하심. 위장도 안좋음

유산균 미네랄 복용중

써클 11로 한 달분 드림

한달 복용하셨는데 비염 증세가 거의 없어지셨답

니다.원래 체질은 건강한 편이시구요 그래서 써클

만으로도 빠른 효과를 보신 듯합니다. 말하지 않았

던 허리 통증도 없어졌구요 피로도 좋아졌구요

써클 한 달분 재 구매

안티 드셔야 하는 이유 설명드렸으나

써클만으로도 효과를 보셔서 머뭇거리시네요ㅜ 더 

말씀드려야 겠죠

2018년 3월 8일 오후 2:32 194 읽음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체험사례

 

약사본인.46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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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수고하셨습니다.

힘든 와중에 책도 읽고 밴드의 내용도 확인하

고 그러면서 안티와 써클까지 먹고 각탕법까

지 하 습니다.

그러고도 차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어다니기만 조금 더 하시면 

확 좋아지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피곤해서 기어다니기를 못하는 것보다는 기

어다니기를 하시면 피로가 풀리고 체력이 충

전됩니다.

해보시면 몸이 알려줍니다.

도전해 보세요.

어렵지 않고 본인이 경험을 해야 상담할 때 

저절로 힘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3월 8일 오후 8:19)

②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네 명심하고 오늘부터 열심히 호보법을 실천

하겠습니다(3월 9일 오전 9:18)

복용 전 주 증상; 질염 1년 반 동안 계속재발.자궁선

종.양쪽난관막힘.갑상선기능저하증.탈모도 심함. 

추위를 엄청 심하게 타고 손발이 무척 시리고 저리

기까지 함

복용중인 약; 씬지로이드 0.15mg 반알.

밴드에서 처음 안티와 써클을 알게 된후 책을 받아 

읽고 체험례 중 자궁선종사례가 있어서 급 관심을 

갖고 약 복용을 시작. 약국 개업 전에 업무량이 엄청

난 약국에서 3개월가량 근무하고 나서부터 질염이 

시작되고, 개업 준비로 무리를 하다 보니 체력이 급 

저하되고 회복이 되지 않아 많이 힘든 상황이었음.

철분제와 글루타치온. 비타민d도 계속 복용하고 

있었음.

2017.11월 15일부터 보통 안티.써클 101로 복용시작

12.13일부터 써클 111로 증량 복용.

한 달쯤 지나자 그렇게 괴롭히던 질염 증상이 거의 

가라앉기 시작하고 4개월이 되어가는 현재는 재발

하지 않고 있음

류선생님 조언에 따라 2.1일부터 써클을 201로 증

량해서 먹기 시작》자궁선종은 수술하러 갈 시간

이 없어서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선종의 상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음. 

아시겠지만 선종이 있으면 생리통도 엄청 심하고 

생리양도 무척 많아집니다.

저는 선종이 발견되기 전에도 생리통이 무척 심해 

응급실에 실려간적도 있었는데 통증이 조금씩 줄

어드는 게 느껴지고, 안티. 써클 복용 시작하고부터 

1월 달까지는 생리혈의 악취가 무척 심했는데 2월

에는 별로 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몸안의 노폐

물이 빠져나오느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수족냉증은 잘 개선이 되지 않아 2월20일부터 써

클을 202로 늘려서 복용》써클 용량을 늘리니 확

실히 손발시림이 조금 개선되는게 느껴집니다.

꾸준히 복용하여 자궁선종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기를 희망합니다. 각탕법은 피곤해서 주 3회 정

도 했고 호보법은 자주 못했습니다.

나 자신이 확실한 효과를 체험해서 온가족을 다 먹

게 하고 있답니다.

2018년 3월 8일 오후 2:42 208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1월 12일 녹내장 소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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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현아

이분의 결과가 저도 궁금했었어요.

늘 놀랍다는 말로는 부족하네요.

약사님도 늘 건강하세요.^^♡(3월 8일 오후 

5:37)

② 류형준 약사  

녹내장 정말 어려운 병인데 권명선 약사님, 류

지현 약사님, 하현아 약사님은 손오공이 여의

봉 꺼내듯 수시로 손쉽게 꺼내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체험사

례를 보면 정말 안티와 써클은 제 자식 같은 

녀석들이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의 자녀입니

다.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3월 

8일 오후 8:22)

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조금씩 투여해보고 환자들 반응 체크하고 그

러다 약사도 확신이 생기고. 환자에게도 믿음

을 주게 되고,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고~~,치

유경험이 시작되더라구요. 저도 효과를 제 눈

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하루 분 이틀 분씩 사

용했어요. 반응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

해서^^.(3월 8일 오후 4:48)

② 류형준 약사 

용량도 좋고 경과도 좋고 기간도 좋고 모든 

게 좋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쌓고 확신이 생기고 치유의 길

에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8일 오후 8:28)

원래는 안티111 써클222로 드시기로 하시며 안티1

통 써클 2통을 가져가셨던 76세 어르신이 

오늘에서야 오셨네요

2월초순과 3월초의 검진에서 안압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와 의사에게 칭찬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원래는 2월초에 오셨어야하는데 5일 정도

는 

안티111 써클222로 드신 후 

눈이 편안해져서 

그 후는 101 202로 드시다 구정 때

떨어지셨는데 자제분 에서 어제 오셔서 오늘에

서야 재구매하시네요

이제부터는 중단하시는 일없이 꾸준히 드셔야 됨

을 말씀드리고 수치가 안정되어서

안티 101 써클 201로 

1달분 드렸어요

2018년 3월 8일 오후 3:58 171 읽음

서원모

#체험사례

 

나이 : 30  후반

성별: 여성

증상 : 턱 수술(양악수술)후 염증 부종 멍

투약내용; 안티플러스 1. 1. 1

써클4U. 2. 2. 2

복용기간. 3일

3일 먹고 오더니 많이 좋아졌다고 좋아함

책도 빌려주었음

앞으로도 소량씩 환자분들에게 접근해 볼 예정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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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제는 모든 약사님들이 저보다 더 안티와 써

클을 잘 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안티와 써클이 약기라면 전 악기를 잘 만드는 

장인이고 여러분들은 치유의 음약을 연주하

는 연주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주하는 치유의 음악은 천상의 

음악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8일 오후 8:33)  

① 류형준 약사 

서원모 약사님께 여러 가지 활용법을 배워봅

니다.

감사합니다.(3월 8일 오후 8:38)

2018년 3월 8일 오후 4:21 193 읽음

서원모

#체험사례

환자: 64세 남자

직업: 나드리 장애인용 택시하다 은퇴함

증상: 만성피로 두통 간 기능저하(감마지티피200)

크레아티닌수치 1.73

감마지티피 높으면 간경화도 올 수 있다고 설명해 

드림

투약내용:써클4U 1.  1.  1

     안티플러스. 1.  1.  1

10일분 드림

그 외 유산균 오메가3 효소 부신피로증후군비타민 

같이 드림

약 드린 날짜:18년 2월 28일

오늘 3월8일 다시 내국함

크레아티닌수치가 1.3으로 좋아짐

몸이 개운하고 잠을 잘 잔다함

머리 맑아짐

오늘은 20일분 가져가셨습니다

2018년 3월 8일 오후 4:37 151 읽음

서원모

#체험사례

 

원래 양요법 드시던 여자 40 환자분이십니다

기존에 먹던 양요법 약에

써클4U. 아침 1포 저녁 1포 

안티플러스 아침1포 저녁 1포 추가함

기존에 약 먹던 것보다 

몸이 훨씬 가벼워 지셨다하십니다

얼굴 붓는 증상이 좋아지셨다 하십니다

2018년 3월 8일 오후 5:05 209 읽음

서원모

#체험사례

 

67세 여성

직업 3선 도의원하시다가 은퇴하심

주증상;만성피로증후군.불면증.조금만부딪혀도 

멍이 잘든다

손발이 차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

투약내용:써클4U 1. 1. 1

안티플러스. 1. 1. 1

그 외 유산균 효소제제 항산화제도 드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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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서원모 약사님의 연속된 체험사례를 보면서 

약사님의 약국에 파랑새가 날라다닌 것이 보

이는 것 같습니다.

약사인 것이 보람되고 약국을 하는 것이 행복

한 일이구나 하고 동감하시는 것 같아 저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3월 8일 오후 8:43)

① 류형준 약사  

존경하시는 스승님을 건강하게 안내하시니 

참 많이 기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8일 오후 8:44)

② 유옥경

한 달 전쯤 통풍으로 써클포유와 안티를 사 

가셨던 분입니다

드시고 염증이 심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

는데 없는 당수치가 264 가나왔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보니 일시적으로 당이 올라

갈 수 있다고 했답니다

당뇨약을 드셔서 수치가 내려오긴 했는데 식

품은 부작용이 없어야하는데 식약청에서 어

떻게 허가를 했는지 알아보겠답니다

계속 드시면 다시 내려갔을 거라고 말씀드렸

는데 어이없어하시며 답을 달라하시고 가셨

습니다

초짜라 답변이 궁하고 걱정되어 여쭤봅니다

(3월 8일 오후 9:01)

③ 류형준 약사 

책은 드리셨나요?

명현반응에 한 설명은 해 주셨나요?

명현반응은 미리 설명하면 명현반응이지만 

나중에 설명하면 부작용이고 변명이 됩니다.

사실 책을 쓴 가장 큰 이유도 바로 명현반응

이 무서워서 습니다.

사실 식품의 원료로만 만들었으니 안티와 써

클이 염증을 악화시켰다고 입증할 수 없으니 

문제는 안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환

자를 건강하게 안내할 수 있던 기회가 있었는

데 그것을 놓친 것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단순하게 제품을 팔고 치료제처럼 판매하면 

이러한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18년1월20일 15일분 가져가심

2월3일 다시 오심

몸이 가벼워지심 .잠이 조금씩 온다 하심

변이 많이 나온다하심(제가 명현반응을 미리 말

씀드려 놨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기심)

15일분 다시 가져가셨습니다

2018년 3월 8일 오후 6:08 211 읽음

서원모

#체험사례

 

67세 남자

증상 전립선비 증 만성피로 몸이 차가워짐(심부

체온저하)

전직교사

투약내용: 안티플러스 아침1포 저녁 1포

써클4U. 아침 1포 저녁 1포

제가 인격의 스승님으로 존경하는 분이신데

아내분이 개국약사님이십니다

1월말에 1개월분 드렸는데 복용하시고 몸이 가벼워

졌다하심

아내약사님께서 직접주문해서 계속 드리겠다하심

며칠 전 물어보니

회사에 주문하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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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치유의 의미를 이해하고 치유의 길에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환자와 마음으로 함께하고 건강해지는데 까

지 동행하는 것입니다.

찬것, 매운것, 추위는 언제든 문제를 일으킵

니다.

각탕법과 기어다니기는 전가의 보도처럼 어느 

증상에든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통풍에는 쌓인 요산을 녹여야하니 각탕법은 

꼭 하라고 몇 번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랬다면 이러한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

니다.

또한 안티와 써클을 한 달 복용한 후에 혈당

이 오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는 안티와 써클보다는 다른 환경적인 요인

으로 인해 염증이 심해지면서 일어난 일시적

인 현상일 것입니다.

책을 드리고 제 로 설명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제게 전화를 주십시요.

통풍과 당뇨를 치유되도록 안내해 드리겠습

니다.

유옥경 약사님 힘내세요.

용기를 갖고 이야기 한 로 해보세요.

마음이 통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됩니다.(3월 

8일 오후 9:26)

④ 진원택

유옥경 

안티 써클로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말

씀과 같은 생각이구요.

혹시 입원 중에 사용한 약에 문제가 있을 가

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다면 저렇게 

올라갈 수 있지요.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3월 

8일 오후 10:05)

① 류형준 약사 

안티와 써클이 효도입니다.

안티와 써클로 100세 무병장수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큰 병이 없을 때 

너무 늦지 않았을 때 

건강할 때 시작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3월 8일 오후 9:10)

2018년 3월 8일 오후 6:29 257 읽음

서원모

#체험사례

 

91세 할머니 장모님이십니다

증상: 지금도 부엌일 도와주시는데 손 떨림증상이 

있음

투약내용: 안티플러스 아침1포. 저녁1포

복용기간 3개월

17년11월말부터-18년3월8일

경과반응: 손 떨림증상 좋아지심 

다른 것 좋아지신 것은

없어요? 하니까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네 하신다

오늘 아침에 하시는 말씀

내 늙은이가 이래 좋아져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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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참 다행입니다~^^(3월 9일 오전 7:36)

② 류형준 약사 

이나주 약사님 다치지 않고 무사해서 다행입

니다.

차동차가 반파될 정도의 큰 사고라면 몸도 많

은 충격을 받았을 터인데 3일 만에 괜찮아졌

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써클 량요법이 아니라면 오랜 기간 고생했

을 터인데 다시 한 번 림프순환촉진이 얼마나 

훌륭한지 확인을 합니다.

참고로 그런 사고일 경우 처음에는 써클 

333333으로 1-3일, 333으로 2-5일, 다시 

111로 7-10일 정도는 예상하고 진행하면 큰 

실수 없이 개선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

다.

감사합니다.(3월 9일 오후 2:55)

① 류형준 약사 

갱년기장애에도 생리가 끊어진 것을 잊는 것

도 안티와 써클의 몫이네요.

세포가 활성화되면 우리 몸은 활성화되고 증

상은 눈 녹듯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무병장수의 꿈을 이뤄보십시다.

감사합니다.(3월 10일 오전 8:24)

2018년 3월 8일 오후 11:48 283 읽음

이나주

#체험사례

 

#써클4.u체험사례 

약사본인 교통사고

퇴근길 운전 중에 교차로에서 상  차 실수로 교통

사고가 나서  에어백이 터지고 차가 반파되어서 폐

차해야 살 정도로  크게 사고가 났음

온 몸이 아프고  손가락이  두 배로 퉁퉁 부어오르고 

구부러지지도 않고  어깨 통증도 심했음

써클 4 4 4 로 한 시간 반 간격으로 먹고 나니까 

다음날 부기가  다 가라앉고 멍도 자국만 남고 통증

도 거의 없어짐

다음날부터  써클 3 3 3으로 이틀 먹고  다 나아서 

그만 먹었음  현재까지 이상 없이 완전 회복되어 

다 나았습니다

2018년 3월 8일 오후 11:49 257 읽음

이나주

#체험사례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52세 여성  약국직원  

4개월 전 생리가 끊어진 후에  상열감이 심해서 추

운 겨울인데도 얼굴에 땀이 나고 홍조가 심하고 덥

다고 히터를  자꾸 꺼버려서  

써클 1 1 1  안티 1 0 1  로 복용 시작

일주일 복용 후 상열감 홍조 땀나는 게 다 좋아짐

그 후 두 달간 계속 복용한 후에 정상적인 생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속 복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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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하지정맥류에 한 체험사례가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지난번 뇌혈관이 부풀어 오른 경우를 질의응

답으로 올라온 것을 봤는데 그것 역시 혈관의 

문제이므로 같은 방식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혈관이 터지면 부위에 따라 증상은 많이 다를 

수 있지만 혈관의 이상은 같은 경로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 치유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10일 오전 8:28)

① 류형준 약사  

림프순환촉진제의 또 다른 별명은 약물전달

자입니다.

약물의 흡수를 돕고 체내 이동을 도와서 약효

를 증가시키고 이후 빠르게 제거하니 부작용

도 줄이게 됩니다.

간혹 지속시간을 요구하는 약물의 경우에는 

지속시간을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3월 10일 오전 8:31)

② 서원모

류형준 약사 

약물전달자

감사드립니다(3월 10일 오후 6:36)

2018년 3월 9일 오전 9:45 184 읽음

서원모

#체험사례

 

여성 58세 처형(아내 언니)

울릉도 초등학교 행정실장님

증상: 다리에 하지정맥류 피로

복용기간:2개월

투약내용: 안티플러스 아침 1포. 저녁 1포

        써클4U.  아침1포. 저녁1포

경과: 다리에 실 같은 것이 옅어지고 좋아짐

피로감이 감소함

산악자전거타기가 취미이신분인데

자전거 탈 때

훨씬 편하다하심

2018년 3월 9일 오전 10:07 192 읽음

서원모

#체험사례

 

46세 남자 사무직

증상 :만성피로 .부신피로증후군

(cortisol수치가 0.2로 아주 낮음)

만성두통 불면증

복용기간:17년 12월21일부터 복용 시작함

투약내용:써클4U 아침1포 저녁1포

안티플러스도 주고 싶은데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상황보고 있습니다

그 외 유산균 칼슘마그네슘 부신피로에 쓰는 양

제도 같이 투약했음

제가 궁금한 점은 기존에 복용하던 약에다가

써클4U를 추가했을 때의 상승효과가 무엇일까?

얼마나 느낄까? 습니다

결론: 몸이 더 가벼워지는 느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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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뼛속까지 시린 느낌. 그로 인한 힘든 일상 제

가 경험해서 알아요~. 누님께 좋은 일 하셨네

요(3월 9일 오전 11:02)

① 류형준 약사  

아직 초기이니 천천히 경과를 두고 보세요.

감사합니다(3월 9일 오후 11:05)

2018년 3월 9일 오전 10:30 207 읽음

서원모

#체험사례

 

68세 여성 약국에 같이 근무하시는 친 누님

증상:하지냉증이 아주 심함 

복용기간:3개월 경과(17년 11월말부터 지금까지)

투약내용: 안티플럭스 써클4U

두 가지다

처음2개월은 1일3회 복용하다가

지금은 아침1포 저녁1포 로 줄여서 복용 중

그 외 은행잎제제 혈액순환제 유산균 같이 복용중임

경과:다리 아래 얼음처럼 차가운 것이 속이 시릴 

정도 는데

이제는 겉만 시릴 정도로 좋아짐

동생 덕분에 몸 좋아지신다고 감사해하심

2018년 3월 9일 오후 12:08 191 읽음

박완수 

#체험사례

=저의 체험사례 004번째= [써클4U+안티플러스]

-ㄱㅇㅎ 여 52세 (갑상선수술 기왕력)

-너무 피로하여… 기상 힘들고, 잠들면 기절~끝도 

없이 잠. (기상이 고역)

-직장 갔다 오면 파김치 되고, 부종도 있음

-2018.02.03. 써클4U + 안티플러스 = 각각 60포 

(식후 한포씩 하루3번)

-5일 복용하고 전화와서 -- 기상하기가 조금 낫다

고 함.

-문제점 (밤/낮… 소변이 잦다) (소화 덜 됨) (배변 

가늘어짐)-과거 정상 변

-원인분석 -- 몸의 오장육부생체리듬이 너무나 

오랫동안 엉망이 되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명현>유사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필요시 담즙소화제나 다른 보조제가 조금 추가되

어야 할 것 같아요.

-생체리듬과 호르몬의 정상화를 위하여 6개월 복

용을 권고함…

2018년 3월 9일 오후 4:25 167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남 61 2월5일 사례

선택은 본인이 하시네요.3개월 차입니다.

두한으로 두 달 드신 후…약 때문에 그런지 땀이 

좀 덜 나는 것 같다며 더 드시는 것을 망설이던 분이 

오셨습니다. 그 때는 긴가민가하는 태도를 취하시

더니 이번엔 확실히 인정하시네요.

얼굴이 덜 빨개졌고… 중탕에 가서 사우나실에 

안 들어가도 땀이 너무 나서 괴롭고 속이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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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수고하셨습니다.

3개월 차인데 견비통과 요통이 아직 차도가 

없다는 것은 찬 것, 매운 것, 추위 운동부족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

다.

점검해보시고 조치를 취하면 결과로서 확인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붙이는 핫팩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

다.

감사합니다.(3월 10일 오전 9:02)

① 류형준 약사  

수고하셨습니다.

사족을 달자면 이 정도 증상이라면 초기에 안

티111과 써클333으로 2-3일 정도 복용하여 

빠르게 증상을 개선하고 이후 안티101과 서

클202 1개월 이후 안티와 써클 적량복용이면 

증상개선이 훨씬 빠르고 환자도 많이 수월하

지 않았을까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3월 10일 오전 8:59)

② 장진숙(참좋은P 광주광역시)

감사합니다

다른환자분에게 적용해보겠습니다(3월 10일 

오전 9:21)

5분 이상 목욕하는 게 벅찼는데, 지금은 30분 이상 

있을 수 있다며 여유를 보이십니다. 수족냉도 좋아

졌네요. 다만 견비통과 요통은 아직이라 하네요. 안

티·써클101/201/1달

술값 아껴 더 드셔보겠다며 의지를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9일 오후 4:35 192 읽음

장진숙(참좋은P 광주광역시)

#체험사례

 

40 여자  전문직

평소 비타민 오메가 비타민D 유산균복용

만성질환 없음

발목을 두 번 다친 후 구두도 못 신을 정도로 통증 

있음

(인 손상 ㅡ평소보호 착용하고 짧은 거리만 걸

을 수 있음)

2월부터 지금까지 안티101 써클101(통증이 더 있으

면 202~201)

발목통증이 많이 좋아져 구두신고출근

(처음에는 명현ㅡ잠이 많이 옴)

안티6개월 써클은 1년 정도 먹기로 함

2018년 3월 9일 오후 4:56 181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65세 남자 김00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 구멍난 곳에 빠지시면서 

무릎 이하 다치셨고 충 에서 검사하니 골절은 아

니고 타박상을 심하게 입었다고 당분간 치료받으

라고 하심.

부인되시는 분이 안티 써클 드시고 많은 효과를 보

셨던 터라 남편에게도 권유해서

안티111 써클 111로 소포장 한통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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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감경애 약사님은 이제 공항가면 있는 오토르

랙인가 하는 저절로 가는 치유의 길을 설치하

신 것 같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고 신뢰가 쌓이고 치유의 길

이 넓어졌으니 가능한 일입니다.

그동안 처방전 없이 고분분투 했을 강경애약

사님에게 진심으로 응원의 박수와 감사의 박

수를 동시에 보냅니다. (3월 10일 오전 8:55)

① 류형준 약사  

잘 하셨습니다.

수술 후 피멍을 빨리 빼셨습니다.

다음에는 안티111과 써클 222보다는 안티

111과 써클333으로 먹게 하면 더 빠른 효과

가 있을 것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비교해 보세요.

감사합니다.(3월 10일 오전 8:52)

② 서원모

류형준 약사 

예

감사드립니다(3월 10일 오전 10:24)

일주일후 많이 좋아지셔서 (무릎 통증과종아리 까

지 통증 심하셨다고 함)

안티 써클 한통씩 재 구매 하셔서 현장 복귀함 부인

되시는 분은 만성통증으로 안티 써클 4개월째 드시

고 많이 좋아지셔서 힘든 일 하는 남편에게도 6개

월 치유 과정 권유하셨답니다.

2018년 3월 9일 오후 5:19 246 읽음

서원모

#체험사례

 

1.환자:60  여성

2.증상:주걱턱 수술 후 푸른 멍이 목 복숭아씨 있는 

부분까지 듬. 얼굴 전체가 파란 멍이 듬

얼굴이 많이 부었음

3.복용량:3월5일 3일 분 드렸는데

오늘 와서 마스크 벗고 보여줌

4.투약내용: 안티플러스. 1.  1.  1

써클4U.  2.  2.  2

하시는 말씀 

이 약 먹고서 빨리 좋아졌다고 하시면서

수술한지 10일정도 지났는데 진작 먹었으면 더 좋

았을걸

2018년 3월 9일 오후 5:42 215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여 47

매 달 혈압약, 격월로 위장약 가져가시는 친정엄니

가 딸한테 위장약 보낸다며 한걱정…왜요? 서울서 

식당하는 딸이 피로, 추위, 위염으로 고생해서…제 

귀가 번쩍!!

세 마리 토끼 잡는 보물 소개하여 며칠 후인 1월 

초,안티·써클101/111 두 달분…

2월 한마리도 못 잡았음

3월 몸에 열이 나는 것 같아서 덜 춥다, 덜 피곤, 

위염은 불변.

뒷담화해보니 초기엔 차고 매운 것 조심했으나 중

반 이 후부터는 막 먹었다함…우짜자고?

효과 인정 후 재 구매하려 주변약국 섭렵…없드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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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런 경우는 늘 접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약사님이 손 붙잡고 함께 가야하는 것

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환자들은 조금 효과가 있으면 

단지 싼 제품이 있나 찾아다니고 있으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10일 오전 8:50)

① 류형준 약사  

이명희 약사님께서 큰 효도가 되었습니다.

치유의 길이 함께 가는 길이고 함께하면 얼마

나 보람되고 행복한지 느껴집니다.

요즘 제가 약간 이상해졌습니다.

별로 감정의 변화가 없고 눈물은 거의 흘리지 

않는데 체험사례를 보면서 괜히 실없이 웃기

도하고 눈시울이 적기도 합니다. 조울증은 아

닌 것은 확실한데 증상은 조울증 초기입니다.

다시 보내기엔 어머님이 부담…

곧 딸이 약국으로 직접 연락한다네요.

이번엔 강도높게 주의사항 주지시켜야겠습니다.

결혼시켜 보내놓은 40  후반의 딸…아직도 엄니

에겐 언나인가봅니다

2018년 3월 9일 오후 7:16 222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체험사례

강J순 .88세.여

몇 달 전까지 게이트볼 치러 다니실 정도로 활발한 

성격. 심장과 폐쪽이 약해서 먹는 약도 한줌이 된다

고 함(딸에게 들음)

압박골절로 세 차례나 허리시멘트시술(7년 사이).2

번째까지는 잘 견디셨는데 이번 3번째 하고선 움직

이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처방을 서너 번 바꾸어 복

용해도 진통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이젠 나을 방법

이 없나보다 생각되어서 우울증세도 보이고, 식사

도 못하고 ,집에서 보살피기 어려워 요양병원에 입

원해 계신 분.

2/24.딸과 손주가 약국방문.

안티플러스111,써클222 로 10일분 드림.

하루에 한번이상 딸을 통해 문의해 오심. 속이 답답

하다. 약밥이 많아 밥도 못 먹겠다. 숨이 차다. 목이 

마른다 등등의 불만사항을^^.

그러면서도 좀 아픈 건 덜 한 듯하다. 기분인지 몰

라도~,라고 하셨다.

그때그때 용량 조절해드리다가 삼키기 힘들어하셔

서 나중엔 101로 천천히 가시자고 했다.

3/8 딸이 약국방문.

엄마 약 떨어졌다는데 더 드실래요? 했더니 그러겠

다고 하시더란다. 아프단 말씀도 횟수가 줄고.

 근데 전화 목소리가 옛날 집에 계실 때 엄마 목소

리처럼 힘이 있어서 딸도 엄마 몸이 좋아지고 있구

나 느꼈다한다.

오늘은 각각101로 20일분^^.

**

미장원에서 머리하면서 엄마 아픈 것 때문에 뾰쪽

한 방법을 몰라 고민을 이야기하는 딸을 처음 만났

고 첫 면에 안티·써클에 해 말해주었다.(방법

이 있는데 말씀해 드릴께요~).

하여 그 아들이 함께 설명을 다시 들어보려고 첫 

방문 시 함께 오고~~,(잘못 들으면 사기성이 농후

해 보이기도 하므로 ㅎㅎ).이번엔

자신도 먹어야겠다고 한다. 덕분에 한시름 놓았노

라 감사인사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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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행복하니 나타나는 새로운 증상인 것 같

습니다.

(3월 10일 오전 8:47)

① 조형이

아. 정말 효과가 단하네요

노인분들 노환도 거의 혈액순환이 문제인가

봐요.(3월 9일 오후 8:58)

② 류형준 약사 

강경애 약사님의 체험사례는 간혹 예상을 뛰

어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합니다.

강경애약사님과 같은 약사님들이 계시기에 

치유의 길이 더욱 넓어지고 단단해집니다.

감사합니다.(3월 10일 오전 8:42)

① 류형준 약사 

피부소양증의 원인은 바이러스이고 경과를 

악화시키는 것은 피부건조입니다.

따라서 안티로 바이러스를 잡고 써클로 염증

물질을 빠르게 배출하고 피부보습을 시키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

2018년 3월 9일 오후 7:50 294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85세 여자 김00

머리를 흔들고 몸을 한 번씩 움찔거려서

신경외과에서 리보트릴과 그란닥신을 처방받아 하

루 두 번씩 드시는 분

약을 먹어도 효과 없는 것 같고 어깨가 너무 아프시

다고 하셔서 상담 후

써클 11 한 달분

오늘 3개월째 재 구매

머리 흔들림 거의 없고 움찔거리는 증세

3일에 한번정도 처방약도 3일에 1번만 드신답니다. 

어깨 통증은 거의 사라짐

이제는 안티를 드셔야 할 시점이여서 안티 드셔야 

하는 이유 설명드렸고 일단

안티 소포장도 같이 구매하심

오랜 기간 드셨던 처방약보다 훨씬 효과 좋으시다

고 엄지 척

2018년 3월 9일 오후 11:18 223 읽음

김영희(한가족약국.여수시)

#체험사례

피부 가려움증

본인 60세 여성

언제부터 시작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3년 

이상 된 듯

오래 서서 일한 탓인 듯 

앞정강이가 가려움

지난 여름에는 너무 가려워서 피가 나도록 긁음

벌레 물린데 바르는 것을 다 발라볼 정도로 가려웠다

겨울에는 그보다 덜 했지만 많이 가려웠다

써클과 안티 기본으로 한달 복용 중 나은 듯 하더니 

다시 며칠은 다시 가려웠다

그러더니 이제 써클 안티 두 달 복용하고 나니 가려

움도 다 사라지고 앞정강이는 매끌매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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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증상이 다 가라앉은 뒤라도 뿌리를 완전히 

뽑기 위해서는 안티와 써클 6개월은 지킬 것

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3월 10일 오전 8:39)

② 김영희(한가족약국.여수시)

네 꼭 어떤 증상을 치유하겠다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세포가 건강해진다고해서 시작

해 본건데 얻는 것이 많군요. 제 동생들도 그

냥 보험 넣는다고 생각하고 기본으로 먹으라

고 했어요

피곤하거나 상황에 따라 증량도 하구요(3월 

10일 오후 4:03)

③ 류형준 약사  

김영희(한가족약국) 예 맞습니다.

치유의 길은 내 몸에 직접 드는 건강행복보험

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10일 오후 8:17)

① 류형준 약사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증상부터 하나씩 둘씩 경험하

면서 진화해 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10일 오후 6:44)

① 류형준 약사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것이 느껴지나요. 제 눈

2018년 3월 10일 오후 12:39 172 읽음

정희순

#체험사례

65세 여자분

요양보호사십니다

오랜 기간 눈 부종이 있으시고 손피부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처음엔 눈 부종 때문에 드셨는데 안티 써클111 3일 

그 후 11 1주일 복용 후 부기가 조금씩 차도가 있는 

거 같다고 재방문하셨어요 다시 10일분 11로 10일 

복용 후 이제는 피부병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행

복해하십니다. 항상 손이 가렵고 이물감과 각질로 

고생하시고 피부연고를 달고 사시는데 어느새 연

고를 안 쓰시고 계신다네요

안티 써클6개월 써클6개월 말씀드리고 꾸준한 각

탕법 말씀드렸어요

2018년 3월 10일 오후 2:31 198 읽음

서유미

#체험사례

65세 여 본인

현재 고지혈증 약만 복용 중

안티·써클101로 3개월 복용 중입니다

1)서있으면 발바닥이 몹시 아파서 지압슬리퍼를 꼭 

신어야했는데 70%좋아짐

양쪽 발에 굳은살도 심했는데 많이 좋아짐

2)오른손 새끼손가락이 관절염 시작이었는데 지금

은 괜찮음

3)이따금 혈압이 일시적으로 180까지 오르기도 했

는데 3개월 동안 정상치

4)결막출혈도 자주 있었는데 그 전에는 약 먹어도 

일주일 걸렸는데 이틀 만에 괜찮음

호보법 각탕법 매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입술이 

트는 것처럼 벗겨지고 입술주위염이 여전한 게 문

제입니다

안티·써클 인연되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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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것이 보입니다.

호보법, 각탕법을 열심히 하고 있다니 너무 

좋습니다.

본인이 확실하게 경험하고 깨우치면 환자들

에게도 많은 힘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약사 그리고 행복한 치유안내자가 되

실 것입니다.(3월 10일 오후 6:46)

② 서유미

제가 야금야금 아파질 때 선생님 강의 만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3월 10일 오후 7:45)

③ 류형준 약사 

서유미 믿고 따라주시니 감사합니다.(3월 10

일 오후 8:11)

④ 오시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입술도 곧 예뻐질 거에요^^(3월 11일 오전 

12:32)

⑤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서유미 제 경우도 복용 후 입술 완전 심하게 

건조해서 약국에 입술보습 최고제품 2개 까

지 개봉했어요. (손님 하기 민망해서^^)지

금 생각하니 치유과정 중 하나 지 않나 생각

되네요.

제 몸도 이 제품 못 만났으면 어찌했을까? 생

각하며 고마운 마음뿐입니다.(3월 11일 오전 

7:30)

⑤ 류형준 약사 

저는 제품을 드리기는 했지만 제품보다는 치

유의 길을 함께 하자고 손을 내 었던 것입니

다.

이명희 약사님, 오시  약사님이 덥석 손잡아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3월 11일 오전 

9:42)

2018년 3월 10일 오후 5:42 332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체험사례

단기체험 후 

"약사님! 그 약 

사례가운데 몇 분 소개합니다.

57세 강금S.여

전단지 작업하시는 분.

2월 초 눈길에 미끄러지며 왼손의 인 가 늘어나고 

부종. 멍도 통증도 심함. 한의원, 신경외과, 물리치

료 전전함.

좋아지는 듯 하다가 일하면 다시 붓고 아프고를 반

복하다 결국 약국에 오신분.

2/19

안티.써클. 각 111씩 10회분 드리며 각탕법 강조함. 

며칠 후 손 흔들어 보이며 덕분에 괜찮아요 인사.

동네 분.남. 50세가량 건설현장 일 하시는분.

손목통증으로 여러 병원 전전하셨다함.

내일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제일 강한 진통제 달라

고 오신 분 

안티1 써클2 /5회분(3만원).

잊고 있었는데 지나가다 들러서 말씀하신다.

*그 약 

^무슨약이요?

*3만원짜리요, 덕분에 그날 일 잘했어요!!.

박S자.73세 여.

1.10일 얼음에 미끌어져 손과 팔에 깁스 6주하고 

2/21 깁스푼후(팔골절)

부종과 통증으로 병원다녀도 병원에선 다 나았으

니 안와도 된다고 하는데 환자는 통증 때문에 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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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맞습니다.

이명희 약사님이 최고입니다.

이 약사님은 장기전 단기전 모두에 강한 전천

후입니다.

또 다른 치유전도사를 만난 것 같습니다.

환자를 보살피려는 따뜻한 마음이 환자와 함

께하니 그런 것이겠지요.

박00 73세 할머님의 손 사진은 단합니다.

감사합니다.(3월 10일 오후 6:52)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할머니 손 다 나으신 게 아니고 과정사진입니

다.(3월 10일 오후 7:12)

③ 류형준 약사 

이명희 제 생각은 그렇게 심하게 부은 손이 

좋아진다고 하니 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10일 오후 7:43)

④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류형준 약사 

손의 색이 푸르스름했는데 써클 101복용 후 

색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부기는 아직 남아있

는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티·써클 (3

월 11일 오전 7:16)

⑤ 류형준 약사 

손색이 푸르스름 했다는 것은 혈류장애도 심

했다는 것인데 큰 일을 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11일 오전 9:44)

⑥ 이명희(광민약국.광주)

3월12일 방문.

못 잔다하심.

2/21 써클 10포.222 면 좋겠는데 할머니가 101 하

시겠다고,

2/26 다시 10포.

며칠 건너고 오셨는데 아직도 당당 멀었다(아래사진)

3/5 

써클 222로 드셔야한다고 강권. 소포장20포.

3/9 다시 20포.

본인은 이제 살만하니 이것만 먹으면 나을 것 같다

며 총총 나가신다. 각탕법 꼭 하셔요~~

3월5일 사진

70세 여.장H경.

동네병원 간호사 시어머니.

늘 몸이 무겁고 두통에 시달리며 타이레놀을 밥보

다 열심히 드신단다. 타이레놀을 올 때 마다 10통씩 

자주 사간다.

2/27일 써클111(소포장 1통)권함.

3/7일

몸이 가볍다 .머리속이 맑은느낌이라고 했다면서 

이번에도 소포장 한통.

경과보며 타이레놀 끊게 해보겠노라한다.

치유프로그램도 소개하며 책 건네주고 각탕법 하

도록 하라했더니 어머니가 하실지 모르겠네요 하

며 나간다.

단기체험도 소중합니다.

짧은 기간 복용에 효과 경험 못해서 치유의길 놓치

는 분도 있습니다. 많이 안타깝지만 그것 또한 그분

의 복이려니 편하게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 체험이 계기가 되어 자신과 온가족이 치

유의 길로 들어선 분들은 축복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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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등을 눌러도 부종 거의 없고 탱탱한 느낌만 

난다.

(3월 12일 오후 2:54)

① 류형준 약사  

개업의와 약사 

많이 부러운 조합입니다.

의사되는 아내분이 약사님을 믿고 따라주시

는 것도 감사합니다.

부종과 통증부터 두피부스럼까지 차도를 보

이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용량을 보니 안티111 신 101로 줄여도 경

과에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3월 11일 오전 9:53)

① 류형준 약사  

3개월 복용했으면 안티101 써클101로 줄여

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11일 오후 10:30)

2018년 3월 11일 오전 9:15 321 읽음

서원모

#체험사례

 

여성 53세. 제 아내입니다

현직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업의

증상:머리에 부스럼 같은 종기. 하지부종 및 통증

복용기간:3개월 10일

투약내용:안티플러스. 1. 1. 1

써클4U. 1. 1. 1

10년 전부터 머리에 작은 종기가 여러 개 생기고 

가려움있었는데 지금은 50%줄어들고 작아짐

오늘 아침 밥 먹으면서 나를 보여줌. 하지부종과 

통증은 이미 2개월 먹으면서 사라짐

현재는 소아환자도 보면서 세브란스병원 통합의학

과정( 체의학)을 이수하고 암환자 만성병환자를 

많이 봄. 종기 줄어든 것은 이 두가지 덕분이라고 

말함

2018년 3월 11일 오전 11:10 305 읽음

서원모

#체험사례

 

27세 여성 저의 큰딸입니다

증상: 하지냉감 피로감

투약내용: 안티플러스 1. 1. 1

써클4U. 1.  1. 1

복용기간: 3개월

몸이 따뜻해짐 .훨씬 덜 피곤함. 1월 중순에 캐나다

로 유학갔는데 가면서 이 두 가지를 5통씩

챙겨가지고 갔음. 지금 캐나다 체류 중입니다. 카톡

으로 물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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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안순원 약사님이 용량조절도 자유롭게 하십

니다.

이제 완성형으로 진화해가는 것같습니다. 축

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심한 증상이 있거나 빠르게 개선할 필

요가 있을 때 용량을 늘려서 활용할 때 더 좋

은 경과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량 로 하면 회복기간이 3개월

인데 333으로 용량을 늘렸더니 회복기간이 1

주일로 줄어들 경우가 있으니 용량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이미 많이 없어

진 경우에는 굳이 용량을 늘려서 활용할 필요

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계선에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는 정

답과 오답이 이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천기누설건강법을 읽어서 원리를 파악하고 

천기누설건강법 약사모임 사례집을 통해 실

제사례를 익히면서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12일 오후 6:50)

2018년 3월 11일 오후 4:58 274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2/19사례 여 76

기 반, 걱정반…하게했던 분이 세 번 째 방문하셔

서 여러 보따리를 풀어놓으십니다.

일단 주 증상이었던…실종된 연골로 인해 극심했

던 관절통이 많이 소실됐고 관절부위가 부드러워

졌답니다.퍼센트로 정도를 표시해 달라하니 우물

쭈물, 그럼…과거에 늘 다시니던 장터에서 여기까

지 몇 번 쉬셨냐 여쭈니…3번, 지금은 무정차로 올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 만땅입니다.^^ 그 외 작은 

보따리엔 현운, 이명, 매핵기, 수족저림(번열), 구

내염, 전신소양감, 무릎 포함한 종아리 부위의 따끔

거림(연골주사 후유증이라 하심)호전이 들어있네

요. 부 증상들 호전만 해도 본전 생각 안 나실 것 

같은데요?

불변증상은 견비통, 요통, 불면입니다. 각탕법 재

차 강조, 호보법은 해보니 무리라 하시네요. 근데 

왜 이리 일찍 오셨죠?…서울 딸이 왔는데 손목수술 

받은 후 저리다 해서 갈 때 좀 줬어요. 또 이 엄니도 

자식 걱정에 자신 살 떼어 주시네요…

애초 써클111로 드린 후, 뒤늦게 정국현 약사님의 

장모님 사례글 보고 급 소환하여 333으로 전환했

던 것이 주효했습니다. 333으로도 피드백이 미진

했는데…111로 갔다면 오늘의 기쁨은 없었을 것입

니다. 동기 부여해 준 정약사님, 감사합니다.

더 좋아진 훗날, 이 분 달리는 모습…동 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화답 차원으로…^^

안티101, 써클202, 인숙산, 활성비타민

2018년 3월 11일 오후 7:38 252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하루라도 술을 드시지 않으면 못 사신다는 건설업

하시는 사장님이

정량으로 안티 써클 복용하신지 어느덧 2달이 지나

고 3번째 구매하러 오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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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남희

성경말씀을읽어드려야겠네요.술취하지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3월 12일 오전 9:33)

② 권명선

ㅎㅎ 맞습니다(3월 12일 오전 11:39)

③ 류형준 약사 

안티와 써클이 갖는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인 

것 같습니다.

안티와 써클을 먹고 술을 먹으니 술을 많이 

먹게 되고 안 먹자니 주독이 오래가고 선택의 

귀로에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시던 100% 잘

못한 선택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12일 오후 6:52)

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진정한 안내자! 끝까지 인내심으로 함께 가주

너무 많이 술을 드셔서 속이 아프니 

같이 먹을 약 달라하셔서 안티 써클 101 신 오늘은 

222로 드시자하니 알았다고 하시네요

사장님께 이 제제 복용 후 젤 좋아진 것이 어떤 것인

가요? 물으니

술을 많이 마셔도 끄떡없고 피곤하지가 않고 속도 

아프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

걱정입니다

오늘은 어제 얼마나 드셨기에 위장이 아프게 된것

인지요

사장님이 절주의 미덕을 갖게 되시길 잔소리하며 

1통씩 드렸고

안티와 써클이 술 먹는 하마가 될 줄은 몰랐는데 

이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8년 3월 11일 오후 8:21 300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치유가 잘되고 있던 결혼을 앞둔 아토피의 빠른 치

유를 위해 

안티 111써클 222로 20일 복용 후 다시 동량으로 

20일분 복용 후 안티 써클111로 유지하자고 약속한 

27세 아가씨가 1년 동안 피부과 한의원서 못 고친 

아토피가 단 20일 복용으로 호전되어 스스로 놀라

고 그동안의 고생이 억울하다며 열심히 복용하고 

건강플러스 지침을 잘 따르겠다 약속했건만 증상 

호전 후 1일3회를 2회로 줄이고 거기다 명절핑계로 

음식조절도 안하고 환절기 체온조절도 안하고 지

냈답니다

청주에서 전화로 "왜 다시 정도는 약하지만 다시 심

해지냐"는 아가씨의 질문에 셜록홈즈도 아닌 전 "약

에만 의존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건강지킴이를 소홀

히 하고 약의 복용도 소홀히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고 말하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라 말하네요

일정 기간의 명현반응을 겪은 후 개선된 증상이 다

시 악화될 때에 환자들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여 

건강플러스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젠 안티101 써클 201로 복용하면서 건강플러스

를 생활화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택배로 약을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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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습. 멋지십니다(3월 11일 오후 9:08)

② 권명선

이명희 약사님의 행보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3월 11일 오후 10:00)

③ 류형준 약사  

결국 치유는 본인의 몫입니다.

본인이 행동하지 않으면 치유의 길은 더 이상 

나갈 수 없습니다.

증상이 조금 개선되었다고 다 나은 줄 알고 

방심했다가 다시 증상이 발현하는 경우는 누

구나 언제나 겪는 일입니다.

콕 집어서 잘 지적하 습니다.

역시 권명선 약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12일 오후 6:55)

① 류형준 약사 

가끔 통증이 있을 때만 써클201로 먹지마시

고 한동안 201로 드시면 더우 빠른 개선효과

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꿔보세요.

감사합니다.(3월 12일 오후 6:57)

2018년 3월 12일 오후 12:55 194 읽음

장진숙(참좋은P 광주광역시)

#체험사례

 

본인 50

2월초부터 안티101 써클 101복용

2년 전 다리 골절 후 요통, 골반통증이 심했는데 

요즘은 살만합니다(가끔 통증이 있으면 써클을201

로먹음)

토욜에 4시간정도 자동차로 전 다녀온 후 일욜 

일어나니 요통재발 ㅠㅠ

일어나서 써클 두 봉 교회 갔다와서 두 봉. 걷기운

동 후 두 봉 자기 전에 두 봉

(갑자기 많이 먹어서인지 잠들기 힘듬) 아침에 일어

나기 쉬움

월욜 아침 안티1 써클2로 시작!

아직 좋습니다 근무하는데 지장없습니당ㅎㅎ

(저녁에는 통증있어서 진통제를 먹을까 생각하다

가 제 몸에 실험해봤습니다)

2018년 3월 12일 오후 4:24 170 읽음

정국현

#체험사례

머리가 터질 듯

61세 여 통통 체형

손발이 붓고 특히 머리를 숙이면 얼굴이

터져나갈 것 같아 힘들어하심. 머리도 혼미하심. 몇 

년 된 증상들입니다.

11월 ㅡㅡ13일 ㅡㅡㅡ써클 정량복용

11ㅡㅡㅡㅡ26일 ㅡㅡ10일분 더

12월ㅡㅡㅡ18일 ㅡㅡ10일분

그러다가 안 오시다가 오늘 3월 12일 오셔서 하시

는 말씀이 그 때 써클 드시고 좋아지셔서 아들에게 

이야기 했더니 아드님 사는 곳에서 구입하셔서 계

속 복용하셨다고 하시면서 특히 고개를 숙이면 머

리가 터져나갔었는데 그게 사라지셨다고 하시네

요. 저희 약국을 이용하시지 않아 아쉽기는 했지만 

근본치료를 위해서는 안티플러스를 6개월 같이 복

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드시다가 다른 곳에서 구입해서 드시는 경

우가 두 번 째인데 괜히 힘이 빠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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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윤애숙

천기누설회원약국이 많아질수록 다른 약국

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제가 안 드렸는데 이거주세요하고 찾으면 깜

짝 놀랄 것 같아요…(3월 12일 오후 5:11)

② 하현아

약사님의 정성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찾

아주실 거예요. 힘내세요!(3월 12일 오후 

6:52)

③ 류형준 약사 

어쨋든 머리가 터져나는 듯한 증상은 없어졌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자주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약국에 오던 환자가 다른 약국에 가고 

또 다른 약국에서 관리받던 환자가 우리약국

에 오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그 와중에도 아프고 힘든 혼을 위로해주고 

상담에 충실하고 치유의 길에 함께하면 동행

인은 늘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12일 

오후 7:02)

① 류형준 약사  

축하드립니다. 류마티스관절염 비슷한 증상

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이러스로 인한 염증인데 그것이 류마

티스면 어떻고 퇴행성이면 어떨까요?

원칙 로 해서 나으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

니다.(3월 12일 오후 7:04)

2018년 3월 12일 오후 4:35 171 읽음

정희순

#체험사례

58세 여자분

손가락 관절통이 오래되어 오래시간병원치료를 한

신 분입니다

손을 많이 쓰시는 분이라 항상 통증을 가지고 계시

는 분인데 병원에서는 류마티스성 인거 같다고 검

사하자고 한답니다

작년10월에 써클22로 먼저15일 복용하시고 그 후

부터는 안티·써클11로 msm제제와 함께 4달째 복

용중이세요. 많은 병원에 다녀도 효과가 없어 혹시

나 하는 마음으로 믿고 드신 분인데 현재 손가락 

통증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2018년 3월 12일 오후 5:12 217 읽음

서원모

#체험사례

43세 여성

세무공무원

증상: 만성피로 두통 불면증

투약내용: 써클4U 

아침1포 저녁 1포

복용기간: 18년 1월8일 15일분 가져감

18년 1월27일 15일분 가져감

18년 2월10일. 15일분 가져감

오늘 3월12일. 15일분 가져감

경과반응: 피로감 많이 감소함 

두통이 옅어지고 머리가 맑아짐

이외 유산균. 사 잘 되게 하는 약. 오메가도 같이 

투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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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수고하셨습니다.

림프순환촉진의 효과를 정확하게 느끼고 있

습니다.

하지만 만성이면 바이러스 퇴치는 한번쯤 생

각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3월 12일 오후 7:06)

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제 경우에도 이럴 때 써클만 202.이틀 분 증상 

해결된 경우 /심하면 써클 222로 복용(10포

에 해결).

사례 경험했는데 ,재미나지요~~(3월 12일 오

후 6:47)

② 서원모

이명희 

조금씩 조금씩 환자분들에게 증상을 묻게 되

네요. 감사합니다(3월 12일 오후 6:56)

③ 류형준 약사 

이명희 서원모 이럴 때는 처음 증상개선을 위

해서는 써클의 용량을 늘려서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통증이 줄고 견딜만해지면 

안티의 병용도 고려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12일 오후 7:07)

2018년 3월 12일 오후 5:55 207 읽음

서원모

#체험사례

 

30 여성 

손톱 네일아트가게운

증상;잠을 잘못 잤는지 어깨가 안 돌아간다 함

투약내용:써클4U 1 1 1 

근육이완제를 같이 드림

3월10일 2일분 드렸는데 오늘 3월12일와서 효과 

아주 좋았다고 함. 소량으로 운용해보니 재미있네요

2018년 3월 12일 오후 8:04 266 읽음

정국현

#체험사례

아토피

20세 청년 뚱뚱한 것 같습니다. 손발을 보니.

2월초 환자의 엄 마가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안 해

본 치료가 없다고 합니다. 한약 효소치료 등등.

하지만 깔끔하게 낫지 않아서 어떤 것도 믿지 못하

다고 하셨는데 다른 분들 치유과정 사진을 보여드

리자 같이 치유해보기로 결정.

학 개강 전에 빨리 낫고 싶다고 하여 써클222 

안티111 한 달분 가져가셨습니다.

아드님 좋아지는 모습보고 일주일전 따님 것도 써

클·안티 정량 한 달분 사가심.

그때 아드님 사진 좀 요청드렸습니다. 드디어 오늘 방

문해 오셔서 써클222안티111 20 일분 사가셨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환자 어머니는 그게 좋아진 것이라고 되려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손사진이 처음에는 하얀색이었는데 한 달후 사진

은 조금 핏기가 도는 색인데요.

사진만 보면 치료전후의 사진을 구별 못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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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민영

각질이 없어지면서 새살이 돋는 과정 아닌가

요?(3월 12일 오후 9:51)

② 류형준 약사 

저도 사진상으로는 구분이 안가지만 직접 보

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아토피와 같은 피부질환은 명현증상이나 찬 

것, 추위, 매운 것, 튀김류 등에 한 반응들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합

니다.

항상 주의를 주고 격려해주고 증상이 없어졌

다고 방심하는 것을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한 환자인데 끝까지 잘 이끌어주세요.

(3월 13일 오후 7:10)

2018년 3월 12일 오후 10:21 202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체험사례

이순0 65세 여성 

18/01/05 

기관지확장증, 역류성식도염, 고혈압, 

전방위전위증으로 허리수술 후에도 잠을 못잘 정

도로 통증이 심해서 수면제를 복용함.

안티101, 써클111로 한 달간 복용하게 함

18/02/12 

전에 없이 추웠던 추위에도 마스크도 안 쓰고 옷도 

얇아서 추위에도 시달려서인지 아무런 차도가 없

고 요통만 많이 줄었다. 마스크를 꼭 쓰게 하고 각

탕법과 기어다니기를 하도록 함.

안티101, 써클111로 한달간 복용하게 함

18/03/12

기관지확장증으로 인한 가래가 1/3로 줄고 요통도 

1/3로 줄고 역류성식도염은 약을 안 먹어도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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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수술 후 경과가 좋다니 다행입니다.

만약이라는 설정을 하고 저만의 상상을 합니

다.

만약 안티111과 써클333으로 1개월을 미리 

복용을 하 다면 수술을 했을까라고 상상합

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수술 후 경과가 좋은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수술하지 않고 회복될 수 있

는 것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된다면 환자도 보호자도 모두가 

박입니다.

괜스레 있지도 않은 상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3월 13일 오후 7:22)

않음. 혈압이 자꾸 떨어져서 혈압약을 안 먹고 있는

데도 수축기혈압이 100-110으로 나와서 병원에 이

야기했더니 그럴리가 없다고 24시간 혈압을 체크

라는 검사를 하고나서 정말 혈압이 정상이 되었다

고 혈압약 처방을 안함.

써클2. 안티2로 한 달 드림

다음 달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2018년 3월 12일 오후 11:46 194 읽음

이선영

#체험사례

79세 저희 엄마십니다

지난달 23일 왼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셨습니다 

평소 20년 전 갑상선 수술 후 갑상선약만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안티 써클 사입후 어머니께도 1일 2회 1포씩 드시라

고 드렸지만 썩 열심히 드시지는 않으신 거 같습니다 

수술 한 달 전부터는 제가 수술도 잘 되고 회복도 

빨리 되려면

안티·써클 열심히 드시라고 계속 말씀드려 전보

다는 열심히 드셨구요. 수술 후는 안티1포 써클2포 

1일 2번 드셨습니다

같은 입원실에 엄마처럼 인공관절 수술하신 할머

니들은 통증도 심하고 많이 붓고 멍도 빨리 안 빠지

는 반면에 저희 어머니는 수술직후부터 통증이 그

리 심하지도 않았고 부종은 물론 멍도 빨리 빠졌습

니다 

약도 처음엔 병원에서 울트라셋서방정으로 나오더

니 엄마가 통증이 별로 없다하니 타이레놀이알 1알

만 처방 나왔습니다 사실 진통제는 받아 놓기만 하

고 안 먹은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하는 운동 프로그램 중 다리꺽기

에서도 다리가 많이 꺽긴다고 하고 다른 분에 비해 

운동도 잘한다고 칭찬받았다며 좋아하십니다 ^^ 

아무래도 그 길쭉한 약 덕분이거 같다고 하시네요

수술 후 회복에도 역시 안티 써클이 퍼스트 초이스

입니다^^

2018년 3월 13일 오전 10:45 181 읽음

정희순

#체험사례

 

58세 여자분

엘보통증 때문에 안티·써클 2달째 복용중인분입

니다

아직도 엘보 통증은 존재하지만 신 고덱스와 우

루사를 드시던 분이었는데 얼마 전 고덱스를 끊었

다고 합니다. 또한 불면증이 있었는데 잠자리가 많

이 편해졌다고 하시고요. 조금 더 드시다보면 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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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엘보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증상이 아닌데 계

속해서 팔을 쓰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빠르게 개선하려면 짧은 기간 안티101과 써

클202로 복용하시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확실하게 개선되면 다시 적량

으로 환원합니다.

감사합니다.(3월 13일 오후 7:30)

① 류형준 약사  

단순포진이 그 정도로 심한데 안티플러스만

으로 해결하 다니 단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라면 단순하게 안티플러스

만 쓰는 것보다 써클4.U를 함께 병용하는 것

이 훨씬 나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써클의 역할 중에 안티의 유효성분의 흡수를 

촉진하고 환부까지 전달을 촉진하여 안티플

러스의 효과를 증 시키며 환부에서 나오는 

병적노폐물의 배출을 촉진하니 명현반응을 

줄입니다.

또한 전신적인 피로감이나 면역력을 개선하

고 체력증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안티와 써클의 병용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13일 오후 7:47)

도 좋아지겠지요 하시네요.

2018년 3월 13일 오후 2:21 194 읽음

박완수 

#체험사례

=저의 체험사례 005번째= [안티플러스]

-ㅎㅈㅎ 여 45세 162//52 공무원 (시부모 모심)

-(만성 입술 허피스 2년-(연중-수포) -따갑고, 누

런진 물, 입술 땡나발 = 피로 시 더함)

-허피스바이러스 HSV-1 (=HHV-1)에 한 설명

과 함께

-2018.02.15 안티플러스 = 60포 (식후 한 포씩 하

루3번)

-(명현을 우려하여… 소화부족, 변비 시…소화제, 

레몬주스를 추천함)

-피로누적으로 바이러스에 한 면역이 바닥났으

므로…

-완전히 낫도록… 연속 복용 할 것을 권유함.

-그러나 증세가 사라지고, 현재증세 없으니 좀 더 

두고 보겠다고 함…

2018년 3월 13일 오후 2:50 252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2,18 글 70 당뇨

이 정도면 약 더 안 먹어도 되죠? 편평사마귀로 치

료받다 혈당치만 오르는 부작용만 안고 안티·써

클111/ 2개월로 호전 중인 분이 들어오시며 하는 

말씀…

치유 안 된 상태에서 중지하면 재발 시 두 세 배의 

비용과 시간이 들고 내성이 생겨 효율이 떨어지니 

적어도 6개월은 필히 드세요…휴

지난 달보다 깨끗해 졌네요. 거미상혈관도 엷어지

고요.

담달에 더 좋은 결과 나타나면 그땐 순순히 더 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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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나?

정량 한 달

1/29

2/18

3/13

1/29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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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완수

호전이 뚜렸하군요…

아주 멋진 치험례 이십니다.(3월 13일 오후 

3:38)

② 류형준 약사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견딜만 하니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제까지의 치료가 증상만 개선하 지 치유

가 된 것이 없으니 계속 치료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환자들이 경험을 통해 깨닫고 있는 것입

니다.

그러니 더욱 치유의 길로 안내해야 합니다.

함께하여 치유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13일 오후 8:01)

③ 김영희(한가족약국.여수시)

전 눈 밑에 사마귀가 있는데 그것도 안티 써

클 복용하다보면 치유가 될까요?(3월 14일 

오후 10:52)

④ 류형준 약사  

예(3월 15일 오전 8:11)

① 박완수

((같이 입원해 있던 여동생이 써클 2포를 주

었더니 그 다음날 부종이 개선되어…))

캬 ~~ 림프부종 해결…. 감동적입니다…(3월 

13일 오후 3:20)

② 박향숙

작은 선행이 큰 보답으로 왔네요♡(3월 13일 

오후 6:50)

③ 류형준 약사 

결국 여동생의 써클 두포의 선행이 또 한분을 

치유의 길로 안내하는 개기를 만들었습니다.

한분 한분의 환자 모두가 소중한 인연입니다.

끝까지 치유의 길을 완주하게 하세요.

감사합니다.(3월 13일 오후 8:04)

2018년 3월 13일 오후 2:53 269 읽음

정국현

#체험사례

하지부종

49세 여

7개월 전 자궁경부암 수술함.

사타구니 림프절 제거로 인해 다리가 사이즈가 달

라질 정도로 부종.

병원에서 엔테론 처방받아 드셨지만 아무차도가 

없었음.

밤마다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입원해 있던 

여동생이 써클 2포를 주었더니 그 다음날 부종이 

개선되어 지난달 써클222 안티111 한 달분 주문하심.

지금은 부종이 완전히 개선되었습니다.

며칠 전 이 환자분께서 여동생에게 한 번에 10개를 

사면 값을 깎아줄 수 있냐고 여동생에게 간접적으

로 문의를 했었는데요 가격은 깎을 수 없다고 말씀

드렸는데 오늘 2달분 재 주문 주셨습니다.

2018년 3월 13일 오후 4:51 293 읽음

이선영

#체험사례

저번 달 제약회사 직원이 수금하러 왔을 때 와이프

랑 심하게 싸웠는데 그 이후로 와이프가 손발이 붓

고(발은 신발을 못 신을 정도) 뼈마디가 다 아프고 

얼굴도 붓고 열꽃이 피웠다고 합니다. 병원약을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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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형이

약사님. 해표약과 간열사하는 약은 뭘 주셨나 

여쭤봐도 될까요(3월 13일 오후 4:55)

② 류형준 약사 

조형이 해표약은 이미 써클로 신이 가능하

고 스트레스가 심할 테니 그런 상황이면 혈 

중에 스트레스호르몬인 부신수질호르몬이 

가득할 것입니다.

레몬차, 우루사, 향사평위산 등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3월 13일 오후 8:08)

① 류형준 약사  

믿어주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안순원 약사

님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병세가 혼전된다고 하니 다행입니

다. 안티와 써클로 신경자체는 회생시키지 못

한다고 생각하지만 신경주변의 상황을 개선

하여 신경활동을 일부 개선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14일 오후 9:22)

어도 소용없다고 하길래 스트레스로 온 급성질환

이므로

써클22 + 해표제+ 간열 사하는 약 이렇게 5일분 

복용하게 했습니다 

오늘 정기 방문차 들렸길래 물어보니 열꽃은 먹은 

뒤 금방 가라앉았고 열꽃이 가라앉으니 부기도 차

츰 빠지면서 통증도 사라졌다고 하네요

2018년 3월 14일 오전 10:45 189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어머님 83

오래 된 갑상선 질환 끝에 작년 초…지방에서 초기 

치매 진단. 올 초 서울 종병에서 단기 기억 상실로 

재진단…

진단변화불구 처방내용 큰 변화 없음. 단, 안정제 

에나폰 빠짐

안티·써클정량,브레인컨트롤,멜라토닌정상화제

제 4개월 차 불안, 우울감, 꿈과 잠꼬 , 식욕부진, 

무력감, 기억력저하, 중저음 톤의 말투, 과도한 수

면, 의욕저하, 손 떨림…이 개선 중이고 30년 연례

행사 던 감기는 저 멀리…

전화음성이 작년 이 전으로 회귀했습니다

림프순환의 개선으로 식욕, 체력이 회복돼 마음과 

정신에도 향력이 발현되고 있나봅니다.

안티·써클이란 도구로 제 마음에서 무거운 돌덩

이 하나 덜어낸 듯합니다.

유용한 도구 발명하신 류약사님과 이 도구를 다양

한 방법으로 운용해 주신 밴드의 약사님들께 진심

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꾸벅. 제 마음에 따뜻한 

훈풍이 불어옵니다.

2018년 3월 14일 오후 2:01 213 읽음

최현숙(세원약국. 전 서구)

#체험사례

41세 남

지난번에 먹은 약이 뭐 지요? 하며 찾는 써클. 찾

아보니 작년 12월 2일에 방문했을 때 써클을 가지

고 가셨다. 그때 증상으로 약간의 소변 불편과 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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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처음부터 모두가 다 따라오면 좋겠지만 그렇

게 하다보면 따라오는 분이 계시고 그러한 분

들이 씨앗이 되어 치유의 길에 동행을 원하는 

분들이 생겨납니다.

약사님이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든 동행자가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3월 14일 오후 9:30)

① 김금희 (메디팜한사랑약국. 양산)

진짜 놀라워요.@,@(3월 14일 오후 5:04)

② 류형준 약사  

발 각질은 사진으로 확인되었는데 부정맥과 

심부전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그것이 더 궁금해집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세

요. 차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14일 오후 9:32)

③ 김영훈

용량을 안티플러스 222 써클4U 222 이렇게 

드리신 건지요?(3월 15일 오전 10:47)

④ 류형준 약사 

김영훈 안티와 써클이 2:3이라니 안티101 써

클111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16일 오전 9:06)

⑤ 정원호

네 안티 101 써클 111 맞습니다

부정맥 힌트 주셔서 감사합니다(3월 16일 오

으로 쓰여 있는데 … 복용하고의 이야기가 궁금했

는데…지금은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며, 작은 통으

로 구입한다. 

공부할 때 앉아만 있지 말고 호보법으로 근육도 풀

어가면서 공부하라고 조언해 본다. 약을 주고도 계

속 구입이 없고 방문이 없어 궁금한 사례의 경우 

~~ 이렇게 뒤늦게도 찾아오시네요.  지속적인 복

용으로 이어지면 좋으련만…  복용은 1.0.1정량 복용

2018년 3월 14일 오후 2:56 296 읽음

정원호

#체험사례

정OO 남성 60세

부정맥과 심부전으로 콩브럭정 코다론정 등 약 받

아 가시는 분

악성건성 피부로 특히 발뒤꿈치 발이 갈라지고 마

르고 갈라진 발이 아프고 손에도 역시 마르고 땀도 

안나고 오래됨

안티·써클 2:3으로 20일복용 

이후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핏기없던 피부에 발갛

게 핏기가 돌아옴

다시 같은 용량으로 20일분 복용

허물이 벗겨지며 피부가 좋아짐

다른 부분의 개선도 할 겸 계속 복용하기로 하 습

니다

첫 번 째 20일분 복용 후 사진

두 번 째 이후 20일분 복용 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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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9:30)

⑥ 류형준 약사  

정원호 부정맥과 심부전에 한 결과도 확인

되면 꼭 알려주세요.

이런 증상이면 각탕법과 기어다니기가 꼭 필

요해 보입니다.

그것도 함께 응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3월 17일 오전 9:21)

① 하현아

와우. 오늘 올리신 약사님들의 사례는

무림고수들의 향연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3

월 14일 오후 7:16)

② 류형준 약사 

무림고수 

권명선 약사님이 이제는 무협인이 되었습니

다.

권약사님이 병마악당의 무리를 무찌르고 물

리치는 모습에 한 찬사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약사님들이 배우고 따라하면서 함께 가

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14일 오후 9:39)

2018년 3월 14일 오후 4:53 240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지난주에 눈 위에 수년째 커지고 있던 지방종에 생

긴 염증으로 안티 써클 222 로 복용하신 61세 남성

이 토요일 검진에서 지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따

로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말을 의사로 부터 들었다

며 오셨고

10년 전에 사고로 한쪽 신장이 찢어져서 제거 후 

한쪽 신장으로 지냈는데 안티 써클을 복용하니 

지방종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리고 저렸던 다리도 냉기가 줄고 마비감도 사라

짐을 느끼고 피곤도 많이 사라져 아침 기상이 편해

졌다시며

안티 써클과 함께하는 치유여정을 떠나신다네요

안티 써클 111로 출발했어요

2018년 3월 14일 오후 6:08 213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작년 11월초부터 시작된

디스크는 아니나…병원 검사에서 아무 이상 없다

하심

꼬리뼈 주위의 인 와 근육이 뭉쳐

기상 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마치 허리가 두 동강 나듯 끊어지게 아프고, 찰떡이 

달라붙은 듯 한 감각이상으로 고생하고 있는 60세 

매우 건강했던 여성으로 …마치 강직성 척추염처럼

처음 5일 써클 333 복용으로 급호전후

안티 101 써클 201로 한 달분

MSM함유제와 이기 소통 행혈을 돕는 혈액순환제 

드렸고

1달 복용하고 오셨는데 그간 허리 땜에 쓴 돈이 수백

만원인데 이렇게 회복될 줄 몰랐다며 기뻐합니다

참고로 이 여성은 택시에서 빨리 내리지 못하는 것



00484  A BOOK OF EXPERIENCES

① 송광륜

(주)예스킨

택시기사님께 후사해야겠네요.

환자분이?(3월 14일 오후 6:10)

② 오시영

이분 평소에 복을 많이 지으셨나봐요^^(3월 

14일 오후 6:24)

③ 계효숙

권샘님이 지역에서 유명하신 가 봅니다. 존경

스럽습니데이~.(3월 14일 오후 8:01)

④ 류형준 약사 

택시기사님들은 가끔 약국을 찾는 환자들이 

하나둘 생기면 명성을 알게됩니다.

이미 권명선 약사님은 그러한 경지에 올랐습

니다.

무림고수 명약사 치유전도사 권약사님의 또 

다른 모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14일 오후 9:41)

① 류형준 약사 

강경애 약사님의 스타일 로 입니다.

부담없이 천천히 여유롭게 환자들을 안내합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14일 오후 9:46)

을 본 택시기사가 저희 약국 찾아가보라 알려주셔

서 오신분입니다. 많이 호전 되어서 오늘은 안티 

써클로만 드리고 101로 꾸준히 드시자고 했어요

2018년 3월 14일 오후 6:47 288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20  여성 김00

중고등학교 시절 80킬로 달하는 체중으로 재즈 댄

스를 오래 해서인지

조금만 무리를 해도 무릎 손목 발목 통증으로 병원

가서 진통제 처방에 물리 치료 반복. 잇몸도 잘 붓

고 하지 부종 

늘 피로해서 학교 안가는 날은 온종일 잠만 잔다고 함.

써클 11로 한 달 복용 후 피로 많이 좋아지고 하지 

부종도 좋아짐

현재 안티11 써클 11로 3개월째 복용 중

관절통 완전 없어지고 아르바이트 할 정도로 체력 

좋아짐 잇몸 염증 없어짐

무거운거 들어도 팔목이 안 아프데요.

6개월 치유의 길로~~

2018년 3월 15일 오전 11:44 181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여 70

며칠 전 남편에게 머리를 심하게 맞아 쓰러져 10여 

분간 기절…저 나이에 기절할 정도로 맞고 살아야

하다니…휴~

그 후,어지럼증이 심해지고 두통, 두중을 안고 겨우 

방문…평소 즐겨먹던 반하백출천마탕 3일분 드림

담날 전화하니 여전하다하여 먹던 약 갖고 재방문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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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형이

약사님. 써클을. 3ㅡ3ㅡ3쓰신 건가요?(3월 

15일 오후 7:05)

② 안순원

1일 3포×4회~12폽니다(3월 15일 오후 

9:45)

③ 류형준 약사 

뇌의 충격과 심리적 충격까지 써클333으로 

해결하 군요.

써클이 단한지 안약사님이 단한지

어쨋든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스타는 물론 사고로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생

긴 어리럼증과 두통에도 림프순환촉진 333요

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16

일 오전 6:28)

① 류형준 약사 

상태를 보니 초기에는 명현반응이 있었고 지

금은 많이 포장된 것처럼 보입니다.

유방암 병력이 있으면 적어도 3개월은 써클

222 안티111로 복용하고 줄이는게 정답이라

고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3월 16일 오전 6:30)

써클 소포장 3333 

담날 전화하니 1회 복용 후 머리에서 찌릿한 느낌이 

들더니

2,3회 복용하며 어지럼증이 덜하고 머리가 맑아져 

한시름

놓았다 합니다. 가져간 약 다 드셔도…충격이 워낙 

심하셨으니 완전 회복까지 더 드시라했습니다

써클 먹고도 안되면 MRI 검사 받으러 가려고 준비

까지 했던 분이 하루 만에 반전…써클, 단합니다

첨 방문 시 창피해서 구타를 숨겼으나 차도가 없자 

담날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안티·써클로 80세 남편의 폭력성은 치유할 수 없

을까요?

착한 아내분이 너무 가엾습니다…

2018년 3월 15일 오전 11:48 154 읽음

유남희

#체험사례

 

이름 권명x 60세

저희 교회 집사님. 유방암3기 수술과 항암까지 마

치시고 5년이 지났지만 수술부위 통증과 온몸의 통

증으로 기력도 많이 떨어졌음.

처음 써클만 3포씩 3번 5일 먹고. 소화 안 되서 생

강차 먹었고 2일 째부터 수술부위가 조이고 아팠고 

4일 째는 교통사고로 다친 무릎 인 쪽이 아파서 

아마 나쁜 물질이 많아서 빠져 나오느라고 아픈 것 

같다고 설명함. 지금은 안티와 써클을 1포 씩 드시

고 계심. 각탕은 일이 바빠서 못하고 호흡법만 하고 

계심. 지금은 몸이 안 아파서 살 것 같다고 함. 치유

의 길에 동참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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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축하드립니다.

상포진환자들은 바이러스가 신경세포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반복적으로 

증상이 발현됩니다. 그 정도라면 바이러스가 

여기저기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상포진바이러스도 박멸하고 

더불어 다른 바이러스도 한꺼번에 청소를 

하시는 것은 어떤지요.

항상 치유의 길을 안내하는 것은 약사님의 몫

이고 선택은 환자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16일 오전 7:04)

2018년 3월 15일 오후 12:33 217 읽음

서원모

#체험사례

 

30  여성 

증상 : 상포진 으로 병원처방전 클로팜정(팜시클

로비르), 바다라제 나옴

투약: 3월10일

안티플러스 1. 1. 1. 

써클4U. 1. 1. 1

3일분을 처방약과 같이 드림

상포진이 자주 생기는 사람인데 훨씬 빨리 좋아

졌다고 함

2018년 3월 15일 오후 2:08 186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체험사례

 

김S심. 여. 67세

유방암 수술 후(2016년11월) 

팔과 손의 극심한 부종으로 림프순환개선이 많이 

필요한 분.

2017년 2월부터 1년 내내 병원에선 엔테론101을 처

방했고 터질듯한 부종으로 고통스런 왼팔과 왼손

까지 압박붕 로 칭칭 동여매는 방법으로 버티고 

있는 환자 다.

2018년1월21일

안티111 써클 222 복용 3일간, 속이 많이 더부룩하다

안티101 써클202 로 2일 

다시 안티101 써클222로 처방변경

수술로 절제된 부위가 쓰린 느낌을 동반한 1년 이상 

지속된 통증이 복용한지 얼마 안 되어 사라져서 한

번 놀랐다(사례발표함).

2월말경

써클 복용 후 터질듯하던 부종 상태가 말랑거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손을 제외한 부위에 압박붕 요

법으로 처치. 몸이 가벼운 느낌에 감사해한다.

3/13일 혈압약 타러 오셨을 때 확인해보니 부종이 

완전히 개선되어 평소 건강할 때의 상태로 돌아왔

다. 팔과 손을 칭칭 감던 붕 를 봄소식과 함께 벗

어던졌다.

병원에선 엔테론의 효과라고 생각하겠지요? 1년 

복용에 아무런 차도는 없었고 3개월도 채 복용하지 

않았던 써클의 힘이라고 환자도 나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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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유방암 수술환자라면 림프관들이 거의 파괴

되어 나타나는 부종인데 림프관이 복원되고 

정상적인 림프순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큰 

일을 해내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해내면 가슴이 뿌듯해지고 약사가 

된 것이 운명으로 행운이고 보람은 만땅 행복

은 가득해집니다.

오늘 이번에 계신 약사님을 모두 이만희 약사

님과 함께 행복할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3월 16일 오전 7:14)

① 류형준 약사 

게실증은 부위가 부위이니 만큼 한번 발전하

면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부위가 부위이니 만큼 충분한 용량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용량을 줄이면 좋은 결과가 지연될 수 

있으니 충분히 설명하면서 같이 가야할 것입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16일 오전 7:25)

1년 프로그램을 잘 알고있고, 어쨌든 이후로도 각

탕법은 꼭 하시도록 말씀드렸다.

2018년 3월 15일 오후 5:43 185 읽음

김재정

#체험사례

게실증 

윤00 73년생 남자

학병원에서 수년전 진단받고 처방받아 약 복용 

중 별차도가 없어 한의원 한약 복용 중이라 함. 마

른체격 170c, 50kg, 예민해 보임. 취미 수 .

18.2.12일 게실증은 다들 아시겠지만 꽈리같이 부

풀어 그 속에 변이 차 염증을 유발하는데 꽉 차있는 

느낌이라 임시방편으로 의원에서 후로스판, 레큐

틴, 메다락DS 처방 받아와서 좋은 치유의 길이 있

으니 도전해 보겠냐고 하니 한다고 함

안티, 써클 각 1.1.1로 5일분 (한약 복용중이라 같이 

먹어야 된다고 함 단 효과가 있어도 둘 중 어떤 게 

확실히 효과를 내는지 알 수 없지 않냐?) 환자 본인

은 알아주겠지.

2.19일 호전 중이라 함. 수 은 중단 권했더니 불가

하다함 그래서 수  전과 후에 반신욕은 꼭꼭 하라

고 다짐. 한약은 끝났다고 함. 

안티, 써클 1.1.1로 20포 소포

2. 26일 동량에 유산균 정장제

3.6일 확실히 좋아지고 있음. 유산균 효과인가 농

담도 하심 그럴 수도 있다 쿨하게 인정(자신감?) 

위와 동량.

3.15일 좋아지니 1.0.1로 임의로 줄인 듯. 6개월 1년 

치유의 길을 험난해도 잘 버텨주길 바라며 동량 드림

2018년 3월 15일 오후 5:52 246 읽음

이선영

#체험사례

어제 이 시간쯤 속이 몹시 쓰리다고 40  남성분이 

오셨어요. 겔포스를 먹으면 잠시는 괜찮으신데 또 

쓰리시답니다. 만성위염이라고 하십니다. 평소 

가루 찬 거 매운 거 잘 드신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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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런 체험사례를 볼 때마다 정말인가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에 안티와 써클 111로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다음날 환자가 결과를 확인시

켜줍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위장병의 뿌리를 뽑아

주세요.

보너스로 다른 부위에 있는 바이러스도 한꺼

번에 없애는 마술을 부려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16일 오전 7:29)

② 이선

네, 환자분이 먼저 겔포스를 먹어도 소용없다 

하시길래 그럼 안티·써클뿐이다라고 생각

했죠. 구 박향숙 약사님이 위장병엔 안티·

써클이라고 매번 강조하시니^^(3월 16일 오

전 10:23)

③ 류형준 약사 

이선  약사님의 선택에 위장병 전문약사이

신 박향숙 약사님의 힘이 있었군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알려주시니 힘이 됩

니다.

감사합니다.(3월 16일 오전 10:38)

지방분이시고 지금은 일하러 올라오셔서 약국 앞 

여관에 장기 투숙하신다고 하십니다.

안티·써클 1포씩 1일 3번 드시라고 소포장 1통씩 

드렸는데 좀 전에 약국에 들어 오시길래 속이 계

속 쓰리시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신경을 

많이 써서 소화가 안 되는 거 같다며 소화제 달라고

하시면서 속 쓰린 거는 그 약 먹고 괜찮아졌다고 

하시네요. 순간 안티·써클의 빠른 반응에 쾌재를 

불 습니다^^

2018년 3월 15일 오후 6:33 322 읽음

정국현

#체험사례

지방종?

며칠 전 20  아가씨가 귀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지방종 인 것 같아서 써클3 안티1 하루 분 

드렸습니다. 강력하게 치료해야 된다고 설명드렸

습니다.

오늘 오셨네요. 결과는 어메이징입니다!

단 하루 먹고! 오늘 마무리 하자면 하루 분 더 드렸

습니다.

환자분이 더 신기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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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송광륜

저도 얼굴에 지방종이 있어서 병원에 가아하

나 늘 걱정했었는데 어느새 거의 보이지 않게 

없어졌습니다.(3월 15일 오후 6:38)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사례보기만 해도 신나요~~(3월 15일 오후 

6:42)

③ 조형이

이게 지방종이군요.

저 이리 비슷하게 있는데 2달 넘게 먹어도 안

없어져요ㅜㅜ

뒷목 여드름도요. 피곤이나 이런건 정말 좋아

졌는데(3월 15일 오후 6:49)

④ 조형이

써클을3ㅡ3ㅡ3하고 안티를 1ㅡ1ㅡ1하신건

가요?(3월 15일 오후 6:50)

⑤ 정국현

조형이 예 맞습니다 약사님.

써클 용량을 늘려보시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3월 15일 오후 7:12)

⑥ 김금희 (메디팜한사랑약국. 양산)

정국현 약사님 귀 뒷쪽은 림프절이 모인 곳 

아닌가요? 제가 임신 중에 귀 뒷쪽이 저 정도 

혹이 있었어요. ㅜ.ㅜ 출산 후 사라졌지요. 그

래서 지금 생각해보니 림프순환에 문제가 많

았구나 생각했어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3월 

15일 오후 8:44)

⑦ 정국현

김금희 (한사랑p) 그렇군요. 해부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

다.(3월 16일 오전 6:06)

⑧ 조형이

용량 조절이 참 중요하군요. 감사합니다(3월 

16일 오전 7:33)

⑨ 류형준 약사  

이건 정국현 약사님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

신 것입니다.

써클101과 333은 단지 림프순환이 더 잘 되

는 것 뿐일텐데 결과로는 큰 차이를 보입니

다.

용량을 늘릴 필요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또 

유지할 때는 적량 로 복용하면서 느낌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3월 16일 오전 7:34)

2018년 3월 15일 오후 8:46 265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후부터 시작된 후두통과 미

릉골통으로 MRI소견이상 없음 

뇌혈류 검사에서는 혈류량감소 소견으로 6개월 가

량의 한방 양방진료에도 차도가 없으셨던 51세 송

00 여성권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분의 경우 두통이 교회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아 

심령이 상해서 심장에서 머리로 가는 전체 혈액순

환 중 18%정도 차지하는 뇌 혈액 순환저하로 발생

한 두통으로 생각되어서

써클 101 브레인컨트롤제제와 항배강통의 빠른 해

소를 위해 갈근함유한방제제를 이틀 전에 드렸고 오

늘 오후 절친인 환자를 모시고 와서 2틀 동안 얼마나 

잠을 잘 잤는지 모른다며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물론 괴롭혔던 두통도 사라졌다하고 무엇보다도 

내적평화가 찾아와서 자신의 병이 다 치유되었음

을 믿는다고 고백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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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남희

브레인컨트롤제제가뭐지요?(3월 15일 오후 

9:22)

② 조용권 (도아약국.대전서구)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권사부님

다시 새겨봅니다.

③ 유남희 내인7정이 더 몸을 상하게 하는것 

같습니다. 신경계를 흥분시키고 상처를 주고

요.

오래갈 수도 있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④ 조용권 (도아약국.대전서구)

어케 하면 상한 마음에 도움이 될런지요?

⑤ 유남희 

25세 원형탈모 환자 부모한테 종교등, 힐링서

적이든, 심리치료, 상담를 하라했는데요.

어찌 될런지.ㅠ 내적평화가 돼야 약발도 더 

잘 받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몇 해 전부터 가끔 보는 책인데요. 보기 편하

고 볼 때마다 새롭네요.

밴드에서 치유, 치유해서 요즈음 다시 봅니

다. 위로가 돼는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치유는 너다.

(3월 15일 오후 9:29)

⑥ 권명선

심규를 열어 심장에서 머리로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총명탕 성분이 함유된 제제입니다

몇몇 회사에서 출시된 것으로 압니다(3월 15

일 오후 9:30)

⑦ 류형준 약사 

진정한 권사부님입니다.

안티와 써클만 설명하다보니 정말 중요한 것

을 지나쳤습니다.

마음으로부터의 치유는 기본입니다.

오늘 권약사님 덕분에 새삼 마음에 새겨봅니

다.

환자의 아픔을 함께해주고 치유의 길에 동행

해주는 것을 안다면 그 순간부터 마음의 위안

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16일 오

전 7:39)

⑧ 이미숙

권약사님의 체험사례를 읽다보면 치유의 과

정에 이르는 길을 같이 걷고 있는 기분이 드

네요. 참으로 훌륭하십니다~^^(3월 16일 오

전 9:29)

⑨ 허정숙

을 읽다 보면 안티 써클 외에 필요에 따라 

다른 약을 같이 드리는 경우가 있던데 그게 

더 효과가 잘나나요. 저희 약국에는 없는 약

들이 많아서요(3월 16일 오전 11:21)

⑩ 안순원

권약사님과 교집합인 부분이 있어 참 다행입

니다.(3월 16일 오전 11:32)

오늘 제가 이 체험례를 올린 이유는 치유에 있어 

외적으로 나타나는 치유가 물론 중요하지만

희노애락등 7정의 상처로 인해 생기는 마음의 병을 

다스림이 선행되어야함을 기억하여 밴드안 모든 약

사님이 환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혼의 

치유자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올린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주 건강한데 맘이 상해서 일시

적으로 생긴 혈관긴장성 근육긴장성두통이었고

1달 복용 후엔 써클을 1달 정도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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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그 정도라면 위 점막이 얼마나 살았는지 상상

이 됩니다.

정말 한사람을 구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치유의 길을 만들고 다지는 이유를 알겠지요.

치유의 길은 봉사이고 보람이고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17일 오전 8:00)

2018년 3월 16일 오전 11:34 189 읽음

박경화(마음편한)

#체험사례

58년생 여성

만성위궤양

스트레스가 장기간 계속되고 두 분 어르신을 돌보

느라 지칠 로 지쳐 힘들어 하시는 분인데.

불면 불안으로 신경과약 복용. 속이 너무 아파서 

식사를 제 로 할 수 없어 끓인 밥을 담아 다니면서 

수차례 나눠 드실 정도. 먹는 게 부실하니 몸이 좋

아질 수가 없는 상황. 처방받은 PPI나 그 어떤 위장

약도 속이 아파 못 드심. 수년간.

그간에 다른 학회 약을 여러 형태로도 써봤으나 조

금 나아졌다 다시 불편하심.

안티 써클 드림

처음에 속에서 어떨지 모르니까 1포씩 가지고 하루 

두 번 나눠드시다가 조금씩 적응되면 용량을 늘리

세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도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됨

을 잘 설명해드리고 꼭 다 드시라고.

한참 뒤에 오셔서 그 약 주세요~ 합니다.

처음에는 1포를 기지고 이틀여를 드셨답니다.

속이 아파서 그 작은 양도 못 받아들여서 그랬다고 

합니다.

점점 속이 편해지는 거 같다고 하십니다.

그 어떤 약도 못 드시던 분이 써클 안티는 드십니다.

안티 써클을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16일 오후 12:27 216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60  여자 오00

당뇨 7년차 손목터널증후군 와서 수술했으나 통증

이 너무 심해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심. 당뇨병성 

신경병증 증세도 있으시고. 늘 피곤하고 스트레스 

잘 받으시는 성격임

써클 222 10일분 

10일후 전화 오셨는데 써클 2포씩 드시니

속이 불편하셔서 1포씩 드셨 요. 수술한 부위가 

안 아프시다고 신기하시다 하시구요. 저린 증세도 

완화되셨고 나갔다 들어오면 피곤해서 누워야 하

는데 그것도 없어졌다고 하시고 잠도 잘 자고 잘 

먹는데 살도 안 찌는데 써클 때문이냐고 물어보셨

어요. (당근 맞다고 했구요) 한 달은 써클로 111

다음 달부턴 안티와 같이 드셔 보시라고 설명드렸

구요 본인도 효과를 보셔서 그렇게 해보겠다 하십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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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써클과의 인연의 시작이네요~^^(3월 

16일 오후 4:37)

② 류형준 약사  

장진숙 약사님 축하드립니다.

처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앞으로는 생각의 순서를 바꿔보세요.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치유의 길

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 길을 갈 때 등산화 지팡이 모자 배

낭 등이 필요하듯이 

치유의 길을 갈 때에도 안티. 써클. 찬 것 안 

먹기. 매운 것 안 먹기. 따뜻하게 하기. 각탕법 

기어다니기 산소호흡법 등의 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단지 급한 증상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

니라 급한 증상을 일으키게 했던 몸 안의 상

태를 다시 건강하게 되돌리는 치유의 길로 함

께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17일 오전 8:29)

② 장진숙(참좋은P 광주광역시)

명심하겠습니다

류쌤^^♡(3월 17일 오전 9:07)

① 류형준 약사  

손목터널증후군은 수술을 하여도 낫기 힘든 

증상입니다. 하지만 치유의 길에서 보면 신경

을 감싸고 있는 관에 바이러스감염으로 염증

이 생겼으니 바이러스를 없애고 림프순환으

로 부종을 빼면 되는 것입니다. 단 바이러스

가 있으니 안티와 써클은 6개월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17일 오전 8:04)

2018년 3월 16일 오후 4:08 268 읽음

장진숙(참좋은P 광주광역시)

#체험사례

 

2018년3월13일  60  남자

마그네슘사러온환자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가 물어보니 아침 일어날 때 

기지개켜면 다리에 경련이 심해 쥐가 남. 도저히 

한참을 움직일 수 없음.

주위의권유로 마그네슘제제4개월 드셨으나 효과

없다고 넋두리!!

써클포유202로 3일 드시고 오라함

오늘 오셔서 효과있다고 한 박스60포구입해가심

일단202로 드시라고 함

천기누설책도 한 권드리며 몸을 위한 보약이라 생

각하고 드시라고 함

처음으로 한 달분 팔았네요

본인이원해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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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류형준 약사  

장진숙 감사합니다.(3월 17일 오전 9:18)

④ 장진숙(참좋은P 광주광역시)

이 손님 오늘 오셨어요

써클 한 달분 가져가셨어요

다리는 어떠냐고 물으니 많이 좋아져서 ~~좀 

더 먹어 보겠다고 ㅎㅎ

안티플러스도 권했더니 넘 부담된다 해서 생

각해보시라했네요

책 읽으신 분이라서 ~~~ 기다리렵니다(4월 

10일 오후 5:24)

① 류형준 약사 

각탕법만으로 팔이 치유된 걸 아셨습니다.

안티와 써클뿐 아니라 각탕법. 기어다니기. 

2018년 3월 16일 오후 4:54 196 읽음

노동원 0476

#체험사례

1. 차화ㅇ 64세 여성  어깨 근육파열

한 달 전 초등학교 동창회 가서 줄다리기 잘못해서 

어깨에 심하게 무리가 가면서 움직이기 곤란하며 

들어올릴 수도 없이 아파서 종합병원 에서 검사결

과 어깨파열로 수술해야 한다고 준비하라 해서 기

다리다 수술까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연락받음…. 

병원에서 두 달분 약을 조제했는데 먹을 때 뿐이라 

내국하 는데 써클 안티 222 111 3일분 드리고 한

동안 잠잠해서 전화드렸더니 이틀 먹고 올라가지 

않던 팔이 올라가고 아프지도 않아서 헬스장에서 

운동해도 이상무. …너무 신기해서 그 딸이 마약 

아니냐. 남편은 꽤병아니냐. 조롱함 …다시 2일분 

드리고 병원가서 검사하라고 했는데 의사가 검사 

후 너무 놀라면서 무슨약 먹었냐 물었지만 차마 얘

긴 못하고 그냥 조심하기만 했다고 얘기함 … 당분

간 조심해서 관리하고 써클·안티 202 101 유지 

후 각 101 로 6개월 유지하라고 함. …감사하며 그

리 하겠다 하십니다 

2. 오창ㅇ  53세 남

지난번 체험례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안구건조

증 눈혈관충혈 탈모로 써클 101 시호제 드신 후 많이 

좋아졌는데 좀 더 빠른 걸로 원해서 써클101 안티 

101 한 달분 가져가셨는데 중간에 한번 전화드렸더

니 자기 병이 너무 오래되서 1년 먹어봐야 하고 여직 

어느 병원에서도 자기 증세를 몰라 답답하던 차에 

시원하게 알려줘서 오히려 고맙다고 인사치례 

함…. 찬 것 매운 것 조심하고 건강플러스 숙지드림 

3. 윤ㅇㅇ 40  남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호형호제 하는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일하다가 삐끗해서 팔에 힘이 없고 

들면 아프고 불편하다고 호소해서 우선 각탕법을 

한 달 정도 하라고 했더니 차후 전화가 왔는데 형님 

그거 한 달했더니 팔이 아프지도 않고 힘이 들어가

서 일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서 계속 와이프랑 하

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옴 

4. 본인 

잠자다가 목이 뒤틀렸는지 아침에 일어나보니 헉 

목이 안 돌아감…. 기존에 써클·안티 적량으로 먹

다가 202 101 먹으니 조금 부드러워 졌는데 다음날 

222 111올려 먹으니 80%정도 개선 그 다음 날 되니 

바로 풀림 …원래 5일 이상 진통제 근육이완제 먹

어야 풀리는데 먹으면서도 고개돌리기가 아주 고

약한데 써클·안티는 먹으면서도 통증은 많이 줄

어들면서 통증 이 사라지니 안 쓸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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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호흡하기가 왜 중요한지 알게 되었지요.

앞으로도 치유의 길에 필요한 도구로 활용해

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17일 오전 8:42)

① 류형준 약사  

손발이 차고 저리고 생리통이 심하고 

이런 증상에는 안티와 써클 외에 손발은 직접 

따뜻하게 하는 각탕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치유의 속도가 이제까지와는 또 다른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꼭 설명하고 함께하도록 하세

요.

그렇게 하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17일 오전 8:46)

① 류형준 약사  

평소 허약하고 감기가 오래가는 경우입니다.

안티는 복용하게 하 다면 단지 지금 있는 감

기증상만을 목표로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기가 좋아졌다니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 3월 16일 오후 5:04 233 읽음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체험사례

 

홍**(여.45세)

손발 끝이 차고 저림. 생리통이 심함.

복용중인 약 :가끔 처방 다이어트 약 복용

외소한 편인데도 더 날씬해 보이고 싶어서인지 가

끔 다이어트약을 타 가시는 분입니다.

워낙 약 먹는 것도 싫어하고 약도 잘 안 챙겨먹는다

며 걱정하면서 남편분이 써클.안티 1통씩 사 가심

(몇 달 전에 아드님들 비염과 친정엄마 요통 때문에 

상담을 하셔서 자세히 설명을 했었고 책도 이미 드

리고 읽으신 상태 음)

3일후인 2.23일 본인이 직접 와서 저림이 가라앉기 

시작해서 신기해서 원래 잘 약 안 먹는데 먹게 되더

라고 얘기해주시네요. 이사 때문에 하루 못 먹었다

며 앞으로 열심히 챙겨먹을 거예요. 하시며 웃으며 

가셨답니다.

2018년 3월 16일 오후 6:24 211 읽음

박완수 

#체험사례

=저의 체험사례 006번째= [안티플러스]

- ㅇㅇㅎ 5세 여자 어린이 (허약하고 감기가 잘 낫

지 않음)

- 소아과 감기처방전으로 복용해도 차도가 별로 

없다하여서

- 안티플러스를 추천 - 애기엄마가 10포를 가져감

- 물에 녹여 물 해지면, 설탕을 조금 타서 먹이라

고 함.

-(0.5포씩 식후 하루 3회)

- 감기가 차도가 많다며 20포 짜리 한통을 더 가져

감….

- 어른감기, 어린이감기 모두 좋지만…

- 처방만 좋아하시는 분에겐 설득이 난감한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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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입니다.

감기를 개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허약한 아이를 건강하도록 도와줘서 

감기로 많이 고생 않도록 해주시면 어떨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더 나은 

방법일까요?

치유의 길은 단지 증상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건강해져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멀리보고 치유의 길을 안내해 주시면 

약사님의 일상이 보람되고 행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17일 오전 8:53)

① 류형준 약사  

이미숙 약사님이 느껴지는 건강회복이 바로 

증상에 치중해서 하는 치료가 아니라 전체적

으로 건강하게 하는 치유가 되어야하는 이유

입니다.

2018년 3월 16일 오후 8:54 251 읽음

이미숙

#체험사례

53세 여 접니다~

여러 가지 증세가 좋아지니 안 좋았던 시절의 경험

을 잊어버리는듯합니다.

오늘 두껍고 큰 사례집을 받고 보니 아 나도 이거 

좋아졌는데… 하고 무릎을 친 게 한두 개가 아니네

요~~^^

1. 오래된 만성기침

작년 가을부터인가 자려고 눕기만 하면 꼭 잠이 막 

들 무렵에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을 30여 분간 

하다가 잠이 들곤 했습니다.

낮이 되면 특별히 불편감이 없어 그냥 방치하고 밤

마다 불편하게 잠이 들곤 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제가 안티·써클을 먹어보고자 했던 이유 중의 하

나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먹기 시작했으니 3개월차인데 언제

부터 인지 모르게 기침없이 편한 잠을 자고 있네

요~~ㅋ

2. 전신소양감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기만 하면 해마다 전신소양

감이 도져서 북북긁느라 손톱에 피가 맺히곤했는

데 올 겨울엔 모르고 지나갔네요. 오늘에서야 생각

나 올립니다.

3. 안구건조증

제가 콘택트렌즈를 거의 30년을 착용중입니다. 저

는 다행히도 렌즈체질인지 잘 맞아서 간혹은 끼고

도 잘 때가 있는데 정~~말 확실히 다르네요. 깜빡

하고 끼고 잘 때나 여행 중 끼고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아침에 인공누액없이 눈을 못 떳는

데~ 헐~ 렌즈 안 낀줄 알정도로 건조감이 사라졌

네요~

거짓말같죠??

4. 기타

또 뭐가 있나~~~

먹자마자 소변이 시원하게 나왔던 기억도 있구요.

지난 겨울 감기 한번 안 걸리고 지나갔고~ 딸램도 

마찬가지~ 감기 올 거 같다고 하면 얼른 먹으라고 

쥐어줬는데 지금까지 감기 걸렸단 얘기가 없네

요~~ 소화제도 되고 복통에도 되고~~

아프다하면 무조건 안티·써클 먹으랬더니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이냐고 눈 흘기면서도 잘 먹네

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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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분 한분 힘을 모으고 함께 가야하는 이유이

기도 합니다.

혼자 갈 때에는 외줄타는 곡예사처럼 어려웠

지만 이제는 그 길이 넓어지고 탄탄한 큰 길

이 되고 있음을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3월 17일 오전 9:03)

① 이윤진

혹시 근육강화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요?(3월 17일 오전 8:29)

② 안순원

근육 양제라 할 수 있는 옥타코사놀제제입

니다(3월 17일 오전 8:37)

③ 류형준 약사 

생각의 방향을 살짝 바꿨을 뿐인데 결과는 많

이 다릅니다.

치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길을 많은 약사님에게 알려주고 함께하도

록 격려해주시니 감사합니다.(3월 17일 오전 

9:06)

④ 이윤진

감사 합니다!(3월 17일 오전 9:53)

2018년 3월 16일 오후 10:56 281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여 50

특별한 이유없이 갑자기 발바닥 통증이 생겨 방문

한 체육관장 사모님, 평소 운동으로 다져진 분이 

뭔 일?

전 날 무리한 기억도 없었답니다.

써클202/근육강화제/5일

한 달 후, 제 아내가 같은 모임에서 그 녀를 만났답

니다.

그 때…뭔 약인지 3일 먹은 후 지금까지 무탈하다

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네요.

남은 이틀 분은 운동 많이 하는 남편 줬다네요. 급

작스런 근골격 질환은 5일을 채 넘기지 않는군요.

요즘 느끼고 뒤돌아봅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진통제는 과거…약국 경 상 필

수 불가결한 존재 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약국의 

약이 더 빨리 통증을 없애는가가 그 약국을 평가하

는 잣 로 작용하여… 과용량의 투약이나 두 종류

의 진통제 병용투여가 일반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

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탈피하여 무진통제를 외치며 순하

게 환자를 케어한다는 자부심에 저 자신을 토닥거

려봅니다.

치료가 아닌 치유를 향해, 파이팅임돠~

2018년 3월 17일 오전 8:47 226 읽음

조용권 (도아약국. 전서구)

#체험사례

편도염, 목감기

카드회사 콜센터 여직원 20  후반

며칠 전에 주신 스틱형 약 달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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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조용권 약사님의 사례를 읽고 있으면 풍부한 

감성에서 시인의 향기가 납니다.

점막질환에는 안티·써클이 빠르니 달 하셨

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지 하루 분씩이 아니라 심한 분

들을 골라서 깔끔하게 끝까지 치유하도록 해 

보세요.

안티와 써클이 단지 목감기에 좋은 제품으로

가 아니라 목감기의 뿌리를 뽑고 몸도 건강하

게 하는 치유의 도구로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3월 17일 오전 9:13)

② 조용권 (도아약국.대전서구)

류형준 약사 

잘알겠습니다.

시인은 저는 아니고요.

가까이 사시는 장인어르신이 시인이십니다. 

향이 좀 있는지 

잘 모르고요.ㅎ

팔순을 맞아 동시집도 내시고요, 꽃과 동심으

로 사시지요.

존경하는 류약사님도 6.7.8순에 좋은 이론과 

책들 출간하시길.

책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동시집

m.blog.daum.net/hs2980/7735173(3월 17

일 오후 12:38)

근처에 보험, 카드회사 콜센터가 있습니다.

늘 좁은 공간에서 말 많이 하고 고객 상 로 스트레

스 쌓이고 호흡기질환에 취약합니다.

몇 해 전 메르스 때 마스크랑 소독제가 참 많이 나가

기도 했는데요.

늘 여직원들 피로, 스트레스에 하지부종에, 생리불

순, 통으로 고생하지요.

편도, 인후 질환에 청화보음탕과 목감기약을 목소

리가 잘 안 나오면 향성파적환과 목감기약을 인후

스프레이도, 목캔디도 찾고요.ㅎ

요즈음은 otc한방제제제도 도매에 잘 없네요.ㅠ

언제 부터가 스틱형으로 주고 있네요.

옆에 있던 목감기 제약회사 업사원이 씁쓸히 웃

고 있네요.

써클·안티111 하루 분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인

데도, 사가는 것을 보면 호흡기질환(쉰소리, 편도, 

인후불쾌감, 밤기침, 목소리가 잠기고 소리가 안 나

는 경우, 피로개선)효과에 좋습니다.

가끔 제, 보험마케팅, 콜센타 여직원들이 전화오면 

바쁘면 저도 충 성의없이 끊는데요. 보이싱피싱

빼고

어쩌면 고객이니 기분 안 상하게 응 해주시길.ㅎ

참고로 옆에는 신한카드 콜센터입니다.ㅎㅎ

좋은 주말되세요.

2018년 3월 17일 오후 12:16 246 읽음

송정숙(만수ㆍ부산)

#안티플러스체험사례 #체험사례

50  후반여성

체험사례 올렸던 20년 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입

니다

현재 한 달 반 정도 안티·써클 정량으로 복용중이

고 심하게 통증이 오는 날은 1일 3회 복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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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향숙

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웁니다(3월 17일 오후 

12:32)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제 경우는 증상이 심하면 안티·써클 양을 조

절하는 방법으로 합니다.(경험해보려고)

조혈제 필요한 경우는 제외하고. 물론 환자분

이 기존 복용 중인 약은 체크해서 안티·써클 

제품과 상관없이 먹게도 하지만,(3월 17일 오

후 2:14)

③ 류형준 약사 

저는 천기누설건강법에서 이미 류마티스질

환이 속해있는 자가면역질환 전체를 바이러

스질환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류마티스는 자가면역질환

이 아니고 감염된 바이러스에 한 정상적인 

면역반응입니다.

면역증강제는 써클이 역할을 하고 원인인 바

이러스는 안티로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베타칸을 사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기본

적인 병을 정리하는 차이는 극복해야할 문제

입니다.

류머티스는 안티와 써클로 충분히 치유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심할 때만 써클의 양을 두

세 배 늘려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3월 17일 오후 10:11)

같이 드시는 약은 류머티스약 아리바 용량을 점점 

줄여서 복용중이고 스테로이드는 완전 끊었습니다

더불어 빈혈약과 MSM. 제제같이 복용중입니다

처음상태보다 상당히 호전되어서 10일분씩 구매해

가면서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 비 오는 날 너무 아프다고 호소하여서 팜스

에서 나오는 베타칸도 같이 1일 두포 드시라고 드려

봤습니다 류머티스가 면역질환이므로 안티·써클

과 같이 복용 시 상승효과를 기 하면서…

오늘 오셔서 하는 말이 관절통에 확실히 도움이 되

는거 같다고 하시는데 부작용으로 두통이 좀 온다

고 하셔서 (이분은 안티 써클 복용 초기에도 옮겨 

다니는 통증 호소 하셨음) 베타칸을 일일 한포로 

줄여보시라고 해습니다

류머티스같이 어려운 면역질환 치료 시 초기에는 

베타칸 같은 면역증강제도 같이 복용함으로써 치

료의 

험난한 여정을 조금 쉽게 갈 수 있지 않나싶어서 

글을 올려 보았습니다

다른 약사님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17일 오후 7:02 288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3월 13일 두통 때문에 오셨던 송00

권사님이 3번째 분을 모시고 왔네요

세상에나 벌써 천기누설책을 2회나 완독했다고 하

시며(너무나 재미있다고 합니다)

"이 약은 모든 병을 고치는데 기본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네요"라고 말합니다

책을 읽고서는 얼굴의 심한 피부트러블로 고생하

는 "김00권사님도 이것 드시면 치유될 것 같아서 

모시고 왔어요", 오늘 오신 분은 51세 아주 건강하

게 잘 지냈던 유치원 원장님이며 성격적으로 화를 

참고 인내하시는

탓에 가슴 안에 마치 활화산처럼 화로 인한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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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남희

저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3월 17일 오후 

8:41)

② 류형준 약사 

1주일 후에 어디까지 좋아졌을지 많이 궁금

합니다.

다음 결과도 꼭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3월 17일 오후 10:26)

① 박향숙

전 만성 피로환자 안티 써클 정량 복용 후 단 

하루 만에 설사 쫙 하더니 한 달을 괴롭힌 피

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고 전화왔네요 신기

♡(3월 19일 오후 1:31)

② 유남희

비상약 역할도 완벽하네요.(3월 19일 오후 

1:33

③ 류형준 약사 

이런 경우는 저도 신기합니다.

안티를 먹고 고열이 떨어졌다면 이해를 하겠

지만 써클로만 고열이 떨어지고 발진이 사라

졌다면 어떤 원리로 떨어졌을지 풀리지가 않

습니다.

그래도 원리를 찾자면 음주 후에 써클이 주독

을 풀어주는 것처럼 몸에 있던 발열물질이 풀

어진 것으로 추측합니다. 

아무튼 열도 내리고 발진도 없어졌다니 감사

품고 지냈고 이로 인한 상열로 인해 심한 염증이 

얼굴 

가득합니다. 아울러 빈혈수치가 8.5여서 훼로바유

를 2년째 복용 중인데도 수치개선이 안되고 있고

혈허로 인한 허열도 문제입니다.

이분의 빈혈의 원인은 자궁의 이상이 없음에도 일

어나는 과도한 생리혈로 인한 혈액손실이 원인이

었고 여성 호르몬균형이 깨져 과도하게 자궁내막

이 증식됨으로 과다출혈이 일어난 것으로 사료됨

(2년 가까이 빈혈약을 복용해도 수치가 오르지 않

는 또 다른 원인으로 적혈구의 바이러스감염도

추정됩니다)

오늘 전 안티 써클 111로 한 달분

햄철함유조혈제와 혈열을 잡아주는 한방제 그리고 

여성호르몬의 안정을 돕는 건기식을 함께 드렸고

이제는 이분과 함께 내국하실 다른 주인공을 기다

려봅니다

1주일 안에 이분을 괴롭히는 증상의 많은 부분이 

사라질 것이 제 눈에 보입니다

2018년 3월 19일 오후 12:36 322 읽음

정희순

#체험사례

 

9살 남자아이입니다

미국여행목적으로 출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열이 

나서 타이레놀 복용했 요

그런데도 계속 열이 나고 몸에 발진이 났다 시라지

기를 반복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마침 애기 엄마가 써클을 가져가서 해열제와 써클 

1포씩 3번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신기하게도 열도 내리고 발진도 그쳤다고 감

사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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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뿐 입니다.(3월 19일 오후 8:40)

④ 류형준 약사  

박향숙 이런 경우는 몸 안에 있던 독성물질이 

한꺼번에 담즙으로 배출되면서 장을 자극해

서 설사를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19일 오후 8:42)

① 유남희

명현에 해 설명 잘 하시는 걸 보면 약사님

도 능력자이시네요.(3월 19일 오후 5:03)

② 류형준 약사 

명현증상을 차분하게 꼼꼼히 설명하고 있을 

강경애약사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니 300이 넘는 혈당에도 의심하지 않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혈당이 150으로 떨어졌습니

다.

혈당150이 단한 수치는 절  아니지만 300

이 넘던 혈당이 저절로 150으로 덜어졌습니

다.

이 순간부터 환자는 믿음에서 확신으로 바뀌

게 됩니다.

치유의 길을 완주해서 당뇨도 치유되고 몸도 

건강해지는 행복한 날들만이 남게 되는 것입

니다.

감사합니다.(3월 19일 오후 8:49)

③ 박향숙

그동안 약사님도 환자 이해시키느라 입이 바

짝바짝 타셨겠어요 특히 예민한 환자는 전 말

씀도 안 드리는데…약사님 단하십니다(3월 

19일 오후 9:30)

④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오늘 만난 비슷한 케이스 당뇨20년 인슐린 맞

는 분에게 2년 넘게 같이 가자고 했는데 약사

님의 사례가 힘이 되네요!.

저는 안티·써클 101로 시작했습니다.(3월 

19일 오후 9:52)

⑤ 류형준 약사 

이명희(광민약국.광주남구) 

인슐린을 맞는 경우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

런 환경의 변화도 없었는데 혈당이 꾸준히 떨

2018년 3월 19일 오후 4:20 238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50  후번 남자 최00

당뇨 20년 인슐린 주사까지 맞으시는 신학 학 교

수님

당뇨병성 망막 질환으로 수술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손발 저림이 심함

신경이 예민해서 당뇨 체크를 수시로 하시는 분이

라 안티 써클에 한 설명과 책자 호보법 각탕법 

설명드리고 일단 써클로 2달 먼저 드시고 그 후 안

티 같이

드시기로 함

써클 11 2달분

당뇨 수치가 300~500 한 달간 올라감

본인은 300만 넘어도 입술이 바짝 타는데 써클 드

시고는 컨디션이 좋아 당 체크하면 300이 넘어 의

아해 하면서도 수시로 전화하셔서 명현에 해 설

명 들으시고 다시 이해하고 드셨어요.

한 달 5일 만에 150으로 떨어졌구요. 손발 저림도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치유의 희망을 안고 쭉 나아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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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다가 갑자기 혈당이 심하게 올라가는 경

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몸에서의 혈당조절능력이 

올라가고 있는데 인슐린을 거기에 맞게 줄여

주지 않으니 나도 모르게 저혈당이 오고난 후

에 저혈당을 극복하려고 갑자기 루카곤이 

왕창 분비되어 혈당이 오르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환자와 잘 상담해서 인슐린을 줄여

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런 경우 인슐린 주사량을 전체

적으로 절반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1주에서 2주 간격으로 또 절반씩 또 

절반씩 줄이면서 끊게 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고혈압에서도 그런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20일 오전 6:49)

⑥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류형준 약사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더욱 공부하면서~!

친구분이 2달 정도 복용 후 몸이 좋아지자 그 

친구 2명이 어제 자신들도 치유 프로그램 참

여하고 싶다고 오셨어요. 2분 모두 관찰이 필

요한분들이라 1주일 단위로 체크하려고 합니

다. 감사합니다.

(3월 20일 오전 7:43)

① 류형준 약사 

잘 하셨습니다.

천기누설건강법 약사모임이 얼마나 위 한 

모임인지 느껴지는 사례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천하의 무림고수 권명선 약사님도 다른 약사

님의 체험사례에서 배울 것을 찾습니다.

안티와 써클을 낳은 저 역시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

하고 축복된 일인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19일 오후 8:55)

2018년 3월 19일 오후 6:23 221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지난주에 오셨던

양쪽발목뼈가 어긋나서 발목뼈를 바로잡는 수술 

후 1달 기브스를 한 63세 여성

기브스를 풀고 보니 3군데서 염증이 생겨있었으나 

2곳은 병원 처치 후 빨리 아물었고 1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욕창부위는 1주일이 지나도 낫지 않는다

며 오셔서

써클333 안티222로 3일분

듀오덤과 드렸고 지금 재 구매하러

남편이 오셨는데 벌써 진물이 안 나오고 꾸덕꾸덕

해졌다하시네요

앞선 피부이식환자의 체험례로 확인된 안티와 써

클의 피부재생력의 효능이 단합니다

오늘은 환자의 빠른 회복으로

안티222 써클222로 3일분만 드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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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향숙

약사님 정성도 열정도 단하십니다(3월 19

일 오후 9:16)

② 유남희

국위선양도함께요.(3월 19일 오후 10:08)

③ 류형준 약사 

박향숙 유남희 감사합니다.

앞으로 국위선양과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

여할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은 길인 

치유의 길을 손잡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20일 오전 6:37)

2018년 3월 19일 오후 9:10 261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체험사례

근이 양증에 한 체험사례

왕00, 7살, 남자

17개월 복용 중

지난번에는 2월 명절이 있어서 중국출장이 없어 1

월 출장 때 두 달분의 체질차를 주고 왔습니다.

1월부터 모음발뛰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많이 늘었

습니다.

그리고 아기 아빠는 항상 세상에 불만이 많은 듯한 

얼굴이었는데 처음으로 먼저 웃어줍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아들이 아프지도 않고 다른 아이들

보다 더 튼튼한 것 같다고 고맙다고 합니다.

올 때마다 좋아진 것보다는 남아있는 증상이 아직

도 왜 남아있느냐면 딴소리를 했었거든요.

오죽하면 당신 자꾸 그러면 다시는 약 안 줄 테니 

나보다 더 유명하고 실력이 좋은 의사를 찾아가라

고까지 했을까요. 아이 엄마가 손잡고 빌고 부탁하

길 여러 번 했을 정도이니깐요.

그렇게 조금씩 좋아져서 이제는 아비도 인정을 합

니다.

2018년 3월 19일 오후 10:19 337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체험사례

과정보고

발모!!(발모는 치유과정중 보너스!)

혈압. 고지혈증. 저림. 냉증. 두통

이J일(남동생.56세)

복용10일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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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실제 보면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사진상으

로는 차이가 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40일쯤! 같은 날 사진인데 염색하기 전 사진(아래

↓)이라 비교하기 좋게 염색 후 사진 부탁해서 카톡

으로 받은 게 위↑.

복용 시작할 때 상태 : 머리감고 나면 손바닥 가득

히 머리카락 걷어서 처리해야하고 타올 드라이 하

면 또 타올에 가득 묻어 나옴.

40일쯤 상태: 머리 감아도 머리카락이 빠진 게 하

나 둘 정도, 거의 안 빠진다고 함. 사진으로 찰칵했

는데 확 해보면 새로 나온 모발이 다 까맣게 보인

다. 생각보다 빠르다.

이 상태로 가면 앞으로 2~3개월 가면 좋아질 듯 

보이네요.

다른 한분도 같은 반응인데 비교사진을 안 찍어놔

서 1달 뒤쯤 올리도록 하려합니다.

조용권 약사님!

1월말 복용 시작한 원형탈모환자 가족이 오늘 오셔

서 조금씩 머리가 나온다고 하시네요. 월말에 방문

할거라 그때 사진으로 기록 남겨놓으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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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두고 경과를 비교해 보면 좋을 것입니

다.

감사합니다.(3월 20일 오전 6:24)

② 조용권 (도아약국.대전서구)

정보공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공감 합니다.

솜털이 나고 최소 3개월 이상 돼야 정상이 될 

듯 싶어요.

원형탈모, 두피염 환자는 피부 조직검사한다

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보자하네요.

마음 다 잡고 치유의 길로 가야할텐요.

동생분은 소갈머리가 ㅎ 그 부분 체온이 더 

높은가요?

훌륭하신 누님을 두셨네요.

감사합니다.(3월 20일 오전 8:27)

③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조용권 (도아약국. 전서구) 유전적인지~(생

전에 아버지도 그러셔서).동생의 삶이 많이 

힘들어서 화(열)로 더 그랬을 수도 있어요.(3

월 20일 오전 10:51)

① 류형준 약사  

각탕법을 매일 하는 것과 반신욕을 매일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각탕법은 손발을 뜨거운 물에 담그는 것으로 

인체의 주요 부분에 열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손발에서 데워진 혈액이나 체액이 열

을 전달하여 몸을 데우는 것입니다.

반신욕은 몸의 절반을 뜨거운 물에 담궈서 몸

의 아래 부분을 직접적으로 데우고 또 더워진 

체액을 순환시켜 온몸을 데우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은 매우 유사한 듯 하지만 많이 

다른 방법입니다.

반신욕은 각탕법에 비해서 지나치게 효과가 

센 방법으로 자주 할 경우 열피로현상을 일으

키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 많은 열을 전달할 필요가 있을 

때 한두 번 씩 하는 방법입니다.

각탕법은 손발만 담그는 방법이니 반신욕에 

비해서 효과가 적어서 매일하더라도 크게 부

작용은 일으키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각탕법이든 반신욕이든 땀이 

2018년 3월 20일 오전 10:46 282 읽음

장은선

#체험사례

3월 2일에 올린 김명o님 62세.

2월 9일부터 안티 101 써클 201

3월 12일

처음과 똑같이 심한 안면홍조 상태로 오셨습니다. 

왜 다시 안 좋아진 거냐며 짜증내셔서 찬 것 매운 

것 추위 노출된적 있냐했더니 아니랍니다. 각탕법

은 하셨냐했더니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하시

네요. 맨날 반신욕한다더니,,,,각탕법 꼭 하시라하

고 안티 써클111로 드시고 심열을 없애주는 과립제 

추가해서 드렸고요.

3월 19일에는 더 좋아진 모습으로 오셔서 저번엔 

약값이 부담되서 하루 못 드셨더니 다시심해지드라

고 말씀하시네요. 하루안티·써클 드시니 다시 좋

아지더랍니다. 큰 통으로 한 통씩 가져가셨습니다. 

그래도 하루 안 드셨다고 다시 심해진 원인이 평소

에 이분이 씬지로이드를 0.2, 0.15 이렇게 고함량

으로 드셨는데요. 안티 써클 드셔서 호르몬 불균형

이 많이 해소되었는데도 씬지로이드를 고함량 드

신 게 원인일수 있을까요? 우선 혈액검사다시해서 

용량조절하시라 말씀은 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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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뜩 나도록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콧잔등에 

땀이 살짝나면 그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운 물이 아까워서 오래하려는 성향

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열피로현상을 일으켜

서 더 피로하게 합니다.

일요일에 모처럼 목욕가서 끝나고 나면 피로

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야하는 것이 

바로 과하게 반신욕이나 온탕에 들어가서 열

피로현상을 일으킨 것입니다.

각탕법은 매일해도 되지만 반신욕은 몸이 안 

좋을 때만 잠깐씩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20일 오후 7:32)

② 윤애숙

류형준 약사 

약사님 댓 을 안티, 써클 먹고있는 가족,지

인들께 전달했습니다.

무조건 세게 오래 많이 하면 더 좋아질 거라

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3월 21일 

오전 9:20)

③ 장은선

네 차이점 잘 알았습니다~잘 구분해서 적용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21일 오전 

10:39)

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마음에 큰 울림을 주네요~^^감사합니다.(3월 

20일 오후 12:44)

② 유남희

인도자로써성공입니다.이건읽기전에어머님

의난청때문에세브란스로가신다는분이오셨

었는데.일단다녀오신 다음얘기해야 겠지

요?(3월 20일 오후 2:57)

③ 장지연(부산)

치유전도사 양성 중이십니다.(3월 20일 오후 

7:01)

④ 류형준 약사 

정상적인 치유과정이 결코 거저 가져가는 것

은 없습니다.

많이 아프면 많이 아팠던 만큼 다시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가야합니다.

2018년 3월 20일 오전 11:50 393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안티를 졸업하고 써클로만 6개월을 계속 복용하기

위해 오신 심한 이명과 난청으로 고통 받으셨던 46

세의 양사

6개월 동안 치유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합니다.

1.처음엔 심한 증상이 사라지며 호전되었고

2.3달째쯤부터는 귀속 깊은 곳에서 뭉친 것이 풀리듯 

시원하고 화한 느낌이 생겼다. 그러나 활동 시는 못 

느끼나 밤중에 조용할 때는 이명이 쏴하며 들렸다.

3.5달째부터는 갑자기 심해지는 난청과 이명 증상

이 돌발적으로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했는데 2주 

전부터는 조용해졌다합니다. 이 현상에 놀란 남편

이 서울의 학병원에 가자고 주장했으나 이 여성

이 얘기하시길 

본능적으로 막힌 혈이 풀리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해되서 계속 복용하셨답니다. (그래도 

걱정되어 제게 괜찮냐고 물어보았어요)

4.오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젠 써클주세요. 그러

시면서 "제 병의 원인이 제게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

고 무너진 자율신경계의 혼란이 이명과 난청으로 

나타났네요" 이제부터 이 여성은 자기가 겪은 것과 

같은 고통으로 고생하는 다른 분들을 돕는 훌륭한 

치유 전도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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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오르면 많이 내려가야하고 많이 내려가

면 많이 올라가야 합니다.

병도 마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치유전도사 한명을 만들면 잠 후에 또 한명이 

더 생깁니다.

그리도 또 또 한명이 생깁니다.

세상 치유의 길이 함께하는 길임이 느껴집니

다.(3월 20일 오후 7:38)

① 류형준 약사 

상기와 같은 증상은 말초신경에 바이러스 감

염에 의한 증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써클로 일단 증상을 개선하고 안티101과 써

클 202로 증상의 차도가 많아지면 적량으로 

복용하여도 됩니다.

좋은 체험사례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례들은 안티와 써클 그리고 

치유의 길을 넓히고 단단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3월 21일 오후 11:22)

2018년 3월 21일 오후 1:35 211 읽음

정원호

#체험사례

 

이O희 여성 67세

현재복용중인 약은 없음

이분의 호소에 의하면 

하지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몹시 지그러운

(찌릿찌릿한 느낌) 증상이 오래되었다고 말하며 

(한20년정도) 다리가차고 저리고 시리다함. 나이

가 들어갈수록 심해지고 무릎관절 위에까지 통증

이 올라오고 있다고 함. 일단 써클1포씩 하루3번 

6일분 드시고 약간 좋아지신 듯 하다하심.

이후 써클 2포씩 하루2번 안티 1포씩 하루2번 10일

분 다 드시고 오셔서 이제 좀 만족하신 듯 같은 용량

으로 20일분 가져가심 이제껏 괴롭혔던 순환장애 

개선을 위하여 꾸준히 복용하시기로 하 습니다. 

2018년 3월 21일 오후 2:16 228 읽음

조용권

1.안구건조증. 눈에 열 등 

안과질환.(인공눈물사러 왔다가)

30 초반 여. 회사원 비만(뚱뚱)

라섹수술 후 건조증, 안압상승, 통증, 눈에 열남.

당뇨에 림프순환 장애 증상 당뇨약 복용 중

써클111 복용 3/15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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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증상의 개선만을 확인하고 끝나지 않았겠지

요.

개선점: 건조증이 덜하고 눈에 열나는 증상이 없어짐.

세포환경을 개선하면 다른 증상도 개선되고 더 치

유하려면 식이요법과 각탕법하시고 질염연고 사가

서 그것도 치료가능하니 안티랑 더 복용을 권함.

#체험사례 안과질환 1번 종기2번

2. 60  여성 1번 어머님

엄마가 당뇨가 심하고 손등에 종기 아물지 않는다

하여 써클 안티 111 하루분 드림.

오늘 와서는 딱지가 지고 떨어지고 아물었다 함. 

오잉. ㅎ

다리가 붓고 차고 피로하고(서서 일하심. 다리미)

써클,안티111 소포장 한통씩 구매하심.

일시적으로 혈당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말과 탄수화

물 섭취를 줄이고 책에 명현반응 내용을 보여주고 

읽어서 엄마한테 말씀 들이라고 꼭 같이 각탕법 하

라고 책도 줌.

역시 안과질환과 종기도

림프순환으로 호전가능해서 치유될거라고 다시 느

끼며. 

PS 설문지 에 메모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왔네요. 집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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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용권 (도아약국.대전서구)

고수의 향기가 나네요.이약사님. ㅎ 관상동맥

질환 도 효과적이네요.

감사합니다.(3월 21일 오후 3:37)

② 김동순.365무등약국

제가초보라.임산부에게도.안티.써클.써도무

난할까요?성분으로봐선괜찮할것같은데요…

(3월 21일 오후 3:38)

③ 류형준 약사  

그렇지요,

이명희 약사님이 이미 고수가 되었습니다. 고

수의 아우라가 펼쳐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축하드립니다. 권명선 약사님, 강경애 약사

님, 이명희약사님 

모두 효과를 간증하고 전파하는 많은 전도사

님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21일 오후 11:29)

④ 류형준 약사 

김동순.365무등약국 

성분을 보면 모두 식품원료라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임신부를 상태로 실험을 한 적은 없

고 만에 하나라도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유추해보면 

써클은 체액순환을 위주로 하니 문제가 있을 

꺼리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티는 세포 안에서 바이러스를 없애기도 하

고 명현반응도 자주 나타나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 중에는 주의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3월 21일 오후 11:35)

⑤ 김동순.365무등약국

아…저도 써클은 순환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

아…. 잘 알겠습니다…(3월 22일 오전 8:25)

오래된 염증과 증상은 부분 바이러스 감염

증이고 안티와 써클의 복용기간은 되도록 6

개월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환자를 위한 방법

입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약사님은 치유의 길을 

설명하고 선택은 환자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21일 오후 11:26)

2018년 3월 21일 오후 3:25 217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체험사례

 

흉통으로 인연 맺은 우리 동네 안티·써클 전도사. 

반00. 61세. 여.

1월 말 부터 써클 202로 복용. 흉통 사라짐.(2/12:사

례보고 함)

주소 : 다리시리고 무릎뒤쪽 땡기고 아픔. 무릎통

증. 치흔. 혀 끝 갈라짐으로

2/10 부터 현재까지

안티·써클 정량 로 101 복용중임.

3월15일 방문 시 치흔 사라지고 매끈한 혀.

다리시림 없어 편안함. 무릎 뒤쪽 땡김도 거의 못 

느낄 정도(5%남았다 표현).

아직 혀 끝 갈라진 건 남아있네요.

몸이 가볍고 컨디션 좋아 즐겁게 일할 수 있다며 

감사해하신다.

1년 프로그램 2달되었네요. 벌써~~

1월31일 복용 후 사라진 가슴통증, 아직 한 번도 

없었노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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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조용권 약사님의 안티와 써클 활용법에서는 

강경애약사님의 향기가 납니다.

써클로 먼저 관리해 놓고 안티와 써클로 병의 

본진을 처리합니다.

그렇게 치유의 길은 여유롭고 멀리 보면서 가

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21일 오후 11:37)

2018년 3월 21일 오후 4:53 217 읽음

조용권 (도아약국. 전서구)

만성소화불량.

은행vip 실 실장님 30  후반 여.

위장기능이 약하고 냉하고

만성소화불량. 식곤증. 항상 더부룩

업무상 vip 고객들 비위 맞취기가 힘든 듯. 스트레스

잇몸질환 이가탄, 한방소화제를 복용 중.

3/14일 써클111 20포 

찬 것,매운 것 드시지 마시고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꼭꼭 오래 씹어서 드시라 함.

아무래도 긴장, 스트레스, 교감신경 흥분돼서 내장

평활근 림프순환이 약해진 듯.

3/21 일단 속이 편해지고 덜 피곤하고 가스가 덜 

찬다고(췌장, 담즙은 이상 없다 함).

증상은 일시적으로 개선되지만 조심 안하면 완전

한 치유가 안 되니 4 -6 개월 드시라고.

일단 써클4.U 11  한 달 더 드시고 안티랑 같이 드시

기로. 

2018년 3월 21일 오후 8:52 236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여 40 159/80

한 어머님이 오셔서, 서울 딸이 설에 시  가다가 

길에서 주저앉아 요통 발생…우측다리 저려 한의

원 침 치료 받다 한약 권유받자 전화해서 왔다…며 



00510  A BOOK OF EXPERIENCES

① 류형준 약사  

또 한 분에게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미리 명현반응을 설명한 덕분에 2주간의 명

현반응도 잘 견뎌내고 치유의 길에 들어오셨

습니다.

안순원 약사님은 치유의 길에 유능한 안내자

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3월 21일 오후 11:42)

한약을 원하셨네요.

잠복한 어혈을 잘 순환시켜 내보내 뒷탈없이 요통

을 치유하고 겸해서 체중감소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하여…

안티·써클101/202/30일

각탕, 호보, 명현 설명

이 주간 먹으니 더 아파…물리치료 받으니 더 더 

아파서 앉고 서는 동작마저 불능…결국 수술까지 

생각했답니다. 그래도 남은 것 다 먹어보고 결정하

란 엄니 말씀에 연복…

그러다 3주차부터 요통, 저림, 하복냉, 생리통까지 

호전…

지금은 지인들로부터 잘 걷고 살이 많이 빠졌단 소

릴 들었다며 딸이 아주 좋아한 요. 예서 그치지 

말고 1년 이상 복용 권유…상성하허의 현재 체형을 

정상화시켜 허리를 살려보자…며 안티·써클

101/201 한 달

본인도 노력했지만 엄니도 백김치 보내가며 격려

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운 결과겠지요…

참, 불임이라기에 임신도 될 수 있다하니, 애 낳아 

키울 형편은 안 된다 하네요. 그래도 먼 훗날 이 가

족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꾸준히 설득해 보렵니다.

2018년 3월 22일 오전 9:57 275 읽음

오민석

#체험사례

 
6세 3세 형제 

바이러스성 결막염으로 보여서 6세는 안티+써클 

0.5 1일 3회 3세는 0.33으로 7일 3회 투여함

2일후쯤 더 충혈 되는 듯 하더니 5일후 거의 나아지

는 듯 보여 7일 투여 후 완치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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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남희

꼬마들의 표정이 압권이네요. 구여워.(3월 22

일 오전 10:36)

② 류형준 약사 

바이러스성 결막염이 개선되어가는 과장을 

보았습니다. 귀여운 아이입니다.

처음에는 농이 찬 눈이 안쓰러웠는데 나중의 

깨끗한 눈동자는 역시 아이의 귀여움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22일 오후 8:22)

① 류형준 약사 

6세 사진

3세 사진

2018년 3월 22일 오후 12:52 288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26세 여자 이00

작은딸 친구인데 주로 앉아서 일을 하고 운동 부족

에 배만 나오는 마른 비만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 신경도 예민해져 있고 밤에 돌아다니고 

음주도 많이 하고 식이 습관도 안 좋음.

한 달 전부터 우측 허리 아래부터 무릎까지 아파서 

병원가니 좌골신경통인 거 같다고 약물 치료 도수 

치료해도 소용없고 mri까지 찍었으나 골격의 문제

는 아니라고 함 너무 아파하기에

써클 222 하루 분 줌

하루 만에 통증 클리어~~~

본인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결국 통증의 원인은 림프순환 장애로 인해 온 것임

을 확인(원인은 위에 다 있지요)

당분간 써클 222로 복용하다가 11로 유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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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순환장애가 여러 증상을 일으키고 여러 

사람을 잡습니다.

이러한 마술 같은 체험사례를 볼 때면 인체는 

사실 아프기 보다는 아프지 않게 사는 것이 

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림프순환만 제 로 되면 다 풀리는 것인데 그 

순환장애가 많은 증상을 낳고 많은 고통을 줍

니다.

감사합니다.(3월 22일 오후 8:25)

① 박완수

복용량과 복용기간은 얼마쯤 되셨나요?(3월 

22일 오후 6:08)

② 유남희

정량 복용 했구요. 먹은 지 4개월 됐어요. 그

런데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니까 문제지요. 이

젠 얼굴이 어떻게 더 이뻐지는지 자주 봐야겠

어요.ㅎㅎ(3월 22일 오후 7:13)

③ 류형준 약사 

기미에는 안티와 써클 새로운 체험사례입니

다.

도 체 안티와 써클의 활용은 어디까지인지 

저역시도 항상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22일 오후 8:31)

2018년 3월 22일 오후 2:38 164 읽음

유남희

#체험사례

 

얼굴 우측에 있던 기미가 요즘 보니 싹 없어졌어요.

약국에 오는 손님들이 약사님 얼굴이 좋아졌어요. 

깨끗해졌어요. 하는데 그냥 하시는 말이거니 하고 

귓등으로 들었는데 어제 얼굴을 가만히 보니 오른

쪽 귓 쪽 광 뼈 옆으로 있던 기미가 작게 여러 개가 

있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는지요. 

이젠 기미도 안티·써클이다!!

안티·써클 파이팅!

2018년 3월 22일 오후 3:10 236 읽음

심영자 인천 사랑p

#체험사례

ㅎㅁ순 인공연골수술 직전 조용한 성품의 할머니

께서 처방전을 가지고 오셨던 세월이 10여 년 동안 

되었네요. 83세 정정하셨던 분도 어느새 관절통증

을 호소하시더니 자녀들의 권유로 인공연골 수술 

받으러 가기로 했다며 병원 들어가기 직전 약국에 

왔어요. 당연히 써클4.U 소개를 했지요.

써클222 10일분 가져가시어 수술직후 복용. 부종,

통증상태 가볍다고 효과 확실하다 인정합니다.

수술 후의 병원에서는 약이 없고 환자는 불편을 호

소할 때도 써클의 진가가 귀합니다.

재활하는 과정에 약국에 오셨는데 예전에 부시시

했던 얼굴이 브이라인이 되어 예쁘고. 깨끗하고 시

원한 인상이 되었네요. 계속 각탕과 운동함께 하도

록 강조했고요.

써클 111 20일분 재구매 

이후 1년 프로젝트로 진입하는 걸로 …

보람찬 하루입니다

선생님 무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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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인공관절 수술 후 회복을 도왔군요.

차도를 보 다니 축하합니다.

만약 수술을 하기 전에 써클222와 안티111를 

복용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합니

다.

감사합니다.(3월 22일 오후 8:33)

① 류형준 약사 

손목통증증후군은 병원에서 힘들어하는 증

상인데 안티와 써클로는 치유가 가능한 증상

입니다.

치유의 입장에서는 수술불가가 차라리 다행

입니다. 안순원 약사님은 많이 행복하시겠습

니다.

저도 많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3월 22일 

오후 8:54)

① 류형준 약사  

심은 치아의 안착까지 안티와 써클이 도움이 

된 것인가요?

아무리 봐도 총15일 뿐인데 그 기간에 안착이 

2018년 3월 22일 오후 3:34 202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여 70 혈압약 158/65

터널증후군으로 의심되어 안티·써클111/222로 2

주 드셨던 분이 방문…

중간에 진단받아보니 터널증후군이 맞다하시며 이

미 수술시기를 놓쳐 수술불가와 특별한 치료법이 

없단 얘기만 듣고 낙심해서 오셨지만…

1,양 손바닥 저림이 감소되어 수면 질 개선

2,양 수지 부종 감소

3,상완부 특정부위 누르면 나타나던 색인통 감소

4,양 무릎 관절통 감소

5,하지 중압감 감소

6,체중변환 없지만 가볍고 안 피곤하다 …등을 하

나씩 짚어 확인시켜드리니 급 화색되어 1년 치유

터널에 진입…

안티·써클101/202 한 달분 드리고 건강수칙 강조

2018년 3월 22일 오후 4:25 245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1월 2일 임플란트 신 자기치아를 심었으나 지속

적인 항생제 처방에도 안착되지 않자 의사가 심은 

치아를 제거하자고 해서 오셨던 56세 여성 초기 

5일 안티111 써클222로 호전되어

2차 구매 땐 안티 써클 111로 10일 간 복용 후 1달 

정량 복용 함. 그러나 너무 좋아져서 3차 구매의 

필요성을 망각하고 있다가 소화불량성두통 때문에 

오셔서 무려 1달을 쉬었다 안티 써클 101로

재복용 시작합니다. 의사가 치아안착이 잘되었어

도 6개월은 지켜 보아야 된다고 설명했다고 제게 

말하면서도 안티·써클의 소중함은 잊었으니…

그나저나 의사가 차아안착이 잘되기 힘든데 자리

를 잘 잡아 자신이 더 기쁘다고 한답니다.



00514  A BOOK OF EXPERIENCES

되다니 이는 잇몸이 재생된 것입니다.

잇몸질환에도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

다.

감사합니다.(3월 22일 오후 8:57)

② 권명선

아니요

총48일복용후 한 달 이상 쉬었어요(3월 23일 

오전 9:37)

① 류형준 약사  

수고하셨습니다.

당뇨를 그것도 인슐린을 맞는 당뇨를 인슐린

을 줄이면서도 혈당이 정상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인슐린도 끊고 혈당도 정상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저도 제가 치유한 것 마냥 기쁘고 행복합니

다. 감사합니다.(3월 23일 오후 9:31)

2018년 3월 23일 오전 11:53 217 읽음

정태영(크리닉약국)

#체험사례

 

69세 남성 ㅇ00

1월 18일 체험사례 올렸던 분으로 12월 8일부터 드

시고 1달 조금 넘게 드신 후

혈당 300이상에서 100정도 떨어지고 당화혈색소

가 1줄었던 분입니다.

지금은 안티 써클 정량 복용중이신데 식전 혈당은 

70~80으로 식후 혈당은 200전후.

식전 저혈당으로 저녁 약을 줄이고 인슐린도 3월 

5일부터 30단위에서 24단위로 줄 는데도 혈당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겨울동안 몸무게가 3Kg증가했는데 약과 인슐린 줄

이고도 당 수치는 내리는 상태.

그런데 가끔 발등이 부어서 안티·써클을 쉬면 나

아지고 요즘 발목까지 부어서 걱정하시기에 써클 

양을 늘려서 빨리 배출할지 정량 복용하면서 천천

히 가야할지 고민입니다.

이분 크레아틴 청소율이 1.7에서 2.2까지 올라있는 

상태이고요. 안티 써클 먹기시작쯤 검사 결과입니다.

안티 써클로 세포 정상화가 이루어져 신장청소율

도 좋아지기를 제 맘속으로 기도하네요.

2018년 3월 23일 오후 12:35 224 읽음

정국현

#체험사례

13년 된 꼬리뼈통증

58세남. 통통한 편임.

꼬리뼈에 염증으로 13년 동안 고생하심.

2015 년 병원에서 수술하면 좋아 진다고 하여 수술

하심.

2년 동안 괜찮았는데 다시 재발하여 내국하심.

12 월17일 ㅡㅡㅡㅡ한 달분 안티 써클 정량복용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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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꼬리뼈 염증으로 13년간 고생했다면 이는 바

이러스감염증으로 예상됩니다.

당연히 안티와 써클로 뿌리를 뽑고 치유의 길

로 안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3월 23일 오후 9:33)

② 정국현

류형준 약사 요즘 만성병 유전질환이 바이러

스 때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음에 놀랍

습니다.(3월 23일 오후 10:50)

① 류형준 약사 

살이 많이 아무는 것이 보입니다.

많이 아팠을 텐데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23일 오후 9:34)

산화제 

3월 23일ㅡㅡ오늘 오랫만에 오셔서 말씀해주시네요.

한 달 먹고 좋아져서 있다가 다시 왔다고요.

안티 써클 먹고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십니다.

뿌리를 뽑기 위해 6개월 복용과 각탕법 호보법 다

시 한 번 말씀드렸습디다.

호보법은 힘들어서 못하시겠다고 하셔서 하루에 5

분이라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게 안티와 써클의 힘인 것 같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봐도 이만한 것은 없었다는 환자들

의 생각!

2018년 3월 23일 오후 1:49 244 읽음

이선영

#체험사례

20세 남자 제 조카입니다

지난 토요일 발이 문에 찧어서 피도 엄청 나고 살이 

움푹 패이고 다 벗겨줬다 하길래

안티 써클 1포씩 3번 먹으라고 했는데 1일 2번 정도

만 챙겨먹었다고 하네요 .

2-3일 지나니 통증도 많이 줄고 좋아졌다고 합니

다. 지금은 이 상태라고 하구요…

2018년 3월 23일 오후 3:49 239 읽음

강은희

#체험사례

 

1) 59년생 여 교수님

혈압 고지혈증 수면제 처방약 드심

1월 한참 감기가 심할 때 오셔서 계속 드셔도 감기

가 낫지 않아 힘들어 하실 때 안티1 써클2을 2일 

드리고 오시질 않아 궁금했는데 2월에 처방약 타러 

오셔서 그때 그것 먹고 감기가 괜찮아졌다고 좋아

하시면서 써클1통을 달라고 하셨음.

오늘 처방약 타러 오시면서 피곤한 게 덜하고 학기 

초에 학생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가래 기침으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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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참 하셨습니다.

치유의 길을 안내하는 모습도 용량을 조절하

는 방법도 모두 좋았습니다.

단 안티플러스와 써클4.U의 명칭은 약어로 

써도 안티와 써클 정도로 사용해 주세요.

안, 써로 약어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 하찮게 

보이는 것 같아 읽기가 거북합니다.

감사합니다.(3월 23일 오후 9:40)

② 강은희

네~

주의하겠습니다(3월 24일 오전 2:58)

③ 류형준 약사 

강은희 지금 고쳐주시면 좋은데(3월 24일 오

전 10:24)

① 이재연

안 선생님, 초면에 실례인 줄 알면서도 궁금

들었었는데 올해는 그러질 않고 잘 넘어갔다고 좋

아하심.

피부 좋아졌다는 얘기 많이 듣는다고 하시고 잠도 

잘 잔다고 계속 드신다고~

목에 지속적으로 염증 있는 것은 바이러스로 인한 

염증이라고 말씀드리고 안티에 해 설명드리고 

이해하시고 가셨음.

2) 25세 여

생리통 다한증 만성설사 식욕없고 어지럼증

3월8일에 써클111 7일 먹고

써클201 안티101 먹게 하 음

3월14일에 전화를 하 는데 너무 기운없는 목소리

에 목이 답답하고 눈이 시리다고 하 음 생리통이 

있다고해서 써클222안티111 2일정도 먹게 했음 

어제전화를 했는데 목소리도 밝아졌고 기운도 있

고 변상태도 좋아졌다고 함

며칠 뒤에 쌍꺼풀 수술이 있어 병원에서 모든 약 

복용 중단하라고 해서 2일전부터 먹지 않았다고 함

그래서 써클·안티는 오히려 부기랑 염증에 도움

이 된다고 그냥 먹게 했음

컨디션 좋아진 목소리에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23일 오후 6:32 260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가요주점 사장 57

1/16 글의 사장님 오늘도 10일분 가져가십니다…

통풍 치유 목적으로 시작했으나 스스로 용량 줄여 

복용하다 제게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단 얘기 들은 

후론 10일 단위로 구입해 착실히 복용하고 각탕 목

숨 걸고 한답니다. 

두 달 복용 소감을 여쭈자

1,통풍약과 항생/진통제 끊고도 통증을 모르겠고 

왠지 기분이 업 된 느낌(?)… 환각성분이 든 것도 

아닌데…아마 피로가 그만큼 덜하단 뜻이겠죠.

2,이전에는 음주 후 속쓰림으로 고생하곤 했지만 

지금은 술을 암만 먹어도 이상무라 합니다. 또 음주 

후 심해지는 통풍의 괴로움도 없어졌고요. 행여나 

술을 더 드실까 걱정입니다.

3,늘 차가왔던 발이 후끈거려 발을 내놓고 잔다며 

신기해합니다.

잘못된 용법으로 안티·써클 드시는 분들껜 단호

한 판매 중단 선언이 약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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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노크를 하는 저는 경상도 창녕군의 이재

연 약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 환자분

(57세 가요주점 사장님) 사상체질 중 어떤 체

질로 보이던가요? 혹 태음인 아닌지요?(3월 

23일 오후 6:48)

② 안순원

체질 구분하는 안목은 없지만…굳이 가리자

면, 소양인으로 보 습니다(3월 23일 오후 

7:23)

③ 류형준 약사 

이재연 안순원 정확하지 않은 체질구분은 무

의미합니다.

안티와 써클은 체질 구분없이 사용하도록 한 

처방입니다.

굳이 체질을 가리려한다면 100% 정확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 체질을 논의하고 그에 맞

는 체질요법을 찾아가야합니다. 그냥 재미삼

아 참고삼아 물어보고 논의하는 것은 삼가하

으면 합니다.(3월 23일 오후 9:43)

④ 류형준 약사  

통풍과 각탕법은 천생연분입니다.

거기에 안티와 써클은 환상의 조합니다.

결과가 좋으니 모두가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3월 23일 오후 9:44)

2018년 3월 23일 오후 9:12 227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23세 군제 후 복학한 학생

3개월 동안 아래의 사진에서처럼 가슴, 등, 팔뚝부

위에 무수히 많은 반점이 범위가 넓어지며 색깔도 

짙어지고 있었고…(아래의 사진은 6일 복용 후 학

생이 이 정도면 다 나은 것이라며 보낸 것이고 애석

하게 처음사진은 실수로 삭제했다네요)

고명하신 피부과 의사는 이것은 바이러스감염도 

아니고 원인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라면서도 에코

론지연고로만 3개월 동안 치료했음….이상하죠?

저는 이 친구가 군복무기간동안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맥으로 보훈병원서 의가사 제 를 권유받았을 

정도로 심장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았음을 알기

에 (기도로 힘을 얻고 시련을 잘 이겨낸 믿음의 자

녀로 끝까지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함) 자반증처럼 

혈액 순환장애가 피부면역력저하를 초래했고 결국 

피부감염이 생겼다고 보고 안티 111 써클222로 2주

정도 복용 후 안티101 써클202로 투약하자며 안티1

통 써클2통을 주었음

1주일도 안되었음에도 복용 다음날부터 피곤이 사

라져서 아침 기상 시 벌떡 일어나고 위의 사진처럼 

신속히 피부가 깨끗해지기 시작함

학생의 엄마가 기뻐서 사진 보내며 놀랍다하네요

반드시 복용법과 기간을 엄수할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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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의 변화라면 부정맥도 변화가 있을 것

입니다.

다음에는 부정맥에 한 변화도 확인해 주시

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23일 오후 9:48)

① 류형준 약사  

만성피로, 두통, 불면증 등의 증상을 치료할

려면 몇 가지의 처방약이 필요할가요?

그냥 세포의 환경을 바꾸면 되는 것을 증상개

선을 위한 치료로 먼 길을 돌아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지 말고 큰 길로 치유의 길로 

질러갑시다.

감사합니다.(3월 25일 오후 3:05)

2018년 3월 24일 오전 11:03 154 읽음

서원모

#체험사례

 

3월8일 올렸던 남자분 64세

증상:만성피로 만성두통 불면증

투약:

안티플러스 1. 1. 1

싸클4U. 1. 1. 1

몸이 많이 개운하답니다

피곤이 달아나 버렸답니다

r-GTP와 creatinine수치는

3개월뒤에 혈액검사 다시 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많이 좋아지시니까

충주에사는 학동창을 환자로 모시고 오셨네요

2018년 3월 24일 오전 11:59 189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체험사례

3월8일 서원모약사님 체험사례입니다.

환자 : 64세 남자

직업 : 나드리장애인용 택시하다 은퇴함

증상 : 만성피로 두통 간기능 저하(감마지티피200)

크레아티닌수치 1.73

감마지티피 높으면 간경화도 올 수 있다고 설명해 

드림

투약내용 : 써클4U 1.  1.  1

안티플러스. 1.  1.  1

10일분 드림

그 외 유산균 오메가3 효소 부신피로증후군비타민 

같이 드림

약 드린 날짜:18년 2월 28일

오늘 3월8일 다시 내국함

크레아티닌수치가 1.3으로 좋아짐

몸이 개운하고 잠을 잘 잔다함

머리 맑아짐

오늘은 20일분 가져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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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향숙

저도 엊그제 손가락 한포진 다리 원인모를 염

증환자 안티 써클 111 드렸는데 좋은 효과를 

기 해봅니다(3월 24일 오후 9:27)

② 류형준 약사 

김현선 약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포진은 어렵지 않은 병입니다.

알레르기 질환의 경중을 가리는 기준은 

첫째, 증상의 유무가 항상 있는지 아니면 있

다가 없어지는지

둘째, 색상이 찐한지 엷은지

셋째, 두께가 두터운지 아니면 얇은지 입니

다.

부위의 넓고 여러 군데인 것은 큰 향이 없

습니다.

한포진은 증상이 일시적인 것이므로 어렵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도의 부신피로증상은 저절로 개선됩니

다. 

부신세포의 환경개선은 다른 세포의 환경개

선과 다른 것이 없고 그렇게 환경개선이 되면 

부신의 기능은 저절로 개선됩니다.

단 시상하부부터 출발하는 부신기능부전은 

중추신경계의 질환이므로 다른 차원의 증상

입니다.

부분은 부신의 기능만 좋아지면 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25일 오후 3:09)

2018년 3월 24일 오후 12:41 165 읽음

김현선 mj

#체험사례

60  아주머니. 한 달 전에 오른손목 위쪽으로 한

포진 때문에 피부과에서 스테로이드 처방 받아오

셨음.

여러 달 지속된 거라고 하셔서 

바이러스 감염이라 말씀드리고 안티·써클 11로 한 

달분 판매

오늘 오셔서 몸의 가려움이 안 가라앉는다고 호소. 

약을 계속 먹어야 하냐고 TT

(첨 듣는 얘기 음)

그런데 저번에는 한포진 때문에 안티·써클 산거 

아니세요? 물으니 그제서야 맞다…그건 증상이 없

어졌네 하시네요. 그러면서 계속 먹어야 하냐고… 

TT

약국에 있는 

체크리스트 작성 했습니다.

한 달 전 방문 때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약간의 얼굴

홍조 피로 전신의 약한 가려움이 있으신 분이셔서

6개월 복용하시면 한포진도 없어지고 다른 증상도 

좋아지실꺼라고 판매했습니다

이분은  인스턴트도 전혀 안 드시고 생활습관이 너

무 좋으신 분이셔서 반응은 좀 빨랐던 거 같구요  

한 달분 더 판매했습니다.

#질의응답

그런데 이 환자경우 너무 부지런한 성격 탓으로 약

간의 부신피로 증상이 보이는 거 같아요  만약 홍조

나 피로 가려움 등이 부신이 원인이라며 안티·써

클 복용으로 호전되기는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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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수고하셨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없고 아픈 환자만 문

제입니다.

안티와 써클 그리고 치유의 길의 동행

그렇게 하면서 알 수 없는 증상들을 하나씩 

치유의 길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자가 좋아진다고 하면 약사님 기분은 

어떨지 이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함께 느

끼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3월 25일 오후 3:17)

2018년 3월 24일 오후 1:34 148 읽음

김석영

#체험사례

 

최00 50세 남 보통체격 경기도거주

설날 처가에 다녀왔다. 진통제 구입하러 약국에 들

렸다가 상담하게 됨.

상담내용.2012.6.9 부터 매년1회 무릎 발목부위 등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부종과 통증이 심함.

여러 병원 다녀도 병명이 없음. 심지어는 한 종합병

원에서는 무릎 밑부분을 절개해서 들여다 봤으나

아무것도 이상이없다고 하더란다. 그럴 때 마다 류

마티스 관절염인지 통풍인지 확진없이 처방을 해

서 약을 먹고 괜찮다가 매년 주기적으로 발병하는

데 올해는 이른감이 있다한다. 이렇게 아프면 다리

를 절며 걷기조차 무척 힘들다고 한다.

안티플러스와 써클4-U 의약리작용, 병태생리, 각

탕법, 호보법, 금할 것, 명현현상과 처법을 설명

하고 책과 안티플러스와 써클4U 각각60포씩 줌.

2018.2.18 용법 :안티플러스 1 1 1

써클4U 2 2 2

2018.2.19.

전화가 옴. 원래 발목 부종 통증이 있는 것이 무릎 

아래에도 발현 아프고 통증이 있고 다리가 당겨 출

근을 못할 정도라 함.

명현증상과 처방법을 설명. 각탕법에 해서도 

그리고 금할 것에 해서도 다시 설명.

2018.2.21

내가 전화함. 경과를 물었드니 발목은 좋아지고 무

릎쪽도 호전되었다함.

그리고 투약내용을 확인하 더니, 먹기가 힘이 들

어 각각 1포씩 1일 2회 복용하 다함.

2018.3.23

문자옴. 약 부쳐줄 수 있냐고…

전화하여 확인. 벌써 다 나았는데, 완전하게 낫도록 

더 먹어봐야겠다 함. 다시 한번 모든 사항을 설명하고

6개월 이상 복용하도록 권유.

2018년 3월 24일 오후 2:24 164 읽음

서원모

#체험사례

 

3월8일 올렸던 67세 여성

전직교사 전직도의원님

증상:만성피로 수족냉증 두통

투약:

안티. 1. 1

써클. 1. 1

경과:오늘 오셨는데 약 복용하는 도중에 속이 쓰려

서 집 근처 내과가는 바람에 제 로 복용하지 못했

다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통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

졌다하심. 카베진과 15일분 다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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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도중에 속쓰림은 명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는 속도 많이 편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25일 오후 3:18)

① 류형준 약사 

정맥류가 좋아지면 하지정맥만 좋아지는 것

이 아닙니다.

온 몸의 정맥류가 좋아지는 것이고 전신의 혈

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종은 줄고 신체건강지수도 올라갑

니다.

그런 일을 해내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25일 오후 

3:20)

① 류형준 약사 

아토피는 기간과 관계없이 증상의 정도를 보

면 됩니다.

1. 스테로이드의 사용여부

스테로이드로 증상을 가려놓은 경우에는 명

현증상도 심하고 기간도 길어집니다.

따라서 꼭 체크해야할 사항입니다.

2. 증상의 연속성여부

증상의 심하고 약하고 정도보다는 계속 지속

2018년 3월 24일 오후 2:28 167 읽음

서원모

#체험사례

3월9일 올렸던 아내 언니

공무원

여성 58세

증상:하지정맥류 부종

투약: 안티. 1. 1

써클: 1. 1

하루 3번 먹으면 더 좋아진다 했더니 가격이 부담

스러워서 아침 저녁만 드셨다고 하시네요

경과:

3일전 우리집에 오셨길래 제가 다리 좀 보자했어

요. 보여주시면서 굵은 정맥류는 옅어지고 실지

이 같은 정맥류가 흔적만 남았네 하면서 고맙다하

시네요.

2018년 3월 24일 오후 3:27 192 읽음

서원모

#체험사례

여성 19세 고3(2000년생)

증상:아토피 피로감

투약:안티. 1.  1

써클. 1.  1

경과:18년 2월1일. 15일분 가져감

18년. 2월14일 15일분. 가져감

18년 3월 24일. 15일분 가져감

여학생인데 지금까지 치료해오던 환자임

위에 두 가지에다가 기존에 복용하던 유산균 사 

잘 되게 하는 약 항산화제 비타민D 같이 투약함

학생이 지금 먹던 것보다 더 좋아요 하면서 웃는다.

태어날 때 부터 있었던 아토피라서 금방 좋아질 것

이라고 기 는 안하는데 이 두 가지 안 들어갈 때 

보다 좋다하니 제 마음도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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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이냐의 문제가 더 중요

합니다.

지속적인 증상이 일시적인 증상보다는 무조

건 심한 증상입니다.

3. 색상의 진한 정도

환부의 생상이 짙은 것이 무조건 심한 것입니다.

4. 환부의 비후여부입니다.

환부가 두텁게 올라온 것이 무조건 심한 것입

니다.

감사합니다.(3월 25일 오후 3:33)

① 류형준 약사 

강경애 약사님의 체험사례는 늘 물이 흘러가

듯 잔잔하면서도 꾸준하게 치유의 길을 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3월 25일 오후 3:34)

① 류형준 약사 

만성이라는 명칭이 붙으면 바이러스 감염증

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써클로 증상을 보이고 증상

이 개선되면 안티와의 병용으로 증상의 원인

을 박멸합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25일 오후 3:36)

2018년 3월 24일 오후 3:33 214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66세 여자 강00

어려서부터 병치례가 잦고 연약한 체력 신경도 예

민하고 소화력도 약하고 조금만 서있어도 다리가 

퉁퉁 붓고 늘 피곤하시다고 함

써클 1 1 한 달분

드신지 20일 정도 될 때 문자옴

다리가 쥐가 자주 났는데 덜하고 다리 부종도 덜 

한 거 같다고 하시고 이후에 써클 한 달분 재구매

목덜미에 불룩 튀어나온 거도 림프 순환 안 되어 

그런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어느 날 보니 없어졌다고 신기해 하셔요

피로도 덜하고 밤에 2~3번씩 소변 보던 게 없어지

셨다고 하네요

다음달부턴 안티와 함께 치유의 길로 가야지요.

2018년 3월 24일 오후 3:37 219 읽음

서원모

#체험사례

 
여성 62세

퇴직교사

증상 :만성두통 만성피로 손발저림

투약 :18년 2월 10일

써클4U 1. 1

오늘 오셔서

두통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함 

오늘은 안티 1. 1

써클. 1. 1로

1개월분 가져가심

장유산균 엽산 효소제제 부신피로증후군 양제

도 같이 투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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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병원에서는 특별히 약도 없고 특별한 처치법

도 없는 이런 분들을 차근차근 치유의 길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다음번에는 안티의 병용은 필수이니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 병용하도록 하시면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25일 오전 10:20)

2018년 3월 24일 오후 5:47 272 읽음

조윤선

#체험사례

45세 여자분, 임♡♡

무릎 연골 찢어져 잘라내는 수술 후 통증은 없지만 

뻑뻑하고 계단 오를 때의 불편감을 호소해서

써클 20포를 2 0 2로 드신 후 오늘은 오셔서 좀 나은 

것 같다며 큰 걸로 달라고 60포 재구매하십니다

수술 후의 병원에서는 약이 없고 환자는 불편을 호

소할 때도 써클의 진가가 귀합니다.

시간이 충분하진 않았지만 안티도 설명 드렸고 담

을 기약해 봅니다

2018년 3월 25일 오전 10:10 447 읽음

정국현

#체험사례

흑설모

58 세 여  보통체형

몇 년 된 흑설모.

처음 접하는 증상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병원가면 약도 없이 가글액만 준다고 

불평하셔서

3월18 일

안티·써클111 7일분 드셔보시라고 했습니다.

3월25일 오늘 오셨습니다.

6개월 복용 당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정량복용하시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고 놀랐습니다.

2장은 18일 사진입니다.

25일 오늘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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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감사~~^^(3월 25일 오전 10:28)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윗 사진의 혀의 색은 가 때문에 더 짙은색인

가요?

욕심같아선 용량 늘여서 복용 하면 ? 어떨지 

싶네요??(3월 25일 오전 10:31)

③ 조형이

선생님

오래된 백태에도 효과있을까요?(3월 25일 오

전 11:39)

④ 정국현

이명희(광민약국.광주남구) 가  때문이 아

니고 세균 진균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그런

것입니다.

저도 처음 보는 증상이라 그런줄로 알았거든

요.

인터넷에는 세균감염 때문이라고 하 으나 

바이러스까지 감염된 걸로 판단하 습니

다.(3월 25일 오전 11:53)

⑤ 정국현

조형이 오래된 백태는 위장병 때문인데 안

티·써클로 위장병 고쳐지면서 백태도 사라

질 것입니다.

특히 저녁을 굶으면 좋구요.

안그러면 저녁을 소식하시거나 과일만 드시

면 빨리 개선될 뿐 아니라 유장병에는 최고 

입니다.

먹은 음식물이 제 로 소화흡수되지 못하고 

노폐물이 생성될 때 백태가 생성됩니다.(3월 

25일 오전 11:55)

⑥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정국현 놀라워요~~(3월 25일 오후 12:08)

⑦ 조형이

정국현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량 사용

해도 될까요.(3월 25일 오후 1:36)

⑧ 정국현

조형이 예 약사님. 정량복용해도 변화있을 것 

입니다.(3월 25일 오후 1:59)

류형준 약사 

정국현 약사님이 오늘 새로운 체험사례로 치

유의 길을 넓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 흑태, 지도설, 갈라지는 혀 등등의 혀의 

증상은 부분 안티와 써클로 차도를 보일 것

입니다.

세포환경정상화가 왜 중요한지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포환경정상화는 원인이 무엇이든 증상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스스로 낫도록 하는 것

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길이고 세포의 위 함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25일 오후 3:41)

⑩ 정국현

류형준 약사 안티 써클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3월 25일 오후 4:00)

⑪ 박향숙

앗 엊그제 어떤 분도 같은 혀 증상을 호소 저

도 깜짝 놀랐어요. 오래된 돌에 나있을 법한 

이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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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까지 있으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감

사합니다(3월 26일 오전 7:59)

⑫ 최순희

이건 조직검사도 병행 해야하지 않을까요?(3

월 26일 오후 3:07)

⑬ 류형준 약사 

조직검사까지 할 증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3월 26일 오후 3:12)

⑭ 정국현

최순희 병원에서 이미 검사했다고 합니다. 조

직검사는 아니구요 단지 세균성이라서 가

만 처방해주셨다고 하십니다.(3월 26일 오후 

5:03)

2018년 3월 25일 오후 8:54 279 읽음

한진용

#체험사례

31세/남자/직장에 일이 많아 스트레스/술 못마심. 

담배안핌

저희 매제입니다.

1월 말쯤 입술안쪽 물집이 올라와 억지로 터뜨림.

통증은 없으나 단단한 염증상태가 1달째 지속.

3월초에 이비인후과에서 짜내고 항생제 복용했으

나 며칠 뒤 다시 원래 로 돌아옴. 병원에서는 재발

하면 수술해야 한다고 함.

3월11일/써클222 안티111 복용시작

3월13일/걸리적거리는 느낌이 조금 줄었다고.

3월18일/많이 가라앉은 모습. 용량은 계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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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구내염의 치유단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래 지속된 구내염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달 이상 지속되고 자내고 항생제를 먹어도 

지속되었으니 바이러스가 있는 것은 맞을 것

입니다.

안티 써클 6개월을 권한 것은 잘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25일 오후 9:27)

① 류형준 약사 

소화불량과 두통은 흔히 있었던 사례인데 시

력이 0.3에서 0.7로 좋아졌다니 축하드립니

3월23일/거의 소실되어 흔적만 약간 남음.

써클201 안티101로 용량 줄이기로 함.

명현은 없었고 배변활동이 원활해지고 몸도 가벼

워진 거 같다고 하네요~ 이왕 먹은 거 6개월 먹어

서 온몸 세포를 리모델링해보자 했습니다.

안티·써클 덕분에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25일 오후 11:04 240 읽음

정희순

#체험사례

 

40  후반 제 남편입니다

안티 써클 11 4달째 복용중입니다

항상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아 소화불량과 두통을 

자주 호소했었는데 요즘엔 뱃속이 든든해진 느낌

이 든다고 표현을 합니다.

가끔씩 복용하던 소화제를 거의 먹지 안네요

또한 음주 후 다음날 속이 너무 편해져서 놀랐다고 

합니다

최근엔 건강검진을 했는데 시력이 0.3 정도 는데 

0.7이 나와 그 또한 놀라합니다

20년 전 라섹수술 후 눈의 피로와 시력저하를 많이 

호소하여 다양한 눈 양제를 복용했었는데 안

티·써클 복용이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보 다고 좋

아합니다

이제 제 남편도 안티·써클 전도사가 되어가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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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군되시는 분이 좋아졌다니 그 기쁨은 두 배

로 증가됩니다.

이제 치유의 길이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 확신

이 들지요.

감사합니다.(3월 26일 오후 2:53)

① 김선희(옥산삼화당약국

책이 깔끔하네요. 책 제목을 알고 싶어요(3월 

26일 오전 10:55)

② 조용권 (도아약국.대전서구)

김선희(옥산삼화당약국)

내일 알려드릴께요.집에 있어서요.ㅎ(3월 26

2018년 3월 26일 오전 8:37 255 읽음

조용권 (도아약국. 전서구)

#체험사례

눈썹이 자라고 남.

본인 

안티.써클 11 복용 중 (써클은 17.8월부터, 안티는 

18년1월 말부터)

탈모로 이마와 머리와 간격이 좁아지고 있고 ㅎ

제모시술한 곳에 뚫고 나오듯(아래 하약사님 사례

처럼)

눈썹과 눈 사이에 조금씩 나서 자라고 있음.

전에 사업하는 고딩친구가 눈썹을 이식한 경우가 

있는데

마취도 않되고 통증이 심했다고 자신감 고취를 위

해 심었다함.

요즈음 남자들도 하고 동네 분들도 어디서 내가 봐

도 단체로 한 듯 한 눈썹문신이 보기 참 거시기 하더

만 ㅎ

요즈음 많이들 하네요.

림프순환 장애 로 인한 자라지 못하고

빠지는듯.

확실히 난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ㅎ

넓어진 이마가 좁아지고 숯검댕이 눈썹이 되는 그

날까지

ㅎㅎ

면역학책 찾아보다가 …

참고들 하세요.



00528  A BOOK OF EXPERIENCES

일 오전 11:02)

③ 류형준 약사  

탈모방지와 발모촉진이 두발에서 사례가 있

더니 어제는 하현아 약사님이 구제모한 수

염이 자라더니 이제는 눈썹까지 자라고 있습

니다.

발모와 탈모방지에 관련 제품을 같이 개발해

서 보다 더 확실한 발모와 탈모방지 프로그램

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26일 오후 2:57)

④ 조용권 (도아약국.대전서구)

김선희(옥산삼화당약)

(3월 26일 오후 8:22)

2018년 3월 26일 오후 6:50 248 읽음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체험사례

 

이선*(여.61세)

현재 질환 : 몇십 년 된 두피 가려움. 혈압. 당뇨. 

무릎시림. 불면증

복용중인 약 : 혈압. 당뇨약. 스테로이드 포함된 두

피가려움증 피부약

두피질환으로 피부약을 계속 처방받아 드시는 분

으로 항상 얼굴이 어두우시고, 혈압. 당뇨약까지 드

시는 분이라 안타까운 마음에 안티·써클 제품소

개하고 설명도 충분히 드리고 책도 드린 후 

18.3.3부터 안티.써클 정량으로 복용시작

3.13일 아침출근길에 전화가 왔는데 변에 피가 많이 

섞여나와서 놀라서 응급실 가셨다면서 괜찮은 건지 

물어보심. 변비 있으시냐 여쭤보니 평소 변비도 있

고 변이 딱딱해서 항문쪽을 눌러야 변이 나오곤했

다고 하셔서 써클양을 111로 늘리고 따뜻한 물 자주 

드시면서 걱정하지 말고 계속 드시라고 말씀드렸

고, 각탕법도 더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3.26 오늘 시누분이 몸이 안 좋다며 모시고 오셨네

요. 안티·써클 설명 좀 해주라면서요. 그래서 이분

께 어떠신지 여쭤보니 일단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

도 두피가려움증이 줄어들었고 변도 좋아지기 시

작했고, 잠도 항상 거의 못 잤었는데 요즘은 한 번

씩 푹 주무신다고 하시네요. 꾸준히 잘 챙겨드시고 

각탕법. 호보법 꼭 하시라고 강조했답니다.

지인을 모시고 왔다는 건 그만큼 본인이 효과를 느

끼셨다는 거니까 그 사실 만으로도 뿌듯해졌답니다.

시누되시는 분은 아들. 며느리가 의사라고 얘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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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아들 며느리가 의사이든 자식이 의사이든 배

우자가 의사이든 모든 병을 다 고칠 수는 없

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들 중에 치유의 길에 적당한 

녀석들만 골라서 함께 가면됩니다.

치료될 수 있는 것은 의사에게 맡기고 치료되

기 힘든 것은 치유의 길로 인도하여 함께 건

강해지고 함게 행복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26일 오후 9:57)

① 류형준 약사 

용량도 좋고 기간도 좋습니다.

안티와 써클은 6개월이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27일 오후 9:38)

① 한일룡

공황장애

공황 장애란 심한 불안 발작과 이에 동반되는 

시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현재 몸 상태가 종합병원 

상태이신데, 안티와 써클 설명을 자세히 드리니 가

격 얘기를 하시길래 치유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가 되시면 오시라고 말씀드렸답니다.^^

2018년 3월 27일 오전 11:54 230 읽음

강평화

#체험사례

 

구연* 60세.남

간만에 올립니다

입술포진으로 시작해 발끝통증이 사라져서 3개월

째 드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희소식을 전해주시네요. 목에 있던 쥐젖이 사라졌

다네요

그리고 부인도 족저근막염으로 병원치료중인데 같

이 드신다고 합니다

부인은 안티플러스1.1 써클4U 2.2로 드시라고 했습

니다

2018년 3월 27일 오후 12:29 229 읽음

정희순

#체험사례

 

40  중반 남자

운동을 좋아하고 건장하신 분입니다

평소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위장장애가 잦고 최근

에는 2년 정도 전부터 공항장애와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계세요.

공항장애는 신경정신과 처방으로 도움을 받다가 

최근에는 많이 좋아져서 용량을 줄이고 있는 중이

라고 합니다

처음 안티·써클11 10일 복용 후 항상 입안에 가득 

고이던 신맛이 거의 잡혔고 처음 3일정도 속쓰림이 

있었으나 곧 좋아지고 속도 많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휴양 차 국에 간다고 해서 안티·써클 2달분을 

한 번에 가져가셨는데 꾸준한 1년 치유과정을 밟기

로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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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신체 증상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

스럽게 발생하는 불안장애의 하나입니다. 예

전에는 일반인들에게 공황장애가 많이 알려

지지 않았지만, 요즘은 여러 연예인이나 유명

인들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것을 밝히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의] 공황 장애란 

심한 불안 발작과 이에 동반되는 다양한 신체 

증상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

하는 불안장애의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일반

인들에게 공황장애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

만, 요즘은 여러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공황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을 밝히면서 알려지기 시

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병이 정확히 어떤 병

인지는 제 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

다. 공황은 공포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데 

어로는 ‘panic’이라고 합니다. 공황의 어

원은 그리스의 신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 

신화의 판(Pan)은 반인반수의 목신인데, 그 

성격이 어찌나 포악한지 낮에 낮잠을 방해

를…

m.terms.naver.com(3월 27일 오후 1:52)

② 류형준 약사 

제 생각입니다.

증상들이 개선되었다니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신 것입니다.

사족을 달자면 공황장애와 같은 증상은 신경

계증상입니다.

신경계의 염증 정도와 손상 정도에 따라 치유

에도 한계가 있지만 안티와 써클로 어느 정도

의 치유를 바란다면 안티101, 써클202가 더

욱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에 가셨다고 하니 기회가 되면 용량을 늘

리도록 하시면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3월 27일 오후 9:42)

③ 정희순

네 그러겠습니다. 순간 최순실과 같은 오류를 

범했네요. 당연 공황장애지요 

죄송합니다(3월 29일 오후 3:39)

④ 정희순

공황장애증상이 개선된 건 신경정신과약 복

용한 결과이고요

안티·써클은 아직 복용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다만 입안에 항상 가득 돌던 신맛과 위장기능

이 개선된 정도입니다

용량조절하고 복용 후 다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29일 오후 3:46)

① 류형준 약사 

2018년 3월 27일 오후 3:27 215 읽음

정제규

#체험사례

 

60  남자 노동일 하시는분 같은데 약국에 오자마

자 뜸 저번에 그약 달라시길에 찾아보니 한달즘

전에 발이 붓고 아파서 써클 작은거 하나드렸더라

구요. 효과를 제 로 봤는지 이번에는 흔쾌히 큰통

사가시긴 했는데 술이랑 찬거 금하고 각탕법 꼭 하

시라고 했는데 술먹는게 유일한 낙이고 소주6병은 

기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각탕은 시간있으면 

하겠다는 식으로 말하고는 생하니 나가네요… 당

뇨도 있다는 분이라서 안티랑 같이 꾸준히 드시면 

정말 좋을것 같아 보 는데 불도저 같은 성격에 자

기할말만 하네요. 아직은 덜불편해서 저러시나… 

더 안좋아봐야지 말을 들으시려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담에 또 오시면 꼭 치유의 길로 인

도해보리라 다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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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환자의 아픔이 가엽게 느껴지고 함께 손잡고 

가고 싶을 때 환자도 함께 가려고 합니다.

정제규 약사님의 마음이 그러니 곧 손잡고 가

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27일 오후 9:44)

① 류형준 약사  

아마도 이 분은 어깨통증이 만성일 것입니다.

일단 써클222로 통증과 부종을 잡았지만 일

을 계속 해야하는 직업이니 견비통은 곧 다시 

아파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제 로 된 치유의 길로 안내하시길 바

랍니다.

증상개선이 곧 병의 완치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3월 27일 오후 9:55)

2018년 3월 27일 오후 3:35 220 읽음

정국현

#체험사례

자꾸 넘어지심

57세 여 보통체형

3월ㅡ6일ㅡㅡㅡ무릎연골파열로 몇년째 고생하심

멍 잘 들고 몸이 무겁고 무릎연골 때문인지 자꾸 

넘어지신다고 하심.

무릎연골 재생과 다른 증상들을 위하여 안티·써

클 정량과 msm제제 드림.

3월27일 방문ㅡㅡㅡ다른 것들은 모르겠다고 하셔

서 자주 넘어지는 것은 어떠시냐고 물으니

한 번도 안 넘어 졌다고 하시며 한 달분 재구매하셨

습니다.

멍은 어디 부딪히지 않아서 모르겠다는데 아마도 

이제는 안 넘어 지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2018년 3월 27일 오후 5:22 211 읽음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체험사례

 

이용#(남.45세)

아로니아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데 몇 주 전부터 어

깨통증이 심해서 물리치료도 받고 정형외과약 처

방받아 계속 드시던 분.

3.24 토욜에 처방전 받아오셔서 어깨통증은 많이 

좋아졌는데 팔뚝이 부어서 아프다며 보여주시는데 

많이 퉁퉁 부어있는 상태 음.

부종과 통증개선엔 써클이 최고이니까 222로 2일 

동안 드시라고 드림. 주의사항과 각탕법도 꼭 하시

라고 말씀드림.

3.27 오늘 오셔서 정말 좋더라고 하시면서 팔을 보

여주시는데 부기가 싹 가시고 정상팔로 돌아와 있

더라구요. 저까지 기분이 좋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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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제 주위에서도 잇몸에 효과 많이 경험합니다. 

안티·써클 짱!!(3월 27일 오후 8:38)

② 류형준 약사  

잇몸질환이나 치통에는 유난히 치유가 빠른 

체험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참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다행입니다.

깨끗이 나을 때까지 쭈욱 먹어보세요.

감사합니다.(3월 27일 오후 9:57)

① 류형준 약사  

잘 하셨습니다.

목 잘 안 돌아가고 통증이 심할 때 서클은 참 

좋은 친구입니다.

안티와 함께하면 더 좋은 친구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3월 27일 오후 9:58)

2018년 3월 27일 오후 5:26 251 읽음

심현지

#체험사례

안티플러스와 써클4U

본인 가족 체험례입니다

잇몸이 붓고 피가 나서 치과를 갔더니 무조건 임플

란트를 해야 한다고 해서 이를 뽑는 것보단 우선 

안티플러스와 써클4U를 복용해본 후 결정하자

고…

써클 22 안티 22

복용 2일 째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라고…

잇몸이 이를 꽉 잡아주는 느낌이라고 하더니 일주

일 복용하니 이의 통증도 없고 잇몸의 상태가 상쾌

한 느낌이라고 하네요. 아직은 출혈은 조금 있습니

다. 일주일 만에 좋은 효과가 나타나서 옆에서 지켜

보는 저도 신기합니다.

2018년 3월 27일 오후 5:33 212 읽음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체험사례

 

이경*(여.56세)

3.24정형외과 처방전을 내 면서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잘 안 돌아가면서 통증이 심하다고 하셔서 처

방약과 함께 써클222 하루 분 드렸음

3.26 마스크 사러 오셨기에 여쭤보니 효과 좋았다며 

제품에 해 자세히 물어보셔서 토요일에 바빠서 자

세히 설명 못 드린 부분까지 설명해드렸답니다.

2018년 3월 27일 오후 6:30 315 읽음

정민재

#체험사례

 

만 14세 165cm 85kg

왼쪽 편마비.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는데다 사춘기 되면서 체취

가 가까이 가기 꺼려질 정도 고 목덜미 착색이 심

각해지면서 복용 시작.

보름간 써클만 2포씩 두 번 복용 후 안티·써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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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향숙

와 단합니다(3월 27일 오후 6:49)

② 유남희

제발모든것이완전하여져서그아이의자존감

이살아나길요.그러면본인이더달라질겁니다.

스스로노력도더할껍니다.귀한청년으로거듭

나길.(3월 27일 오후 6:51)

③ 조형이

단합니다.(3월 27일 오후 9:32)

④ 류형준 약사 

단하십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가정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정민재 약사님 덕분에 정말 보람되고 행복합

니다.

감사합니다.(3월 27일 오후 10:01)

① 최윤정

잘 되었네요ᆞ(3월 28일 오전 9:39)

② 류형준 약사 

수고하셨습니다.

수년째 계속되는 비염이니 안티와 써클의 6

개월 요법을 잘 진행하시면 환자분들에게 좋

은 치유의 길을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

니다.(3월 29일 오전 8:47)

용 시작했는데 며칠 지나면서 수면 중 일어나는 경

련(날씨가 춥거나 습할 때 간혹 있던 증상)이 매일 

하루 서너 번씩 심해짐.

(온도에 지나치게 민감해서) 족욕이 어려워 잠든 후 

양말신은 발바닥에 핫 팩 부착한 후로 증상 사라짐.

복용 전 간혹 있던 경련도 없어진지 10일 정도.

목덜미 흑인피부 같았던 착색이 반 이상 옅어지고 

체취 구취가 거의 사라짐.

이마위에 20개 가량 올라온 여드름 거의 자국만 

남고 들어감.

2018년 3월 27일 오후 10:37 233 읽음

천명서 백제약국

#체험사례

61년생 남자 체격 보통

수년째 부인과 같이 병원에서 비염약, 감기약 복용

하는 중이고 약 없이 못사는 분입니다.

3/13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병원약과 함께

안티플러스 101

써클포유 101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3/27

안티, 써클 10일정도 복용 후부터 알레르기비염약

을 반으로 줄 고 오늘 요즘 비염약을 안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각탕법은 시간이 없어 못한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강권했습니다.

오늘 안티플러스, 써클포유 60포씩 사가면서 계속 

복용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요즘은 따뜻한 물을 마신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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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환자들은 당장 급한 증상만 가시면 다 낫는 

것으로 믿고 싶어합니다.

저절로 낫는 것이 아닌데 저절로 낫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고생만 하고 비용은 더 들어갑니

다.

안타깝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29일 오후 12:47)

2018년 3월 28일 오전 9:56 250 읽음

정국현

#체험사례

눈 속에 점들이 왔다갔다

56세 남 호리호리함

몇 개월 전 눈의 혈관 터진 후부터 점들이 왔다갔다

하고 잉크가 퍼진 것 같다고 하심

2 ㅡㅡ2ㅡㅡ혈관이 터지면서 삼출물들로 인해 그

럴 것이라고 설명 후 써클 11 열흘 분 드림.

3월ㅡ28일 ㅡㅡㅡ증상이 어떠냐고 여쭤보니 병원

에서는 안약만주고 스스로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

는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점들이 왔다갔다

하는 증상은 없어졌고 잉크가 퍼진 증상은 그 크기

가 확연히 줄어든 상태라고 합니다.

좀 더 복용하시고 완치하자고 했는데 며칠 후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네요.

시간이 지나서 없어지면 좋겠지만 삼출물들이 빠

져나오지 못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면 얼마나 

큰 고통과 불편이 따라올까요? 또 한 번 림프순환

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케이스입니다.

2018년 3월 28일 오후 1:00 224 읽음

박완수 

#체험사례

=저의 체험사례 007번째= [안티플러스]

-ㅈㅇㅇ 53세 165/53 - 음부포진

-아시클로버연고를 찾으면서 음부포진에 효과있

겠느냐고 전산직원에 물어봄

-허피스2 = HSV-2 (=HHV-2)이므로 안티플러스

를 추천함…

-2018.02.07 안티플러스 60포 (식후 하루 3번 지도)

(아시클로버를 찾는 상황에선 써클 권유가 잘 안되

어 차기로 미룸)

-환자질문 : "혹시 성병종류는 아닌가요?"

-나의답변 : "성병(STD)는 아니지만, 성관계에서 

옮는 바이러스"

그러나 면역만 있으면,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남편과 바이러스를 주고받아도 면역만 있으면 

됨…."

-참고: Herpes는 herpin(잠복하다)는 그리스어에

서 유래 되었고

실제로 Herpes계열 virus는 모두 신경절에 잠복하

므로 증세가 없더라도…

일정기간 안티플러스로 면역보강 필요를 강조함.

*문자로 연속 복용해야 된다고 강조하 으나… 현

재 증세가 없어 연속 복용하지 않으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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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음부포진은 참 어려운 병입니다.

일정기간 안티와 써클의 병용은 필요한 과정

입니다.

지금 설명했으니 다음에 기회가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29일 오후 4:32)

① 박완수

여성 약사 선생님들은 모두 얼굴피부가 좋아

지시네요? 남성 약사 선생님들도 좋아지려

나?

전 아픈 곳이 없어서 아직 복용해 보질 않아

서요…(3월 28일 오후 3:37)

② 류형준 약사 

박완수 써클과 안티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

습니다. 시험해 보세요.

감사합니다.(3월 29일 오후 4:33)

③ 류형준 약사 

최현숙 약사님 

유방암 경력자에 한 안티와 써클의 활용을 

시작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섣불리 안티와 써클을 쓰기

보다는 처음에 확실하게 시작하는 게 맞습니

다.

초기 용량은 안티111 써클222입니다.(3월 29

일 오후 4:35)

2018년 3월 28일 오후 1:41 256 읽음

최현숙(세원약국. 전 서구)

#체험사례

 

69세 여자

며칠 전 우리 약국에 몇 년을 오시는 분이 조제약을 

받고는 나가시려다 말고 나에게 묻는다. "혹시 얼굴

에 무슨 수술하셨어요?" 

"아니요." 안티와 써클을 보여주며 이 약을 12월부

터 먹고 있다고 말씀드리며 림프순환의 노폐물 

사를 해서 그런가보다고 말씀드리니 자신이 몇 년

을 보아 왔는데 너무 좋아 보여서 묻는다고…

자신이 10여 년 전에 유방암 수술로 림프 순환이 

안 되어서 붓는다고… 

당장 안티와 써클을 구입하셨네요… ㅎㅎ

내 자신이 치험례의 사례의 보여진 증거가 되어 제

품을 판 재미있는 경우 어요 ^^

6개월 기본 말씀 드렸는데… 계속 함께 하길 바래 

봅니다.

2018년 3월 28일 오후 4:12 252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60  여자 정00

본인은 항상 웃으시나 얼굴에 늘 열감이 있고 순환

도 안 되어 여기 저기 아프시다고 하는 교회 권사님

약을 사 가셔도 한두 번 먹다 안 드시고 집에 약만 

잔뜩 쌓아놓는 분이라 약줄 마음이 안 나시는 분ㅜ

얼마 전 오셔서 다리가 저리시고 어깨가 아프다고 

호소하셔서 엄청 좋은 림프순환제가 나왔다고 드

시다 안 드시면 효과 없으니 잘 드시겠다 약속하시

면 드리겠다고 다짐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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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제일 어려운 동반자입니다. 조금만 좋아져도 

약 먹기를 잊고 있습니다.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

다.(3월 29일 오후 4:58)

써클 11 소포장 드림

처음엔 잘 모르겠다 하시더니 며칠 후 다리 저림이 

많이 좋아졌다고 좋아하시면서 써클 소포장 재구매

약속 로 열심히 드시더니 몸 컨디션이 많이 좋아

지셨답니다

안티도 드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분도 치

유의 길로 ~~

2018년 3월 28일 오후 6:47 264 읽음

박재원

#체험사례

1. 20  후반 체격 건장한 남자

3월 26일 아버님과 함께 괴로운 표정으로 들어오

셔서 거북목 증후군인데 치료할 방법이 없느냐고 

물으시네요. 상태를 확인해 보니 목에 깁스한 것처

럼 좌우로 거의 돌리질 못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찌

릿찌릿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시기에 써클포유 

1-1-1 이틀 분과 한방 소염진통제를 드리고 각탕법

과 가릴 음식 꼭 지켜 드시고 목 베개로 자세 교정하

실 것을 당부드리고 보냈습니다.

3월 28일 이틀 만에 아드님만 오셔서는 한결 여유

롭고 부드러워진 자세로 활짝 웃으시며

"그 약 좋던데요~ 좀 더 주세요" 

그래서 20포 한통(1-1-1)과 소염진통제를 리필해 

드렸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해 하시는 모습… 이게 바로 

행복바이러스 군요~!^^

2. 81세 저의 친정 어머니

2월 초 치과 치료(부분틀니와 임플란트 두개) 계획

을 잡으시고 치과 내원 열흘 전부터 잇몸 염증을 

가라앉히시라고 천기누설 책자와 써클포유(1-1-1) 

안티플러스(1-1-1)를 권해드렸습니다.

평소에도 건강관리에 관심도 많으셨기에 책도 꼼

꼼히 읽으시고 가릴 음식도 철저히 지켜 드시면서 

치아 발치 후에도 항생제는 복용하지 마시라 하고 

안티플러스는 그 로, 써클포유는 2-2-2로 증량

하여 실밥 뽑는 날까지 드시게 하고 다시 1-1-1로 

줄여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한 달 드시고서 두 가지 

1-0-1 정량 복용으로 줄여 드시는 중입니다.

중간 중간 전화로 상태를 여쭤보니 "약이 나한테 

참 잘 맞는 모양이다.

몸도 가볍고 항생제 안 먹어도 상처도 잘 아물고 

아무렇지도 않네… 고맙다!"하십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항생제로 속 안 버리고도 염증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류약사님! 감사합니다~^^

3. 50  중반 보통체격인 저의 남편입니다.

평소 직업상 술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데다 급한 

성격에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라 한 번씩 가슴통

증을 느껴서 2년 전 중앙  병원에서 심장혈관 조

술을 받고 아스피린 100mg을 처방받아 복용 중~

작년 12월에 가슴이 답답하다 하여 혈압을 체크해 

본 결과 약간의 고혈압과 맥박이 불규칙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써클포유 (2-2)와 아스피린, 오메가3

를 함께 복용케 하고 매일 아침 혈압을 체크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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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목디스크와 거북목, 잇몸질환, 심장질환까지 

다양한 체험사례를 봅니다.

이것이 치유의 힘이고 세포의 위 함입니다.

특히 부군되시는 분은 이미 생명과 직접 관계

가 있는 심장에 많은 병독이 있고 생활습관마

저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3월 29일 오후 5:06)

② 박재원

네~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하겠습니다.

좋은 제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3월 

29일 오후 5:14)

① 류형준 약사 

생리통이 극심한 것은 바이러스 감염증입니

다.

생리통도 없어지고 손발이 따뜻해졌어도 6개

월은 채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29일 오후 5:14)

결과 5일 정도 지난 후부터 혈압도 130이하로 내려

오고 맥박도 안정화되어 한 달 후부터 안티플러스

와 함께 1-1 정량 복용 중입니다.

처음엔 가끔 약 먹길 건너뛰기도 하더니 지금은 본

인이 더 열심히 챙겨먹네요.

환자분과 가족건강을 챙길 수 있게 해주신 천기누

설과 류약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8년 3월 29일 오전 8:52 192 읽음

장진숙(참좋은P 광주광역시)

#체험사례

 

40  여성

생리 때만 되면 출근을 못 할 정도로 생리통 심하다

고 합니다.

2월부터 안티·써클101로 정량복용중입니다.

이달 생리 때부터는 생리통이 없어졌다합니다.

손발도 더 따뜻해졌다합니다.

따뜻한 물로 약 복용하기 찬 것 안 먹기. 운동하기 

등을 실천중입니다. 매운 것도 피하라했습니다.

림프순환 멋진 약입니다.

2018년 3월 29일 오전 10:30 207 읽음

정국현

#체험사례

류마티즘 

67세 남 약간 통통한 체형

병의 원인을 모르고 7년 정도 지내다가 자녀들의 

권유로 6년 전 서울 병원 가서 진단 받고 류마티

스  치료 시작하심. 그러다 7개월부터는 약으로는 

안 되어서 엔브렐 주사치료 시작하심.

주사는 7일에 한 번씩 본인이 직접 맞으심.

주 증상ㅡㅡ손가락 뻐근 관절물차고 강직성척추염

목이 잘 안 돌아가심.

제가 모나본 환자 중에 류마티즘이 가장 심하신 분

입니다.

2ㅡㅡ6일ㅡㅡㅡ써클만333 일주일분

2ㅡㅡㅡ13일ㅡㅡ써클333일 두주일분

2ㅡㅡㅡ23일ㅡㅡㅡ써클만333 두주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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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정국현 약사님이 드디어 류머티스까지 치유

의 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보람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 보람되고 행복합니다.

참고로 류머티스는 용량의 조절을 다른 증상

보다 천천히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29일 오후 5:18)

② 정국현

류형준 약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엄두도 못 낼 환자분을 건강의 길로 안내해 

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용량 조절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3월 29일 

오후 6:48)

3ㅡㅡㅡ7일 ㅡㅡㅡ써클222 안티111 20 일분 msm

제제

3ㅡㅡㅡㅡ29일 오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엔브렐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맞다가 이

제는 12일 그리고 보름에 한번 맞을 정도로 주사 

횟수가 줄었다고 하심.

그리고 계단을 내려오실 때 아프셔서 그냥 못 내려

오시고 옆에 손잡이를 꼭 잡고 내려오시거나 아니

면 몸을 옆으로 해서 한발 짝씩 내려 오셨는데 이제

는 계단을 그냥 내려오신다고 하시네요.

그동안 이런 변화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환

자분도 저도 기쁨에 넘치는 아침을 맞이 했습니다

오늘 부터는 써클22 안티11 복용하기로 하고 한 달

분 가져가셨습니다.

류형준 약사님의 이론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믿고 

환자분께 권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치유의 길로 안내

하는 제가 너무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류마티즘도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2018년 3월 29일 오후 6:46 174 읽음

정국현

#체험사례

 말할 수 없는 통증

76세 호리호리한 체형

갑상선 항진증으로 3년간 고생하심. 지금도 약을 

복용 중이심.

몇 개월 전부터 갑자기 잠자다 새벽에 또는 저녁 

무렵에 갑자기 왼쪽 어깨쪽에서 시작된 통증이 오

른쪽으로 이동했다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

으로

통증이 되돌아오심

병원진단결과는 심장혈관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는

진단ㅡㅡㅡ알약하고 니트로 설하정처방

그런 증세 있을 때 설하정 넣으면 증상이 개선되었

다고 하심.ㅡㅡ2번 정도만 복용하심

12ㅡㅡㅡ8ㅡㅡ써클·안티11 1ㅣ한달분 이때는 등 

통증 말씀 안 하심

1ㅡㅡㅡ23 ㅡㅡ써클·안티 정량 한 달분 통증이 어

혈증세로 판단 당귀수산 한 달분 드림

2ㅡㅡㅡ2ㅡㅡ써클·안티정량 당귀수산 육미 효모

제제드림ㅡㅡ갑자기 기운이 빠진다고 갑상선항진

증으로 인한 증상이므로 판단하여 육미와 효모 추

가해 드림.

3ㅡㅡㅡ2ㅡㅡ써클·안티 정량 한 달 육미 효모복

용

3ㅡㅡㅡ29 ㅡㅡ오늘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등통증이 오면 어떨까 하는 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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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참 이상한 통증도 있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바이러스 감염이 의한 신경염

이 아닌가 예상됩니다.

아무튼 어떻게든 치유의 길로 함께하면 됩니

다.

축하합니다.

굳이 사족을 들자면 림프순환촉진효과는 멍

을 빼는데 탁월합니다.

이는 어혈의 제거에도 탁월하다는 증거입니

다.

따라서 당귀수산을 병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육미의 경우 역시 림프순환촉진으로 부신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육미로 신기능을 강화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차라리 안티와 써클 적량보다는 안티101 써

클201이 더욱 차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

다.

감사합니다.(3월 29일 오후 10:44)

② 정국현

류형준 약사 예 그렇군요. 감사드립니다 선생

님!(3월 30일 오전 8:21)
① 류형준 약사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어느 순간에 풀리게 될 것입

니다.

이 경우에는 어느 무엇보다도 장운동을 촉진

해주는 기어다니기가 필수인 것으로 예상합

니다.

정에 온 식구가 걱정이었는데 요즘에는 통증이 안

온다고 하심. 병원에서 처방한 약들은 이미 복용안

하신지 오래되었다고 하시네요.

약2월부터는 통증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까운 지인이신데 이번 치유과정에서 저를 더 신

뢰해주시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2018년 3월 29일 오후 7:08 237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남 70 

5개월 경과한 오심구토로 세 군데 병원 입원치료 

불구하고 여전함

각종 검사결과 장의 특이한 구조로 가스와 변이 잔

류한단 말씀과 이로 인해 헛구역, 우측 늑골밑의 

답답함,트림을 의식적으로 함

장의 특이한 구조가 원인이라 하여 잠시 머뭇거렸

지만 안티·써클의 세포기능 복원의 힘을 믿어보

고…

안티101,써클111,유산균,반하사심/7일

트림이 자연스레 올라오며 가스가 배출되어 늑골

부위 답답함 소멸…허나 오심은 무변. 만사가 귀찮

아 각탕법, 호보법 안함…

그래도 입원, 금식하며 시도한 것보다 결과가 좋다

며 더 써보자 하여

안티111, 써클222, 유산균, 우루사/7일

건강법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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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발로 기어다니기를 꼭 지도해 주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3월 29일 오후 10:58)

① 류형준 약사 

안티와 써클이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

움이 되었다니 감사합니다.

감기가 오래가는 이유는 원래 기관지와 비점

막부위에 바이러스감염이 되어있는 상태에

서 다시 감기로 인해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다

른 바이러스가 재 감염된 경우가 부분입니

다.

물론 면역력도 떨어져있을 것이고 식사나 환

경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찬 것. 매운 것. 튀김류. 추위를 피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30일 오전 6:17)

② 김은희(목포 명문약국)

오늘도 열심히 챙겨먹네요.(3월 30일 오전 

10:16)2018년 3월 29일 오후 9:46 215 읽음

김은희(목포 명문약국)

#체험사례

제아들 28세인데요. 어려서부터 가끔 감기 걸리면 

약이 잘 안 듣고 코에 농이 생기고 냄새도 나고 목에 

가래가 끼는 증상 이 오래가는 편인데 12월부터 안

티·써클111먹다가 요새는11로 알아서 챙겨먹네요. 

약 먹으니 감기가 예방되는 거 같다네요. 좋아해요. 

구취도 더불어 없어졌어요. 

#체험사례 

저도 작년 이맘때 두 달 이상 감기로 목쉬고 식은땀 

참 힘들었는데요. 올해는 안티·써클 덕분에 잘 이

겨냈네요. 감사합니다,,,! 단한 치험례는 아니지

만 나누고 싶네요.

2018년 3월 30일 오전 11:39 232 읽음

김선희(옥산삼화당약국)

#체험사례

70  여. 할아버지가 수시로 파스를 종류별로 사 

가심.

척추골절3번. 무릎관절이 안 좋아 아저씨가 살림을 

하심.

우울증(정신과다님) 신장내과(마약성진통제 복용 중)

할머니가 살림하는 문제로 잔소리가 심하다하셔서 

할아버지가 좀 편해지시라고 써클을 권유해 드림.

2월23일 써클2포 1일 3회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책 

드림.

2월28일 할머님이 땀을 비 오듯 흘린다고 어쩌냐고 

오심.

할아버지가 책을 읽어보니 1포씩 1일2회라고 되어

있어서 써클을 1포씩2회만 복용했다 하심(에궁)

명현현상이라 말씀드리고 각탕법 하시라하고 가레

오 10알 드림.

주위에서 레몬관련 제품을 구할 수가 없었음.

3월6일  할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써클 20포 들고 

쏜살같이 계산하고 가심.

3월 29일 할아버지가 다른 일로 방문. 왜 써클을 

안 드시냐고 하니 할아버지가 볼 때는 효과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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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런 경우는 누구나 몇 번 씩은 겪는 일이죠.

결론은 버킹검입니다. 효과가 있으면 결국 따

라옵니다.

감사합니다.(3월 30일 오후 8:47)

① 류형준 약사  

이선  약사님의 여유로움이 느껴집니다.

그냥 여유롭게 환자의 손을 잡아주고 천천히 

치유의 길로 안내하는 모습니 그려집니다.

치료가 아니 치유는 천천히 먼 길을 여유롭게 

손잡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30일 오후 8:55)

좋아지는 거 같은데 할머니가 안 먹겠다고 우기신

다네요. 조만간 따님이 오면 다시 설득해보겠다고 

하십니다. 안타깝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동안 파스

사러 안 오셨네요 ㅎㅎ

2018년 3월 30일 오후 2:49 219 읽음

이선영

#체험사례

71세 여자 분이십니다

혈압약, 고지혈증약, 칼슘약 처방받아 드시고 계십

니다.

방금 오셔서 '비싼 약 사러 왔어요' 하시며 안티 써

클 3번째 사가십니다

이분이 처음 상담 시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관절도 

갈수록 시큰거리고 아프다고 하시기에 안티 써클 

정량으로 권해드렸습니다.

2번째 사러 오셨을 때 좀 어떠냐고 여쭈니 '모르겠

어 좋다고 하니 더 먹어봐야지' 하시며 사가셨고 

오늘 오셔서는 좋아지는 게 느껴진다고 하시네요. 

그러시면서 이거 먹으니 입맛이 좋아져서 살찔까

봐 걱정이다시네요 입맛 좋은 것도 몸에서 필요하

니까 요구하는 것 이다 라고 말씀드리며 걱정말고 

열심히 챙겨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내심 걱

정되네요 살찌면 관절에 안 좋을 텐데…. 

2018년 3월 30일 오후 5:12 332 읽음

박소영

#체험사례 

틱 체험사례입니다.

직원 아들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선생님한테 

받는 스트레스로 음성틱과 눈 치켜뜨는 틱이 시작

되었답니다. 현재 중2 학생이 되었구요.

아리피졸10mg을 올해 1월20일까지 복용하 습니다.

복용 중 간 수치 오르고 체중 증가가 와서 힘들어 

하던 차에 써클4유와 안티플러스를 권하 더니 흔

쾌히 먹여보고 싶다 해서 먹기 시작하 습니다.

써클과 안티복용하면서부터 약은 끊었습니다.

복용법은 정량 로 아침 저녁 각 한포씩 복용하

습니다.

첫 달은 약간 나아지는 것 같다고 하더니 두 달 지날 

때 부터는 거의 안 한다고 하네요.

아리피졸 끊고 써클과 안티를 복용하고 나서 체중

도 5킬로 줄고 키도 3센티 컸다고 하네요.

지난주에 세 통 째 가져갔고 6개월까지는 쭉 먹여

보자고 했습니다.

직원남편이 아들 좋아졌다고 약국에 뼈를 묻으라

했다고 하네요 ㅎ.

좋은 제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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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사실 틱은 중간 정도에 있는 증상입니다.

신경염과 신경주위염증 사이에 중간지점입

니다.

아니 적확하게 말하면 신경염이 왔지만 신경

의 손상까지는 진행이 안 된 경우와 된 경우

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신경염은 왔

지만 신경의 손상까지는 안 온 경우 같습니

다.

틱에 한 새로운 체험사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3월 30일 오후 9:01)

②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와 놀라와요. 직원분과 가족들 정말 고마워 

하셨겠어요(3월 30일 오후 9:08)

③ 유남희

단하십니다.시도를한다는것이.신경손상이

안된경우라다행이죠.빨리치유에길로접어들

어손상될걸막았네요.(3월 30일 오후 11:50)

① 유남희

저걸어째. 나쁜일이구먼. 참.(3월 30일 오후 

11:11)

② 류형준 약사 

성기에서 농이 나오면 임질아닌가요?

성병에도 안티와 써클이 역할을 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역을 여러 약사님들이 개척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30일 오후 11:38)

① 류형준 약사 

안티와 서클의 별명이 엄지척이군요.

피로회복과 두통

이번에도 같은 효과를 발휘하 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31일 오전 10:26)

2018년 3월 30일 오후 11:04 262 읽음

이나주

#체험사례

40  초반 남성 중국교포 

성관계 후 성기에서 농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병원 

치료를 하 으나 차도가 없다고 하며 좋은 약을 달

라고 하 습니다.

안티 101 써클 101 5일 분 드렸고 다 드시고 와서 

하는 말이 다 좋아졌다가 술을 마신 후에 다시 농이 

나와서 다시 일주일분 드림. 두 달 후에  와서 하는 

말이 지난 번 약을 먹고 다 나았는데 쑥스러워하면서 

또 먹을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일주일 더 가지고 

가셨습니다

2018년 3월 31일 오전 10:05 182 읽음

서원모

#체험사례

 

66세 여성

식당주방장

증세:만성피로 두통

투약:써클 1.1.1

안티. 1.1.1

7일분 투약

출근하실 때 늘 피로회복제를 사 가시는 분인데 이 

제품을 드시고 나더니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어서 

정말 좋다고 하시면서 웃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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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안티가 이번에는 변비약이 되었군요.

분명히 처음에는 변비약으로 드리지는 않았

을테지요.

치유의 길에는 상상의 범위를 뛰어넘는 결과

들이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

약사님이 준비되어 있으니 환자는 인연이 있

으면 저절로 다가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4월 1일 오후 5:15)

① 조형이

안티·써클을 3개씩 3회 드시게 했다는건가

요?(3월 31일 오후 5:53)

② 류형준 약사 

음식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체험사례입니

다.

그래서 치유의 길은 함께 손잡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1일 오후 5:17)

③ 류형준 약사 

조형이 너무 각론 하나하나에 연연해하지 마

세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입니다.

상기 체험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안티·써클

을 적용으로 먹는데도 음식을 막 먹으니 병이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안티의 용량을 늘려서 해결한 것입

니다.

경우에 따라 써클의 용량을 늘릴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안티와 써클의 용량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무슨 제품을 얼마나 언제까지 먹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럴 수도 있으면 그럴 경우 이런 방법도 있구

나 하는 정도로 참고하시는 게 더욱 도움이 

2018년 3월 31일 오전 11:57 238 읽음

정제규

#체험사례

 

80  할머니

이번에도 접때 그 약 달라하시기에 먼가 보니 안티

더라구요 언제 어떻게 드렸는지 기억도 안 나지

만… 

할머니는 변이 잘나온다고 변비약처럼 드신다기에 

꾸준히 드시면 더 좋은 약이라고 말씀드려도 6포만 

사가시네요. 같이 온 며느리가 잡아 끌어서 그러

나… 딸이랑 왔으면 좀 더 상담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2018년 3월 31일 오후 12:51 263 읽음

#체험사례

강평화

56세. 여. 강춘#

안티플러스. 써클 각1.1 3개월 정량복용하시는 분

인데 다시 변상태가 나빠지면서 아랫배가 기분 나

쁘게 아프다면서 다시 원상복귀하느거 아니냐면 

투정을 부리시네요

고수님들의 체험례에 힘 입어 요 근래에 음식조심

을 소홀히 해서 그런거니 안티플러스를 3.3.3으로 

이틀정도 드시라고 했더니 신기하게 편안해졌다며 

좋아하시네요. 장에 해서 너무 예민한 분이라 혹

시나 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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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1일 오후 5:45)

① 류형준 약사 

강경애 약사님의 아우라는 멀리서도 느껴집

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지만 타협하지 않고 

원칙 로 치유의 길을 함께합니다.

누구라도 강사님 앞에 앉으면 진심으로 동의

하고 다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1일 오후 5:53)

① 류형준 약사 

정국현 약사님 

혹시 2 ㅡㅡ27 ㅡㅡ은 2월 27일이라는 뜻인

가요?

80세의 노인 분이시고 10년째 되는 증상이니 

어떤 약이 있을까요?

세포환경정상화가 새로운 사례로 치유의 길

을 넓히고 있습니다.

박향숙 약사님은 안티만 활용하는 경우가 많

으신데 이런 경우 안티만 사용했다면 어떤 결

과가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저라면 안티와 써클을 모두 활용합니다.

2018년 3월 31일 오후 7:13 211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78세 여자 김00

척추 협착과 디스크로 허리수술 2번. 퇴행성 관절

로 통증 호소. 피로도 심하고 온몸이 안 아픈데가 

없다고 하심

써클 11 소포장

10일후 한 달분 재구매 

몸이 많이 가벼워지시고 잘 조절되지 않던 혈압이 

정상화 되었다고 좋아하셨어요. 워낙 여러 병증이 

오래 된 분이라 써클 2달 정도 투여 후 안티 드시기

로 했구요.

퇴행성관절염이 좋아지는 시기도 안티와 써클 같

이 6개월은 복용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본인도 

그러시겠다고 하십니다.

2018년 4월 2일 오후 2:01 217 읽음

정국현

#체험사례

발바닥이 조이면서 붙은 것 같고

80세 할머님.

10년째 발바닥이 조이면서 뭐가 달라붙 있는 것처

럼 거북하고 딱딱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별것을 다 먹어보고 다 해봤지만 차도가 없

었다고 합니다.

2 ㅡㅡ27 ㅡㅡ써클 한 달 정량 드림.

각탕법 저녁에 한 번씩 하셨다고 합니다.

4월2일 오늘 오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발바닥 아팠던 곳이 부드러워지고 

쪼이는 증상이 많이 개선되셨다고 합니다.

림프순환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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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4월 2일 오후 2:34)

② 정국현

류형준 약사 예 선생님.2월 27일이 맞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같이 복용하시도록 하겠습니

다.!

환자분들이 더 놀라는 것 같습니다.(4월 2일 

오후 2:52)

① 류형준 약사 

매운 것을 좋아하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몸이 저절로 좋아져서 매운 것을 못 

먹게 되던가 아니면 처음에는 아는 정도 좋아

지다가 어느 정도 회복된 후 더 이상 좋아지

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4월 2일 오후 9:41)

① 류형준 약사 

와우

화이팅입니다.

강경애 약사님의 길동무들은 이미 치유의 길

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진심으로 가면 누구나 따라

2018년 4월 2일 오후 4:20 216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여 61 혈압, 당뇨 164/61

불면과 익상편으로 인해 늘 충혈된 눈으로 다니시

기에 치유의 숲으로 안내했네요

써클101, 천연호르몬, 멜라토닌분비 도와주는 제제 

한 달

1,수면시간 늘고 충혈감소

2,월15회 잠꼬  2회로 감소

3,현운, 두통, 안검경련, 왕래한열 감소

무기력, 스트레스, 변비, 과체중 호소하셔서 안

티·써클 정량과 가르시니아 추출물, 멜라토닌 보

조제 한 달분

1년 복용의지는 확인했는데, 워낙 매운 것을 좋아

해서 수시로 전화해 감시해야 할 듯합니다.

2018년 4월 2일 오후 5:39 266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60  여자분

상포진 휴유증으로 늘 피곤하고 온몸이 아프고 

두드러기가 하루에도 여러 번 올라오셔서 힘들다

고 하셔서

안티 써클 101 한 달분

현재 3개월째 재구매

온몸 통증도 많이 좋아졌지만 두드러기가 사라져

서 살 것 같다 하십니다.

이명희 약사님 손님분의 녹슨 찌꺼기 제거 설명으

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이분도 6개월 

치유의 길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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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됩니다.

강사님이 함께 가고자 하는 길이 치유의 길인

데 누구를 함께하고 싶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4월 2일 오후 9:44)

① 류형준 약사 

또 한분의 어르신께 효도를 하셨습니다.

84세되신 어르신께서 앉지도 눕지도 못하는 

상태인데 좋아지셨다니 축하드립니다.

남의 일이 아닌 제 일처럼 기쁘고 행복합니

다.

이명희 약사님도 저처럼 아니 저보다도 기쁘

고 행복하겠지요.

감사합니다.(4월 2일 오후 9:53)2018년 4월 2일 오후 7:28 266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체험사례

채00님.84세.남

2017년 11월부터 피부과를 전전.

(피부과에선 접촉성피부염과 한포상습진이라 함).

호소하는증상 ; 피부가 바닥에 닿으면 그 부위가 

불이 난 듯 뜨겁고 그 부위에 톡톡 쏘면서 좁쌀크기

의 발진이 올라온다 하여 앉거나 누울 수가 없다.

방문할 당시 팔 등에 피부염. 손바닥 끝 부분 한포

진 500원 동전 2개 크기.

2/20 써클20포 111 로 시작.

복용 2일후 한곳이 나으면 부위가 다른 곳으로 이

동해서 여기저기 톡톡 올라옴. 발진이 더 심해짐.

림프순환 장애로 오는 명현반응이니 용량을 2포로 

늘리고 각탕법 하시라 권함.

이미 책 내용도 이해하고 계셔서 화가능.

3/8일까지 써클만 2포씩 2~3회 복용. 현 상태 좋음

세포정상화를 위해 3/9일 안티와 써클 101 한 달분

4월2일 할머니가 처방 조제하러 오셔서 할아버지

상태를 전하신다. 좋으시단다. 피부도 몸도

2018년 4월 2일 오후 8:18 280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목회 신 청소년 사역하시며 강사로 맹활약중이신 

57세 여성.

10년 전 유방암 완치 판정 받으셨고 그 이후부터 

발작적인 기침이 한번 시작하면 1시간이상이고

1월 26일 최초 내방 시엔 한 달 동안이나 감기가 

병원약으로 낫지 않고 있었지요.

처음1/26… 안티 111 써클222 

장생도라지과립

둘째2/19…안티 111 써클222

장생도라지액제

셋째3/5 ….안티 111 써클 222

장생도라지

네번째3/27…. 이번회차부터 

안티 101 써클 202로 

장생도라지와 함께 드림

전 이분처럼 정확하게 복용법 엄수하며 안티 써클

을 드시는 분을 별로 보지 못했는데 참으로 정성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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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순원

을 읽는 3자인 제가 다 기쁜데…그 분의 기

쁨은 형언할 수 없겠죠.(4월 2일 오후 8:26)

② 류형준 약사 

안순원 느껴지시죠/

저도 있는 그 로 느껴집니다.

환자분만 아니라 권명선 약사님, 안순원 약사

님, 저 그리고 이 방에서 체험사례를 읽는 모

든 약사님들이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2일 오후 9:56)

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제가 20  초반에 건선에 걸렸다 10년보다 훨

씬 긴 세월을 거쳐서 지금은 피곤하면 가끔 

흔적을 보이는 상태입니다. 세포가 정상화 되

기까지는 증세가 계속 반복되더라구요. 좋아

져도 나빠져도 그때마다 반응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이 치유방법 끝까지 가면 치유될 수 

있음을 확신하니까요.

저도 아주 오래된 건선환자 치유의길 1달 전 

시작했습니다. 정보 나누시게요~~^^

(4월 3일 오후 1:31)

약을 복용하셨고 초회투약으로 한 달 이상 괴롭혔

던 감기가 뚝 떨어진 이후 힘들고 진 빠지게 했던 

기침잡기 프로그램 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엔 기침의 횟수도 줄었고

발작적인 기침이 짧으면 10분에서 길 땐 20분정도

면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보통 1시간은 해야 멈춘

다고 하셨는데

많이 좋아져서 살 것 같다고 합니다.

이분이 10년 가량을 못 고친 기침을 치유받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매우 기쁘고 행복 합니다. 

제가 이런데 본인의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2018년 4월 3일 오후 1:07 195 읽음

이송락

#체험사례

59세 남자, 약간 비만이고 20여년 된 건선환자입니다.

몸 이곳저곳 드문드문 하얀 설이 낀 5백원 동전크기

의 건선이 보이고 얼굴 등엔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1주일 중 주말에 음주를 합니다.(소주기준 1-2병):

이건 못 끊음.

그래서 2년 잡고 해보자했네요.

12월초부터 안티와 써클 복용 시작함.

1차 - 안티101 써클101로 1개월 복용.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고 그 로임.

2차 - 안티111 써클111로 늘려 복용.(2개월)

이때부터 온몸에 건선이 퍼져나감. 가려움증도 더 

심해짐.

3차 - 안티101 써클202로 1개월 복용.

점점 더 심해진 상태. 더 붉고 두꺼워지고 가려움증

도 더 심함.

4차 - 안티101 써클202로 계속 복용하기로 함.(현

재상태)

체험사례에 건선 환자분들 올려주시는 약사님들 

사례보니까 잘 치료되고 있는 것 같던데 저 같은 

경우는 오래된 건선이어서인가 이렇게 쉽지 않은 

사례도 있네요.

환자분이 저를 무조건 신뢰하는 분이라 저도 책임

지고 해주겠다고

믿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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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송락

이명희 네^^(4월 3일 오후 1:43)

③ 김현선

약사님도 환자분도 단하시네요. 반드시 좋

은 결과 있으실 거에요 ㅎ(4월 3일 오후 3:32)

④ 류형준 약사 

이송락 이환자분의 경우에는 초기 정량복용

은 용량 부족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동안은 안티111과 써클222로 바이러스도 

잡고 명현반응도 빠르게 지나가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티의 복용기간은 명현반응이 일어난 시점

부터 6-8개월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3일 오후 5:41)

① 류형준 약사 

처방을 보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순간적

으로 뒷머리부분에 피가 몰리고 상태가 안 좋

아지니 국소적으로 바이러스가 발현을 하고 

안티와 써클로 깨끗하게 마무리된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없다면 빨리 끝날 것이 바이러스

가 있으면 오래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흔히 있을 수 있지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내

용인데 많이 도움이 될 유익한 체험사례입니

다.

감사합니다.(4월 3일 오후 5:45)

2018년 4월 3일 오후 3:05 213 읽음

이선영

#체험사례

저의 체험사례입니다

지난 수요일 엄청 화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속된 말로 열 받았죠

우황청심원이랑 써클2포 바로 먹고 저녁에 써클만 

2포 먹었습니다.

담날에도 계속 하루에 1번 써클2포 먹었습니다.

근데 토욜날 뒷머리 중앙에서 2센티 정도 오른쪽으

로 한곳이 좀 불편했습니다.

표현하기가 애매한데 땡기는 것도 아니고 콕콕 쑤

시는 것도 아니고 찌릿한 것도 아닌 뭔가 쎄한(사투

리) 느낌? 마인드 컨트롤을 했다고 생각은 했지만 

몸은 아닌가보다 그러다 말겠지하고 먹던 로 써클

만 2포 토욜에도 1번 일욜일에도 한 번 먹었습니다.

월요일 출근해서도 계속 그래서 써클 2포를 4시간 

간격으로 2번 먹었더니 좀 덜한 거 같다가도 다시 

쎄한 느낌… 이번에는 써클2포 신 저녁에 안티1

포 써클 1포 먹었습니다. 퇴근후 증상이 없는 듯 

하더니 잘 때 또 약하게 쎄한 느낌. 근데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니 쎄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생길 거 같은 불안한 느낌? ㅋ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없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 더 먹었습니다.

지금은 완전 쎄한 느낌 없어졌고 눌러봐도 오른쪽 

왼쪽 느낌 똑 같네요^^ 

2018년 4월 3일 오후 3:58 162 읽음

박완수 

#체험사례

=저의 체험사례 008번째= [안티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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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번 증상뿐 아니라 원인불명 오래된 증상은 

거의 부분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이미 천

기누설건강법에서 결론을 밝혔습니다.

퇴행성관절염, 석회화된 견비통, 위장병, 방

광염, 장염, 고혈압, 당뇨 등등등 

헤아릴 수없는 많은 증상들이 바이러스에 의

한 염증으로 생겨납니다,

감사합니다.(4월 3일 오후 5:52)

① 류형준 약사  

누구는 행운이 와도 알지 못하고 흘려보냅니

다.

우리 인생도 이런 일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떼 안티·써클을 팔지 못

해서 안타까워하기 보다는 치유의 길에 동행

-권ㅇㅎ 82세 여성 - "우측 흉협부 안쪽이 때끔때

끔한다."

-적어도 5년 이상 되었고,

-우측갈비뼈 아래이면… 간, 쓸개 말고는 특별한 

것이 없다.

-과립- 시호탕 등으로 여러 차례 복용했으나 일

시적 차도뿐이다…

-안티플러스와 써클포유를 추천하 으나…

-한 가지만 가져가겠다 한다. 그것도 안티플러스

로 20포만…

-약 한 달 후에 오셔서… 때끔거림이 없어졌다 한다.

-재발예방으로 안티플러스와 써클포유를 더 복용

할 것을 권유하다.

-그러나 할머니는 또 안티플러스만 20포를 더 가

져가신다.

-(정확한 원인은 밝히기는 어렵지만… 결과론적으

론… 간이나 쓸개 쪽의 바이러스가 아닐까 추측해 

본다… 우리나라에 쓸개를 제거한 분들이 아마도 

100만 명은 넘을 것이다.)

-(최근에 우측 흉협부 안쪽이 때끔한다는 환자를 

3명이나 보았는데, 다른 환자는 아직 설득이 안 되

고 있다.)

* 안티플러스와 써클포유가 정답이긴 하지만…

* 복용 안하는 것보단 낫다보고… 재발 시엔 다시 

설득예정입니다.

2018년 4월 3일 오후 4:04 222 읽음

김재정

#체험사례

변실금 (방광염)

사례집을 보다 생각나 올려봅니다

30년생 여 고혈압, 당뇨, 심장약 복용중인데 방광

염에 변실금으로 흡착지사제 항생제 처방받아 드

시는데 차도가 없어 블편해 하신다.

2.1일 안티, 써클 각각 111로 하루 분---조금 호전

2.2일 동량으로 2일분

2.9일 좋아져서 중단했다 다시 증세가 나타나 도우

미를 

통해 3일분

2. 13일 설날 아들네 집에 간다고 5일분 드렸는데 

며느리가 먹지 말라고 해서 ㅠㅠ  오랜 당뇨약 복용

자의 무력한 괄약근의 기능회복을 기 했는데 아

쉬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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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 아쉬움만이 진하게 남아야 합니다.

더 많이 노력하고 인연이 되는 분들과 손잡고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4월 3일 오후 5:56)

① 류형준 약사  

환자분은 얼마나 두려웠을지 상상이 됩니다.

아마도 이러다가 하늘나라로 간 동생을 만나

2018년 4월 3일 오후 5:17 296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71세 남성 심방세동으로 두 번의 시술 후 리트모늄

SR서방캡슐225mg을 bid로 복용중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지병은 근 30년가량을 앓고 있는 

만성 B형 활동성 간염이며 두 명의 남동생도 동일

질환으로 투병 중이며 한분은 59세의 나이로 6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분은 더욱더 철저한 정

기검진으로 자신을 돌보는 분입니다.

작년 8/29일엔 정상이던 수치가 올해 3/16일 검진 시

GPT = 27 이 73으로

GOT = 16 이 102로

B형 바이러스 정량검사에선 152이 무려 2759로 나

왔음. 

의사로부터 만 단위가 넘으면 매우 위험하다는 말

을 들었고 동생의 죽음으로 늘 자신을 걱정하고 있

었던지라 공포수치가 매우 높아져서 즉시 제게 도

움을 청하심

전화로 이 상황을 전해듣고 안티 써클 각 1통씩 책

자와 복용법과 함께 서울로 택배보냈고 오늘 이분

이 약 30분전에 춘천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위의 

검진표를 보여주시네요

늘 드시던 배믈리디정 25mg 1일 1회 드시면서 안티 

써클 111로 복용 1주일 만에 

GOT수치 102에서 30으로 뚝 떨어졌고 더욱 반가

운 것은 신장기능지표인 크레아틴수치가 1.2에서 

1.08로 떨어지셨답니다

다른 정 검사수치는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시며 

1주일 만에 급격히 수치 정상화가 일어나서 너무 

놀라와 직접 내려오셨답니다 

벌써 천기누설 책자를 충분히 숙독하신지라 안티 

써클 6- 8 개월 

이후 써클로 6개월 이상 복용을 하고 계셔서 다시

금 각각 111로 드시게 했고 넉넉히 챙겨가십니다

꽃피는 봄의 화사함과 기쁨처럼 이분의 심령 안에 

안티와 써클이 주는 치유의 향기가 흐르고 넘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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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분에게는 치유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권명선 약사님을 통해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

이 보입니다.

권약사님의 찬란한 아우라가 눈부시게 빛납

니다.

감사합니다.(4월 3일 오후 6:09)

① 류형준 약사  

그래도 불과 35일 만에 일 년 이상 회복시간

이 필요한 경우를 줄 습니다. 

축하합니다. 조금 더 알아줬으면 좋겠지만 환

자가 만족하니 거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4일 오후 11:48)

2018년 4월 4일 오후 12:05 219 읽음

이송락

#체험사례

58세남, 단단한 체격, 만능 스포츠맨

사업은 사업 로 하면서 여름엔 스쿠버다이빙 강

사로,

겨울엔 스키강사로, 봄가을은 골프로 지새우는 열

혈 스포츠맨임.

겨울에 스키를 타다가 부딪혀서 어깨 인 가 끊어짐.

거의 근육 반 이상이 파열되어 결국 수술함.

수술후 병원측에선 1년이상 지나야 운동할 수 있다

고 얘기함.

근데 약을 싫어해서 병원약도 그냥 진통제라고 몇

달치 쌓아놓음.

그리고 다른 운동은 못해도 골프는 한손으로 스윙

하면서 계속함.

(한손으로 83타… ㅡㅡ;;)

어깨가 나을 사이가 없음.

빨리 낫게 해준다고 복용 시작함.

일단 써클 222로 보름간 복용.

어깨가 훨씬 부드러워졌다면서 계속 복용 하겠다 

해서

이번엔 안티111 써클111로 한통씩 복용.(20일)

계속 복용하라고 했는데 이제 괜찮다고 복용 끝.

좀 걱정이 되긴 함.

2018년 4월 4일 오후 12:25 225 읽음

정원호

#체험사례

변X자 72세 여성

평소에 당뇨 고혈압 역류성식도염 남편의 병 간호

로 인한 스트레스로 식사를 제 로 못하여 얼굴이 

껌어지고 소화가 안 되어 음식을 거의 못 먹고 있는 

상태

17년12월28일 써클·안티 1:1 1일2회 10일분 드림 

중간에 복용하시는 도중 토했다며 전화도 오시고 

불편사항도 있었지만 계속 복용하심. 두통약을 자

주 먹었으나 두통약을 안 드시게 되었음 피부 가려

움도 없어지고 하여 18년1월3일 써클·안티 1:1로 

1일3회 드심 속이 좀 편해지신다고 하시고 밥맛이 

당겨 음식을 조금씩  드시고 계신다고 하심 18년 

2월1일 같은 용법으로 한 달분 가져가심 거머졌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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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치유의 길로 계속 안내하셔서 당뇨까지 탈출

에 성공하도록 도전해 보세요.

승산있는 게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4일 오후 11:51)

① 류형준 약사 

이명에는 써클202. 발가락수술에는 안티111 

잘 하시고 계십니다.

단기요법의 성과가 장기요법으로 진행되고 

환자는 단지 증상의 개선 뿐 아니라 건강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약사님과 환자가 함께 가기 원하는 치유의 길

입니다.

세포환경을 개선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좋게 

하고 결과로서 증상개선이 이뤄집니다.

이명에 써클 5일. 수술에는 안티111의 활용

은 단지 증상개선을 위한 매약판매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저라면 이명이 얼마나 된 것인지 확인하고 써

클의 용량과 기간을 정하고 수술 시에는 안티

111에 써클222로 염증방지와 부종개선 그리

고 상처회복까지 고려하 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5일 오전 12:04)

② 장진숙(참좋은P 광주광역시)

류쌤 늘 명심하겠습니다

환자들은 우선효과를 봐야

~~^^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설득하겠습니다(4

월 5일 오전 10:08)

③ 류형준 약사 

증상에 따라 처음부터 장기계획을 하고 우선 

단기복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계획이 없으면 단지 증상개선에 

그치게 됩니다.

처음 시작 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선택은 환자

가 하도록 하면 됩니다. 

치유의 길은 증상개선이 목표가 아니라 건강

수준의 레벨업입니다.

얼굴빛이 많이 옅어졌음 그동안 내방이 없다가 다

시얼굴이 거머진 것 같으시다며 3월26일 한 달분 

다시 가져가심 병원 종합검사결과 당뇨만 남아있

고 그동안 괴롭히던 역류성식도염과 혈압은 거의 

개선된듯함. 세포에 독을 빼내기 위하여 계속 드시

기로 하 습니다 

2018년 4월 4일 오후 1:43 278 읽음

장진숙(참좋은P 광주광역시)

#체험사례

 

여자 58년생 점심반찬 사업하시는 분

새벽부터 일해서 점심배달까지 엄청난 노동량. 오

후에는 농사까지 ㅠㅠ

손을 보면 정말 일 많이 하시는구나 생각 짠한 생각

이 듭니다

당뇨로 발가락이식수술하시고 예후는 좋은 편

ㅡ인슐린 경구약복용

귀에서 소리난다고 하소연하기에 써클 포유202로 

5일분드림

며칠 뒤 와서 이명소리 안 들린다고 ㅎㅎ

오늘 발가락 땜에 수술ㅡ 병원에서 소염제 사먹으

라고 해서 약국오심

안티플러스111와 이지엔프로1캡슐 드시라함

써클 드신 후 효과를 보고 안티 약값아무말도안함

ㅋㅋ

계속 드시면 세포를 살리는 약이라 좋다고 첨언!!

따뜻한 물과 찬 것 피하는 것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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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개선은 중간 중간 받는 훈장과 같은 것입

니다. 

감사합니다.(4월 6일 오전 4:00)

① 류형준 약사 

아마도 몰래 두고 먹겠지요. 슬픈 현실입니

다.

비록 써클은 구입하지 못했지만 각탕법을 하

게하고 찬 것과 매운 것을 가리게 하면 더 좋

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5일 오전 12:06)

① 류형준 약사 

이렇게 많이 여러 군데 아픈 곳이 있으면 갈 

곳은 치유의 길뿐 입니다.

항상 어려운 길동무를 손잡고 잘도 가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4월 5일 오전 12:16)

2018년 4월 4일 오후 4:54 177 읽음

정제규

#체험사례

저번에 며느리 손에 끌려 일찍 나가신 80  할머니 

결국 혼자 오셔서 안티한통 사가시네요. 변비 때문

에 드신다는데 당뇨도 있고 여기저기 않 좋은 곳이 

많다시기에 써클도 같이 드시면 좋다고 말씀드렸

는데 주머니사정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적극적으

로 말 못하고 한두 번 더 사러 오시면 차근차근 얘기

해볼까 합니다. 

2018년 4월 4일 오후 7:31 226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76세 심장 스텐트시술과 심부전으로 네비레트 후

릭스 자렐토 바스티난엠알서방정드시며 척추디스

크와 왼쪽발목수술기왕력. 통풍으로 페브릭80mg

당뇨로 트라젠타정 복용하며

눈의 녹내장수치 정상화 위해 안티111 써클 222로 

20일 복용 후 수치가 안정화되어서 각각 111로 한 

달 복용 이후 정량 복용 중

갑자기 숨이 차서 가신 강원 병원에서 약의 용량

을 늘려보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서울삼성병원으로 

가서 의사로 부터 심장에 드물게 발생되는 케이스

로 물이 약간 차면서 숨이 불편했다는 말을 들었음

딱히 약도 없고 관찰해 보자는 말을 듣고 약국으로 

오셨고, 이 소란 가운데 복용 중이던 안티와 써클을 

중단한 사실을 알게 되어 당장 안티 111 써클 222로 

드시라함. 이것이 지난주 일이고 오늘 오셔서 덕분

에 많이 숨이 편해졌다면서 재구매하시네요

이 어르신을 괴롭히는 여러 질병을 한꺼번에 다스

릴 수 있는 치유제가 바로 안티와 써클임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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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한사람을 치유의 길로 인도하면 그 주변 분들

이 함께 가게 됩니다.

사실 주변을 돌아보면 아픈 사람들은 정말 많

습니다.

그분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고 꿈과 희망

이 현실이 되도록 함께 해 준다면 이는 보람

있고 행복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5일 오전 12:24)

2018년 4월 4일 오후 9:23 210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53세 남자 노00

직업이 중장비기사라 식사도 불규칙하고

폭식과 급하게 먹어서 늘 소화불량과 구취에 시달

리는 분. 아내되는 분이 안티 써클 먹고 효과를 많

이 봐서(만성 근육통 하지 부종 어깨 통증 등) 병원

가려는 남편 붙잡고 안티 써클을 먹 더랍니다.

안티 써클 11로 한번 먹 는데 구취가 사라져서 둘 

다 깜짝 놀랐 요

오늘 약국 방문해서 이럴 수도 있냐고

오랜 기간 구취 때문에 힘들었었다고 하네요. 체험 

사례집에 위장병과 구취 관련한 내용 보여주니 끄덕

남편분 안티 써클 한 달분 구매하셨어요.

2018년 4월 4일 오후 10:42 228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60후반 여스님

2년 전 뇌색전 수술 후 고지혈증, 아스피린 복용

30여년 간질환으로 우루사, 고덱스와 위장약 복용

3/4 안티111, 써클222/20일 권했으나 힘들어 안티

11, 써클22/30일 드셨네요

1,우협하 통증 덜함

2,안구 건조 덜함

3,수면 한 시간 늘어남

4,점조한 담의 후비루 덜함

5,수면 시 코로 호흡하게 돼 구고, 인건 덜함

6,편도염 덜함

7,상열감 감소로 안면과 외이도 소양감 덜함

8,견비통 덜함

9,손목 통증 덜하고 지방종 감소

10,좌우 네 손가락 저리고 뚜걱거리는 증상 감소

11,간수치 상승 시 보이던 흉배통 덜함

12,숨 찬 증세 덜함

13,식도, 위염 감소

14,무형의 변 6회에서 유형의 변 3회로 전환

15,가스 감소

16,수족 하얗고 냉했는데 손바닥은 빨개짐

17,수면 시 목~가슴골까지 땀이 흐르던 증상 호전

18,무릎 소리 감소

19,외음부 소양감 소실

20,얼굴에 까끌까끌하게 비지 같은 게 배출 중

특이한 점~복용 보름간 흰색 내의가 누렇게 변하

더니 그 후론 무변색했답니다. 노폐물의 배출과정

이라고 의견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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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두 가지 증상을 한 번에 쓰는 것까지 계산하

니 26개 증상개선입니다.

그 많은 증상개선은 치유의 길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온 몸에서 바이러스의 냄새가 나고 체액의 흐

름이 멈춰서 굳어지고 부패되는 것이 느껴지

나요?

세포의 위 한 능력을 믿고 세포가 원하는 환

경을 만들어서 세포 스스로 건강해져서 증상

을 개선하는 치유의 길은 재생의 길이고 생명

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5일 오전 12:29)

② 김선희(옥산삼화당약국)

20번 비지 같은 거. 울 아들 얼굴에서 보여서 

처음에 깜놀했던 거에요.(4월 5일 오전 

11:26)

① 류형준 약사  

이 정도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신 것입니

다.

30년간 종병약, 건식, 민간요법이 무효…한 달 만

에 수치 변화…의사분이 뭘 드셨나며 궁금해 하셨

지만 안 갈켜줬답니다. 수치로 나타난 결과보고 희

망을 품으십니다

좌측이 연말, 우측이 오늘입니다

안티11, 써클21 한달

2018년 4월 5일 오후 2:17 219 읽음

박경화(마음편한)

#체험사례

58세 여성

몇 년 전 허리통증으로 수술

올1월에 다시 디스크로 수술

그 후 왼쪽다리 감각둔화 걷기 힘들어 절뚝거리며 

약국에 오심.

어지러움이 심해 돌아다닐 수가 없다고 하심.

병원에서는 전정기관이상인가 했다고.

써클 222씩 드림

오메가고용량 한 달분 

써클이 먼저 떨어졌다고 오셨는데 절뚝거리지 않

고 반듯하게 걸어 들어옴.

처음 3일 동안 속이 그득하고 부담되다가 괜찮아졌

다고 하시면서 배변이 좋아지고 두통 어지러움이 

많이 좋아졌다고 써클 재구매.

그 후

써클 2 0 2로 유지.

거의 기다시피 들어오셨는데 

이제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인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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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허리통증이 디스크수술을 할 정도이

고 어지럼증이 심하다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티를 복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

각됩니다.

감사합니다.(4월 6일 오전 3:02)

① 류형준 약사 

발바닥통증은 족저근막염 인 것 같은데 계속 걸

어다니니 치유의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각탕법을 같이 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6일 오전 3:12)

2018년 4월 5일 오후 5:33 169 읽음

서원모

#체험사례

 

여성 57세

증상:하지통증 발 밑바닥통증

투약:3월30일

각각 20포 1통씩 사 가심

안티 1. 1. 1

써클 1. 1. 1

오늘 방문해서 하시는 말씀이 다리 아픈 것은 확실

히 좋아졌고 발바닥통증은 그 로다 쌍꺼풀이 생

겨서 물어봤더니 염증이 빠져 나가는 것 같다고 본

인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성실하신지 책을 1주일 만에 다 읽으시고 

돌려주시네요.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드리고 

오늘도 안티 써클 두 가지 다 20포 짜리

1통씩 사가셨습니다

2018년 4월 5일 오후 5:46 176 읽음

박완수 

#체험사례

=저의 체험사례 009번째= [안티플러스]

-오ㅊㅈ 75세 여성 - 코안에 딱지가 자꾸 생긴다.

-2016년 9월경… 이마 안쪽 뇌에 혹이 있다하여 

동아 병원에서 수술

-코안을 째고… 카메라 넣어 혹을 제거 (수술은 잘 

되었다는데…)

-그 후로 코안이 개운찮고, 코가 넘어가는 것 같고, 

코안에 딱지가 생긴다.

-수술한 학병원에선 해결방법이 없으니, 그냥 

살라 한다.

-ENT에서는 특별한 치료가 없고, 소금물세척을 하

라신다.

-(평소 속쓰림이 있어서, 내과처방을 4년 이상을 

복용했다.)

-코안 딱지는 바이러스이니… 안티플러스, 써클을 

복용하라 하 으나

-믿음이 안 가는지 안티플러스 만 20포를 가져간

다. 1포씩 하루3회 복용시킴…

-약2주 지나서, 속도 안 아프고, 딱지도 줄어 들었

다며… 또 안티플러스만 20포만 재구매해 가다…

-위장장애나 위장명현반응을 걱정했는데, 다행히 

위장, 소화 이상없고… 위장약도 먹지 않는단다.



 제3장 체험사례 00557

① 박완수

< 병원 내 약국에 근무하신 선생님~~ >

- 3포 t.i.d 하면 (1포씩 3회 분복 맞죠?)

- 1포씩 하루3번 복용하라는 기호는 없나

요?(4월 5일 오후 6:11)

② 장진숙(참좋은P 광주광역시)

1포tid는

한포씩 하루3번복용하라는(4월 5일 오후 

7:29)

③ 류형준 약사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도 좋아지니 나쁘진 않지요.

평생 계속될 증상을 개선하고 있으니 누가 뭐

라고 하든 또 한사람이 치유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6일 오전 3:15)

① 류형준 약사 

와우

한달 조금 넘는 시간인데 이렇게 많은 차도를 

보이다니 서원모 약사님의 세심한 안내가 설

명은 안 하셨지만 배경에 있겠지요.

가족이 가장 어려운데 척척 나아지고 있으니 

보람도 두 배 행복도 두 배

가족끼리도 믿음도 더해질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4월 6일 오전 3:19)

-본인은 코 안으로 뇌수술을 해서 그런데, 차라리 

뚜겅을 열고 할 걸 그랬다며  몹시 불편해 했는데… 

정작 효과보는 제품에는 몸 사림이 안타깝다.

2018년 4월 5일 오후 5:53 195 읽음

서원모

#체험사례

 

여성 60세 4촌 누님

증상:팔이 뒤로 넘어가지 않는다

팔을 뒤로 젖히면 전기오는 것처럼 찌릿하다

잠이 잘 안 온다

허리통증이 있다

발바닥이 아프다

눈이 침침하다

두통

심장이 뻐근하다

투약:18년 2월28일부터 복용했습니다

비타민D도 함께 투약했음

써클4U.1.1

안티플러스.1.1

경과반응: 팔을 뒤로 젖히는 게 조금씩 된다

팔을 뒤로 젖힐 때 전기오는 것처럼 찌릿한 것이 

많이 줄었다

2-3시간 밖에 못 자던 잠이 5시간 잠잔다

허리통증이 줄었다

눈이 맑아지고 침침하던 것이 줄었다

심장이 덜 뻐근하다  

2018년 4월 5일 오후 10:57 227 읽음

김영희(한가족약국.여수시)

#체험사례

써클4.U

고 ㅇ.ㅇ24세 여자

제 조카예요

상포진으로 병원 입원치료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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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뭔가 이상합니다.

써클2포씩 4회로 변을 실컷 봤는데 못 일어날 

정도라면 뭔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3주가 되도록 입원치료중이라면 더욱 

이상합니다.

그냥 안티1111 써클111로 바꿔보세요.

감사합니다.(4월 6일 오전 3:35)

① 류형준 약사  

전에 먹던 처방으로도 충분히 만족하 으니 

오히려 더욱 조심스럽고 어려운 경우 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차원의 결과가 나타나니 많이 

공부가 됩니다.

부분 이미 적용했던 방법들이 경과가 좋으

면 바꾸기 쉽지 않으신데 권약사님의 학구열

과 용기는 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4월 6일 오전 3:39)

변을 1주일이상 못 보니 무척 힘들었는지 (아프

기 전에 써클4U를 먹으라하니 냄새가 싫다고 안 

먹었는데) 먹겠다고 해서 써클4U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2포씩 먹고 다음날 똥꼬가 

아프도록 변을 봤다하네요

그런데 속은 더부룩 하다해서 우루사, 레몬차 먹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힘도 없어서 간호사가 일으켜 세워

주었다 하네요

명현일까요?

2주가 되어가는데 아직도 입원치료중이네요

2018년 4월 5일 오후 11:09 196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써클로만 4달 복용 후 지난달에서야 안티와 함께 

복용중인 40  초반의 편의점 사장님이 드디어 1년

여를 장복하던 위와 장을 따스하게 덥히고 소화를 

돕고 염증을 제거하는 한방제제의 용량을 반으로 

줄여도 위장이 편해진다며 안티와 써클을 재구매

하네요

사실 더 일찍 복용시키고 싶었으나 한의원에서 1년 

동안의 한약 복용으로도 치유되지 않았던 위와 장

의 불편함이 위의 한방제제로 많이 다스려졌기 때

문입니다.

이제제도 1년여를 복용했고 환자는 기존제품을 고

집했으나 써클 복용으로 항시 고통받았던 후두통

과 어깨뭉침, 항강통의 소실로 먼저 제품에 한 

신뢰를 쌓고 나서야 안티 복용를 결심했고, 1달 복

용으로 더욱 속이 편해져서 체중도 늘어났다며 안

티와 써클로 위와 장의 재건뿐만 아니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10년을 젊게하는 치유열차에 계속 탑승

하겠답니다

안티 101 써클 101로 복용중입니다

2018년 4월 5일 오후 11:30 250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아내입니다



 제3장 체험사례 00559

① 류형준 약사  

비염은 별 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 

앓고 있는 환자들은 매우 불편한 증상입니다.

또 지속적인 호흡곤란으로 혈액의 산소포화

도에도 향을 끼쳐서 전신의 기능을 떨어뜨

리는 녀석입니다.

비염이 좋아지니 플롯 연주실력이 늘어나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6일 오전 3:42)

① 류형준 약사  

단기요법 시에 제가 원하는 방식입니다.

안티와 써클의 용량증량과 일반의약품에서 

용도에 맞는 제품 한두가지의 조합입니다.

무리없이 증상개선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

니다.

이렇게 하면 한의원과 병원의 치료와 약국에

서의 치유가 서로 비교되고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약분업 이전처럼 약사들의 치유본능만 살

아난다면 약국의 역할과 약사 직능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7일 오전 7:56)

플룻을 취미로 택한 지 어언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헌데, 평소 불치인줄로만 알던 비염으로 인해 호흡

이 짧아 악보의 쉼표와 숨표를 막 무시하고 비브라

토 사정없이 끊어버리고, 아무데서나 쉬었다가는 

완행버스처럼 진행되는 연주는…듣는 제 귀에 거

슬려 수시로 쫓아가… 연습이라 해도 박자 제 로 

지키며 가라고 하곤 했답니다. 허나 돌아오는 답

은…코가 막혀서…

약사 남편인 저기가 막혀…아무말 없이 리턴…

안티·써클 5개월 차…그녀가 변했답니다.

쉴 때만 쉬고, 게다가 충분한 비브라토까지… 무정

차 버스로 변해있네요. 이제는 유튜브의 내노라하

는 연주자와 어깨를 마주할 정도로 잘 하네요.

그만큼 불치인줄 알았던 비염이 치유되어 호흡도 

좋아지고있단 반증이겠죠?

그녀는 코가 자유스러워졌고,저는 귀가 자유스러

워졌답니다.

오늘도 천기누설 사례집 공부하며 편히 그녀의 연

주를 즐기고 있습니다.

안티·써클,야들은…아주 유능한 지휘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6일 오전 9:56 180 읽음

서원모

#체험사례

 

50  남자 건축노동자

4월 2일

밤에 잠을 잘못 잤는지 머리를 움직일 수 없고 온몸 

삭신이 쑤신다며 진통제 달라고 하는데 제가 근육

이완제 5회분과 

안티 1. 1. 1

써클 1. 1. 1

5회분 같이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약국오셔서 하는 말씀이 머리도 잘 움

직여지고 더불어 몸이 개운하다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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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노동원약사님의 다양한 체험사례 축하드립니

다.

그렇게 하면서 진화해가는 것입니다.

사족을 달자면 아직까지 증상개선을 위한 치

료제로만 사용하는 것 같아서 약간 방향전환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티와 서클은 증상개선을 위한 치료제가 아

니라 우리 몸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선물처

럼 주워지는 훈장같은 것이 증상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가 세포환경의 정상화이고

둘째가 스스로의 증상개선입니다.

셋째가 치유의 길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9일 오후 2:23)

2018년 4월 6일 오전 11:02 195 읽음

노동원 0476

#체험사례

1. 이종ㅇ 50  남  위염

속쓰림과 위통 역류성 식도염으로 내국하셨는데 

여지껏 병원에서 처방받아 먹을땐 잠잠하다 또 재

발 수회 반복…재발은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다고 

상담하면서 믿고 먹겠다고 자원

안티101 5일분 드리면서 매운 것 기름진 것 가루 

최 한 조심하시라 말씀드렸어요. 5일후 오셔서 상

당히 만족해 하시면서 

소포장 한통 사가십니다. 뿌리까지 뽑는데 6개월 

말씀드렸네요. 위장병은 역시 박향숙 약사님 체험

례가 상당히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

2. 조 ㅇ 60  여  근육통

허리 디스크와 종아리 엉치 부분이 심하게 아파서 

오신 분

소개받고 오신분이라 처음부터 술술 풀리면서 상

담진행 거침없이 써클222 안티111 5일 드리고 예후

차 전화드리니 확실히 믿고 드시니 예후도 참 빠릅

니다. 디스크도 많이 호전되고 치유프로그램 말씀

드리고 각탕법 계속하시라 하니 수긍하십니다.

3. 박미ㅇ 40  여

눈꺼풀 수술 후 부종으로 썬글라스 쓰고 내국하셨

는데 수술부위부종 꽤 심해서 부기 빼는 걸 달라하

셔서 이뇨제는 처방받아도 그때뿐이니 림프순환으

로 해결하자 하니 바로 쿨하게 써클111 소포장 한 

통 드리고 3일 후 오시면서 부기가 다 빠졌다고 신

기한 듯 말씀하십니다 계속 드시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증상들도 사라질 거라 말씀드렸어요 

4. 정희ㅇ 30  여 치주염

잇몸이 심하게 붓고 아파서 오셨는데 치과치료 해

도 부기가 빠지질 않아서 오신 분 …써클222 안티

111 2일분 드리는데 너무 비싸다고 투덜거려서 먹

어도 심하면 그게 더 비싸다고 하니

잠잠하십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2일후 

전화드리니 싹 나았다고 하는데 그다지 감흥이 없

는 듯. 여담이지만 성격 급한 분은 소염진통제 비상

으로 드려야 뒷탈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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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혈압 당뇨까지 깨끗이 치유되는 그날까지 완

주하시길 바랍니다.

감기약부터 시작해서 치유의 길을 완주하시

려고 합니다.

건강은 건강해질수록 더 따라오게 되어있습

니다.

치유의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9일 오후 2:31)

① 류형준 약사  

약사님은 가격을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장사하는 것입니다.

제일 확실한 치유의 길을 확인하고 설명해 주

세요.

선택은 환자가 하는 것이지 약사님이 하는 것

2018년 4월 6일 오후 1:58 149 읽음

강은희

#체험사례

 

59년생 최00 남자

혈압 당뇨 고지혈증약을 드시는 분

1월 중순부터 몇 번째 감기약을 타시기에 써클222

안티111 2일 분 드렸더니 그날 저녁부터 몸 아픈 

게 사라져서 잘 수 있어 살 것 같다며 더 드시겠다고 

하시고 그 후

써클·안티정량 로 지금까지 쭉 드시는데 3월에 

오셨을 때 혈당 혈압이 좋아지지 않았냐고 여쭤봤

는데 술자리가 많아서 그런지 별 차이가 없다시더

니 오늘 오셔서 혈압혈당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며 

몸이 좋아지는데 계속 먹어야지하시며 오늘도 기

분 좋게 가셨어요. 이분은 명현현상도 거의 없으셨

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6일 오후 2:46 191 읽음

김상범

#체험사례

1. 34년생 남성 치질이 심해서 좌제, 연고, 디오스

민제제 드셨습니다. 어느 정도 좋아 졌으나 현상 

유지만 되어서 써클퍼유 111로 권유, 1주일 뒤에 전

에 보다 훨씬 좋은 것 같다고 이후 101로 1달 반 

정도 드셨습니다. 현재는 정체기이나 관절이나 피

로도 같은 게 더 좋아지지 않으셨나 여쭤보면 더 

좋아지신 것 같다고 합니다.

가격부담이 되더라도 안티플러스를 같이 써야 하

나 고민 중입니다.

2. 52년생 남성

이유를 알수없는 복통, 속쓰림이 심하신 분이셨습

니다.

다른 요법으로 안 되어서 안티 써클 111로 드시고 

좀 좋아지셔서 1개월분 101로 드시다가 2개월째 다

시 안 좋아지셔서 다른 검사 해 보겠다고 일단 중단 

하셨습니다.

투약을 해 보면 처음에 좋아지다가 중간에 다시 안 

좋아지거나 정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지 참 난감합니다. 약을 증량을 

해야할지 아니면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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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닙니다.

가격을 걱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치유의 

길을 완주하여 환자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을

까가 먼저이고 전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장사를 하기에 증상개선에만 

연연하게 되고 증상개선이 생각처럼 되지 않

으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제 로 치유의 길을 갈 수 있도

록 함께 하세요.

안티와 써클을 팔지 말고 치유의 길을 가는데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 마음의 변화가 바로 치유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의 기본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9일 오후 2:39)

① 류형준 약사  

수술해야할 환자를 수술하지 않고 개선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수술을 하면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환자의 몸

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디스크 수술인 경우는 표적인 경우입

니다.

한 달 후의 경과가 기다려집니다.

감사합니다.(4월 9일 오후 12:00)

2018년 4월 6일 오후 5:53 180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58년생 여성으로 젊어서 무쇠처럼 튼튼한 육신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허리디스크로 3.4.5번 추간판 눌림으로 인한 저림

증과 시림과 통증으로 아래의 처방약을 2/2일 부터 

복용중이며

마지막으로 3/28일 처방전 들고 오셨을 때 의사로

부터 수술을 권유한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이제 제가 도와드리겠다며 안티와 써클을 설명하

고

안티111 써클 222로 1주일분 드림

오늘 상비약으로 간직하고자 동일 처방전 들고 내

국하셨고

처방약과 안티 써클 복용 후

저림증과 시림증 개선은 물론이거니와 통증도 덜

해져서 안티와 써클 101과 어혈을 푸는 전칠삼함유 

MSM제제, 근육 양제, 강황과 낫또 함유 혈액순환

제 1달 분 드렸는데 다음 달 환한 얼굴로 만날 수 

있는 신뢰와 믿음을 안고 가셨기에 제 마음이 훈훈

하네요

2018년 4월 6일 오후 5:56 227 읽음

양지영(미래약국 구)

#체험사례

50  여성분(디스크 앓은지 2년 됨/종아리부분까

지 많이 땡긴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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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하루 만에 손이 붓던 것이 개선된 경우입니

다.

항상 림프순환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부종

개선이라는 말이 증명된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9일 오전 11:54)

② 양지영(미래약국 대구)

선생님~

부종은 저두 효과를 많이봐서^^(제가 잘 붓는 

체질입니다)

환자들께 적극 권하는 경우입니다~

이분은 디스크 땜에 드신 케이스인데(물론 제

가 림프순환얘기하면서 부종에 좋다는 얘기

는 했지만…)

본인이 제게 얘기하지 않은 손이 붓는 증상 

개선이 스스로도 놀랐나봅니다^^

약사들에게 한약과립 외에 환자들에게 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4월 9일 오후 

6:25)

③ 박완수

양지영(미래약국 대구) 

(제가 잘 붓는 체질입니다) - 좋은 무기를 가

지셨네요…ㅎㅎ

저는 붓는 걸 몰라서… 부종환자의 심리를 이

해를 못해요. ㅎ

양 선생님의 첫 체험사례 축하드려요… 또 올

려 주시길…(4월 9일 오후 11:56)

어제

지인분소개로 내방하셔서 (전날 남편분 허리 삐긋

했는데 병원 갈 시간 안 된다고 근육이완제랑 써클

222 이틀구매하신분이 효과 좋다고 소개하심) 가

격 비싸다고 이틀 분(써클202 총8포)만 구입하심 

(제가 최소5일 정도는 드셔보시고 한 달 구매하시

라했는데…)

좀전에 환한 얼굴로 다시 오셔서 한 달분 재구매 

하심~

디스크통증은 모르겠는데 자고나면 손이 퉁퉁 붓

는데 어제 써클 복용하고 아침에 손이 안 붓는 게 

더 신기하다고 함.(병원 근무하는 자녀분이 성분이 

뭐냐고 한다고 해서 어제 준 팜플렛에 있는 순수생

약이고

자녀분 읽어보라고 책도 넣어줌/이런 분들은 본인

은 책 읽기 싫다고 책을 꼭 거절하는 특성이 있음)

그러면서 왜 이런 제품이 이제 나왔냐고? 하심. 넘 

늦게 나왔다고^^ㅎ

이제라도 아시게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고 함^^

그동안 한 달분 드신 분들 중에 컨디션이 좋아졌다. 

변보기가 수월해졌다.

이런 분들은 계셨는데 이분처럼 하루 복용 후 바로 

한 달 구매하러 오신경우는 첨이라서 첫 체험례 올

립니다~

2018년 4월 6일 오후 6:30 245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60 부터 70 까지 세 자매

세 자매 모두 당뇨와 말초혈행장애가 있어 손발이 

저리고 손가락 마디가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

이 붓고 주물러야 펴진다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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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당뇨와 말초혈행장애가 있다고 하니 이미 아

시겠지만 안티플러스를 복용할 때 각탕법은 

꼭 함께 하게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

니다.

항상 새로운 체험사례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

다,

감사합니다.(4월 9일 오전 8:19)

① 류형준 약사  

이담제와 레몬은 안티·써클과 항상 같이 먹

이는 게 아닙니다.

안티·써클의 명현증상이 예상될 때 명현증

상을 줄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입

니다.

항상 같이 사용한다는 것은 안티와 써클의 약

효물질의 배출도 축진하여 안티·써클의 효

능도 줄이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4월 9일 오전 8:08)

② 노동원 0476

네 감사합니다(4월 9일 오전 10:08)

첫째 언니분이 먼저 써클11로 한 달분 구매. 며칠 

후 그 제품 효과 좋더라는 말 듣고 두자매분이 써클 

11로 한 달분 구매

오늘 세째 자매분 오셔서 써클 드시고 오른쪽 손마

디 통증은 다 없어지고 왼쪽 세 번 째 손가락만 아프

다 하시고 다른 자매들은 손발 저림과 손가락 붓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전해주시면서 본인 것과 언니

들 그리고 동네 이웃 것까지 구매해 가셨어요.

진정한 치유 위해선 안티플러스와 같이 1년의 치유 

기간 필요함을 다시 강조했구요

2018년 4월 7일 오전 11:28 218 읽음

노동원 0476

#체험사례

오창ㅇ 53세 남

간열증상으로 안티 써클 정량 한 달반 드시고 오셔

서 그간 상황을 자세히 얘기해 주십니다

만성피로감 완전해소

안충혈 완전해소

어지러움 거의 소멸

백태 약간 남음

소변 아주시원

가스 배출

통증은 없음

만족하시면서 안티·써클 한 달분 가져가시고 각

탕법과 이담제 레몬 강조드렸어요

2018년 4월 8일 오전 8:23 274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여 65

일 년 전 눈 부위에 생긴 상포진 후유증으로 반 

년 이상 아세클로페낙과 두셀라를 써온 의보 환잡

니다. 두셀라의 부작용인 오심, 어지럼증을 참아가

며 복용했지만 한계에 이르 는지 더 이상 복용하

기를 중단…그러자 눈 주위에 경련이 생기며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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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4월 8일 오전 8:45)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바른 안내자 훈련 중에 있습니다. 저도~,환자

의 치유가 우선임을^^(4월 8일 오전 9:16)

③ 류형준 약사  

항상 선택은 환자의 몫입니다.

선입견으로 환자를 분류하면 기회를 차단하

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정 어렵고 딱한 환자분이 계시면 댓

로 선물 받은 거 활용하시고 필요하시면 제게 

알려주세요.

돈이 없어서 아픈데 어찌할 수 없는 분은 제

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제가 드리고 이후에는 그분의 차도를 

사례로 올리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새로운 사례와 경험을 쌓아가면 치유의 길 안

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9일 오전 7:40)

이 심해지고  통증이 우측 어깨로까지 번져 힘들어 

상담에 이르게 됐습니다.

작년 12월 말부터 안티·써클 정량으로 시작, 현재 

얼굴과 어깨통증 많이 사라졌고 늘 시들어 있던 표

정이 벚꽃 만개한 모습으로 탈바꿈되고 있음.

의보환자란 선입견에 사로잡혀 권치 못했다면, 고

통이란 멍에가 얹힌 삶을 계속하게 했을 겁니다.

더 반성하고 각오합니다. 제 나름의 판단으로 미리 

안내자의 역할을 거두어들이지 말고, 향상된 삶의 

질을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의 문을 

더 열어보렵니다.

몸, 맘이 아픈 그 분들이 꽃길로 걸었으면 합니다.

제 맘과 몸에도 꽃비가 내립니다. 

2018년 4월 8일 오후 6:16 260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체험사례

 

제 이야기 하나! 추가.

지난해 11월초 생긴 동상 4월초에 보냅니다.

1) 안티111 써클222 2달 복용 후. 현재안티101 써클 

222!

밥은 굶어도 안티·써클은 챙겨 먹는데요.

1월19일 복용 시작할 때 발가락2군데와 발바닥에 

얼음이 들어있었고 동상상태가 심한 상태 습니

다. 안티·써클 모를 때면 새끼발가락은 늘 까맣게 

썩어서 떨어져나가야 끝이 나는데 이번엔 동상상

태에서 정상으로 회복되어 나았지요. 허나 워낙 냉

증이 심해(림프순환장애 심각?) 4월 5일 되어서야 

정상적인 발로 돌아왔네요.8살 이후 계속된 동상!

내년엔 동상 안 걸리는 첫해가 되지 않을까 기 해

봅니다.

오래된 티눈의 갑작스런 통증으로 발을 딛질 못함.

2) 왼쪽 발 앞쪽 부분에 커다란 티눈이 자리 잡은 

지 2년 정도. 요건 쉽게 없어지지 않고 아프지도 

않아 함께 살고 있는데 어제 티눈주위가 너무 아파 

잠을 잘 수 없어서 새벽2시에 일어나 안티2포 더 

먹고 1시간 지나니 티눈부위에 열감 느낌. 아침에

도 많이 아파 절뚝거리며 안티2써클2 먹고 교회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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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오시영

이명희선생님 발가락들이 꼭 제 발가락과 닮

았네요~

전 지난겨울 동상에서 해방되었어요.

사혈 한번 안하고

잘 지냈구요.

이선생님도 다가오는 겨울엔

동상과 티눈과 이별하기 바래요^^(4월 8일 

오후 7:15)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오시영 그러리라 믿습니다. 오시 약사님처

럼~~^^(4월 8일 오후 7:26)

③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전에는 사혈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안티·써

클만^^(4월 8일 오후 7:27)

④ 류형준 약사 

발가락 동상은 무좀과 함께 남자들은 군 에

서 걸려서 평생을 함께하는 친구들입니다.

동상과 이별하는 사례가 자주 있는 것을 보니 

이제 동상으로부터의 이별도 가능한 일이 되

었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9일 오후 8:08)

예배 후 전혀 통증없이 걷는 나, 감사하다.(평소에 

안티1써클2 먹는데도 1포 더 추가복용인데 참 신기

하다)

이 뿌리깊은 티눈도 세포정상화로 사라질 날 고

해본다.

체력이 좋아짐

3) 옆 의원에 링거 맞으러 한 달에 1번꼴은 갔는데 

3달째 안 갔네요.

주마다 제주도로, 전라도로, 서울로 움직인데도 잘 

버티는 것은 안티·써클 덕분인 듯합니다. 체력이 

좋아진 느낌!!.

4) 머리가 시려운 증상이 다 나았나 싶었어요. 헉 

서울에서 SRT 타고 내려오는데 창가에 앉게 되었

고, 얼마나 냉기가 위아래로 나오는지 모자를 사용

해도 냉기가 해결이 안되더라구요. 냉기에 노출되

자마자 다시 시작되었어요. ㅜㅜ.지금 이 시간에도 

집안에서 모자쓰고 있네요. 치유과정 중에 찬 것, 

매운 것, 추운 것 튀긴 것 등을 피하는 게 (환경)얼마

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습니다.

헤어진 친구 ㅎ

헤어져야할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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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쥐젖에 한 체험사례가 이것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을 것입니다.

좋은 사례가 겹쳐서 올려진다는 것은 그 효과

가 확실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쥐젖 한번 해보시죠.

감사합니다.(4월 9일 오후 7:41)

② 박완수

쥐젖 ㅎㅎㅎ… 몇 년 전에… virus 때문 같다

고 했더니…

피부과/인터넷에선… virus 아니고, 원인을 

모른다 했어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아 명명되지 못한 virus 

엄청 많지요…(4월 9일 오후 11:26)

2018년 4월 9일 오후 3:20 188 읽음

이선영

#체험사례

2월 달에 체험례에 올라오신 58세 남자분

써클 3달 이후 안티 3달 드셨는데 겨드랑이 양쪽으로 

자잘한 쥐젖이 여러 개 달렸었는데 지금 양쪽으로 

딱 1개씩만 남고 다 없어졌다네요

2018년 4월 9일 오후 5:50 192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접니다 남 56

작년 12월 운동 중 다친 우측다리로 인해 정량으로 

유지해 오던 중,다시 통증이 더해져 안티101,써클

222 한 달째…다시 호전 중입니다.

토요일은 경포호 벚꽃축제와 삼척 유채꽃 축제와 

늦어진 술자리…

어제는 또 올 첨으로 등산을 했습니다. 쉰움산… 

높지않은 산이었지만 갑자기 만난 눈보라를 맞서

며 성치않은 다리로 오르려니 힘들었습니다. 겨울 

내내 운동없이 생활한 결과 탄생한 하복과 옆구리

의 오일뱅크 띠를 두르고 오르려니 몸 곳곳에선 아

우성의 메아리더군요. 그래도 무사히 산행을 마치

고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을 땐 다음 날 찾아올 반갑

잖은 근육통과 피로가 걱정되더군요

근데 월요일 아침 눈을 떠 젖산으로 가득 들어차 

무거워졌을 하체를 예상하며 침 에서 내려섰는데 

불편한 것을 전혀 못느낀 채 가뿐히 일어서게 되더

군요. 다리를 흔들어보고 관절부위도 만져보고 종

아리 근육을 눌러보고해도 이상 무!! 옆지기에게도 

물었죠. 그녀도 이상 무… 참 이상 하더군요.

아니아니, 생각을 바꿨습니다. 과학적 사고의 창작

물을 복용하고 나타난 몸의 변화를 보고 약사가 이

상하다 생각하면 전 무지몽매한 인간이겠죠? 바로 

다음 순간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쯤이야 당연한 현

상이라고…흠…

그런데…또 생각을 해보니 다시 이상해지던군

요.^^ 

이틀 간의 여정을 돌아봤을 때…과거 이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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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써클의 화학적인 림프순환촉진과 등산으로 

발생하는 물리적인 림프순환촉진이 서로 곱

셈으로 림프순환촉진이 되었으니 당연한 결

과입니다.

림프순환촉진이 왜 얼마나 단한 효과인지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니 감사합니다.(4월 9

일 오후 7:55)

면 월요일은 육신의 고통으로 피로의 연속이었을 

텐데 외려 몸, 맘이 가뿐한 게…상쾌함마저 느끼게

되는군요.

안티와 써클이란 도구를 득템하여 내 몸을 내가 지

켜 멀어져 가려는 건강을 되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건강의 도구 개발자 류약사님…감사합니다.

2018년 4월 9일 오후 5:53 264 읽음

조형이

#체험사례

 

남아.16세.50키로

1월10일부터

안티·써클1ㅡ0ㅡ1로 먹고있어요

 이비인후과를 다녀도 진단도 애매한 이관장애 때

문에 먹기 시작했어요

 국내는 부산 학교의 공교수님만이 정확히 진단

하신다하셔서 부산을 가볼까 했었어요(그전에 유

명하다는 이비인후과. 서울소리이비인후과 다 가

봐도 괜찮다. 청력중이염 아무 이상없다. 아이는 귀 

압력이 안 맞아 하루 종일 입을 씰룩거리고. 짜증내

고. 저는 속이 타고ㅜㅜ)

3개월째인데 중간에 옷 얇게 입고 다니더니 감기걸

려서 일주일 힘들어한 거 말고는 조용합니다

사춘기라 그런가 약 먹일 때마다 낫지도 않는데 왜 

주냐고 하연서도 먹고 저는 좋아졌는데 무슨 소리

냐 하고 투닥거립니다.

남자애라 어떻게 좋아졌다고 상세히 말은 안하는데 

귀이야길 안 하는 것만 해도 좋아졌다 생각합니다

정말 보고있는 제 속이 타들어갔었거든요

 

이관장애를 양방에선 질병이라 생각을 안 하는 거 

같아요

네이버에 카페가 있는데 정말 치유방법은 없고 환

우들은 정말 너무나 힘들어하거든요.

앞으로 3개월 더 먹이고 써클 6개월 더 먹일 생각입

니다.

3개월후에 예후 다시 올릴께요

 

17세.여아

새학기되면 보약을 먹고 지냈는데

3개월 써클만 1ㅡ0ㅡ1로 먹고 있는데

몸 저리다는(건강한아이인데 피곤하면 저리다하고 

수족냉증이 심해요) 소리 안하고

써클과 글루콤만 먹고도 피곤하지만 잘 지내고 있

어요

등 여드름이 심해서 중간고사 끝나면 안티(먹고나

면 설사해서 안 먹 어요)를 다시 먹여볼까 합니다

추가로 딸아이가 비만오면 두통으로 힘들어했는데 

두통도 없어진 거 같아요.

또 추가. 피곤하면 목이 아플 정도로 가래를 많이 

뱉었는데 요즘은 거의 가래를 뱉지않아요. 한의원

가면 굉장히 건강체라고 하는데 쓰고보니 노인성

질환같네요ㅜㅜ

54세.남편.안티·써클 1ㅡ0ㅡ1 ,3개월복용

항상 등 긁고 보습제 바르는 게 일이었는데 요즘은 

등을 긁지않고 지내고 (하도 긁어서 딱지가 앉을정

도) 점심 지나면 피곤해서 다리에 힘이 없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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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기록이 중요하지요~^^(4월 9일 오후 6:19)

② 유남희

맞아요.일일이적어놓고확인해야합니다.잘하

시는거예요.(4월 9일 오후 7:11)

③ 류형준 약사 

이관장애의 경우에는 써클의 양을 2배로 늘

려서 202로 복용하면 빨리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용량을 늘려보세요.

항상 처음부터 묻고 답하면서 기록를 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기록한 것을 하나씩 물어서 확인하

고 그러한 묻고 답하기가 진행되면 자연스럽

게 치유의 길을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4월 9일 오후 8:01)

④ 박완수

(먹기 전에 적어놓지 않으면 별 달라진 거 없

다하고 하나하나 비교해 물어보면 그거 좋아

졌네 합니다)

- 아주 좋은 생각이군요 -

- 분명 효과가 날 텐데… "별로"라고 하면 우

리들이 낙심되죠?? -(4월 9일 오후 11:13)

⑤ 조형이

양 늘려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4월 10일 오

전 11:06)

피곤한 것도 훨 좋아졌답니다

아는 여동생.44세.선생님.써클 1ㅡ0ㅡ1 ,1달복용

먹고 일주일되서. 물어보니 그 약 좋다고 피곤한 

게 훨씬 낫다고 합니다

또 다른 동생같은 나이 동생. 방광염에 알러지때문

에 안티·써클 1ㅡ0ㅡ1로 한 달짼데 피로가 좋아지

고 방광염은 아직 재발이 없다네요

53세.언니.마른체형

머리숱이 없고 잔머리가 없는데 2개월 차 잔머리가 

나온다고 신기해합니다.

제가 약을 줘보니 먹기 전에 적어놓지 않으면 별 

달라진 거 없다하고 하나하나 비교해 물어보면 그

거 좋아졌네 합니다ㅜㅜ 큰 질병이 없는 경우엔 달

라진 증상을 못 찾아내는 거 같아요

2018년 4월 9일 오후 10:16 251 읽음

김영희(한가족약국.여수시)

#체험사례

 

김ㅇㅇ 50세 남

혈압약 고지혈증 통풍, 복용 중

만성피로 탈모

전신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20년 넘은 듯)

안티 써클 기본으로 복용한지 두달

병원에서 정기 검사해보니 콩팥이 수치상으로 좋

아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덜 빠진다고 합니다

다음 검사 때는 수치가 어떤건지 정확하게 알아보

라 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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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남희

꼭꼭해주세요.(4월 10일 오후 12:38)

② 김영숙

ㅡ(4월 10일 오후 1:30)

③ 조용권 (도아약국.대전서구)

얼른 쾌차하시길 기원합니다.(4월 10일 오후 

2:57)

④ 이종수

우리약사님 도 병마와 열심히 싸우고 있네요! 

무조건 이길거에요. 화이팅!(4월 10일 오후 

5:19)

⑤ 류형준 약사 

권명선 약사님은 이제 자신의 몸으로 체험사

례 발표를 하십니다.

내가 먼저 확인해야 믿음과 확신이 신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8:54)

2018년 4월 10일 오후 12:34 188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작년 12월 23일 수술하지 않고 추적 관찰하자고 한 

제 눈의 망막전막증 정기검진이 3월 29일이었고

전 여전히 안티 111 써클 222로 복용중이며 검진 

후 의사는 다행히 더 나빠지지 않았고 망막전막 앞

부분에 약간의 물이 차 있는 부분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 다시 3개월 후에 보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약은 잘 복용하고 계시죠?' '아무약도 안 

주셨는데요'

'아 별 도움은 안 되나 그래도 루테인 vt c vtD 오메

가는 드셔야됩니다.'

'네 다 먹고 있어요.'

더 나빠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이 안티와 

써클 때문이라고 말하려다 완치 판정 때 공개해야

지 하고 맘을 바꿨네요

어서 빨리 그날이 오길 …

2018년 4월 10일 오후 4:39 156 읽음

서원모

#체험사례

 

39세 여성

증상:만성두통(MRI찍어도 아무 이상없다고함)

숨을 잘 못 쉴 때가 있음 

공황장애

머리가 자주 아픔

손발이 차다

쉽게 멍든다

눈이 빨갛게 충혈됨

가슴이 답답함

얼굴에 열이 남

부신피로 차트 보여주니까 … 모두 해당되네요 했음

투약:3월13일

안티 1. 1. 1

써클 1. 1. 1

각각 60포 1통씩 가져가심

경과 반응

제가 딱 보는 순간 일단 얼굴이 환해진 게 보이네요

오늘 4월 10일 오셨기에 항목별로 하나하나 꼼꼼히 



 제3장 체험사례 00571

① 류형준 약사 

세포환경정상화제의 치유역할을 제 로 알

려주는 체험사례입니다.

치유가 아니면 많은 증상을 한꺼번에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세포의 위 함이고 치유의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9:02)

① 류형준 약사 

1년씩 되었다니 당연히 안티와의 병용이 필

수입니다.

메니에르병만 있으면 써클의 용량을 늘리기

보다 안티와 써클의 병용이 우선순위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9:08)

물어봄(옛날부터 하던 설문지로 체크 해 나감)

우선 두통이 많이 좋아지니까 살 것 같다고 하심

숨쉬기가 편해짐

손발 차거운 것이 좋아짐

눈 충혈되는 게 줄어듬

가슴 답답한 것이 좋아짐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이 줄어듬

그래면서 하시는 말씀

며칠간 약이 떨어져서 안 먹었더니 두통이 조금 다

시 살아났다고 하심

그래서 이제는 쉬지않고 복용하시라고 말씀드렸습

니다

오늘도 안티 써클 각각 60포짜리 1개씩 재구매로 

가져가셨습니다.

2018년 4월 10일 오후 5:24 197 읽음

이송락

#체험사례

남 60세, 건장한 체격, 건설업

B맥스 제품 복용 중.

작년 12월 어지러워서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약 썼

으나 무효.

준종병에서 메니에르병으로 진단.

두 달 넘게 약을 먹어도 하나도 효과없음.

어지럽고 이명에 온몸이 결림(이건 직업과도 연관)

2.27 메니에르병이 내이에 림프액과다정체로 오는 

병이므로 

볼 것 없이 써클 222로 5일 복용 후 111로 10일 복용

하게 함.

3.15 병원약이 하나도 안 들었는데 이건 조금 차도

가 있다고함.

써클 111로 한통 더 가져감.

4.6 아직 완전치가 않다고 함… 근데 사실 이 증세

는 작년 7월부터 있었다고 고백함. 안티를 함께 복

용해야한다고 설명해줌. 

이번에 써클 한통 더 먹고 같이 먹겠다함.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 용량을 늘려서 복용

하라고 했습니다.

222로 복용하다가 111로 드시라고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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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축하드립니다~~(4월 10일 오후 6:23)

② 류형준 약사  

축하합니다.

10년은 새롭게 선물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하고 싶은 

것, 못해서 아쉬운 것들을 모두 하시면서 덤

으로 얻은 10년을 약국만 하지 마시고 즐기면

서 살아보세요.

그래야 약국을 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보

람됩니다.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9:11)

2018년 4월 10일 오후 5:28 193 읽음

김은실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체험사례

 

안티서클 6개월 복용을 끝내고 어제부터 써클 6개

월 복용을 시작한 기념으로 제 체험례를 올려볼까 

합니다

45세…  평소 죽어도 운동은 안하는 바쁘다는 핑계

로 각탕법 산소호흡법은 엄두도 안내고 다행인 건 

찬 거 매운 거는 원래 안 먹는 거라 그 도움만 받는 

상태에서의 6개월 복용이었구요

일단 젤 좋아진 건 피부에요.

성인여드름은 물론이고 여드름 자국도 많았고 기

미도 제법 많았던 피부인데 여드름 없어진지는 오

래됐구요

코에 있던 큰 모공도 많이 작아졌고 무엇보다 눈 

아래있던 기미들이 거의 안보여요

피부색이 많이 밝아졌고 제가 만져봐도 피부가 매

끈해졌어요

아…  이렇게 피부세포들이 예전으로 되돌아가듯 

몸 안 구석구석 세포들도 좋아지겠구나 할정도로

어딜가나 피부 좋아졌단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다음은 40  들어서며 한 번씩 괴롭히던 오른쪽 

무릎통증을 거의 못 느끼고 살아요

운전할 때마다 힘들었는데 좋아요 요즘은

운동부족으로 만성피로를 달고사는 저 는데 일요

일도 근무하는 내과 옆에 개국한지 십 개월 여름휴

가 명절 합쳐 4일 외엔 혼자서 계속 근무하는데 아직

까지 큰 병치레 없이 씩씩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이들 아플 때마다 써클 안티 도움으로 

가볍게 지나가주니 편안하게 약국 근무를 할 수 있

으니 정말 감사한 맘 가득입니다

2018년 4월 10일 오후 5:57 204 읽음

서원모

#체험사례

 

남자 30세

증상:피곤하기만 하면 가슴에 알러지가 생김

제가 한번 보자고 해서 봤더니 불그스레하게 알러

지있음

투약: 4월9일

양한방 복합제제 

알러지 피부질환 두드러기 피부염에쓰는 매약과

안티 1. 1. 1

써클 1. 1. 1

3일분 권했는데 돈 없다고 우선 하루분만 달라해서 

하루분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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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하루분에도 개선이 되는데 

사실 하루만에 뿌리가 뽑힐 증상은 아니지요.

작은 증상 시작된 인연이 치유의 길로 함께 

가길 바라는데 환자분은 단지 현재 증상에만 

관심이 있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9:15)

② 서원모

류형준 약사 

맞습니다

오면 계속 싱담해보겠습니다(4월 11일 오후 

9:29)

① 류형준 약사 

얼마나 좋을까요?

환자분도 안순원 약사님도 행복하게 치유의 

길을 함께 가는 모습이 선합니다.

이런 모습을 다른 약사님도 모두 보겠지요.

약사님 덕분에 저를 포함한 약사님 모두가 행

복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9:18)

오늘 지금와서 하는 말이 툭하면 생기고 자주 생기

는데 이렇게 빨리 가라앉은 건 처음이라고 다시 하

루분만 가져감

2018년 4월 10일 오후 6:31 191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여 71 고혈압약

작년 12/13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안티·써클 정

량복용하여 목디스크로 인한 통증과 중압감 감소, 

만성두통 소멸, 상포진 후유증 감소, 손마디 관절

통감소, 객담감소, 속쓰림 감소, 종아리 통증 소멸

로 숙면 취함.

오늘 건강검진 결과서를 가져오셔서 확인해보니…

5mm의 담석과 경도의 위축성 위염만 있지 나머지

는 너무 깨끗하다 말씀드리니 이게 다 안티·써클

의 덕이라며 박수를 치며 좋아하십니다. 게다가 담

당의가 골다공증 수치가 향상됐다며 골다공증약을 

당분간 끊어보자고 했답니다. 이 역시 안티·써클

의 힘이라고 자평하십니다.현명하신 판단이라 했

습니다.

주소증인 요통과 슬관절통의 변화는 만족하기엔 

미흡하지만 위에 열거한 증상들의 호전과 양호하

게 나온 검사결과들로 인해 주소증도 치유할 수 있

단 믿음이 가득해보입니다.1년이 되던지 그 이상이 

되던지 그만 먹으라고 할 때까지 먹어보겠다 하십

니다. 그리하면 혈압약도 끊을 수도 있다하니…노

인네가 약 하나는 걸치고 살아야 진짜 노인네지~

어르신의 유머러스 멘트에 미소가 배어나옵니다.

2018년 4월 10일 오후 7:59 201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남 51 1/18글 건설업 사장님

오늘도 스텔스기처럼 기척없이 들어와 카드만 쓱 

내 고 저 약 주세요…

2회의 허리수술 후 안티·써클 4개월 차에 접어든 

그 분은 늘 이런 식으로 구입해 갑니다. 저도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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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남희

재미있는 분이네요. 참 좋으신 분이면서요.(4

월 10일 오후 8:04)

② 류형준 약사 

무뚝뚝하신 분 같은데 잘 따라오시네요.

허리수술 2회이면 거의 요통은 고질병 수준

인데 허리가 단단해진다니 신기합니다.

피로도 풀리고 혈압도 안정이 되고 있다니 요

통 다음에는 혈압이 되겠지요.

좋은 체험사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4월 11

일 오후 9:21)

① 류형준 약사  

이석증이 열흘 만에 좋아졌다니 환자도 약사

님도 운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먹어야 하는 것은 아시지요.

제발방지를 위해서는 세포환경이 정상화 되

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9:32)

말 없이 제품들만 건네고 결제한다면 아무 말 없이 

사라질 분입니다. 

어떠세요? 여쭈니,1개월 차 복용 후 담통, 근육통, 

피로감소가 있었고 지금은 드디어 약했던 허리 부

분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고 안정감이 생겨 요통

이 감소되고 눈의 피로도 감소되고 있답니다. 추가

로 혈압약을 먹어도 갈팡질팡하던 혈압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무거운 입을 떼어 얘기합니다.

허,참~안티·써클이 돌부처 같은 분의 입을 열게

합니다. 다른 내용이 더 나오려는 찰나… 입장한 

다른 환자분 약 드리느라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사라졌습니다. 난,아직 배가 고픈데…

담 달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2018년 4월 10일 오후 11:45 201 읽음

김영희(한가족약국.여수시)

#체험사례

써클4.u와안티플러스 체험사례

49세 여자

3월30일 아침에 일어나려하니 천정이 빙글빙글 돌

아 일어날수가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이석증이라

고 처방약3일분 받았다

써클과 안티 각 포 기넥신80mg1알

아침저녁 먹으라고 하 다

4월10일 오늘 카톡해보니 괜찮다하네요. 처방약은 

3일분만 먹고 주변에서 금방 좋아졌다고 다들 놀라

더라 하네요

2018년 4월 10일 오후 11:54 242 읽음

김영희(한가족약국.여수시)

#체험사례

써클4.u와 안티플러스 체험사례

50  중반 남자

얼마 전 어깨가 아프다고 소염진통제와 근육이완

제를 달라고하여서 써클포유 몇 봉을 같이 드렸는

데 오늘 와서 지난번 길쭉한 알맹이하고 근육 이완

제를 찾네요. 그거 먹으니 참 좋더라고 소포장 한통

과 근육이완제 한통 달라하시면서 마라톤 완주 후

에 먹으면 좋겠다 하셔서 달리기 전에도 드시라 했

네요. 솔직히 재구매는 처음이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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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안티와 써클이 평생지기의 나쁜 친구들이 많

이 있는 분들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견비통, 요통, 비염, 위장병, 동상, 무좀, 상

포진 등등등

나쁜 친구들아 안녕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9:34)

① 류형준 약사  

가족들이 좋은 공부를 하게 합니다.

가족들이 좋아지면 기쁨 두 배 행복 두 배이

지요.

믿음과 확신은 당연한 선물입니다.

저도 함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9:40)

② 박완수

임서정 6세 - 안티 2, 써클 1개 = 2포? 1포?요?

1살된 조카 -- 0.3 0.3 0.3 = 3포씩요??(4월 

11일 오후 10:36)

③ 장은선

박완수 6세 안티 212 써클 111,

1살 (15개월)안티 써끌 0.3포씩 하루 세번요. 

2018년 4월 11일 오전 10:25 170 읽음

장은선

#체험사례

1.

백성욱 38세 175cm, 60키로 중후반

형부 체육교사

1. 20

발바닥 껍질 벗겨짐, 만성피로, 목 부위 염증으로 

복용 

안티 101 써클 202

 

4.9 발바닥은 딱히 좋아진지 모르겠는데, 피로 개

선, 목 부위 종기는 레이저로 5번 시술해야했는데 

2번하고 좋아져서 안했답니다. 

근데 단단하고 살짝 마른 체격인데 집안내력 상 혈

압이 130~140으로 좀 높았는데 이번 건강검진 때 

120이하로 내려갔다고 전화왔드라고요. 

이분은 매운 것 찬 것도 안 가리고 각탕법도 안 해 

효과가 더뎌 답답합니다. 

#체험사례 

2.

임서정 6세 120cm 23kg 저의 딸

어제 유치원서 오더니 39도 넘는 고열. 약국끝나고 

갔더니 해열제 먹여도 안 떨어져 시엄니가 병원데

려가셨더라구요. 어머니께 전화해서 약있으니 애 

데리고 오시라고 진료도 안 받고 소환.

저녁8시쯤 안티 2, 써클 1개 열 떨어져 잘 놀고 잘 

잤습니다. 혹시 해열제 효과인가 새벽에 계속 체온

재도 36.8~37.2사이요. 

헐 박~

얘는 열나면 고열 3일 지속되는 애거등요. 오늘 아

침도 안티 2 써클 1먹이고 왔습니다. 워킹맘의 수고

도 덜어주는 참 고마운 안티 써클!

이 아이가 예전에 축농증으로 안티 101 써클 101 

먹다 피부가렵다해서 안티1 써클 2개 먹 더니 유

치원서 코피가 갑자기 많이 났다 하드라고요. 

저희 1살된 조카도 모세 기관지염 때문에 안티 써클 

0.3 0.3 0.3 먹이다 혈변봤고요. 류약사님의 안티 

써클의 자체 사혈효과에 해 말씀 하신 것을 본 

터라 걱정은 안했으나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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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딸은 위 용량으로 4회 먹이니 어제밤 갑

자기 코피가 많이 나드라고요. 근데 초저녁에 

열이 37.7정도 오르던 것이 코피나고는 36.8

도로 딱 떨어졌어요~(4월 12일 오전 11:35)

①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와 정말 많이 수북해지셨어요.^^(4월 11일 오

후 12:51)

② 안순원

1,두 달간의 용법/용량은요?

2,타 제제 병용하셨나요?(4월 11일 오후 

1:09)

③ 진원택

처음 사진은 뒤로 빗어넘겼고 두번째 사진은 

뒷머리를 앞으로 빗었네요.

둘 다 똑같은 방향으로 빗고 사진을 찍었다면 

더욱 객관적이고 비교하기 쉬웠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4월 11일 오후 1:30)

④ 유남희

단하네요.(4월 11일 오후 2:14)

⑤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순원 안티111.써클222 로 복용했습니다.

다른 약은 일체 안 먹었어요.(4월 11일 오후 

2:18)

⑥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진원택 환자가 제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첫 번

째 사진이 평소 그 친구 모습이예요. 이렇게 

머리가 길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앞으로, 뒤로 방향이 아니라 ㅎ

첫 번째도 속머리가 많이 자랐다고 자랑했어요.

머리아까와 못 자르고 보여준 후 살짝 다듬으

2018년 4월 11일 오후 12:42 229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체험사례

 

61세 남자.

목표는 혈압. 당뇨인데 치유의길 걷는 중에 수북해

진 머리칼을 선물로 받네요~^^.

2월12일 복용시작

안티111.써클222

혹시?하고 제가 사진으로 남겨 놓았어요. 동생이 

발모효과있기에 ~^^

3월5일 사진.

4월11일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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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간다고 온 거랍니다. 제 친구랑 그 아내가 

싱 벙 해요^^(4월 11일 오후 2:24)

⑦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참고로 프로페시아도 한 1년 정도, 두타리드

도 한 1년 복용한 적 있었는데 그때는 자랑할 

만한 변화가 거의 없었답니다.(4월 11일 오후 

2:28)

⑧ 류형준 약사 

머리카락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머리도 검게 

자랐습니다.

탈모 그녀석도 평생친구인데 이제는 이별이 

가능한지 해봅시다.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9:47)

⑨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류형준 약사 본인말로 굵기가 굵어지고 모발

에 힘이 생겼다하네요.너무 얇고 부드러운 모

발에서~(4월 11일 오후 10:02)

⑩ 류형준 약사 

맞습니다.

모발이 굵어지고 힘이 생겨서 서게됩니다.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10:25)

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저도 두통에 좋은 경험 자주한답니다. 고마운 

써클~♥(4월 11일 오후 1:02)

② 유남희

나도 둘째 사위가 피곤하면 머리가 아팠는데 

써클만 먹고도 편두통을 한 번도 격지 않았다

네요. 그래서 이번엔 안티와 써클을 제 로 

챙겨먹으라고 돈도 제 로 받고 줬네요.ㅎㅎ

(4월 11일 오후 2:07)

③ 박향숙

두통에 잘 활용해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2:14)

④ 류형준 약사 

두통뿐 아니라 편두통에도 치유의 길은 크게 

열려있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9:49)

⑤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류형준 약사 편두통. 두통 모두 좋은 사례 많

이 경험합니다. 좋은 제품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10:00)

⑥ 류형준 약사 

이명희 저는 단지 림프순환촉진제와 광범위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했을 뿐 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길을 함께하는 도구로 설명했

습니다.

그 도구를 약사님들이 명품으로 만들고 계십

니다.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10:27)

2018년 4월 11일 오후 12:49 186 읽음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체험사례

 

20 후반 여

4.9 며칠 전 두통약을 사러 오셔서 혹시 두통이 자

주 있는지 얼마나 되었는지 여쭤보니 1년 정도 되었

고 자주 발생이 된다하여 써클을 111로 일단 드시고 

두통약은 후에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안티와 

써클도 설명드렸답니다.

4.9일에 오셔서 써클을 몇 포 더 달라고 하시며 두

통약 안 먹고도 효과가 좋아서 신기했다며 비상용

으로 두시겠다고 가져가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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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남희

안티도 같이 써야지요?(4월 11일 오후 3:56)

② 류형준 약사 

유남희 예 맞습니다.

안티와 써클을 병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증상이니 안티·써클 6개월은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9:52)

① 유남희

좋은생각, 한 가정을 살리게 될 것 같아요.(4

2018년 4월 11일 오후 2:59 196 읽음

정국현

#체험사례

야뇨증 전교회장

13세남 체격좋고 전교회장을 할 정도로 활달하다

고 함

한 달 보름 전에 할머니가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손주가 왔는데 초6학년인데 이불에 오줌을 싸서 무

슨 좋은 약이 없냐고 하시더군요.

야뇨증으로 병원약은 계속 먹고 있는데 몇 년 동안 

큰 변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신기가 약한 것으로 판단

신음을 보하는 육미제제 하루3번 복용

써클 하루2번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보름 전에 오셔서 여쭈어보니 약간의 변화는 있는

데 아직 큰 변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손주가 멀리 떨어져사니 자세한 것은 모

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방문하셔서 말씀해주시네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나타난다구요.

앞으로도 계속 복용시킨다고 하시네요!

오줌싸게 전교회장님 자신감이 더 오르게 생겼습

니다!

2018년 4월 11일 오후 3:24 131 읽음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체험사례

 

김슬*(30세.여)

작고 아담한 체형

4.2일 입술포진으로 약국에 오셨는데 얘기를 나눠

보니 중학교 때부터 수시로 재발했다고 함.

안티플러스와 써클, 포유 설명해드림.

안티플러스 소포장 111로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명

현현상도 미리 설명함.

4.11 전화해서 어떠셨는지 여쭤보니 다 나았고 좋

았다고 얘기하시네요. 꾸준히 드시면 재발이 점점 

줄어들거라 말씀드리니 처음 듣는 말처럼 그래요? 

하시네요. ㅎㅎ

참고로 이분 가족들이 모두 허약체질이에요. 아빠

도 심한 비염.6살정도 된 아이도 혈색도 넘 안 좋고 

비염도 심하고 장도 안 좋은 상태 는데 작년 저의 

권유로 훼마틴과 에바치온, 프로바이오틱스 복용 

후 조금 좋아졌는데 한동안 안 오셔서 안 드시나보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다른 아는 약사님

한테 저렴하게 사서 드시고 있었나봐요. 제가 아이

를 위해 써클, 안티를 가끔 설명하고 소개를 해드리

곤 했는데 별 반응을 안보여서 참 안타깝다가 이번 

계기로 관심을 가질 계기가 된 것 같아 무척 보람되

었습니다. 아이 혈색이 무척 안 좋아서 

정말 안티·써클로 꼭 치유의 길을 걷게 해주고 싶

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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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1일 오후 3:55)

② 류형준 약사 

약사님이 좋은 마음 갖고 있으면 환자들은 자

연히 치유의 길을 따라오게 됩니다.

치유의 길은 마법같아서 내가 준비가 되어있

으면 저절로 필요한 분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9:55)

① 류형준 약사 

하지불안증은 안티와 써클로 청력저하는 덤

으로 치유되고 있네요.

치유의 길은 한 가지 증상만 좋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다음에는 또 다른 덤이 나올 것입

니다.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9:59)

2018년 4월 11일 오후 3:36 121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여 1/16글 이종~71세 

작년 12/16 부터 하지불안증으로 안티·써클 드셔

온 분입니다. 지난 달 무릎아래1/3 부위까지 호전 

중이라 하시더니 현재 좋아진 부위가 다시1/3 정도 

더 내려갔답니다. 첨 오셨을 때 근육이 빠져 덜 거

리듯 흔들렸던 종아리에도 탄력이 생기고 다리에 힘

도 실렸답니다. 하지가 편안해지니 잠도 잘 온다네

요. 동고동락하던 전기 찜질백과는 이별 중이고요.

1/16 보청기 없어도 잘 들리는 것 같다 하시기에 

일과성이겠지…하며 지나쳤는데, 지금은 보청기를 

사용하면 확성기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웅웅거려 사

용을 자제한다네요. 요즘 귀가 시원하고 잘 들을 

수 있어 이것과도 이별 연습 중…두 차례에 걸쳐 

진도가 나간 점을 봤을 때 이 결과는 면역력 상승과 

림프순환 호전으로 인한 변화라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치유기간 다시 한 번 명시해 드리며 건강법 

계속 고수하길 부탁드렸습니다. 

주소증 외 얘기치 못 한 좋아진 청력에 한 추가비

용은 없다며 선심 쓰듯 말씀 드렸습니다^^

안티·써클 각 정량과 슬관절, 허리 보강차원으로 

조인헬스 한 달분 드림 

2018년 4월 11일 오후 3:39 166 읽음

조용권(도아약국. 전서구)

체험사례 : 무릎통증 

30세 여 요양병원 행정근무 .사회복지사

전에 약국 전산직원으로 채용하고 데리고 있었음

착하고 일 잘하고 성실.

지난 1월 계단 오르다 넘어져 왼쪽 무릎 통증.

X 레이 이상 없고  무릎 위쪽으로  저리고 아프고 

전문병원 가기 전에 들림.

인 , 근육, 어혈로 염증, 통증.

다크써클, 불면, A형간염보균. 체크지 거의 다. ㅎ

스트레스, 늘 피로. 저혈압. 소화불량. 빈혈.

써클  222 3일  4/5

써클  201 7일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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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미 간염바이러스 보균자이니 안티와의 병

용은 필수이겠지요.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10:00)

림프순환으로 염증물질, 독성물질, 어혈을 배출해

서 조직세포환경개선해서 면역력을 키워보자고 책

을 주고 건강법을 지키라고.

카톡에 물리치료 10번 하고 그래도 아프면 mri 찍

으래요^^ㅎ /병원서 

복용후

음 조금 가벼워진 거 같아요~~

ㅆㅎ무릎 덜 아파요ㅎㅎ

안티랑 더 먹게 해야 할 듯싶네요. ㅎ

#체험사례 

하늘 참 간만에 맑으네요. 

점심먹고 옥상에서 3청사랑 한빛탑쪽.

2018년 4월 11일 오후 3:59 195 읽음

정원호

#체험사례

오X극 66세 남성

전립선비 증 역류성식도염 고혈압 아보다트캅셀 

프로스카정 등 복용해오고 있음 오래전 넘어져서 

벽에 부딪혀 피가나고… 그 사고 이후 염증으로 코 

한쪽이 막히고 이비인후과 내과 등 약을 복용했으

나 잘 낫지 않아 입원과 퇴원을 반복 병원에서 폐까

지 손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음 .

그 동안 항생제를 많이 복용하여 위장이 상하여 더 

이상 항생제를 복용해야하는 입원수술치료를 감내

할 수 없다며 중단한 상태로 오심.

안티·써클 1포씩 하루3번 15일간 유산균과 같이 

드림

이후중간에 내방하여 충농증상이 호전되고 두통과 

치통까지 좋아지셨는데 설사를 한다고 하여 온수

를 드시게 함

아마 역류성식도염으로 겔 종류를 많이 복용한 탓

도 있어 보 음.

안티 써클 다 드신 후 오셔서 축농 코뼈손상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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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것

이 좋은 고양이입니다.

치유의 길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좋습

니다.

축농증, 두통, 치통까지 좋아졌는데 설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정황으로 볼 때 나쁜 것

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설사를 멈추게 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리면서 

경과를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10:08)

② 김승재

이 경우 설사는 정상적인 인체해독기능으로 

오히려 설사하고 나면 장독소가 많이 배출

되어 몸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4월 11일 오후 

10:28)

③ 정원호

네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10:38)

좋아지셨다 하심. 혈압이 좀 있었는데 내려갔다고 함.

같은 용량 1개월분 가져가심.

꾸준히 드시겠다고 하십니다.

2018년 4월 11일 오후 9:57 195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체험사례

 

55세 임00님.여.

건선. 손목터널증후군 양쪽 다 보호  착용. 일기예

보(방송보다 정확). 만성두통. 잘체함. 변비.

2월 초순께 

안티101 써클202로 15일간 복용함.

건선 때문에 롱치마에 항상 긴팔옷을 입고 다니는 분.

처음부터 오래 복용해야함을 말씀드렸는데 ~~,

오랫만에 방문하셔서 다리를 걷어 올리며 보여주

신다. 피부가 깨끗하다. 한번도 이런 경우가 없어서 

매끈한다리 자랑하고 다닌단다.

15일 복용후

변을 잘보고, 소화도 잘되고. 두통증세가 확 줄었

단다.

머리숱이 굉장히 많은 분이 한줌씩 빠졌던 머리가 

5일 정도부터 안 빠졌단다. ㅎ 근데 두 달 정도 지나

니 다시 빠진다고 한다.

손목은 지금도 아프시다고 한다.

건선으로 숨기고 다니던 피부는 지금까지도 깨끗

하다고 참 신비로운 약이라며 ~ 줄줄줄 이야기하

신다.

자신은 좀 더 지켜본 후 처음부터 시작해볼란다고 

하신다.

오늘은 딸 때문에 오셨다.

패션모델 이쁜 딸의 여드름 상담하러 오신 거 다.

안티·써클 101로 한 달분 가져가며 자신의 건선 

좋아진 거보면 여드름도 빠르게 좋아지지않을까 

생각한다며 총총 나가시면서

결혼 전부터 앓아온 건선이라 쉽게 낫진 않을거고 

몸을 바꿔야한다는 것 알고 있다며~ 빠른 시간 안

에 다시 올께요~ 하신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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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건선은 피부질환이라 전후사진을 올려서 비

교해 주셨다면 한눈에 알 수 있었을 텐데 아

쉽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건선이 좋아진다고 하니 마음

이 흐뭇합니다.

세상 모든 고통을 다 돌볼 수는 없지만 질병

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치유의 길로 안내 할 

수 있어서 참 많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10:24)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이렇게 빠른 효과 볼 줄 몰랐지요~~(4월 11

일 오후 10:34)

③ 류형준 약사 

이명희 사실 저도 그래서 사진 찍지 않아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10:40)

④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류형준 약사 

사진이 없어 아쉽다했더니 본인이 찍어놓은 

게 있다고 보여주시네요. 오늘 두 딸과 자신 

모두 3명 !치유학교 입학동기생되었습니

다.^^(4월 12일 오후 8:39)

⑤ 류형준 약사 

이명희 와우

도깨비도로 아니고 사진나와라 하니 사진이 

뚝딱 나오네요.

감사합니다.(4월 12일 오후 10:32)

양 다리 팔 얼굴까지 ^^

2018년 4월 11일 오후 10:21 210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여 61

평소 매우 예민하여 일반약, 처방약…조심에 조심

을 거듭하며 드시는 분입니다. 언젠가 위경련이 일

어나 써클111/2일로 툭툭 털고 일어났다가, 얼마 후 

다시 재발하여 동량으로 또 쾌차…이 때 안티·써

클을 소개하려다 차마 입이 안 떨어져 천기누설만 

드리고 보냈습니다.

얼마 후,이번엔 감기약 처방전…다시 얼마 후 감기 

후유증으로 이명이 찾아와 써클111/2일…이번에는 

리플렛만 드렸음…

오늘 방문…이명도 쾌차했었다네요. 근데, 요즘 감

기가 잘 안 낫고 오래간다, 피로하며 면역이 바닥인 

것 같다며 상담요청!!

이미 천기누설과 리플렛 여러 번 읽고 오신 듯…안

티·써클 각 정량 한 달

몇 차례 치유의 꽃길로 안내할 타이밍을 놓쳤지만 

유효한 단기처방의 기억과 드렸던 책자와 리플렛

의 덕택에 거부감 없이 이 분을 치유의 길 초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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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항상 준비되어 있으시니 환자도 따르게 됩니다.

단지 시간의 차이만 있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인연 로 오고 인연이 없어도 

피로하면 인연을 만들어서도 옵니다.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10:35) ① 류형준 약사 

안티와 써클로 발모촉진이 될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저도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먹는 발모제로도 손상이 없겠지요.

감사합니다.(4월 13일 오후 12:41)

이르게 했습니다.

명현, 건강법, 조심할 사항…다 알고 계서서 상담은 

일사천리…

천기누설책자와 리플렛…말없이 강합니다.

2018년 4월 12일 오후 3:16 230 읽음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체험사례

약사본인 (46세.여)

3.8일 체험사례 올린것 외에 추가로 올립니다.

탈모개선과 치아시림 개선 사례입니다

탈모개선~가뜩이나 머리카락이 얇고 숱이 적은 편

이었는데 늦은 40살에 첫 출산을 하고나서 급격한 

탈모로 앞머리 쪽이 휑해져서 가리고 다니다가 급

기야는 흑채까지 샀답니다.흑채1번 사용해보고 이

상해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안티와 써클을 복

용한지 5개월이 되어가는 지금 앞머리 양쪽 모두가 

빽빽해져서 저도 남편도 모두 놀랐답니다. 약국 환

자들에게 안티·써클 설명할 때 제 머리를 자신있

게 보여드린답니다.

치아시림~성격이 급한 편이라 양치질을 할 때 세

게, 급하게 하는 게 버릇이 되어 잇몸이 많이 깍여

나간 상태여서 몇 년 전에도 잇몸을 채워넣는 치료

를 받았었는데 작년부터 또 치아가 심하게 시린 증

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과 같은 치료를 받기 위해 

치과예약까지 했다가 안티·써클로 이 증상도 개

선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문득 들어 치료는 받지 

않고 복용하며 확인해보기로 했답니다.

역시 안티와 써클은 저의 기 를 저버리지 않았어

요. 2달 전쯤부터는 치아시림의 증상이 전혀 느껴

지지 않아 무척 만족스럽습니다.

찬 거.매운 음식은 최 한 먹지 않고 추위로부터 

몸의 보호도 최 로 해주었답니다.

2018년 4월 12일 오후 6:45 189 읽음

이선영

#체험사례

아침에 여자분이 안티봉지를 내 며 또 6포 달라고 

하십니다.

가만히 보니 이틀 전 피곤하고 무리하면 목이 많이 

잠기고 아프다고 해서 안티 1포씩 하루 3번 드시라

고 드렸던 분이었습니다.

어떻냐고 물으니 목도 아팠지만 사실 몸살도 있었

다고 합니다. 이거 먹으니 목도 몸도 많이 좋아졌다

고 합니다.

근데 좀전에 또 6포를 달라고 오셨습니다. 작은 어

머니가 기침을 하시는데 좋다고 하니 사오라고 하

셨다며…

기침에도 먹어도 되죠? 물으시네요 물론 괜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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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안티만으로도 이렇게 빠른 효과를 보다니 

간혹 저도 그럴까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치유를 하다보면 어떤이는 너무 빠른 것 아닌

가 생각할 정도로 증상차도가 빠르고 어떤 이

는 반 로 과연 아기는 낫는지 의심이 들 정

도로 더딘 이도 있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열심히 하면 모두다 치유의 길

로 가게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13일 오전 5:45)

① 류형준 약사 

정제수 약사님은 참 좋은 약사님이시군요.

전에 관리약사로 계셨던 약사님의 동료약사

님까지 챙기십니다.

덕분에 또 여러 분의 동지들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13일 오후 12:40)

그러면서 본인 드실 몫으로 소포장 1통 가져가십니

다. 이 분이 당시에는 아무 말 없으셨는데 목에 피

고름도 나왔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간도 안 좋다

고 하십니다.

뒤에 조제 손님이 계셔서 간염 환자이신지는 못 물

어 봤는데 제가 처음 약 드릴 때 피곤할 때마다 반복

적으로

목이 잠기면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 많다고 말씀

드리며 약을 권해드렸는데 혹 이 분이 그 말에 믿음

이 더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물론 며칠 복용에 불편한 증세가 많이 좋아지셨

으니 재구매하시겠지만…^^

2018년 4월 12일 오후 9:50 223 읽음

정제규

#체험사례

 

48세 여성분 평소손발이 차서 순환을 위해 약을 

사드심.

3일 만에 손발이 따뜻해지고 신체컨디션이 좋아지

는 걸 느끼고 한 달분 구매함.

사실이분은 저희약국에 관리약사로 있으시던 분이 

준 종합병원 약제과로 옮기셨는데 거기에 계시는 

동료약사님입니다. 관리약사님이 드시던 안티·써

클을 시험삼아 드렸다는데 삼일 만에 반응이 와서 

지금 보름 째먹고 있는데 확실히 먹기 전보다 피로

도 덜하고 손발이 많이 따뜻해져서 장기적으로 먹

어볼까 한답니다. 책이랑 사례집도 가져가서 공부

하면서 드신다네요… 

병원 약제과에까지 소문난 안티,써클 최고에요!

2018년 4월 12일 오후 11:39 260 읽음

박완수 

#체험사례

=저의 체험사례 010번째= [써클포유]+{안티플러스]

2018년 2월에 (=저의 체험사례 002번째= [써클포

유]) 에 올렸던 환자

---------------------------------

권ㄱㅁ 여 52세 156/56 (2008년 자궁경부암수술)

-림프부종 5년 (좌측다리-우측보다 1.5배 굵음)

-과거 복용약 (엔테론, 센시아, 셀레나제, 비타민)

-2017.12.07 [써클포유] 60포/ 1포씩 bid - (명현 

있을 거라고 예언함ㅎ)

-복용 중 과연 약간의 명현이 있어서 며칠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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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자궁경부암수술 병력이 있는 분의 부종이 개

선되었다고 하니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의 복용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암 경력자는 처음에 무조건 안티111과 써클

222가 정량입니다.

먼저 왕창 뚫어놓고 나서 유지해야 합니다.

섣불리 림프순환촉진을 도모했다가는 오히

려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중단하든가 아니면 제 로 하든

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4월 13일 오전 5:36)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포스터코팅 아이디어 좋습니다!(4월 13일 오

전 8:44)

③ 류형준 약사 

이명희 포스터 코팅은 원하시면 해 드립니

다.(4월 13일 오전 10:08)

④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류형준 약사 동네 문구점에서도 가능하답니

다. 배려감사합니다.

제 약국은 공간이 넓지 않아 밟힐까 염려되어 

못합니다.ㅋ(4월 13일 오전 10:47)

가 복용함.

-붓는 기운이 덜 하다고… 두 번째 60포 가져감…

-[안티플러스]를 같이 복용하라고 하 으나 복용

약이 너무 많다고 보류함.

---------------------------------

2018년 3월 25일 경… 3번째 방문…

-림프부종은 virus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안

티플러스] 같이 복용토록 설득

-[써클포유]+{안티플러스] 각60포 가져감…

-며칠 후… 림프부종이 더 심해져서 복용을 중단했

다고 연락이 옴…

-"이것이 바로 명현이니까… 안티 쉬고, 써클만 2

포 tid로 복약지도…

-다음날… 이렇게 신속하게 림프부종이 빠질 줄 

몰랐다며 감탄!!

-"명현이 지나가면… 다시 같이 복용하여 virus를 

퇴치할 것"을 복약지도 함.

-왼쪽다리 굵은게 정상되기는 1년이 걸리므로… 

연속 복용할 것을 지도함.

포스터를 코팅하여… 약국바닥에 부착함… (의자

에 기중 기다리며 읽어 보시라고…)

2018년 4월 13일 오전 5:50 274 읽음

심영자 인천 사랑p

#체험사례

 

ㅅㅈ자 써클4.U 의 피멍제거

2017년 여름

72세 여자분이 몸과 마음이 지친 모습으로 지나가

다 내국했어요

딸이 자살해서 속상하다했지요 

그때 우황청심원방과 아미노산 바이알을 주었지요

2018년 4월 오른 눈자위가 피멍이 든상태로 저의 

약국을 기억을 더듬어 간신히  찾았노라하며 왔어요

딸 때문에 자주 울다보니 흉하게도 오른쪽 눈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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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자녀분의 자살은 가슴 뿐 아니라 눈에도 피망

을 들게 하는군요.

어떤 피멍이든 림프순환촉진이 풀어드립니

다.

감사합니다.(4월 13일 오후 12:34)

① 류형준 약사 

그 까다롭다고 하던 교수님 혈당이 드디어 86

으로 떨어졌다가 경사입니다.

축하합니다.

인슐린을 줄이고 결국 인슐린을 끊는 것까지 

도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4월 13일 오후 12:36)

② 김진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당뇨약은 안 드시고 

써클만 드신건가요? 아니면 같이 드신건가

요?? 다른 기능식품도 하나도 안 드신건가

요?(4월 13일 오후 12:47)

③ 강경애

당뇨약 드시고 인슐린 주사도 맞으시면서 드

셨구요 유산균과 간장약 드셨어요(4월 13일 

오후 2:42)

이 피멍이 든 상태로 흉한 몰골인겁니다

피멍제거에는 써클4.U 잖아요

개인사정을 듣고 써클101 한 달드렸어요

한 달 후 피멍이 제거 되었노라며 기뻐하시네요

림프순환의 효과가 발현된 겁니다

환자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 꾸준히 복용하기로….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2018년 4월 13일 오후 12:10 239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50  남자 분 최00

전에 체험례 올렸던 신학 학 교수님

써클 2달 복용 만에 공복혈당 86까지 떨어지셨답

니다.

이분은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자기 관리도 잘하셨

던 분인데도 혈당 수치가 잡히지 않아 힘들어 하셨

구요

써클 2달 드시는 동안 혈당이 500을 넘은 적도 있어

수시로 전화해서 상담했던 분인데 300을 거쳐 150

까지 떨어지셨었는데 드뎌 공복 혈당이 100이하로 

떨어지더니 86을 찍으셨다고 하시네요

안티 병용 시작했구요 혈당치 보면서 인슐린 주사

약의 투여량도 조절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어요

동생이 2명이나 의사인데도 자기 혈당은 못 잡았었

는데 이제 희망이 보인다고 기뻐하셨구요

손발 저림도 많이 좋아지셨 요

2018년 4월 13일 오후 3:40 195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4달 동안 안티101 써클202로 복용중인 62세인 제 

남편이 충치 치료 후 갑자기 생긴 아래 잇몸의 치조

농루로 아래턱이 부풀정도로 염증이 심해져서 처

방약을 복용함에도 전혀 가라않지 않아 병원약과 

함께 처음 2일 동안 안티 써클 222로 복용했으나 

차도가 없어… 333으로 복용하라는 제 말을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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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완수

[약물 남용 한다며 따르지 않았음]…ㅎㅎㅎ(4

월 13일 오후 5:08)

② 류형준 약사 

병이 심할 때면 그에 맞게 용량을 늘리는 것

도 중요한 선택이지요.

제품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과 용량의 결정이 

안티와 써클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요령입

니다. 

감사합니다.(4월 13일 오후 8:36)

남용 한다며 따르지 않았음.

이후 결국엔 안티와 써클 333으로 3일 투약 중에 

통증이 사라지고 완전히 염증이 가라앉아서 3일 더 

333으로 투약했고 이후 다시 안티 101 써클 202로 

복용중입니다.

증상에 따른 자유로운 용량조절이 치유 극 화를 

가져옵니다. 

2018년 4월 13일 오후 4:28 223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40  남성 

심한 좌골신경통으로 거의 누워만 지내고 일도 못

하고 짜증만 부리고 처방약 드셔도 잠시 통증이 없

어지다 다시 재발하고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

성 결막염으로 거의 3주간 고생하고 있다고 함

안티11써클 111 한 달 미네랄제

한 달 복용 후 15% 정도 통증이 남은거 같다고 하고 

결막염도 깨끗이 나았고요

안티11 써클11로 한 달분 재구매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요. 피로감도 거의 

없어지고 두 달 전 동일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얼굴도 좋아지고 활력이 넘치네요.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도 보이구요(아프니 

우울증도 오셔서 힘드셨 요)

부인 되시는 분이 중국에서 한의사 공부하신 분인

데 안티 써클이 참 신기하다고 하십니다. 6개월 드

셔야 하는 이유 다시 설명 드리고 완전한 치유의 

길로 같이 가시기로~~

2018년 4월 14일 오전 9:49 184 읽음

강평화

#체험사례

김종# 남 .48세

4.6일 첫 내방

몸 전체가 두드러기반점으로 여러 병원을 다녔으

나 그때뿐 치료가 안 됨.

이 질환을 피부로 보지 말고 세포의 관점에서 해독

을 하면 된다고 상담

술, 담배 끊고 찬 것, 매운 것 금지, 각탕법을 강조 

안티플러스1.1.1 써클1.1.1 크씨슬함유 간장약

1.1.1  각20포

4.14 다른 사람 이 되어 나타남.

자꾸만 병명이 뭐냐고 따져서 병명은 나도 모른다. 

병명에 얽매이지 마라. 이제 제중에 피부약이 하나

라도 있냐? 다시 말하지만 이건 단순한 피부로 보

지 말고 내 몸을 리모델링 함으로써, 스스로 치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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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남희

스스로 치유한다. 호~~~.(4월 14일 오전 

9:53)

② 류형준 약사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4월 14일 오전 10:40)

① 류형준 약사 

어깨통증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권하기 

어려운 분이 선배약사님이신데 거기까지 해

내셨군요.

게다가 혈압은 보너스로

치유의 길에 한 사명감 없이는 쉽지 않은 

걸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4월 15일 오후 1:12)

는 것에 중점을 두는 제제이니 날 믿고 1년만 따라

오라고 강조하며 명현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전

화하라고 말씀드림.

안티플러스1.1.1 써클1.1.1.간장약1.1.1로7일간 더 

드시고 다음부터는 각1.1로 2번씩 복용하라고 했습

니다. 1달분 드렸습니다

2018년 4월 14일 오전 11:39 213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체험사례

 

장00.선배약사님! 여.62세

어깨통증!!

사랑하니까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안티·써클 복용하게 했다.

기존에 약사본인이 선호하는 제품과 치료방식이 

있으므로, 또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약 먹길 꺼려하

셨다.

이건 다르다고, 바른길 놔두고 고생하지 말라고~

2월부터 설득해서 결국 3월초부터 복용 시작했다.

안티111.써클222.

증상이 좋아지다가 더 많이 아프기도 하기를 반복

하고 힘들어 포기하려는걸 조금만 더 인내하고 가

보자고 부탁드렸다.

중간 중간 체크했다 선배상태를.

어제 저녁 모임에서 만났다.

어깨도 많이 부드럽고 좋아졌고 ,좋은 제품 알려줘

서 너무 고맙다 하신다.

그러면서 혈압이 140 정도여서 혈압약 먹지않고 지

켜보고 있었는데 130으로 떨어졌다고 좋아하신다.

“선배님!”

“어깨도 치유되시고 몸도 리모델링하시는 프로그

램 쭉~~ 하셔요!”

했더니 "그럴려고 해“

“고마워~~~" 하신다.

2018년 4월 14일 오후 2:31 211 읽음

서원모

#체험사례

 

남자 67세

주증상: 만성피로 기운 없음

써클4U. 아침1포 저녁1포

안티플러스. 아침1포 저녁1포

투약기간:2월초부터 -지금까지

2개월간 복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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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가장 흔히 만날 수 있는 증상이고 만병의 시

초가 되는 증상입니다.

림프순환촉진과 광범위 항바이러스제가 피

로도 잡고 무기력증도 잡는군요.

피로회복제로도 활용하시는 약사님도 많으

신 것 같은데 단기복용과 장기복용도 함께 겸

하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4월 15일 오후 1:14) ① 류형준 약사 

잘 하셨습니다. 

야간뇨와 만성피로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런 

증상이 아닌 질병입니다.

림프순환촉진과 항바이러스 작용이 노화로 

알고 있던 증상들을 개선합니다. 

이제 치유의 길은 노화방지는 물론 역노화작

용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15일 오후 1:14)

② 김은실

약사님 사례는 읽으면 늘 미소가 지어집니

다^^(4월 15일 오후 10:39)

③ 이명희(광민약국.광주)

김은실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고맙습니다(4월 

16일 오전 8:07)

④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치유의길은 릴레이^^.

함께 가고픈길

이분이 동생 을 치유의길로 함께 인도하네

요~.(동생 이 위암수술한지 오래되었는데 

기력을 회복하지 못한다고~~)(4월 16일 오

전 10:43)

경과반응 : 주위에서 얼굴혈색 좋아졌다고 인사 듣

는다함

 에너지 생김. 훨씬 덜 피곤함

제가 볼 때는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음

2018년 4월 14일 오후 4:09 283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체험사례

 

54세 여.전00.농사일하심.

환자분의 호소;

소변을 잘 참지 못하고 꼭 자다가 한번은 소변 때문

에 일어난다. 농사 일 하는데 푹 자고 싶은데 깨어

나면 숙면이 어렵다. 변도 가느다랗고 시원치 않다.

무릎이, 앉고 일어설 때 소리가나며 불편하다. 크게 

아프진 않으나 늘 피곤함.

3/12 첫 방문

세포와 세포환경의 정상화 환경이 조성되면 세포

가 제 가능을 잘 감당하게 될 거라며 본인은 불편하

지만 경증에 속하므로 안티101 써클101 로 복용하

길 권함.

한 달분 가져감.

4/13

(본인은 나이들 면 이게 정상인가 보구나 하고 살아

야 되는 줄 알았다며…).

몸이 가볍고 아침 일찍 일어나려면 힘들었는데 바

로바로 일어나진다며 신기하단다. 소변문제도 이

상 없고 변도 시원하다. 자다가 소변보러 일어나

지 않은 것은 복용 후 15일쯤부터라고 한다. 몸이 

가벼워서 일을 더하게 된다고 하신다. ㅎ.

보약 먹는 셈치고 더 먹어본다고 한다.

4~6개월 안티·써클. 그 후 6개월 써클 .안내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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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씁씁함이 안타까움으로 바뀌면 훌륭한 안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선택은 환자 몫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15일 오후 9:01)

2018년 4월 15일 오후 7:36 240 읽음

강은희

#체험사례

 

1) 59년생 가끔씩 파스 사러 오시는 남자분인데 이비

인후과를 다녀오셨는데 기분이 나쁘다고 하시면서

며칠 전 본인은 귀가 아파갔는데 병원에서 편도염

인데 뭐~ 하며 무안을 주었다고 하고 약을 먹었는

데 낫지도 않고 목도 잘 안돌아간다고 하심

써클2 안티1 부루펜1봉을 먼저 드시고 써클 안티각

각 11 드시고 오시라고 했음

다음날 저녁에 오셔서 귀에 열감도 없어지고 목도 

잘 돌아간다고 하시면서 그 약 더 달라고 하심.

써클과 안티에 해 열심히 듣고 설문지 체크도 꼼

꼼히 잘 하심.

명현반응에 해서도 잘 이해하시고 궁금해 하는 

게 많았음.

설문지상으로 림프순환쪽에 체크가 많이 된 상태 

본인은 화가 나면 욱하고 화를 내고 두통이 있다고 

함 거풍지 보단 (화날 때 비상용)과 써클201 안티

101 드시게함.

일단 소포장을 드렸고 써클로도 효과가 좋을 분으

로 보임.

2) 56년생 박ㅇㅇ 혈압 당뇨 고지혈증약 드시는 분

3월초에 오셔서 복숭씨뼈가 골절이 되었는데 발에 

기브스 하러 간다고 본인이 기브스 하면 일을 쉬게 

되는데 빨리 붙는 약 없냐고 해서 써클111 3일분 

드시고 오시라고 했음(그때는 골절에 한 써클의 

확신이 아직 없어서) 며칠 뒤 오셔서 소포장1통을 

달라심. (첨 부터 아픈것은 없다고 하셨음)

며칠 뒤 오셔서 뼈가 붙었다고 하고 깁스 푼다고며 

회사일 그만 두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었다고 좋아

함 다른 직원이 꾀병이라 해서 병원 가서 골절진단

서 받으러 간다고 함.

20일쯤 지나서 피부에 빨갛게 부어 올랐다가 가만

히 나두면 사라지는게 체질이 이상해진 것 같다고 

함. 안티를3포 드렸고, 그 후 처방약 타러 오셔서 

발진은 쏙 들어갔다고함.

명현이라고 설명 드리고 안티를 설명 드렸는데 맘

이 급하지 않으니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았음.

3) 71년생 윤ㅇㅇ여

어지러워 처방전 갖고 오신 분.

정형외과의 트라마돌 제제 드시고 어지럽다고 하심.

기운도 없어 보이고 부어 보이고 빈혈기가 있어서 

써클111과 빈혈약을 함께2일분 드렸음.

며칠 뒤 남편분이 오셔서 그 약 좋다고, 달라하시고

는 4만원이라는 말에 뒤돌아나가심.

비싸다면 비쌀 수 있지만 더 놔두면 몸도 힘들어지

고 비용이 더 들텐데~~ 씁쓸하 습니다.

천기누설건강법으로 환자를 보는 눈이 조금씩 달

라지고 있고  써클과 안티로 환자들이 좋아지는 모

습을 보면서 안티와 써클을 만들어주신 류약사님

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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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와우

하루 만에 근이 빠진 것입니다.

사실 배나 허벅지 같이 살이 많거나 지방이 

많은 부위에 종기가 생기면 잘 낫지 않고 많

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배꼽이 종기는 낫

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16일 오전 8:36)

② 박완수

예전에… 피부에 가시가 박혔었는데…

손으로 빼려다가 끊어져 버렸어요. 박힌 채로 

그냥 두었더니…

두 달쯤 지나서 어느 날 가시가 쑤욱 올라와

서 손으로 뽑았지요.

인체가 스스로 이물질을 어 내는 역량이 있

긴한데…

[써클+안티]가 더욱 신속하게 배출한다고 봅

니다.(4월 16일 오후 12:01)

2018년 4월 16일 오전 7:10 191 읽음

김현영 한샘온누리 광주

#체험사례

40  초반 배꼽밑 종기 택시기사

고약붙일까 말까하여

안티1111 써클222 하루 먹어보고 

더 먹자고 했는데  며칠 만에 방문하여 하루 먹고 

났는데 하얀 지방덩어리 같은 것이 나온 뒤 나아버

렸다고 신기해하심 그리고 두통이 있었는데 두통도 

사라진 거 같다고 그럴 수 있느냐고 반문 하셔 그렇

다고 그래서 몸을 위해 더 먹자고 하고 있는 중~~ 

2018년 4월 16일 오전 9:56 213 읽음

조용권 (도아약국. 전서구)

#체험사례

사타구니 습진, 장시간 운전 피로개선

본인 

써클 3개월 복용 후 

안티. 써클11 3개월째 복용 중.

고지혈증, 혈압약, 오메가3 처방복용중 입니다.

오랜 습진의 가려움증이 없어지고 습한 기운도 없

고 변색한 피부가 원래의 피부로 돌아가고 있는 중.

스트레스나 피로감으로 인한 간열과 습열이 피부

의 림프순환으로 염증물질, 독성물질, 곰팡이 등이 

없어지고 있는중. 항진균, 항바이러스, 항염, 피부 

보습 등 효과를 느끼네요.

어제는 남해를 다녀왔네요. 사천에 케이블카 개통

했다 해서 예약해서 타고 ㅎ

아니  미세먼지가 여기까지 오네요.ㅠ

왕복 6-7시간 운전했는데요.

오늘 피로감이 확실히 덜 하네요. 체험 응용해 보세요.

전에는 엉덩이쪽 땀차고 습열, 화끈거림, 땀띠가

생겼는데요. 이번에는 전혀 안 생기네요. ㅎ

아주 효과적이네요. ㅎ

사천바다케이블카. 남해다랭이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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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 정도 복용이면 혈압 약을 줄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찬 것과 매운 것을 피하고 각탕 법을 같이 하

면 혈압약은 금새 멀리 갈 것입니다.

거기까지 치유되는 것을 목표로 전지해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16일 오후 7:07)

2018년 4월 16일 오후 12:01 218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3월 30일 처음 만난 58세 김00님

여성임에도 젊어서 쌀 한 가마니를 등짐 지었을 만

큼 고된 삶을 살아오셨고 20년 이상 된 이명증상은 

기본이고 오른쪽 다리가 무척 시리고 저리며 양쪽 

엉치부터 발바닥까지 아프심

금전적인 부담으로 인해

안티 111 써클 222 로 5일 복용 후

안티 101 써클 202 로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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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아름다운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환자사랑이 남다른 권약사님의 사랑

도 보았습니다.

이런 훈훈한 모습이 우리밴드에서 자주 보았

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16일 오후 7:09)

① 류형준 약사 

어깨밑에서 겨드랑이까지 통증이 왔다면 결

국 림프순환장애이니 써클이 딱 입니다.

오래된 증상이면 안티의 병용이 필요하겠지

요.

강경애 약사님의 체험사례는 부드럽게 순하

게 꾸준하게 항상 일관된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16일 오후 7:17)

혈액순환제와 MSM제제 15일분 드렸음

 

오늘 아침 약국 문 열기 전부터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보름사이에 오른쪽 다리의 시림과 저림

은 거의 사라지고 엉덩이부분 통증만 남았고 이명

도 소리가 작아 졌다고 합니다.

남편도 장암3기 암 환자인데 돈 때문에 복용을 

주저하는 부인을 설득해서 못 먹어도 6개월은 복용

해야한다며 같이 오셨고, 돈 없다고 약값 깎아달라

는 부인의 요청에 "부인 체험사례 올려서 받는 것 

부인께 드립니다"하며 써클 한 통 드렸고 오늘은 

먼저 번처럼 한 달분 가져가셨어요

지금의 남편과 재혼하기 전 너무나 불쌍한 삶을 살

았었고 오늘 남편의 부인 사랑을 보는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네요.

2018년 4월 16일 오후 3:10 141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60  여자 한00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얼마 전부터 어깨 주변 

겨드랑이 밑까지 통증이 와서 정형외과에서 처방

받아 약 복용하셔도 그때뿐이고 속만 아프시다고 

호소

써클 11로 15일분

15일후 다시 15일분 재구매

한 달 복용 후 어깨 주변 통증 완전히 없어지고 몸이 

가볍다고 하십니다. 조금 더 드셔보겠다고 15일분 

재구매

오늘은 퇴행성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지인분 모시고 

오셨구요. 이분은 안티 써클 6개월 써클 1년으로 

치유하시기로 결정 .안티 써클 한 달분 구매. 옆에

서 참 좋은 제품이라 선전해 주시네요.

2018년 4월 16일 오후 3:38 162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지난주 눈의 실핏줄이 터진 60  초반의 여성과 

50  초반의 남성에게 안티111 써클222 로 3일분

씩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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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안티와 써클 주고 좋아져서 칭찬받고 맛난 떡

선물까지 

이런걸 도랑치고 가게잡고라고하지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약국이 보람있고 행복해집

니다.

저도 당연히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4월 16일 오후 7:19)

① 류형준 약사 

녹내장은 만만한 증상이 아닌데 체험사례가 

몇건씩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 로 먹게하고 결과를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4월 16일 오후 7:22)

오늘 좋은 약 주셔서 2주씩 고생하지 않고 빨리 풀

렸다며 일부러 인사차 들리신 여성분이 맛난 떡과 

함께 오셨어요.

남성분도 좋아지셨겠죠?

2018년 4월 16일 오후 3:51 176 읽음

김은실

#체험사례

제가 제일 아끼는 제 첫 조카 29. 여자 입니다

작년에 첫 임용 되자마자 고3을 맡고 밤낮 열정적

으로 온갖 잡일까지 도맡아하더니 체력도 많이 떨

어졌고 무엇보다 녹내장 시초로 진단받아서 몹시 

우울해 하던 게 신정 때 어요

써클·안티가 있어 정말 다행이다 싶었고 여러 약사

님의  녹내장 체험례로 본거여서 3월부터 써클·안

티 보내서 먹게 했습니다. 위장이 안 좋은 애라 써클

을 며칠만 먹다가 안티랑 같이 먹으라했는데 서로 

의사소통이 안돼서 한 달 동안 써클만 복용했다고…. 

첨엔 규칙적으로 약 먹는 거 힘들다고 불평하더니 

써클이 떨어져서 삼일 못 먹었는데 눈이 너무 뻑뻑

하고 힘들다고…본인이 약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

어요^^

학기 초는 늘 정신없이 바빠서 몇 번은 앓아눕는데 

피곤한 것도 모르고 지나갔고 일단 눈이 편안해서 

제일 좋았다고 하네요. 6개월 복용 후 안과검진 결

과도 같이 다시 올리겠습니다.

체험례 공유해주신 약사님들도 감사드리고 써클·

안티 만들어주신 류약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18년 4월 16일 오후 4:55 173 읽음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체험사례

최*석(남.43세.키176 몸무게 72정도)

남동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비염이 심한 동생입니

다. 콧물이 흐르는 건 아니고 항상 코 속이 부어있

어서 답답하고 코 소리를 내곤 했어요.

30  때 수술도 했지만, 증상은 여전했고요.

작년 훼마틴셋트를 권유해서 먹게 했는데 별말이 

없어서 조금 먹다 만 상태 고, 안티·써클을 확신

을 가지고 동생에게 추천해서 2월초부터 정량으로 

101씩 복용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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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가족이 좋아지면 기쁨 두배 보람도 두배입니

다.

많이 행복하시지요.

저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16일 오후 7:26)

① 류형준 약사 

그냥 하는 말입니다.

너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

다.

수술 없이 좋아지면 약값은 아무 것도 아닙니

다.

감사합니다.(4월 16일 오후 7:28)

동생에게 물어보니 코속 답답함이 많이 개선되었

고 코 속에서 염증 냄새도 자주 났었는데 이제는 

안 난다고 하네요. 요즘 같은 환절기엔 더 심해지곤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서 좋다며 열심히 먹

겠다고 하네요.

가족도 효과를 보니까 참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16일 오후 5:44 141 읽음

정국현

#체험사례

저리고 쥐나고

68세남 조금 통통한 체형

몇 년 째 어깨통증 허리통증 쥐나고 다리저리고 아

프고 손가락저리고 앞으로 수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그래서 수술하시기전에 몇 달 복용해 보시

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으니 한번 같이 열심히 해보

시자고 했습니다.

이미 수술을 2번 정도 받았는데 또다시 허리가 아

프시다네요. 직업이 목수여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1월18ㅡㅡㅡ써클333한 통

1ㅡㅡ22ㅡㅡㅡ써클222한 통

2ㅡㅡㅡ9ㅡㅡㅡ써클 안티 msm제제 한 달 정랑복용

3ㅡㅡㅡ9 ㅡㅡ한 달분

4ㅡㅡㅡ16 ㅡㅡㅡ한 달분

오늘 오셔서 여쭤보니 이제는 쥐나고 저림증상은 

없다고 하시네요.

어깨와 허리도 좋아지신 듯 아무런 불평 없이 재구

매해가십니다!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한마디 하셔

서 몇 개월만 부담스러우시니 조금만 인내하시라

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수술 없이만 살 수 있어도 

수술비에 비하면 안티·써클은 결코 비싼 약이 아

니지요!

2018년 4월 16일 오후 5:45 169 읽음

조형이

#체험사례

 

딸아이가 비바람치는 날 우산 쓰고 걷다가 넘어져

서 양 무릎 깨지고 손바닥 상처 나고 잠깐 정신이 

나갈 정도 답니다. 그리고 온몸 근육통에 걷는 것

도 어기적 어기적ㅜㅜ 집에 와서 닦고 듀오덤 붙여

주고, 안티·써클 1ㅡ1ㅡ1 먹고 진통제 2번 정도 같

이 담날부터 걷는 것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듀오덤

에 농이 많이 안 생기네요.

첫날 농이 많이 나온거 말고는 농이 상처에 비해서 

적게 나왔어요. 보통 저 정도 상처면 하루에 2ㅡ3번 

정도 갈아주는데, 첫날 만 새로 갈고 그담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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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그럼 이제부터 안티를 병용하세요.

덕분에 제 로 된 치유의 길을 함께 하시지

요.

감사합니다.(4월 16일 오후 7:30)

① 류형준 약사 

20년된 부종이니 당연히 바이러스감염증입

니다.

다음에는 안티111과 써클222로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명현반응을 우려해서 써클만 복용하

시는 것이겠지요.

그럼 상태를 확인해 가면서 안티111를 추가

하세요.

감사합니다.(4월 16일 오후 7:33)

2ㅡ3일에 한번 갈아 줬어요. 항생제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했는데ㅎ 일주일 다 되가는데 잘 아

물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안티만 먹으면 크게 설사하고 힘들어서 

못 먹 는데, 거의 써클 3달 먹고 안티를 얼결에 

먹 는데

일주일이 되도 설사를 안 합니다. 등여드름과 무릎아

래로 냉증과 비늘 같은 피부인데 좋아졌으면 해요.

2018년 4월 16일 오후 6:13 194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여 72 148/85

1. 20년 된 심한 부종~ 수년간 엔테론 듦에도 무변, 

급기야 종아리 피부가 터진 경우도 있음, 피부가 

팽창하여 마치 비단 결 만지듯 매끈거림, 손도 못 

댈 정도로 예민하며 통증

2. 현운, 오심

3. 이명, 가스팽만

4. 두통, 수족냉

써클 333/60포 

종아리 피부에 주름이 생길 정도로 부종 감소되어 

가볍다 합니다. 배도 가볍다 하시는데…워낙 림프

순환이 정체돼있던 분이라서 저는 사막에서 모래 

몇 알 떨어져 나간 느낌이더군요. 써클로만 한 달 

보름 더 드시기로하고 써클222/60 드렸습니다.

2,3,4도 좋아졌네요.

2018년 4월 16일 오후 7:16 157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체험사례

 

50년생. 김순0.여.

백반증(얼굴부위만), 부종, 위장염, 두통, 피로

병든 세포와 세포환경이 정상화되면 그다음일은 

세포가 제 본연의 역할 다하리라는 확신으로 고민

하는 환자분께 제품을 소개했다.

우선 써클 먼저 2달 정도 복용해본 후 안티·써클 

프로그램 가자고 이야기했다.

2월 말경 써클101로 시작. 맨 처음에는 20포 소포장.

2번째 와서는 소포장 2개, 그다음부턴 1달분 요렇

게 가져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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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제 경험에 백반증은 1년 반에서 2년에 걸친 

긴 싸움입니다.

그리고 차도가 복용 초기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마지막 3개월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

해서 완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길게 보고 충분히 설명해야만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16일 오후 7:37)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류형준 약사 환자를 위해서 잘 설명하고 설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16일 오후 

7:40)

① 김선하

80  관절통증, 50  다리저림 피부백선 피

로, 30  붓기빼는 약 단하군요^^(4월 16일 

오후 10:59)

② 류형준 약사 

이 모든 것이 바로 치유의 길에서 만나는 이

정표 같은 훈장들입니다.

생각을 치료에서 치유로 바꿨을 뿐인데 모든 

반응) 백납까지는 긴 걸음이고 써클이 먼저 환자의 

피로와 부종문제를 개선해주었다. 1년 치유프로그램 

갈 수 있도록 제품에 믿음을 심어 준 써클!  고마워^ .̂

5월초 오실 땐 안티·써클 요법 들어가기로 했다.

좋은 제품 알려줘서 감사하다고 된장이랑 반찬을 

맛 갈스럽개 해서 주고 가신다.

함께 행복한길 가시게요~~수니아줌마♥

2018년 4월 16일 오후 8:24 196 읽음

최현숙약사 (24시약국) 24시약국 (통 )

#체험사례

1#천기누설 다리저린약

50  여성 

본인은 몇 번 안 먹었는데 다리 저린 게 없어졌다고, 

다른 분 드린다고 천기누설 다리저린약 작은 거 한 

통 주시라네요. 재발 할 수 있으니 일정 기간 복용 

요청합니다.

2#림프순환 부기 빼는약

30  남자

림프순환 부기 빼는 약 주시라네요

몇 포 먹었는데 좋다고, 한 박스씩 가져가 십니다.  

효과 보신거지요.

같은 약 여러 가지 이름으로 치유하고 있으니 참

단합니다

3# 피로  피부백선

40  지인 여자

피로 는 확실히 잡히고 백반증도 치료 된다고 드렸

는데, 정량복용 안티·써클 한 달 만에  조아진다고 

방문

친구 것도 같이 구입해가네요

4# 최고 조은약

 두 달째 드시는 분 오랜만에오 라고 하시더니 이

약 저 약 많이 먹어보지만, 이게 제일 좋다고 옆에 

있어야 먹는다고, 아예 2박스씩 사가시네요. 모두 

정량 한포씩 두 번 복용입니다.

제가 먹고 가족이 먹는 자신 있으니 비록 저의 시작

은 미미하고 소소하지만 묵묵히 해보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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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로마로 통하듯 모든 질병이 치유의 길로 

통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17일 오전 8:18)

① 류형준 약사 

발가락이야기가 나오니 이미 발표한 당뇨병

으로 인한 족부궤양으로 다리를 자르는 것을 

거부하고 그냥 죽겠다던 할머니를 치유해드

린 체험사례가 생각납니다.

70  할머니가 발가락을 자르면서까지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일까?

김현  약사님이 한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

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17일 오전 8:27)

② 하현아

이명희 약사님이 한 분 더 오신 것 같습니다.

든든합니다.(4월 17일 오전 8:31)

2018년 4월 16일 오후 11:48 224 읽음

김현영 한샘온누리 광주

#체험사례

 

70  후반 할머니 

발가락 자를까봐 겁내시는 할머니

한쪽 발을 절면서 방문, 병원 치료중이나 좋은 마이

신 달라고 해 프로폴리스제 먹고 좀 낫다고, 그러던 

중 안티·써클이 도착하여 2일분씩 사 가신다 각

111복용

몇 번 사 가시고 입원 후 발가락에서 물이 나오면서 

잘 아물지 않았는데, 아물기 시작 이제 사람 되가신

다고 좋아하신다. 의원에서 양제 맞아야한다고, 

몇  째 맞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니 시커멓던 발가락이 빨개지면서 아

프다고한다. 신경이 살아나고 있다고 더 드셔야 한

다고 했더니 1통씩 카드 가지고와서 사가신다~

그 다음 주에는 딱지 생겼다고 자랑하십니다.

양제 맞고 써클로 돌려주니 더 빠른 효과를 본거 

같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 빠른 속도로 회복돼가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17일 오전 9:09 149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공지사항

3월 체험사례에 한 답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봄꽃이 축제의 향연을 여는 따뜻한 봄날입니다.

따뜻한 봄날만큼 함께 하시는 치유의 길이 보람되

고 행복하게 지내시겠지요.

저도 하루하루 행복한 날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 2018년 3월 체험사례는 이미 4월초에 

확인해서 다 보내드렸지만 4월초에는 너무 바빠서 

명단과 수량을 올리지 못했서 혹시라도 누락된 분

이 계실까 명단과 수량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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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누설건강법 약사모임 밴드에 올라온 체험사례

를 확인해 보니 2018년 3월에는 67분의 약사님들

이 287건의 체험사례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명희 약사님, 서원모 약사님, 권명선 약사님, 안

순원 약사님, 강경애 약사님, 정국현 약사님, 오시

 약사님, 조용권 약사님, 박향숙 약사님을 포함하

여 체험사례를 올리신 67분의 약사님 모두에게 진

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3월 체험사례에는 체험사례당 1개씩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집계 시 누락되어 빠진 약사님이 계시면 절  

고의(?)가 아니오니 서운해 마시고 개인톡으로 알

려주시면 사과드리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2018년 2월 체험사례 답례품 명단과 수량 (총76

명:262개)

1.이명희 총1명-31개 합31개

2.서원모 총1명-21개 합21개

3.권명선,안순원 총2명-19개 합38개

4.강경애 총1명-13개 합13개

5.정국현 총1명-12개 합12개

6.오시 ,조용권 총2명-11개 합22개

7.박향숙 총1명-10개 합10개

8.노동원,최성순 총2명-7개 합14개

9.류지현,정태 ,정희순 총3명-6개 합18개

10.곽명애,이선 ,최현정 총3명-5개 합15개

11.김현 ,박완수,이나주,장진숙 총4명-4개 합16개

12.강은희,강평화,김희철,박재원,송정숙,유남희,

전기출 총7명-3개 합21개

13.김선희,김 희,김은희,김재술,박경화,신선희,

이미숙,이희곤,장은선,장지연,

정원호,정제규,최윤정,최현숙,최혜원,하현아,안재

숙 총17명-2개 합34개

14.강순실,김석 ,김 훈,김재정,김현선,박소 ,

박신희,박희경,서유미,서진혁,

심윤아,심현지,오민석,이금형,이정숙,정민재,정혜

림,조윤선,천명서,

최미경,한정애,한진용 총22명-1개 합22개

총67명-합287개

상기의 제품은 이미 4월초에 모두 발송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약사님들이 전해주신 생생하고 흥미진

진한 체험사례를 통해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여기 

계신 약사님들도 많이 배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환자의 치유를 보면서 약사로서 보람되고 행

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천기누설건강법’ 책자를 보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심들이 ‘천기누설건강법 약사모임 

밴드’의 생생한 체험사례를 한두건 씩 읽으면서 호

기심으로 바뀌지요.

그리고 어느새 따라잡이가 되어 한두건 따라하다

가 동일한 효과를 느끼게 되면 처음 품었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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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은 당연히 흥미진진한 체험사례를 올려주

시는 약사님 열에 동참하시는 것이지요.

또한 천기누설건강법 체험사례 e-book은 매달 체

험사례를 정리하여 보강을 할 것입니다.

e-book은 찾아보기 기능이 있어서 증상별로 올리

신 약사님별로 검색하여 볼 수가 있어서 매우 편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체험사례 기본양식

앞으로 새롭게 체험사례를 올려주시는 약사님께서

는 많은 동료 약사님들이 보고 배우고 계시니 명확

하고 세세하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양식으로 예를 들면

먼저 맨 처음에 #체험사례 를 꼭 달아주세요.

1) 성명(예:김00), 성별, 나이, 병명

2) 병력과 현재 문제가 되는 증상과 심한 정도

3) 이전 복용중인 약물의 유무와 경과

4) 써클과 안티의 복용여부와 추가 제품의 여부

5) 복용기간과 경과 등으로 내용을 적어주시면

읽으시는 약사님들이 조금 더 내용파악이 쉽고 같

은 경우에 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기누설건강법 약사모임’ 밴드에 올라온 체험사례

들을 함께 하는 약사님들과 서로 공유하고 폭넓게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기누설건강법’은 항상 여러 약사님과 함께 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17일 오전 10:51 96 읽음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체험사례

 

이선*(61세.여)

3.26일 체험사례 올린분

두피가려움.혈압.당뇨.무릎시림.불면증.변비

3.3일부터 복용 시작 후 지난번 체험사례에서는 두

피가려움이 많이 가라앉고, 잠도 잘 자기 시작했고 

변도 잘 나온다고 하셨음.

4.11일 재구매하러 오셨기에 요즘은 어떠신지 여쭤

보니 무릎시림도 덜해지고 있고 저혈당이 2번이나 

왔었는데 처음에는 왜 이렇지? 하시다가 제가 설명 

드렸던 게 생각이 나서 아! 그 제품 덕분에 저혈당

이 오는 거구나 깨달으셨답니다.

4.16 혈압.당뇨약 처방전을 받아오셨는데 당뇨약

이 복합제제에서 단일제제(트라젠타듀오2.5/500

에서 그린페지(메트포르민염산염500mg))로 줄었

네요.

저도 어머님도 무척 기분이 좋았답니다. 

무엇보다 제 말 믿어주시고 생활수칙 지키려 노력

해주시는 어머님이 고맙고, 그 효과를 이렇게 빨리 

체험시켜주는 안티.써클도 고맙고, 개발자이신 류

약사님께도 정말 감사한 체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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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믿고 따라주시니 고맙지요.

여러분들이 환자분들과 함께 동행하기에 가

능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17일 오후 8:54)

① 류형준 약사  

허리와 무릎 아픈데에도 변비에도 지금은 골

절에까지 치유의 길에서는 여러 가지 증상이 

한꺼번에 개선됩니다.

감사합니다.(4월 17일 오후 8:58)

2018년 4월 17일 오전 11:08 120 읽음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체험사례

 

박미*(여.72세)

주증상 허리, 무릎통증 두 군데 다 수술하심.

정형외과 약을 계속 타러 오시길래 어디가 편찮으

신지 자세히 여쭤보니 수술을 했는데도 허리와 무

릎이 계속 아파 물리치료와 약 처방을 계속 받으신

다 하셔서 안티와 써클 설명을 드림.

남편 되시는 분이 무척 자상한 스타일이셔서 적극 

먹어보라 권장하여 치유를 시작하기로 하고 2.20

일부터 복용을 시작.

통증이 많이 심하다고 하셔서 안티 101, 써클202로 

당분간 드시고 통증이 좀 나아지면 써클도 101로 드

시라고 말씀드리고, 생활수칙도 자세히 설명드림.

4.3 아버님이 혼자 오셨길래 어머님 안부와 복용 

후 어떠신지 여쭤보니 제품 복용 시작 후 며칠 지나

서 의자에 앉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하셨는데, 변도 너무 잘나오고 소변도 잘 나와서 

화장실로 왔다갔다 하는게 너무 힘들어서 일단 중

지하셨다네요.

속도 편하고 참 좋은데 다친 다리를 이끌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게 번거롭긴 하시겠구나 싶으면서, 

한편으론 웃음도 나오더라구요.

골절을 빨리 회복시키는데도 효과가 좋으니 열심

히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렸답니다.

배변활동이 원활해지는 건 정말 확실하네요.

2018년 4월 17일 오전 11:16 196 읽음

정국현

#체험사례

천식 

82세남 호리호리하심

천식으로 고생하시고 감기 걸리면 숨이 찬다고 하심.

3월2일ㅡㅡㅡ안티·써클 정량 한 달 항산화비타민

4월17일 ㅡㅡ오늘 방문하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써클 먹은 한 달 동안 한번도 흡입

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시네요.

전에는 말씀 안하셨던 증상들을 말씀해주십니다.

일을 다니시는데 그렇게 아프던 어깨가 안 아프고,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몸이 안 아프시다고 합니다.

하루 2~3시간 자면 잠을 깼는데, 지금은 잠도 잘 

오시고 잠도 푹 잘 주무신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너무 많이 좋아지셨다니 얼마나 기뻤는

지 박수를 보내드리고 엄지척도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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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약사와 환자, 환자가족, 사회에! 모두에게 웃

음을 주는 안티·써클이네요~(4월 17일 오

전 11:54)

② 류형준 약사  

천식환자가 한 달 내내 호흡기를 안 하고 어

깨도 안 아프고 피로는 덤으로 좋아졌습니다.

환자분이 좋아하시는 모습이 사진에서 물씬 

풍겨집니다.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환하게 미소를 짓고 계

실까 생각해 봅니다.

정국현 약사님도 많이 행복한 하루이었을 것

입니다.

저 역시 그리고 많은 약사님들도 많이 행복한 

하루 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17일 오후 9:05)

③ 박향숙

오징어가 보입니다^^ 기쁘시겠어요(4월 18

일 오전 7:26)

④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박향숙 ㅎㅎ오징어도 함께 웃네요^^(4월 18

일 오전 8:22)

⑤ 정국현

박향숙 이명희 옆집이 바로 건어물가계입니다

요!(4월 18일 오전 10:44)

① 류형준 약사  

만성비염, 발목부위습진, 갈비뼈에 금이 간 

기분이 좋아서 사진 한 장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수

락해주셨습니다.

2018년 4월 17일 오전 11:31 136 읽음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체험사례

이상*(남.31세)

만성비염, 갈비뼈에 금이 감. 발목부분의 만성습진, 

금연패취 사용중.

3.20 써클과 안티 설명 드리고 책도 드림.

복용기간도 설명드림.

일단 갈비뼈에 금이 간 상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써클   소포장 111로 드시기 시작.

3.30 발목부분의 만성습진이 불편하다며 증상 호소.

안티 소포장 111로 드시고 각탕법 꼭 하시라고 말씀

드림. 갈비뼈통증은 정형외과 약이랑 같이 드시고 

통증이 많이 가라앉았다고 함.

4.6 전화로 여쭤보니 가려움증이 많이 가라앉았다

고 하심.

꾸준히 말씀드려서 비염과 만성습진을 떠나보낼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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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라면 처음부터 안티101 서클202로 먹기 

시작해서 통증이 줄면 안티101 써클101이면 

더욱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증도 빨리 줄고 따라오기도 쉽고 

아직까지 써클은 진통제, 안티는 염증약으로 

구분해서 생각하면 치유가 아닌 치료적인 관

점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4월 18일 오전 7:02)

②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네 더 신중히 권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4월 18일 오후 12:06)

① 류형준 약사  

평생 함께 할 진구들과 이별을 해야할 시기가 

되어갑니다.

석별의 아쉬움보다는 치유되는 몸에 한 반

가움과 희망이 가득하겠지요.

항상 도움이 되어주고 함께 해 준 강경애 약

사님께 저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18일 오전 9:32)

① 류형준 약사  

질염 가끔, 1년 넘는 치루, 30  월경곤란증 

모두가 10일 만에 한 달 만에 증상이 없어졌

다고 안티와 써클의 복용을 중단할 증상은 아

닙니다.

지금은 증상이 없어졌지만 뿌리가 있으니 피

곤해지면 다시 증상이 재현됩니다.

만성질환이 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6개

월 치유의 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참고하세

요.

감사합니다.(4월 18일 오전 9:49)

2018년 4월 17일 오후 1:22 151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78세 된 친정어머니는 30년 동안 혈압약 드시고 

계시고, 저도 3년 전부터 혈압약 복용 중. 

안티 써클 6개월 복용 후 써클만 3개월째 복용중인

데요.

어느 날부터 저혈압 증세가 보이기 시작.

어머니와 저 둘다 혈압약 반으로 줄임.

저는 그래도 약간의 저혈압 증세가 있어 다시 0.25 

용량으로 줄여야 할 거 같구요.

조만간 혈압약에서 탈출할 거 같아요.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는데ㅎㅎ

안티 써클의 치유 능력 감사할 뿐입니다~~

2018년 4월 17일 오후 2:40 157 읽음

정영선

#체험사례

정 선 

58세. 김 ㅇ 자

기끔 질염 으로 오시는 분인데 항문 치루수술한지 

1년이 넘어 병원 처방 먹어도 잘 안 낫는다고 걱정.

안티플러스와 써클4u 아침저녁 1포 프로바이오틱 

1칼셀 10일 먹고 좋다며 한 달 복용.

30  딸이 월경 곤란증 좋은 약 찿길래 써클 1달 

계지복령환 1달 먹고 안 아프다고 합니다.



00604  A BOOK OF EXPERIENCES

① 류형준 약사  

체험사례 기본양식

앞으로 새롭게 체험사례를 올려주시는 약사

님께서는 많은 동료 약사님들이 보고 배우고 

계시니 명확하고 세세하게 올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기본양식으로 예를 들면

먼저 맨 처음에 #체험사례 를 꼭 달아주세요.

1) 성명(예:김00), 성별, 나이, 병명

2) 병력과 현재 문제가 되는 증상과 심한 정도

3) 이전 복용중인 약물의 유무와 경과

4) 써클과 안티의 복용여부와 추가 제품의 여

부

5) 복용기간과 경과 등으로 내용을 적어주시

면 읽으시는 약사님들이 조금 더 내용파악이 

쉽고 같은 경우에 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18일 오전 11:41)

2018년 4월 17일 오후 3:25 176 읽음

정영선

#체험사례

정 선 

50 이ㅇ숙

허약체질로 입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어 신경도 예민

신경성위염 처방도 받아 먹고 여러 가지 약을 많이 

먹어도  효과를 못 봤는데, 믿고 집이 멀어 2달분 

가져갔는데 한 달 반 먹고 속이 많이 편해지고 소화

도 잘된다며 인편으로 한 달분 더 신청해 옴

처음 권할 때 은근히 걱정되었는데 저도본인도 기

쁜 목소리로 6개월 이상 복용하겠답니다.

약 먹을 때 따뜻한 물 큰 컵으로 한잔씩 먹었 요. 

입맛도 좋아져서 다행입니다 

2018년 4월 17일 오후 6:39 175 읽음

최현숙(세원약국. 전 서구)

#체험사례

토요일. 편두통약을 찾으시는 60  초반의 남자 

분.  써클을 함께 써 보라고 권했더니 너무도 쉽게 

선택하신다. 우선 몇 포만 드렸는데, 하시는 말이 

약이 듣기는 잘 듣더라고 하며  어머님께 드렸었노

라고 하시는데 … 기억을 더듬으며 생각하니 얼마 

전에 환자로 누워계시는 할머님이 갑자기 통증을 

많이 호소하신다기에 조심스럽게 써클을 5포를 드

렸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인지 써클의 첫 인상이 

좋아 원리에 한 설명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며 

써클 작은 통을 구입하신다. 이유는 부인을 준다면

서 … 왜냐고 물으니 구내염도 있고 … 말 끝을 흐리

시기에 책자와 안티를 3포 얹어 드렸다.

월요일  그 분이 재방문을 하셨다. 그러면서 안티와 

써클을 재구입하시며… 실은 본인이 몇 년 전에 

장을 잘라내서 가스가 많이 차고 변비로 고생했는

데 이 약을 먹으니 배변이 잘 되고 속이 시원하고 

좋다고 하시며… 부인과 함께 먹으니 부담은 되는

데 계속 드셔보신다고 한다. 부인은 간 수치의 문제

는 없는 초음파 상으로 지방간이라고 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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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그렇습니다.

무십코 뿌린 씨앗에서 싹이 돋아납니다.

축하합니다.

치유의 길이 필요한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두 치유의 길에 동참할 때까지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4월 18일 오후 12:03)

① 류형준 약사  

환경의 마이너스요인을 써클101로 감당하기

에는 부족하 습니다.

써클202나 222도 확인해 보세요.

결과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는 용량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18일 오후 2:11)

계속 치료의  길을 함께 하길 바래본다.

작게 뿌린 씨가 치료의 동반자 길로 안내하기도 하

네요. 

2018년 4월 17일 오후 8:35 177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51 남 고혈압, 당뇨

작년 12월부터 정량으로 드신 분입니다.

1,주소증-요통, 관절통

2,두통과 현운

3,비염과 만성 기관지염

4,구내염과 구취

5,추위를 많이 탐

6,발한과 발열시 등의 소양감

7,수 차례의 연변

주소증 제외하고 나머지 부증상들은 소멸내지 감

소됐습니다

고강도의 직업이 원인인지, 요통과 관절통의 변화

는 아직 모르겠답니다. 드시던 처방약을 오늘에서

야 확인해보니, 울트라셋이알과 낙소졸500과 이완

제…울트라 진통제들은 다 드시고 있었네요. 마이

너스적인 부분은 너무 크고 그에 반해 플러스로 작

용할 써클의 비중이 작음을 뒤 늦게서야 깨닫고 안

티11,써클22,MSM제제 한 달분

근골격계질환 환자의 생활환경 분석과 처방약을 

통한 통증의 정도  파악이 투약 전 선행 사항임을 

이 환자 통하여 배웁니다.

2018년 4월 17일 오후 10:35 195 읽음

김금희 (메디팜한사랑약국. 양산)

#체험사례

만성설사

여 65세 부정맥약1년 복용

수면제 20년째 복용 중 b형간염 앓았음.

작년 11월 중순부터 써클 복용 한달 후 안티추가 

정량복용. ---> 이때 노니 멜라루카 양제 서재

걸유산균 황성주면역증강제 등 건강식품 복용 중

1월 채소만 먹으면 설사 난다고 호소. 

도토리떡 드시고 탈이남.ㅜ.ㅜ 계속 설사 죽으로 한 달 

개곰국 수시로 복용. 계란찜 최소한 음식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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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상기환자는 태양인으로 생각되어 개곰국을 

못 먹게 한  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안티·써클을 써도 계속 설사를 한다기에 머

리카락 검사 후 처방한 것입니다.

많이 좋아졌다니 감사합니다.

이번 경우처럼 좋다는 것을 오히려 너무 많이 

먹거나 체질에 맞지 않는 것을 집중적으로 먹

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균형은 이루고 적절하게 먹는 것이 중요

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18일 오후 2:19)

양제 줄임. 그러나 힘 없다고 몰래 드심

2월 중순 설사가 조금씩 잡힘. 식사는 밥과 된장 

계란찜

3월 몸무게가 줄고 눈이 노래서 질의응답 올림 3월 

10일

류약사님 처방 로 안티 11 써클 111로 복용. 하루에 

달걀 반숙 5개 섭취하라고 하심.

개곰국 금지. 모든 양소 섭취금지 레몬차 수시복

용으로 바꿈.

현재 설사 잡히고 4월 10일 간수치 검사상 정상으

로 나옴 

하도 궁금해 하셔서 혈액검사 권했더니 하셔서 가

져오심.^^ (윤장환 먹고 간수치 올라간 적이 있음)

쭉 안티 11 써클 111 호보법 각탕법 한 달 전부터 

매일 하고 계심. 약간의 신경예민으로 불면증 온갖 

걱정 다하시는 분이라…늘 상담으로 생활플러스를 

주지시킴.

여기까지 현재 상황입니다. 달걀 반숙을 5개씩 먹

고 귀울림이 없어져서 좋아하세요. 비싼 보약이 따

로 필요치 않네요.^^며칠 전 완숙되서 못 먹었더니 

혓바늘 돋았다고 걱정하셔서 곧 치유되니 걱정 말

라고 말씀드렸네요. 앞으로 두 달 더 복용하면 6개

월 치료를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길게 환자를 이끌 수 있었던 건 필요할 때 적극

적으로 도와주신 류약사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2018년 4월 18일 오전 12:46 184 읽음

김중수

#체험사례

51세 여 고혈압, 종아리 통증 

2년 전부터 167/90 정도의 혈압. 증상은 못 느끼고, 

혈압약도 먹지 않고 여태까지 지냄.

종아리 통증이 있고 다리가 무거움을 호소 손이 뻑

뻑한 느낌. 다리 곳곳에 실핏줄이 드러나 있음 걸을 

때 엉치쪽 통증.

3월부터 안티·써클 101 101으로 시작

다른 조치는 하지 않음

5일 동안 습관처럼 마시던 커피가 안 땡김

3일쯤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 처럼 아픔

각111으로 복용

다음날 전혀 아프지 않음 종아리 엉치통증 사라짐

다시 각101으로 복용

5일째 혈압이127/78 117/76 으로 나옴 

믿기지 않고 일시적 일거라 생각 

다시 커피 마시기 시작

혈압이 115에서 147정도까지 널뛰기

혈압이 안 잡히는건 커피 때문이라 생각하고 마시

지 않고 지내기 시작

현재 117에서 125사이 유지

1년 동안의 세포치유여정에 동참하기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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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와우 불과 5일 만에 혈압이 정상화하다니 정

말 좋은 결과입니다.

커피를 먹으니 다시 혈압이 오르는 것으로 봐

서 카페인이 혈압을 올리는데 공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4월 18일 오후 2:21)

2018년 4월 18일 오전 8:46 238 읽음

우숙희(라파약국)

#체험사례

써클 ~안티 알게된지 1달됨

저의 남편

(68세 남 30년전 부터 고혈압약복용

지금은 혈전용해약 당뇨약복용)

5년 전 심장조 술 

건설계통일을해서 술 담배 했음(요즘 안함)

2년전 갈비뼈 심하게 부러져서 수술함

3년전 부터 온 피부가 가려움

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약과 연고처방

요즘은 스테로이드연고 프리마란 (항히스타민)처방

피부 멍과 가려움 때문에 4월3일 부터 써클111부터 

복용시작(명현 많을거 같아서) 4월7일 써클111 안

티111복용.

남편이 일주일복용하더니 불면증 있었고 자는 동

안 소변 2회 정도 보았는데 잠을 푹 자고 소변을 

안보다가 아침에 일어났다함.

남편 팔뚝 피부변화

4월3일

4월10일

너무 신기하다고 기 를 갖고 6개월 복용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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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심장조형술을 했다고하니 안티·써클을 111

먹고 계신데 안티101과 써클202를 권합니다.

증상 많거나 심하지 않으니 안티는 적량으로 

심장에 문제가 있으니 안티의 두배량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4월 18일 오후 2:38)

② 우숙희(라파약국)

네 

용량 감사합니다(4월 18일 오후 3:30)

① 박원

림프체크리스트 어디 있나요(4월 18일 오후 

1:15)

②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리플렛을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4월 18일 오후 2:17)

③ 류형준 약사 

이 정도 심한 증상이고 부위도 여러 군데이니 

명현반응을 염려하여 써클만 복용하는 것은 

매우 탁월한 선택입니다.

또 이러한 경우라면 처음 써클의 용량을 222

로 하면 어떨까 생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4월 18일 오후 2:41)

열심히 복용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병원 약 많아서 그 외 의 약 절  안 먹거든요.

천기누설책 읽더니 복용 한답니다.

각탕은 하기 힘들고 반신욕을 일주일에 2-3회하고 

…

아직 가려움은 있지만 예전보다 10프로 줄어들었

어요. 그런데 낮에도 자꾸 졸립다하는데

명현일까요?

류형준선생님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18일 오전 10:31 137 읽음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체험사례

 

이선*(50세.여.키 165. 몸무게85kg)

며칠 전 얼굴이 많이 부었다며 오셨길래 써클 권해

드리며 111로 드시라고 소포장 드렸어요. 바쁘시다

고 해서 설명은 거의 못 드렸는데 오늘 아침 오셔서 

붓기가 싹 빠지고 변도 잘 나와서 신기했다며 문의

하러 오셨네요.

체크리스트로 확인해보니 림프순환은 1개 빼고 모

두 해당되는 심하게 림프순환이 안되시는 분이고 

면역력도 여러개 해당되네요.

현재 불편증상은 얼굴의 재발되는 염증, 부종, 잦은

감기, 입안염증, 만성편도선비 , 알러지성비염.무

릎관절염.변비, 수족냉증입니다.

써클과 안티에 해 자세히 설명 드리고 복용법, 

기간도 말씀드리고 책 드리며 각탕법, 호보법 말씀

드렸답니다.

일단 써클로 1-2달 드신 후 안티와 병용하기로 했

습니다.

써클로 201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술을 하루에 3병이나 드신다며 술을 

먹지 않기 위해 감옥에 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네요. 술을 최 한 안 마셔야 효과를 빨리 

제 로 볼수 있으니 노력해보시라고 말씀드렸답니

다.

경과와 개선사례는 계속 올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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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담건위제는 결국 함께 복용하는 안티플러

스의 유효성분의 배출을 촉진하여 안티플러

스의 역할을 줄어들게 합니다.

이담건위제는 줄이고 써클과의 병용이 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18일 오후 2:54)

② 허정숙

만약 이담건위제를 먹어야 한다면 시간을 얼

마나 띄워서 먹으면 좋을까요(4월 18일 오후 

5:13)

③ 류형준 약사 

한 시간 정도는 띄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

하도록 하는 것도 약사님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18일 오후 5:43)

2018년 4월 18일 오전 11:28 196 읽음

박완수 

#체험사례

=저의 체험사례 011번째= [안티플러스]

- 배ㅇㅈ 여성 55세 163/54→50kg

- 평소 자주 체함 / 2017추석-변비-이급후중

- 2018설전-돈까스-부글부글-장염, 트림, 가스

차면 답답… 혈압↑↓

- 각종검사(용종떼냄-3일전)/ 위산부족, 피로

- 소화기관이 안 좋고, 불편해서 죽고싶다(?)

- 건강식품(민들레, 상황균사체, 프로폴리스, 독일

약초항바이러스제) 복용

- 아는 것도 많아서 화는 잘 되는데… (바이러스

성 장염으로 추정) 써클은 안 가져가고…

- 2018.03.30 안티플러스60포 (1포 tid) + 담즙소

화제 (과립10일분) = 같이 복용

- 하루 복용하고는… 속이 불편하다고 전화옴…

- 사전설명처럼… "건강이 나쁠수록 명현이 많이 

오므로"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함

- 4월 18일 방문… "중간에 매우 편했는데… 안 먹

으니 다시 원위치…" (체중2kg 늘었다가 원위치)

- 약국장 왈 "증세가 감소했다고, 원인까지 사라진 

것 아니니 6개월 복용할 것"

- 이번에도 써클+안티플러스를 강조했으나… <안

다이박사>께서 안티플러스만 60포 가져감.

- 추신 : (건강식품은 당분간 자제하고… 안티플러

스와 담즙소화제 과립만 복용해 볼 것)

2018년 4월 18일 오후 4:39 201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55세 일생을 전업주부로 지내며 자신의 몸을 돌보

지 않고 헌신한 교수부인. 

결혼 후 25년 동안 좋은 것은 남편과 아이들 주고 

자신은 주로 라면을 먹고 살았다는 팩트임에도 믿

기 어렵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음. 반항아 둘째 

아들 땜에 5년을 눈물로 지내다 1년 반전부터 전신

의 몸이 굳어져서 움직이기 힘들고 강직된 목은 돌

리기도 구부리기도 힘들고 차에 타기도 내리기도 

어렵고 마트서 물건을 집기도 담기도 힘이 드는 등 

일상이 어려움 오른 다리는 멋 로 떨리고 항시 두

통에 시달리고 전국을 다니며 온갖 검진을 받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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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용권 (도아약국.대전서구)

참 드라마틱합니다. 

환자에게 큰 행운이네요.

훌륭하십니다. 권약사님(4월 18일 오후 4:48)

② 류형준 약사  

이건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반신불수 비슷한 증상이 보름만에 풀리기 시

작하다니 봐도 봐도 신기할 뿐입니다.

이건 권약사님의 내공의 힘입니다.

존경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4월 18일 오후 5:21)

③ 김현선

약사님 정말 단하시네요 존경스러워요 ㅎ

(4월 18일 오후 6:25)

④ 하현아

어디서 시인의 향기가 솔솔

(4월 18일 오후 7:05)

⑤ 성선경

권명선약사님

항상 좋은 체험사례 올려주셔서 잘 보고있습

니다.

이기보혈제로는 무엇을 주셨는지 궁금합니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월 19일 오후 

12:46)

나 아무런 이상이 없다함.

지금은 강직된 부위의 움직임을 도우려 정형외과

서 도수치료와 약을 복용중 이고, 급기야 학병원 

정신과 예약 중에 저와 만났네요.

이분에게 일어난 현상의 원인이 기혈부족과 과도

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손상과 55세 갱년기로 인

한 호르몬 균형이 깨지는걸 보고 일단은 공진단 5

일분과 이기보혈제.안티101 써클 111로 보름 분 드

렸음.

오늘 약국 문 열고 오시는데 몸이 아주 유연하고 

움직임이 편해져서 보행은 물론이거니와 이젠 마

트서 장도 잘 보신다네요. 힘이 들어갔던 팔목과 

손가락과 어깨뭉침도 많이 풀렸고, 떨리던 오른 다

리도 덜 떨린답니다. 혀가 굳어 어눌하던 말소리도 

빠르고 힘있는 목소리가 나오고 두통도 거의 없었

고 마치 시든 화분에 물과 했빛과 양을 주어 식물

이 살아나듯.

오랜 잠에서 부시시 깨어난 것이 아니고 씩씩하고 

활기차게 보름만에 변신하셨음. 가족과 주변 사람

들이 이 변화에 다 놀라고 있답니다.

오늘 부터는 안티와 써클로만 도와드리려고 안티 

111 써클222로 한 달분 드렸어요. 

2018년 4월 18일 오후 9:20 136 읽음

최성순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체험사례

52살 남자 제품 집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술도 좋

아하고 담배도 많이 피고 허벅지가 톡톡 쑤시고 아

파하면서 통풍 이라고해서 3차 신경통으로 보고 안

티111과 써클111와 나프록센 2알씩 하루3번씩 복용

을 7일간 먹고와서 통증도 개선되고 림프순환도 잘 

되는 것 같다해서 술과 찬 것과 매운 것은 피하고 

안티와써클을 6개월을 계속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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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일단 나프록센은 안 먹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풍이라고 하니 아픈 부위를 요산이 

녹도록 온도를 올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안티와 써클을 단순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통제 끊고 아픈 부위를 데워주세요.

감사합니다.(4월 19일 오전 7:16)

① 류형준 약사  

세포환경정상화는 호르몬 활동의 정상화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각론보다는 총론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세포

에 맡기면 됩니다.

감사합니다.(4월 19일 오전 7:25)

② 박향숙

저도 공복감에서 탈출했습니다♡(4월 19일 

오후 2:33)

2018년 4월 18일 오후 9:31 211 읽음

조용권 (도아약국. 전서구)

#체험사례

공복감

본인: 복부비만, 과체중. 지난번 참고ㅎ

써클11 안티11 복용 중

언제부터가 급격한 배고픔이 사라지고 신기할 정

도 당뇨는 아직 아니고 식전혈당과 당화혈색소가 

작년11월 건강검진에 경계까지 근접함. 

탄수화물을 줄이고 조심하고 관리중 ㅎ

아무래도 체험사례 중에 혈당수치가 떨어지는 것

을 볼 때 혈중의 포도당을 조직세포 안으로 이동도 

돕고 할일 안하고 방황하는 인슐린들에게 일을 시

키는 듯 합니다.(인슐린저항성을 낮추는 역할) 또

한 아래 호르몬분비세포 환경개선으로 향을 준 

듯 싶네요. 

식욕에 관련된 3개 호르몬과 신경이 잘 작동되는것

인지 싶네요.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니 

인슐린저항성으로 인해 치매, 비만, 유방암, 난임, 

망막,눈 등등 원인이 된다고 하네요.

아래는 참고하세요. 연관이 있는 듯 합니다.

비만의 원인은 렙틴, 인슐린 저항성

출처 : 오늘도 난 … | 블로그

http://naver.me/FXRlMz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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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잘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굳이 사족을 달자면 

성형수술을 할 정도면 경제적인 부담능력도 

있고 수술부위가 주로 얼굴 부위 일테니 무엇

보다도 빨리 부동을 빼는게 좋습니다.

다른 부위라면 안티·써클111로도 충분하지

만 지금의 경우에는 안티111과 써클222로 부

종이 빠지는 시간을 최 한 줄여주는 것도 나

쁘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4월 19일 오전 7:32)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성형수술 후 꺌끔한 마무리는 안티·써클

로^^ ㅎ(성형외과에 알려줘야할 듯)(4월 19

일 오전 8:09)

2018년 4월 18일 오후 10:47 216 읽음

우숙희(라파약국)

#체험사례 

#안티·써클 체험사례

4월4일 

20세 여성

1월에 얼굴성형 후 4개월이 되었는데도

붓기 멍 덜 빠짐

천기누설책 46쪽 사진 보여주며

림프순환 염증 설명 후 써클 111안티111권함

작은 거 각각 한 통씩 갖고 감

일주일후 4월10일

와서 효과 좋았다고 하며 1박스 갖고 가고

친구2명 데려와서 모두사감, 찬 것~각탕법 설명 

후 보내 드렸습니다.

2018년 4월 19일 오전 11:44 145 읽음

박완수 

#체험사례

= 저의 체험사례 012번째= [안티플러스]+[써클포

유]

=저의 체험사례 003번째 -- 글을 올렸던 기록내용

---------------------------------

ㅈㅇㅇ 여 40후반 164/50 (날씬하지만, 허약한 편)

-음부포진궤양 (음부 Herpes virus) - 오랫동안 

고생함.(과로,피로)

-과거 양제 및 여러가지 복용했으나 낫다가 재발

하기를 수차례…

-2018.01.08 [안티플러스] 60포

-하루 3회 식후 복용하라고 하 으나… 소화불편

으로 2회만 복용

-증상이 개선되니 복용하지 않음. (재발방지를 권

유해도… "나중에~")

---------------------------------

-2018.03.23 과로, 피로로 재발하여 증세 심하다

고 방문…

-이번엔 무조건 6개월 복용하여 <바이러스면역>

을 크게 증강시키도록 강조함.

-[안티플러스]+[써클포유] 각120포씩 구매 (각1포

씩 tid)

-사흘 후 방문… 증세가 많이 진정되어 편하다고 

말함.

-일주일후 방문… 현재 증세가 없음. (그래도 잠복

된 virus까지 없애도록 6개월 복용강조)

-다시 일주일후… 증세가 없을 뿐 아니라… 예전과 

달리 얼굴이 단단하고 여물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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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금희 (메디팜한사랑약국. 양산)

바이러스설명 감사합니다^^(4월 19일 오후 

12:47)

② 류형준 약사  

비록 증상이 모두 없어졌다고 해도 바이러스

의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발이 가

능합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에서는 안티 6개월 복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미리 설명하 으니 다시 찾아오게 되

었지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면 안티와 써클도 

이제까지와 같은 부류의 제품으로 낙인을 찍

힙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장애를 비롯한 뇌신경장애

의 많은 부분이 헤르페스바이러스가 아닐까 

의심하는데 Type 5가 거기에 속할 수 있습니

다.

많은 공부가 되어서 감사합니다.(4월 19일 오

후 5:08)

③ 박완수

류형준 약사 

저도 Type 5가 거기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20일 오후 4:03)

*환자들은 증세가 나았다가 재발하면… "그 약도 

안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일쑤므로

*(증세가 나아져도 원인까지 박멸해야 함을 미리 

강조해 둡니다.)

----------------------------

<간혹 학구적인 환자를 위한 설명>

----------------------------

Herpes family(科)에는 총130여종이 유전자분석

을 마치고 명명되었고

그중에 사람에게 감염되는 Herpes Virus는 8종으

로 알려짐.

하여 Human Herpes Virus 1~8번 (HHV-1 ~~~ 

HHV-8 까지)

HHV-1 = 입술포진 (Herpes Simplex Virus-1 ; 

HSV-1)

HHV-2 = 항문/생식기포진 (Herpes Simplex 

Virus-2 ; HSV-2)

HHV-3 = Varicella-Zoster Virus ; VZV (수두-

상포진) (vaccine있음)

HHV-4 = Epstein Barr Virus ; EBV (구강점막증

식 아감염-무증상 전염성단핵증 성인감염90% 

림프종유발)

<아프리카,남중국 같은 지역에선 말라리아도움 

B-cell 림프구에 감염되어 종양유발하기도 함>

HHV-5 = Human cytomegalo Virus ; HCMV (정

신장애 뇌석회화 맥락막염 시신경위축 간비종  

난청 황달 폐렴 심근염 지적능력감퇴 선천감염(태

아산도감염/수유감염)

HHV-6 / HHV-7 = 아 장미진

HHV-8 = Kaposi`s sarcoma Herpes Virus ; 

KSHV (AIDS환자에게 카포시육종을 일으킴)

- Herpes는 그리스어 (herpin=숨다 잠복하다)에

서 유래됨.

- 위의 환자처럼 귀가 열려있는 환자분께만 간혹 

어쩌다가 설명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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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완수

머리흔드는 것을… 흔히

[체머리 a shaky head.]라고 하는데…

정확한 병명인지는 잘 모르겠군요.(4월 19일 

오후 1:23)

② 박완수

강경애 선생님~

2017년 10월 9일의 #체험사례 에도…

70  여자분 체머리 내용이 있군요…

단하십니다. 조금씩 장기간 호전되어도 

단하죠.(4월 19일 오후 1:32)

③ 류형준 약사 

3개월을 충분히 써클로 노폐물을 제거하고 

안티와 병행할 예정이군요.

굴곡없이 순조롭게 치유의 길을 안내합니다.

선물로 받은 안티를 어려운 분께 선물로 드린

다고 하시니 더욱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19일 오후 6:23)

2018년 4월 19일 오후 12:39 201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60  여자 이00

10여 년 전부터 본인도 모르게 머리를 떨기 시작

점점 심해지고 얼굴도 핏기가 없고 늘 피곤하며 생

활고도 심하시고 자녀분들 때문에 지금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고 마음도 여리심

써클 111 한달분

이번에 3개월째 재 구매 하셨어요.

일단 얼굴은 빛이 나실 정도로 좋아지셨고 살도 조

금 찌셨답니다. 피로는 좋아졌고 머리 흔들림도 처

음에 오셨을 때보다는 호전됐지만 기간이 오래되고 

심하셨던 분이라 장기간 투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달부터 안티 병행하기로 했구요

어려운 분이라 안티는 체험례 받은 것으로 드릴까 

합니다.

2018년 4월 19일 오후 12:41 295 읽음

정국현

#체험사례

두피건선

55세 여 보통체형

두피건선으로 몇년째 고생하심.

2월 25일 ㅡㅡㅡ안티 서클 정량 복용 한 달분

4월19일ㅡㅡㅡ오늘 오셨네요.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그동안 못 오셨다고 하시면 

큰 변화는 없다고 하시며 한 달분 재구매하셨습니

다. 좀더 잘 챙겨드시면 큰 변화가 있으시라라 말씀

드렸습니다.

ㅎㅎ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피부질

환은 꼭 사진을 남겨놓습니다. 범위도 줄어들고 피

부도 깨끗해졌네요.

2월25일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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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남희

용량을 조절해 보심이어떨지요.(4월 19일 오

후 12:43)

② 류형준 약사 

한 달분을 두 달분으로 먹었으니 용량이 부족

할 것이고 효과가 부족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부위가 줄어든 것이 보입니다.

부위가 이정도 라면 적량복용도 문제가 없지

만 지금처럼 늘려 먹으면 용량이 부족하여 문

제가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4월 19일 오후 6:27)

③ 우대균

인천종로사약국

.(4월 19일 오후 10:08)

4월19일사진

2018년 4월 19일 오후 2:43 240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53세 여자 장 00

저희 약국 직원입니다

만성 빈혈과 갱년기 증세로 인한 안면 홍조 불면증

손가락 마디가 다 아프고 어깨 통증 허리 통증 호소

안티11 써클 11 조혈제 미네랄

현재 5개월 복용 중

호소했던 증세들이 거의 다 호전되었고 피로도 덜

하답니다. 며칠 전부터 눈이 피로하다고 안경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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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남희

호!(4월 19일 오후 2:44)

② 류형준 약사 

만성 빈혈과 갱년기 증세로 인한 안면 홍조 

불면증

손가락 마디가 다 아프고 어깨 통증 허리 통

증은 물론 시력회복까지 좋아지다니 새삼 세

포의 위 함에 감동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19일 오후 6:29)

러 갔더니 시력이 좋아져서 지금 하고 있는 안경이 

안 맞아서 온 거랍니다.덕분에 안경 새로 맞췄구요. 

안티 써클 치유 과정에 같이 해서 행복하답니다~~

2018년 4월 19일 오후 3:05 301 읽음

박재익

#체험사례

시작했습니다. 믿고 따르면 치유된다고…어려운길

이겠지만 여러 약사님들의 치험례에 힘입어 자신

있게 치유의 길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안티111 써클222로 시작했습니다.

주의사항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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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국현

나중에 환자분이 고맙다고 하실것입니다!

건선도 이제 쉽습니다!(4월 19일 오후 3:28)

② 류형준 약사 

부위가 여러 군데이고 심하니 처음 용량을 안

티111과 써클222로 시작한 것은 매우 잘 하

셨습니다.

증상에 따라 한동안 이 용량을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문제는 명현입니다.

아마도 첫달은 명현반응이 심해져서 온 몸에 

빼곡히 발적이 올라오고 진물도 심해지고 가

려움증도 심해질 것입니다.

이런 명현반응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시켜

야 합니다.

이제부터 따뜻해지는 시기라서 시기는 좋습

니다.

당연히 찬 것, 매운 것, 추위, 튀김류는 반드시 

금합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이 유달리 예민한 식품이 있

는데 그런 식품도 가려주면 됩니다.

만약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던 환자면 명현반

응이 더욱 심하고 길게 갑니다.

이점 또 함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4월 19일 오후 6:35)

③ 박재익

정국현 네 꼭 그날이 오게끔 노력하겠습니

다.(4월 19일 오후 7:56)

④ 박재익

류형준 약사 힘이되고 명현반응 명심하고 잘

이끌겠습니다.감사합니다.^^(4월 19일 오후 

7:58)

2018년 4월 19일 오후 3:45 346 읽음

우숙희(라파약국)

#체험사례

 

저의남편

❤와우 !

기쁨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20년 당뇨

30년 혈압인 남편이 오늘 성인병처방전 타러 다니

는 병원에 갔는데 당화혈색소가 8.8에서 7.0으로 

떨어졌다고 의사가 모했냐고 물으셨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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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오후시간에 우숙희약사님께서 감격하시는 

목소리로 방금 자신이 올린 체험사례를 봤냐

고 고맙다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못 본 상황이었는데 남편분이 많이 좋

아지셨다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안티와 써클을 복용한지 14일 지나서 당화혈

색소가 줄어든 것은 조금 이른 감이있지만 그

렇게 큰 일은 아닌데 기 하지 않았던 일이다 

보니 많이 좋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숙희 약사님께서는 남편분이 좋아지신 결

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결과들이 당뇨로 고생

하는 많은 환우님들께 전파하 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19일 오후 6:42)

① 류형준 약사  

저 역시 상담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

다.

제 각오는 상담에 성공하자가 아니라 저를 믿

고 따라오는 환자들은 어떻게 하든 불편한 증

상을 개선하고 질병의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자입니다.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19일 오후 6:51)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약이 많아서 제소원이 우리 남편 약 개수 줄이는 

건데, 소원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의사께 써클·안티 말씀드렸답니다.

남편이 3년 전부터 하도 피부가 가려워서 안티 써

클 시작한지 14일밖에 안되거든요 …

류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오늘부터 써클 용량 202로 

늘렸습니다. 이제 점점 피부도 덜 가려위지겠죠 피

부좀 싹 낫았으면 …

남편에겐 처방전 올리는거 비 입니다.

약 많아서 창피해요❤

2018년 4월 19일 오후 5:49 300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여 42

약국에 들어와 잇몸부터 보여주며 치과에 가야될

까요… 묻습니다. 

선홍색이어야 할 잇몸이 창백 그 자체이더군요. 기반이 

순환불량으로 인해 양부족인데 치과의 어떤 기술적 

처치가 필요할까요? 이가 시리고 흔들리는 양상이 마

치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처럼 불안해 보이는데…

우리 부부 경험을 바탕삼아 자신 있게 안티·써클 

각111/7일

드리고 직전 사진 좀 찍자하니 거절…

친구와 함께 방문해서 많이 안정이 됐다고 하네요. 

다시 7일분…

그 외 비염을 비롯해서 면역저하의 여타증상이 많아 

장복 권하나 아직 이라고 합니다. 젊은 탓이겠죠…

치료란 단기 여정을 여러 번 경험해보면 치유란 장기 

여정을 권한 제 맘을 알아줄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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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자에 도움이 되자~^^

우는자와 함께 울라(4월 19일 오후 10:20)

① 류형준 약사  

신기하게도 저의 환자들 중에도 저절로 매운 

것을 못 먹게 되거나 술을 못 먹게 되거나 찬 

것을 못 먹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마비되었던 신경이 살아나니 몸에 나쁜 

것을 스스로 피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

지만 누구나 그런 것이 아니니 결론짓지는 못

합니다.

인체를 오묘하게 창조하신 조물주께서 인간

을 돌보시는 훌륭한 방법에 한표 를 드립니

다.

감사합니다.(4월 19일 오후 7:58)

② 최미경(예천 인제약국)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먹기 싫다는 건가요?

아님 먹으면 이상한증세가 생긴다는 건가

요?(4월 19일 오후 11:31)

③ 류형준 약사 

땡기지 않고 매운 것을 먹으면 속이 아프거나 

한것을 먹으면 설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데 

목에 걸려서 넘어가지 않거나 하는 것이죠.(4

월 20일 오전 6:31)

④ 최미경(예천 인제약국)

류형준 약사 찬 거나 메운 음식이 싫어지는 

건 몰라도 평소에 장이 안 좋아서 설사하거나 

속이 아프던 사람도 세포가 치유 되고나면 오

히려 일반적인 찬 것이나 매운 음식을 먹어도 

이상 없어야 되지 않나요?(4월 20일 오후 

1:51)

⑤ 계효숙

제 생각엔, 좀 '정신적'인 게 작용하는 듯 해

요. 몸에 나쁘다 싶은 것은 먹기가 싫어지는 

거죠. 의식적으로도 별로 먹고 싶지 않고 무

의식적으로도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야 

아직 세포환경 정상화에 가지도 않았지만 이

것저것 피하게 되고 당겨도 참게 되더라고요. 

평소에 따뜻한 물만 마셨는데 찬물 마시려면 

거부감 들잖아요. 찬물 먹어도 아무 이상은 

없지만 싫은 거예요. 먹어서 탈이 나는 게 아

니라 '거부감'일 거예요. ^^(4월 21일 오후 

3:33)

2018년 4월 19일 오후 7:51 315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안티 써클 6개월째 복용 중이신 수면 중 무호흡인 

교수님이

드디어 얼마 전부터 양압기 사용을 중단하셨답니

다. 착용하지 않아도 전혀 목이 마르지 않아서 아예 

중단했고…논바닥 갈라지듯 아팠음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색이 환해지고 좋아졌다고 

인사하고, 특이하게도 요즘은 전혀 매운 음식을 먹

을 수 없게 되었다며, 이유를 물으셔서 "인체를 오

묘하게 창조하신 조물주께서 인간을 돌보시는 훌

륭한 방법입니다"라고 했더니 즉시 이해하시며 자

신은 안티 써클 6개월이 아니고 8개월 복용해서 

병의 뿌리를 뽑으시겠다며 재구매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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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제 보여지나요.

병이 어떻게 진행되고 악화될지.

항바이러스제만으로도 간단히 개선될 것을 

항생제만 사용하니 안되는 것입니다.

기관지 확장증까지 진행되는 단계이면 바이

러스염증이 만성되는 것입니다.

안티와 써클 6개월 복용을 추천하는 것이 좋

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20일 오후 4:44)

① 류형준 약사  

알레르기가 사실은 알레르기가 아니고 바이

러스성 염증임을 증면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안티로 바이러스를 잡고 써클로 세포환경을 

정상화하니 진해거담제를 안 써도 3년 된 알

레르기성 기침이 6일 만에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4월 20일 오후 4:46)

2018년 4월 20일 오전 10:28 219 읽음

김현영 한샘온누리 광주

#체험사례

 

39세 여자분

6개월 전까지 수유했던 분

수유중 의원 안가고 백호탕등으로 감기 조절 잘 하

셨는데 최근 기침이 심해져 의원 다녀오심

2차 처방 4일분 때는 기관지염증 이있고 기관지확

장증이 좀 있다고 오구멘틴625까지 처방받음.

기관지에 난여드름 같은 염증으로 보고 차방약과 

병행하시라고 안티 111소포장귄매 3차 처방 4일분 

때 좋아졌다고 하심.

많이 좋아졌다고 처방약 없이 안티만 소포장 1통구

매해가십니다.

만성천식환자 될 뻔 한사람 구제 한거 같습니다.

2018년 4월 20일 오후 2:18 176 읽음

우대균 인천종로사약국

#체험사례

 

60  여성분

3년 전 병원에서 알러지성 기침으로 진단받고, 좋

아졌다 나빠졌다 반복되어 병원치료, 한의원치료 

받았으며 호전이 되지 않았음.

4/17일 안티플러스20봉 ,써클20봉 1-1-1 로 복용

하도록 하 음.

각탕법과, 따뜻한 물마시기,

몸을 따뜻하게 관리하시고,

튀긴 것, 찬 것, 매운 것 안 드시길 주의시킴.

6일 뒤 전화 드렸더니 기침이 신기하게도 안 나온

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음.

4/20일 안티플러스20봉.써클20봉1-0-1

가져가심.

6개월 복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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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20일 오후 4:47)

2018년 4월 20일 오후 2:49 209 읽음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체험사례

 

박선*(46세.여)최근에 개업한 앞 가게 부동산사장님

다래끼 초기 증상으로 약국방문하심

배농산급탕정 222과 써클포유 111로 드시라고 말

씀드림. 하루 지나서 오셔서 괜찮아졌는데 약을 집

에 두고 와서 한때를 못 먹었더니 다시 가렵다고해

서 동일양으로 드시게 했는데 다 가라앉았다고 하

시네요.

오래된 팔꿈치 통증도 있으시다고 해서 안티와 써

클의 꾸준한 복용 권해드릴 예정입니다.

2018년 4월 20일 오후 5:46 228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체험사례

#무뇌증

김0안 2007년 7월 1일생 12세(만10세) 무뇌증

상기인은 최근에 봤던 환자 중에 극심한 장애를 보

이는 경우입니다.

[1] 2018년 2월 25일

1. 임신 8개월 때 뇌실확장 소견으로 MRI 찍고 청각

검사 후 뇌손상 있는 것 알음

2. 임신 중 산모에게 거 세포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태아의 뇌가 제 로 안 만들어진 것 같다고 

추측

3. 독립보행은 되나 오른쪽 뇌가 더 많이 손상되어 

왼족 팔 다리 움직임이 좀 떨어짐

4. 시력도 난시가 심하다고 했으나 안경을 계속 거

부해 안경 착용 안함

5. 인지수준은 검사상 16-18개월 정도로 나옴

6. 고집이 세고 관심 있는 것이 적고 촉각적으로 예민

7. 수면장애 때문에 (자해도 포함) 정신과 약 복용 중

처방1) 박패 2개월, 바이러스3개월, 총24개월 처방

2) 중추환1 24개월,

처방3) 안티2 7개월

예상뇌활성도 75%,

예상연령 9개월

95%까지 회복가능예상

[2] 2018년 4월 12일

이글은 환자의 보호자가 직접 메일로 보내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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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아이가 일단 약사님께서 처방해주시는 약을 너무

나 거부감 없이 잘 먹구요

해독탕도 컵에 따라주면 꿀꺽꿀꺽 잘 먹어서 섭취

하는데 어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도 자기 몸에 필요한 요소들이라서 그런지 잘 

받아들 던 것 같습니다.

정신과 신경안정제 계열의 약과 병행하여 섭취하

고 있지만 별다른 부작용은 보이지 않고 하루가 다

르게 아이의 컨디션이 안정화되어 가는 것이 보입

니다.

아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체력이 낮고 생활리듬이 불

규칙적이서 수면장애도 동반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사춘기까지 함께 오면서 기분 기복은 더 심해지고 

자해행동도 많이 늘어났었던 찰나 습니다.

이 약을 섭취하고 난 뒤로 부터는 일단 수면을 6시

간 이상 질 좋은 깊은 수면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가 밤에 잘 자다 보니 낮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 체력이 더 많이 생기고 생기가 돌고

치료활동에도 좀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량도 많아지고 계단 걸으며 오르내리기를 할 

때에도 

좀더 속도가 빨라지고 가볍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사표현을 좀더 자세히 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눈 마주침 횟수도 많이 늘어나고 자신이 원하는 것

을 표현하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교육용탭을 가지고 많이 노는데 다양한 기능들을 

좀 더 궁금해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는 모습이 

보 습니다.

환절기면 항상 감기가 걸렸는데 이번 봄은 잔병치

레 없이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청각장애로 인한 인공와우 착용시간도 종전보다 2

배 이상 늘어나고 부모가 아닌 다른사람과의 사회

성도 늘어난것이 눈에 보입니다.

낯선 장소에 갔을때 불안감이나 거부감이 많이 줄

어든것도 눈에 보이더라구요.

약사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음식조절도 최선을 다해 

지켜보려고 합니다.

아이에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

다^^

처방1) 박패 1개월, 바이러스3개월, 총23개월 처방

2) 중추환1 23개월,

처방3) 안티2 6개월

예상뇌활성도 75-77%,

예상연령 9-11개월

95%까지 회복가능예상

류형형준의견)

예상되는 뇌홀성도가 75에서 77%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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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남희

사랑합니다.선생님.(4월 20일 오후 6:35)

②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와 정말 단하세요!(4월 20일 오후 7:05)

③ 정국현

바이러스가 이렇게 심각한 병들을 야기할줄

이야!

단합니다!(4월 20일 오후 8:20)

또한 예상연령도 9개월에서 11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단순하게 2%, 2개월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부족한 

25% 중 2%가 늘어난 것이고 

10년 넘게 발달이 되지 않아서 9개월의 예상연령이 

1개월 동안 2개월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머니의 편지에서 보여집니다.

이 정도를 해내기에 발달장애, 뇌병변, 무뇌증 등을 

치유의 길로 안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20일 오후 7:23 218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체험사례

#다운증후군 3

강00, 17세, 여자(2017년 12월 현재)

1. 2017년 12월 13일

사진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친구입니다.

다운증훈군은 너무 유명한 유전병으로 알려진 병

으로 원인은 21번 염색체가 2개가 정상인데 3개가 

있어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 번 에 걸쳐 다운증훈군 환자를 치유

하면서 유전질환이 아니라 바이러스성 중추신경염

이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운증후군을 위한 특별한 치유법으로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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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중추신경계 바이러

스 감염증에 준해서 치유과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신경은 인체의 전선 같은 것인데 전

선의 한 부분이 이상이 생기면 그 전선에 연결된 

기계나 설비가 작동을 제 로 못해서 여러 가지 증

상을 나타낼 수 있지만 결국 증상에 상관없이 전선

을 제 로 작동하겠끔하면 전선의 이상으로 생긴 

증상은 어떤 증상이든 개선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유전병으로 알려진 다운증후

군의 치유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진의 주인공은 이 방에 계신 약사님의 자제분으

로 약사님이 공개적으로 치유하는데 동의하여 사

진을 공개합니다.

아래 사진은 치유를 시작하기 전 앞과 옆얼굴 사진

입니다.

먼저 오랜 시간이 되기 전 길어야 6개월 안에 사진

상의 모습이 다운증후군의 전형적인 모습에서 정

상인의 모습으로 변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와 함께 지능도 높아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길

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운증후군이 아닌 정상아이로 변할 것

입니다.

기간은 3년 정도 예상하고 시작합니다.

3년 후에는 6~8살 정도의 학습능력이 있는 아이로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학습능력을 갖춘 아이로 되는 것

이고 이후에는 정상아이와 같은 학습과 경험을 통

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가득한 응원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2018년 1월 11일

기본적으로 환자를 관찰하는 기준에 익숙하지 않

아서 변화 없는 것을 인지함.

다운증후군이나 발달장애와 같은 병증은 자기 나

이의 정상인인 아이와 비교하여 부족한 점이 무엇

인지 확인하면 아이가 변화하는 모습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변화하는 정도는 매우 미비하지만 매일 변

하고 있는데 현재의 증상에서는 아무리 많이 변해

도 큰차이를 보이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음속에서 갖고 있는 정상 아이의 

기준을 없애야 합니다.

신 현재 아이의 모습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서 무엇이 변하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확

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의 미세한 변화도 잘 보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 과 다른 내일이 기 됩니다.

병증이 개선되면서 얼굴 모습도 바뀌어 일반아이

와 같은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지능도 좋아져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당도 할 것

입니다.

체력도 좋아져서 정상 아이와 같게 됩니다.

아이의 미세한 변화가 큰 변화로 보이면 아이와 발

전과 함께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한 박00 약사님이 되길 바랍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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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 2월 22일

1. 두 달간 지속했던 두통이 사라졌다.

2. 약을 스스로 챙겨서 먹기도 한다.

3. 일주일일 함께 강행군 여행을 다녀왔는데 멀미

도 안하고 잘 따라 왔다.

4. 위염증상이 있어서 종종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체질차를 먹으면서 아프다고 안한다.

5. 복숭아뼈 부위에 각질이 심했는데 많이 얇아졌

다.

6. 언어표현이 조금씩 늘었고 있다.

7. 제가 일하는 관계로 약을 잘 챙겨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학 중에 혼자서도 스스로 약을 잘 

챙겨 먹습니다. 

8. 옛날에는 오늘 약 2번 먹었니? 하면 한번인지 

두 번인지 기억을 못 합니다 지금은 2 번 1번을 정확

하게 이야기 합니다. 저녁약도 종류가 여럿인데 스

스로 잘 알아서 먹습니다. 

9. 요즘은 구몬 한글 공부를 새로 시작했는데 언어 

습득속도가 많이 빨라졌습니다. 

10. 스스로 알아가는 게 재미있는지 나름 열심히 

집중력 있게 합니다.

11. 언어표현도 단어 나열로만 이어짐이  

우유 과자 먹었어--우유에 과자 담어 먹었어 조사 

표현이 늘었습니다.

12. 자신감도 생겨 무섭고 두렵다고만 하던 일도 

스스로 슈퍼도 다녀오며 할수있다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이가 변하고 성장하는 게 그려 저요.

다음은 더 기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4. 4월 20일

안녕하세요

1.요즘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요일별 학교에서 할일 엄마 스케줄도 미리 말해줄 

정도 입니다

2. 학교에서 친구가 어디 갔는지 왜 학교에 안 왔는

지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세세하게 알려

줍니다.

3. 누군가에게 옷을 받아 줬더니 고맙다고 전해라

고 전해라는 표현을 쓰네요.

뭔가를 주면서 고맙다고 주라고도 합니다.

4.머리가 빠진다고 광고보고는 사달라고 탈모샴푸 

사달라고 하고 한번은 탈모두피 레이저 검색을 했

더니 뭐냐고 묻더니 그것도 사달라고 합니다.

5. 엄마 핸드폰 열어보면서 엄마가 누구랑 메시지

했는지 감시도 ^^합니다.

류형준의 의견

이 정도면 많이 진화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까?

기억력, 판단력, 의지력 등이 좋아져서 자기의사의 

표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뇌신경의 활성도가 높아져서 생기는 변화라고 생

각합니다.

어디까지 좋아지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00626  A BOOK OF EXPERIENCES

① 정국현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이제는!(4월 20일 오후 

8:15)

① 류형준 약사  

성장통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오래되고 계속되는 증상은 부분 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안티와 같이 6개월을 먹이세요.(4월 20일 오

후 9:01)

② 이민

류형준 약사 2/3먹이기가 힘들어 그냥 101로 

하고 있습니다 안티·써클 101로 해봐도될까

요?(4월 21일 오후 3:35)

2018년 4월 20일 오후 8:50 218 읽음

이민영

#체험사례

1. 11세 여아 28kg 야외활동이 많은 날이면 어김없

이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 아이입니다. 오늘도 야외

로 체험학습을 다녀와서 저녁에 다리가 너무 아파 

울었는데 우선 써클 한포 먹으라고 하고 저녁을 먹

고 나서는 거뜬하다고 하네요. 저는 다리 아픈 것이 

성장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럴 때마다 써클을 먹여볼 생각입니다. 

2018년 4월 20일 오후 10:14 307 읽음

계효숙(역전이화/수원)

#체험사례

'체험사례'라 쓰기엔 민망하지만 태그를 달으라고 

하시니. 끙~.

안녕하세요? 징징 몇 번 짜다가 조용히 살았습니

다. 제가 양제를 먹어도 뾰족한 효과를 본 적이 

없어서 엄청난 기 를 품고 접했던 <안티플러스>

와 <써클4.U> 지요. 그런데 역시나 제 기 를 충

족시키지 못해 속으로 쪼끔 실망했었습니다. 류선

생님이 써클 용량을 늘려 보라 말씀하셨지만 그러

면 속이 안 편해지는지라 늘릴 수 없었고 겨우 안티, 

써클 1-1로 유지를 했었는데 사실, 최근엔 그것도 

시들해져서 안 먹는 날도 있었고 한번만 먹기도 하

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호보와 각탕(아직도 바케스를 구비하지 않

고 족욕으로…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은 열심히 했

지요. 호보는 한번에 4~5백번 하던 것이 100~150

회까지 줄어들었지만 족욕만은 피곤해서 앉아 졸

고 있다가도 일어나서 할 정도로 거르지 않았죠. 

삶은 달걀도 매일 두세 개씩 먹고 있고요.^^ (날계

란의 아비딘이란 성분이 비오틴 흡수를 저해한다

고 해서 삶은 달걀로 먹고 있어요.)

제가 만족을 못하니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권하는 

것도 못하고 단발성 판매만 조금씩 하는 정도입니

다. 최근에 제 동서가 자궁근종이 있다 해서 안티, 

써클 소개해서 일단 써클 부터 시작했습니다. 좋은 

결과와 과정이 있길 기 합니다. 

(동서에게 시험 삼아 ‘요오드정’을 먹어보라 줬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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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현아

방금 류약사님 을 보고서

이 실체가 뭐지? 미라클인가 경이로움인가 

비몽사몽하던 차에 계약사님의 을 보니 걸

음마 연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비되면

서 기분이 마구 유쾌해지네요. 왜 안보이시나 

궁금했었어요. 울 아들도 어제 다리를 뼈가지

고. 저 서울 못 가게 할까봐 써클3봉씩 들이부

어 줬더니

지금 멀쩡해졌네요. 그 약효라는 게 매일 시

험 위에 우릴 세우고 있답니다. 내 손에서 

떠나가는 순간부터 내 것이 아니니. 시험장에

자식 보내고 웃으며 나오길 기다리는 심정이

랄까. 진짜로 매일매일이 기다림의 시간입니

다.

안티와 써클은 굳센 장수 같고. 여기계신 약

사님들은 힘센 엔진 같고. 구경하기도하고 참

여하기도하며. 점점 희망을 키우는 날들에 감

사하고 있어요.

곧'용량'조절의 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4

월 20일 오후 10:42)

② 계효숙

하현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전에도 시험해본 적이 있었어요. 

가끔 이유없이 발목도 이상해졌다 며칠 지나

면 괜찮아지고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 일

들이 아주 가끔이지만 반복되니 아파도 약 안 

먹고 파스도 안 부치고 저절로 나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때가 많지요. 

발목이 살짝 불편해졌을 때 써클 3포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먹어봤었어요. 

하루 넘게 먹었을 거예요. 그 땐 아무 효과도 

없고 속만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또 실망했었

죠. 난 먹어도 소용없구나! ㅠㅠ 

그런데 이번엔 효과를 보니 오히려 의아합니

다.(4월 20일 오후 11:01)

생리통이 좀 덜하다면서 자궁근종 있단 걸 얘기해

서 써클. 포유로 본격 치유해보자 한 거.)

********저의 체험사례********

그저께 밤에 갑자기 왼쪽 손목이 이상했습니다. 제

가 소아과 아래 있지만 오른손목을 많이 쓰지 왼 

손목은 그다지 쓰지 않고 일과도 끝나고(처방업무 

7시) 퇴근 무렵인데(밤 9시 넘어), 삐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계속 쑤시는 게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손목을 움직일 때만 불편함

이 느껴지는 거. 갑자기 생긴 거라 잘 자고 나면 

괜찮겠지 하고 잤는데 그 다음날도 그 로더군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시험해볼 좋은 기회다 싶어 

파스도 붙이지 않고 써클만 3포를 먹었습니다. 아

침에 먹고 출근해 일하는데 여전히 특정 동작에서 

깜짝깜짝 놀라게 안 좋았습니다. 한번엔 안 되는구

나 싶어 점심에도 또 3포를 먹었죠. 오후 시간엔 

바쁘게 일하다 보니 아픈지 안 아픈지 신경도 못썼

고요, 저녁 때 되어 생각해보니 손목을 이리저리 

돌려봐도 안 아픈 거예요.

“꺅!!!! 나에게도 '효과'란 게 있구나!!!!!! 심봤다!”

를 외쳤습니다. 속으로.

그래도 엄지손가락으로 가는 어제 부분을 눌러보

면 약간의 근육 뭉침 같은 것이 느껴져서 저녁에 

3포를 또 먹어줬더니 말끔히 나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용량'의 문제는 정말 미묘한 것 같습니

다. 그리고 제가 3포씩 하루 3번을 먹고도 속이 크게 

불편하지 않았던 것은 좀 의아합니다. 안티플러스

를 같이 먹지 않아서 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다시 

열심히 먹어봐얄 거 같은데… 자꾸 까먹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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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류형준 약사 

계효숙 약사님의 경우는 처음엔 차라리 써클

만 222로 먹던지 아니면 안티보다 써클의 용

량을 두배로 먹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

다. 

지금이라도 치유의 길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니 다행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

니다.(4월 21일 오전 6:30)

④ 계효숙

류형준 약사 네. 제가 생각해봐도 그런 거 같

아요. 써클만으로 먼저 시작했어야 했는데 욕

심을 부렸죠. 빨리 좋아지고 싶은 조급한 마

음에. 다시 시작하는 맘으로 해보려고요. 요

즘 계속 부종이 있어서, ㅋㅋ, 신발이 꽉 끼여 

불편하거든요.(4월 21일 오전 11:13)

⑤ 송정숙(만수ㆍ부산)

(4월 21일 오후 4:09)

⑥ 정기숙

계약사님^^ 써클 용량 조절 성공 하셨네요~

부종 좋아 지실거예요(4월 22일 오후 8:46)

① 류형준 약사 

제 생각에는 안티111과 써클223로 복용했으

면 더 빠른 증상개선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병의 뿌리가 빠진 것은 아닙니

다.

안티·써클의 6개월 복용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23일 오전 6:35)

2018년 4월 21일 오전 8:30 230 읽음

심현지

#체험사례

 

가족 중의 체험사례입니다.

오랜 시간 치질로 인한 탈홍으로 매우 불편해하던 

가족입니다.

opc제제로 정맥강화에 많은 공을 들여서 좋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탈홍으로 불편해하 습니다. 그런

데 써클 2 안티 2 하루 2번 15일정도 복용 후, 탈홍 

증상이 없어졌다고 하네요.

정맥과 관련된 질환은 시간이 많이 소용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빠른 시간 내에 효과가 나서 

신기하네요. 좋은 제품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21일 오후 12:13 175 읽음

박완수 

#체험사례

=저의 체험사례 013번째= [안티플러스]

-이ㅊㅎ 59세 여성 155/50 - 혀끝과 혀옆에 작은 

구내염

-돋보기로 보아야 할 정도로 작은 염증이나 본인은 

불편을 호소…

-일단 바이러스로 보고,, 안티플러스와 써클, 포유

를 권유

-바르는 약을 원했기에… 안티+써클 (각1포 tid) 

2일 가져감…

-두 번 복용하고 위통을 호소…

-"아하! 명현현상이 세게 왔구나"하고… [담즙소화

제]를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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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명현반응은 예고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예

상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봉에도 나타나고 중간에도 나타납니다.

좋은 경험이 되었으니 또 많이 진화해을 것입

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23일 오후 1:47)

-혀끝은 어떠하냐고 물어보니, "혀끝은 안 아프니 

나머지는 [담즙소화제]랑 먹어 보겠다고 함."

{비교}

009번째 환자는 위장약을 복용할 정도로 위가 신

통찮아도 명현이 없었고…

이번 환자는 평소 만성두통으로 <록소프로펜> 외 

처방약을 수년째 복용하고도

위장 불편 호소가 없었는데, 써클,안티 한두 번 만

에 명현이 와서 당황함…

-고로… 적은 양을 구입해 가더라도 <명현증상> 예

고가 중요함을 다시 느낍니다.

2018년 4월 21일 오후 1:52 243 읽음

한진용

#체험사례

단기 체험사례 모음입니다. 

1. 입술포진(여.60 )

-입술 물집으로 1달 동안 고생 중

-그동안 안 해본 거 없이 다해보셨다고…

(연고 2종류/처방 항바이러스제/피로회복제 좋은 거)

-안티·써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 아직 

확신이 없을 때인데 운명처럼 나타나신 분입니다. 

안티·써클 각 111로 하루 분 드렸는데 다음날 오셔

서 확 가라앉은 모습을 보여주시며 이틀 치 더 구매

하셨고, 며칠 뒤 다 나아서 오셔서 면역/피로에 좋

은 양제 찾으셔서 안티·써클 장복 말씀드렸으

나 가격이 너무 부담되신다고 다른 제품 사가셨습

니다.

-전문 약 항바이러스제에 반응 없는 입술포진에도 

하루 만에 효과를 보여 놀랐습니다.

2. 허리통증(남.30 )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 1주일째 정형외과 통원 치

료 중

-누워 있다가 혼자 일어날 수 없어서 환자분 아버

지가 옆에서 계속 도와주시고 약도 신 타러 오셨

습니다. 아픈 거야 어쩔 수 없는데 혼자 생활이 안

되니 너무 힘들다 하셔서 써클033으로 하루 분 드

림. 며칠 뒤 약 타러 오셔서 그거 먹고 혼자 일어난

다고 신기해하시며 아내 분 근육통에도 잘 듣겠냐

고 물어보시고 써클222 하루 분 구매.(장복 권했으

나 사정이 넉넉지 않으심)

3. 발목통증(남.50 )

-축구하다가 발목인  늘어났는데 1달째 회복 안됨.

-써클2포씩 오늘저녁 내일아침

-며칠 뒤 오셔서 좋다고 소포장 구매

3. 감기(남.40 )

-아내분이 신 오셔서 남편이 기침, 오한, 발열로 

1주일째 고생 중, 일반 약 효과 없음. 몸 상태가 너

무 안 좋은데 회사는 나가야되고 병원은 못 가신다

고 함.

-안티·써클 3포씩 드리면서 오늘저녁에 2포씩 내

일아침에 1포씩 드시라고 함(감기엔 처음 써보는 

거라 많이는 못 드림…)

-다음날 오셔서 좀 좋아진 거 같다고 다음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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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향숙

환자에 따라 반응속도가 달라요 매번 빠른 반

응을 기 하긴 어렵지만 환자에게 꼭 드시면 

좋아진다고 말씀드리면 믿고 따라오신 분은 

좋은 효과를 봅니다(4월 22일 오후 6:56)

② 류형준 약사 

환자의 상태와 환경에 따라 한번 먹고도 차도

를 보일 수도 있도 하루만에, 3일 만에, 한 달 

만에, 3개월 만에 차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복용으로 차도를 보인 경우와 

보이지 않은 경우를 같이 올려주시니 감사합

니다.

실패 사례 중

1. 70  고관절통은 지금이라도 써클222로 

하거나 안티111과 써클222로 하면 좋을 것입

니다.

2.,3. 심한 기침 안티111과 써클 222

4. 70  발뒤꿈치 통 이분은 장기복용으로 증

상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후에는 안티와 써클

의 병용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5. 20  여성 왼쪽 눈부터 목까지 이어지는 

심한 통증

초기용량을 안티111과 써클222로 복용하면

서 경과를 확인하면서 용량을 줄여야 할 경우

라고 생각합니다.

6. 30  남자 수입 즉토 이런 경우는 가루 내

어 먹어야 하는데 나중에 액상이 나오면 될 

것입니다.

천기누설건강법을 접하신지 오래되지 않아

서 주로 단기체험사례를 올린 경우입니다.

사실 치유의 길은 급하게 증상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장기간 적용하면

서 환자의 건강수준을 한 단계씩 올리는 것입

니다. 

증상개선은 치유의 길을 가는 도중에 훈장처

럼 얻는 이정표입니다.

너무 증상개선에 연연하지 말고 적용해 보세요.

안 되면 제가 두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23일 오후 2:07)

③ 한진용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꾸준히 적용해보

티·써클 6포씩 추가구매(222로 복용)

-며칠 뒤 오셔서 거의 다 나았는데 기침은 계속 

난다 하셔서 맥문동탕+안티 111 2일분 드림

-1~2주 뒤 또 오셔서 그때 그거 먹고 다 나았다고 

남편분 피로에 좋은 양제 찾으셔서 써클 권했으

나 가격부담으로 보류.

-이 외 저랑 가족포함 감기 체험사례가 몇 있었는

데 주로 몸살, 축처짐, 어지러움 등 전신증상은 회

복이 빠른 반면 콧물은 없다가도 하루 이틀은 엄청 

심한 경우가 있었고 기침도 이틀정도 반응 없는 경

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티·써클222 이

상 고용량 투여 시 하루 이틀은 차도가 없더라도 

3일 먹으면 부분 좋아진 듯합니다.

4. 용량/기간 설정 실패사례

:안타깝게도 효과 없다는 소리를 들었던 사례들입

니다.

 -남.70 /고관절통증 1달째/써클111 2일

 -남.30 /심한기침/안티111 2일

 -여.50 /심한기침으로 소론도.항생제 등 복용

중/맥문동탕+안티111 2일

 -여.70 /발뒤꿈치통증/써클222 1일

 -여.20 /왼쪽 눈부터 목까지 이어지는 심한두통

/써클3포 1회

 -남.30 /술 먹고 수입즉토/안티·써클 1포씩

(따뜻한 물로 먹었는데도 3~4시간 뒤까지 안 녹은 

알이 토로 계속 나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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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습니다^^(4월 23일 오후 6:17)

① 류형준 약사 

마지막 한포가 새로운 치유동반자를 만들었

군요.

생리통은 반복되는 만성증상이니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티와 병용으로 뿌리를 깨끗히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23일 오후 2:20)

① 류형준 약사  

급성증상은 부분 뿌리가 없는 만큼 빠르게 

개선됩니다.

최현정 약사님이 진화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23일 오후 2:24)

2018년 4월 23일 오전 9:39 150 읽음

조윤선

#체험사례

1.20  미혼 여성인데

생리통이 심해 3~4일은 진통제 먹어야 하는 분인

데 이번에는 엄마가 먹던 마지막 남은 써클 1포를

주었더니 1포 먹고 진통제 없이 수월하게 지나갔다

고 엄마가 60포를 사가십니다.

우선은 조혈제와 함께 101로 꾸준히 드시며 반응 

보자고 권해 드렸는데, 마지막 1포의 효과에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2018년 4월 23일 오전 10:29 136 읽음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체험사례

 

김은*(여.28세)

4.18 여자분 이신데 다리에 제모를 하다가 면도독

이 올랐다고 약국에 내방하심. 처음 있는 일이라 

놀랐다며 걱정하시길래 안티.써클 설명드리고 각

각 111씩 3일분 드렸음. 주의사항 지키실 것 말씀도 

드리고요.

4.23 궁금해서 오늘 전화해서 여쭤보니 “괜찮더라

구요” 하시길래 “다리는 완전히 다 나으셨어요?” 

라고 여쭤보니 “네, 다 나았어요.”  라고 답하시

네요. 

급성증상도 이렇게 결과를 확인하고 이런 말씀 들

으면 내가 개발자도 아닌데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흐뭇해져요. 

류약사님 덕분에 오늘 하루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

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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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더 이상 댓 을 달 필요가 없는 깔끔한 체험

사례입니다.

계속 추적해서 차후 자궁근종에 한 완치사

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4월 23일 오후 2:29)

2018년 4월 23일 오전 11:02 176 읽음

조윤선

#체험사례

#김** 49세 기혼여성

부부관계 시 통증이 너무 심해

한번 아프면 일주일을 고생한다며 소염제 사러 오

시며좋은 약 없냐고 하십니다.

러브젤 사용해도 소용없고 부부관계 자체를 싫어

하는 것은 아닌데 통증에 한 공포감 때문에 악순

환 되는 것 같습니다.

자궁근종도 8센티가 넘어 병원에서는 지켜보자고 

하고요.

다른 부분은 불편하지 않고 골프한 후의다리 붓고 

무거운 느낌만 말씀하십니다.

안티 써클 설명 드리며, 우선 써클만 가져갔었는데 

다음날 오셔서 써클을 3 3 3으로 하루 먹고 통증이 

좋아졌다며 안티도 먹어 보겠다고 하십니다.

평상시에는 진통제 먹고도 일주일은 고생했다 합

니다.

써클 2 2 2

안티 1 1 1으로 권하며 자궁근종에 한 치유의 희망

도 품어 봅니다.

2018년 4월 23일 오전 11:13 178 읽음

최현숙약사 (24시약국) 24시약국 (통 )

#체험사례

77세 할아버지

다행히 통증이나 가려움은 없는 상태이시고물집이 

아주 많네요.

팜시크린과 아시클로버크림 처방 받아오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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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축하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차도를 보인ㅇ 사진을 보게되

었습니다.

피부질환은 특히 증상이 심한 피부질환은 명

현증상이 밖으로 나오기에 걱정할 필요는 없

습니다.

처음부터 안티·써클을 먹어도 될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23일 오후 2:31)

완전한 치료를 위하여

안티 드릴려다 명현이 염려되어서 처방약과 함께 

4월18일 써클만  111

5일분 15포 드리고 오늘 재방문 

물집은 없어졌고 꼬들꼬들 해지셨네요.

오늘은 안티 1 1 1 5일분 15포 드립니다.

안티와 써클 투약순서 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만족한 결과입니다.

다음 투약목표는 재발방지프로그램

안티와 써클 나갈 차례입니다.

비포 에프터 올립니다.

2018년 4월 23일 오후 12:32 156 읽음

계효숙(역전이화/수원)

#체험사례

지난 금요일 밤이던가, 밤늦게 아저씨가 오셔서 부

인의 허벅지에 화농이 있다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부인이 몸이 불편해 한쪽으로 앉아서 생활을 하니 

앉는 쪽(허벅지 사타구니쪽?)이 자주 욕창처럼 화

농이 된다, 심할 때는 병원 가서 찢고 고름을 뺀다, 

마취가 안 돼 생으로 찢고 온다, 자꾸 반복된다, 우

선 먹을 것 좀 달라, 심해지면 또 병원 가야지 뭐…

그래서 이 환자야말로 안티, 써클을 먹어야 할 환자

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티, 써클을 설명해 주고 

먹어보라 했어요. 이건 평생 병원 다니면서 돈 쓸 

거 생각하면 비싼 게 아니라며. 일단은 3일분 줬어

요. 안티, 써클 1-1-1로 먹으라고. 그리고 부인이 

책을 볼 수 있으면 꼭 읽어보라 전하라면서 책을 

같이 드렸어요.

오늘 아저씨가 오셔서 그거 달라고 했어요. 첨엔 

부인이 왠 애들 약같은 걸 사왔냐고 툴툴 더니 먹

고는 다음날 아침에 신기하다며 좋다 하더래요. 화

농이 잘 빠지나 봐요. 그리고 또 뭔가가 좋아졌나본

데 본인이 아니니 다 표현을 못하고요. 아무튼 좋다

고 통으로 사 오랬다면서 우선 작은 통 하나씩 달라

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환자가 먼저 좋다며 재구매한 게 처음

이에요. ㅋㅋ(어제 오시 샘님이 한번이라도 주는 

게 중요하다 말씀하신 게 생각나네요. 그러다가 딱 

걸리면 끝나는 거쥬~. 먹지 말라 해도 먹을 사람들

이 있다는 거.)

체 이게 뭐냐고 하길래 다시 책을 보여 드리면서 

사진에 나온 약사님이 개발한 거라고 배경 설명을 

짧게 했고요. 이전에 드린 책을 다시 더 꼼꼼히 읽

어보라 했어요. 계속 드시다 보면 신기한 일 많이 

겪을 거라면서. 이 약사님은 어려운 유전병도 다루

시면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했더니

그 아저씨 왈; 우리 마누라도 유전병이에요. 소뇌위

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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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예 계속해도 됩니다.

하지만 소뇌위축증이 문제라면 머리칵락을 

잘라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4월 23일 오후 2:38)

① 조용권 (도아약국.대전서구)

반가웠습니다. 약사님.

좋은 하루되세요 .(4월 23일 오후 12:55)

② 서원모

이러는 거예요. 악, 그 무서운 소뇌위축증이라닛! 

그래서 벌써 앉은뱅이 생활하나봐요.ㅜㅜ 일단 안

티, 써클 드시면서 좋아지시는 거 봐서 나중에 필요

하면 류약사님께 연결드릴 수 있다고 얘기했네요. 

더 이상의 위축을 막는 게 중요하니까.

---- 반복되면서 '화농'이 없는 것이 바이러스성

이라 했는데????? 써클 작용으로 화농을 쫙쫙 빼

주는지는 모르지만 암튼 환자가 "신기하다"는 표현

까지 하며 재구매를 하시는 거니 계속 해도 되겠

죠? 다래끼 자주 나는 사람, 엉덩이에 종기 생기는 

사람들은 난 자리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는데 '화농'

이 되잖아요. 이런 건 바이러스가 아닐까요? 바이

러스가 병을 일으키고 세균이 2차 감염되는 걸까

요?

2018년 4월 23일 오후 12:35 170 읽음

서원모

#체험사례

83세 할머니(1936년생)

자주오시는 미술선생님의 모친

증상:56세 아드님이 저에게 문자로 보내온 것입니다

1.상시적으로 호흡이 어렵고 심할 땐 가슴이 답답

하여 가만히 있지를 못함

2.옷 입기 등 약간의 걷기정도의 작은 활동에도 호

흡이 어려운 증상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움

3.찬물에 손 넣기 병 따기 등의 활동에도 손발 저림

이 자주 나고 손을 떠는 증상이 심함

4.3월부터 치아가 부딛 칠 정도로 턱이 강하게 떨리

는 증상이 지속되며 흥분할 경우 손떨림까지 심해

져 물을 스스로 마시기 어려움

의지와 상관없이 침을 흘리심

5.호흡이 어려워서

이비인후과에서 비염진단을 받아 약을 1년정도 복

용중임

6.식욕이 떨어짐

7.잠을 장 못 잠

8.위 증상들과 더불어 심리적 불안감과 초조함등 

이 동반되고 있음

9.흡연 하루 5개비

10.현재 복용중인 약 

고혈압 비염 약 변비약

 

투약

18년 3월23일

써클 1. 1. 1

안티. 1. 1. 1

각각 60포짜리 한통씩 가져가심

경과 반응

18년 4월 13일

위의 증상들이 조금씩 다 좋아지심

손 발저림 손  떨림증상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텃밭일도 조금씩 하심

수면제 없이도 잘 주무심

최소 6개월 드시라고 말씀드림



 제3장 체험사례 00635

조용권 (도아약국.대전서구) 

저도 반가웠습니다 

저는 충북  81학번입니다(4월 23일 오후 

1:29)

③ 조용권 (도아약국.대전서구)

서원모 아 그랫군요 

더 반갑습니다. 전에도 충북 동문들이 많

지요.

친구도 있고 모임하시는 약사님도 계시고 오

랜 전통으로 모임이 잘 돼는것 같습니다.

저는 충남 84입니다.

참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상담하시는 것 같습

니다.(4월 23일 오후 2:14)

④ 류형준 약사 

서원모 구에서 뵙고 다시 서울에서 만나니 

고맙습니다.

상기증상들은 듣고 있으면 어디부터 해야할

지 엄두가 안날텐데 큰 일을 해냈습니다.

끝까지 치유의 길을 완주해서 건강하고 행복

한 노후를 보내도록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4월 23일 오후 2:40)

⑤ 서원모

류형준 약사 

예

좋은제품 만들어주셔서 신납니다(4월 23일 

오후 4:31)

① 하현아

와… 약사님 그사이 기쁜 일이 있었네요. 출

산을 축하드립니다.

몸조리 잘 하시고 얼른 쾌차하세요. 아이의 

건강하고 힘찬 출발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퐈이팅!!!

(4월 23일 오후 1:19)

② 이민영

감사합니다. 넷째라 전 막막하지만 감사히 생

각하고 있습니다(4월 23일 오후 1:56)

③ 류형준 약사 

지난 15일 출산하셨군요.

이민  약사님 축하합니다.

이쁜 하기와 함께 많이 많이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4월 23일 오후 2:43)

④ 정국현

축하드립니다.(4월 23일 오후 6:32)

⑤ 권명선

축하드려요(4월 23일 오후 10:12)

⑥ 류지현

약사님 몸조리 잘하셔요. ^^ 힘든일은 애아빠 

몽땅 시키셔요 ㅎㅎ(4월 24일 오전 11:54)

⑦ 이민영

2018년 4월 23일 오후 12:56 192 읽음

이민영

#체험사례

본인 체험(만40) 4월15일 출산. 젖몸살로 아기머리

크기정도로 가슴이 딱딱해지고 부유방이 아기주먹

정도로 부풀어 오름. 4월18일부터 써클만 111복용 

4월22일까지. 조리원에서 가슴마사지 및 전신마사

지 병행. 아기가 젖병에 익숙해져서 젖을 안 먹고 

젖병으로만 먹어 유축기 사용 중. 복용 이틀째부터 

유선이 뚫리기 시작함. 먹기 만하면 가슴 및 부유방

이 찌릿한 느낌 줄어듦. 4시간마다 유축하면 한 쪽 

당 100미리 이상 나왔는데 이제는 100미리 이하로 

나와서 써클 이제 복용중단. 다리가 부어 코끼리 

발 이었는데 붓기 많이 빠지고 다리 저린 증상 감소. 

수유 끝나면 다시 복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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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힘이 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4월 25일 오

후 7:17)

① 류형준 약사 

김정원 약사님 감사합니다.

30년된 정맥류를 4개월만에 이별에 성공 했

군요.

압박스타킹이 얼마나 림프순환을 방해하는 

녀석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박스타킹을 하고 지내

시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짐작이 됩니다.

정맥류에서 벗어나신 것을 정말로 축하합니

다.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방에 계신 여러 약사님들도 정맥류는 이제 

내 손안에 있소이다 생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23일 오후 4:41)

② 김정원

네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에 날개를 달아주셨

네요 스타킹 신고 벗는게 참 고행 이었습니다

(4월 23일 오후 5:38)

③ 김정원

김정원(4월 23일 오후 5:44)

2018년 4월 23일 오후 2:44 160 읽음

김정원

#체험사례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올해54세 저의 

체험례입니다 1989년 큰아들 출산 후 정맥류가 왔

습니다. 약국생활을 하고 바지를 입고 사니까 불편

함을 못 느끼고 지내다 10년 전 큰맘을 먹고 정맥류

수술을 했는데 마찬 가지더군요 다리는 붓고 밤에 

쥐도 나고 수술1년 후 하와이사는 언니가 정맥류 

압박스타킹을 5개씩 사서 주며 하와이는 마트계산

 여직원도 압박스타킹 신고 일한다고 해 저도 올

3월까지 압박스타킹을 9년간 신었네요 써클11안티

11복용후 4월1일 부터 압박스타킹에서 해방이 됐습

니다. 출근 때 신을 때 씨름을 하고 더울 땐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요 퇴근 후 집에가면 스타킹 조이는 

부분이 가려워서 엄청 긁었던 기억이 납니다 써

클·안티 복용 후 바디로션을 안 발라도 가렵지가 

안아서 너무 좋습니다. 약사라는 직업이 환자의 건

강은 돌보면서 제일 소중한 약사님들 건강지킴에

는 바빠서 소홀 하신거 같아 저의 체험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먹고 좋아서 남편 30살 큰아들까지 

같이 먹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18년 근무하는 여직

원은 비염으로 이제 복용한지 5일 됐습니다요 직원

의 체험례는 다음번에 올려드릴께요 어제 서울 강

의장서 류형준선생님께 감사인사 드렸습니다 스타

킹서 해방되어서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23일 오후 3:19 192 읽음

서원모

#체험사례

여성 48세 

증상:

주 증상 : 오른쪽 사지 관절마디아픔 

2006년 척추5.6번 전방전위수술 핀4개심음

2017년 유방암수술

만성피로 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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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ㅎㅎㅎ

이렇게 다양한 증상을 한꺼번에 개선되고 있

으니 차라리 종합병원을 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가 아닌 치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원모 약사님의 환자상담 차트가 참 꼼꼼해

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유방암 환자이니 안티111과 써클222

가 적량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23일 오후 4:44)

② 서원모

류형준 약사 

예

감사드립니다(4월 23일 오후 6:35)

③ 서원모

혹시나 

개인정보때문에 상담지 삭제했습니다 

죄송합니다(4월 24일 오후 6:19)

① 류형준 약사 

아침에 얼굴부종

소화가 안 되어서 잠을 못 잠

아랫배 항상 묵직하게 아픔

 눈 침침

오른쪽 발가락 끝부터 어깨 위까지 심한통증(비 오

면 더 심함)

두통

발 밑바닥 아픔

발이 붓고 쥐가 잘남

투약: 18년 4월19일

써클 2. 2. 2

20포짜리 1통

3일분 가져감

4원23일

경과 반응

수면제 안 먹어도 잠을 잠

오른쪽 관절마디 아파서 진통제 안 먹으면 못 다니

는데 진통제 안 먹어도 걸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하네요

눈꺼풀을 떼지 못 하정도로 잠이 많이 온다함(약 드

릴때 이미 명현 반웅이라고 설명했으므로 이해함)

2018년 4월 23일 오후 4:39 143 읽음

서원모

#체험사례

 

여성 57세

증상 : 정강이통증 발바닥통증

자궁적출수술했음

투약:3월 30일 

써클. 1. 1. 1

안티. 1. 1. 1

경과 반응 4월5일

다리통증 좋아짐 눈 쌍꺼풀 생김

다시 써클 안티 각각 20포 1통씩 가져가심

4월23일

오늘 오셔서 하는말이 좋기는 한데 돈이 없어서 더 

이상 못 드시겠다고 하심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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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소식이군요.

정말 없으신 분이면 저와 함께 도울까요?

감사합니다.(4월 23일 오후 6:52)

① 류형준 약사 

명현반응이 일어나도 기침은 멈췄습니다.

명현반응은 부분 이렇게 한 부분은 좋아지

는데 한 부분은 악화됩니다.

명현반응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4월 23일 오후 8:23)

2018년 4월 23일 오후 5:43 158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여 57

보름 전 기침이 심해 감기약 처방 3회차 방문…

종병체질이었던 분이기에 이미 리모델링 건의를 

드린 적이 여러번, 일단 단기로나마 안티·써클을 

체험할 기회라 생각되어 권유…안티111, 써클222

에다 맥문동 탕제 2일분을 처방과 같이 드시라한 

후 이틀 후 다시 오시길 부탁. 안 오심…

오늘 혈압 약 타러 오셨길래 여쭈니, 속이 아파 처

방약은 포기하고 하루분에 기침이 멎었다네요. 명

현이었는지 복용 후 반나절은 파김치가 되었지만, 

어쨓든, 이제서야 리모델링 도구의 진가를 인정…

그 동안 경제적 부담에 많이도 치유의 문턱에서 서

성거렸던 분이 안티·써클 이틀분에 과감히 문고

리를 잡고 열어 젖힙니다.

남편과 같이 가치를 공유하려 한 달 챙겨 가십니다. 

이제부터 그 분들의 몸에서 일어날 지각변동을 생

각하니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2018년 4월 23일 오후 6:49 183 읽음

노동원 0476

#체험사례

1. 이명ㅇ  69세 남 

4월 2일 

작년12월에 추운 곳에서 일을 오래 감행하다 어지

럽고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받고 입

원 치료 후 퇴원했는데 말이 심하게 어눌해지고 발

음도 새고 당뇨약도 복용 중인데 걱정하며 내국 안

티 써클 체크리스트 실행 후 거의 걸리는 게 없을 

정도 찬 것 매운 것 등 음식도 체크해 보았지만 정상 

각탕법 추천하며 혈관을 약화시키는 바이러스와 

운동부족이 원인이 된 림프순환 부조로 안티101 써

클101 10일분

4월18일 

목이 조금씩 편해지고 전반적으로 컨디션 향상, 다

시 정량으로 10일분 복용 중 믿고 드신다며 6개월 

예약

2. 조명ㅇ 50  여성

일반 약 사러 오셔서 기 중 안티·써클 포스터 

보고 자기증상과 너무 똑같다며 우선 2일분 가져가

서 먹어보고 인터넷 폭풍검색해보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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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송정숙(만수ㆍ부산)

저는 목소리 안 나올때 써클 111드렸는데 안

티가 더 나은가요?

마성원도 같이 줬는데 결과를 아직 몰라

서…,(4월 23일 오후 7:31)

② 노동원 0476

클래리 쓰고 안 들었으니 바이러스라 생각하

고 안티 드렸어요(4월 23일 오후 7:58)

③ 류형준 약사  

송정숙(만수ㆍ부산) 노동원 0476 후두염에 안

티를 쓰든 써클을 쓰든 모두 효과가 있고 안

티와 써클을 함께 써도 효과는 있을 것입니

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안티와 써클을 단지 효과 

중심으로 사용하는 단기처방도 좋지만 전체

적인 건강상태를 어떻게 향상 시키고 이끌어 

갈까?

하는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요즘 밴드 분위기가 마치 안티와 써

클이 만병통치약인양 증상개선 위주로 한 방

향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증상개선 위주의 방향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

이지만 치유의 길 본연의 의미도 잊지 않고 

함께 해야 할 방향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24일 오전 8:31)

2일 뒤 손발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든다며 안티·써

클 소포장 한통씩 드리자 

“이거 6개월 먹는거죠……?” “네 각탕법 하시면서 

드시면 배가 듭니다 하니 수긍하십니다.” 

3. 50  여성

일하다가 오른쪽 팔을 잘못해서 삐긋하더니 그다

음부터 팔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내국 한의원에서 

침도 맞아보고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도 소용 없

어서 옆에 의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와서 하소연하

는데 병원에서 수술해야 된다고 울먹임.

 

그리 오래된 게 아니라서 림프순환으로 충분히 가능

하다보고 처방약과 써클111 같이 복용. 몇 일 뒤 와서 

팔이 올라간다고 감동함 …운동 부족으로 림프순환 

이 충분치 않으니 써클 6개월 드시라고 충고.

4.정형ㅇ 40  여성

후두염으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처방약 먹는데

도 소용이 없어서 찾아옴 

일단 어린이집 교사라 신속하게 증상 을 개선해야 

해서 위 처방약과 안티111 4일분 

하루 분 먹고 목소리가 나옵니다. 찬 것 매운 것 

조심하라고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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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암병력자는 안티111과 써클222가 적량이고 

경우에 따라 써클의 용량을 늘리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한동안 용량을 유지하면서 증상이 확실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한 후 용량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암병력자의 아주 좋은 용량조절의 예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24일 오전 8:40)

② 서원모

류형준 약사 

예 감사드립니다(4월 24일 오전 10:26)

2018년 4월 23일 오후 7:13 170 읽음

서원모

#체험사례

 

여성 62세

43년 전 충주에서 같은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구

에서 같은 교회 다니는 친누님 같은 누님

증상 : 오른쪽 갈비뼈및 통증

MRI찍어도 안 나온다 함

입 마름 복부비만

10년 전 유방암수술환자분임

투약:18년4월14일

안티 1. 1. 1

써클 2. 2. 2

3일복용후 조금 좋아졌다 해서 

4월 18일 

안티 1. 1. 1

써클 3. 3. 3으로 증량함

오늘 방문함

옆구리 통증이 심해서 항상 손을 갔다 곤 했는데

지금은 손 갔다 는 회수 줄어듦

변량이 많아짐(명현반응이라고 미리 설명했음)

2018년 4월 23일 오후 8:04 208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3월14일 주인공 61세 남성 

20년전 사고로 신장하나 제거함 눈위의 지방종염

증이 인연이 되어 안티 써클111로 치유여정을  시작

하셨는데, 오늘 학병원 검진결과 만성폐쇄성폐

질환으로 폐기능이 60%정도 손상되었다며.

아노로62.5엘립타 30dose

엘도란트 bid로 1알 28일

처방전들고 오심.

그런데 이분이 애기하시길 '최근엔 안티 써클을 복

용해서인지 훨씬 가래가 줄고 가래색도 맑고 묽어

졌고 숨도 덜 찼는데 이것 때문이 맞나요?"하고 묻

기에 “빙고!!!” 

눈 위 큰 사이즈의 지방종부위가 어디 는지도 모

를만큼 피부가 회복되었고 이젠 이보다 더 큰 적인 

COPD를 잡기위해 지난번엔 안티 써클 111로 드렸

고 오늘은 안티111 써클 222 로 병마를 물리치자함.

이분의 COPD의 가장 큰 원인이 46년동안 하루 2

갑이상의 흡연과 건설현장의 분진과 먼지에 노출 

되는 것이기에 금연과 미세먼지차단위해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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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야호호호

만성폐쇄성폐진환은 단순한 질환이 아니라 

병 자체가 몸 안의 산소포화도를 낮게 하여 

인체기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병인데 큰 병의 실마리를 

풀어주십니다.

안티·써클 111의 용량도 매우 훌륭하고 경

우에 따라 써클의 용량을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긴긴 치유의 길에 끝까지 함께하셔서 만성폐

쇄폐질환에 새로운 실마리를 찾게 되길 기

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24일 오전 8:52)

① 류형준 약사  

다음에도 증상개선이 미흡하면 안티111과 써

클222로 늘려서 급한 증상들을 빠르게 개선

하면서 치유의 길을 함께 하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손목 아픈 것도 계속 쓰는 부위라 쉽게 낫기 

힘든 부위인데 다음에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기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4월 24일 오전 8:56)

방진마스크용을 권했어요. 금연에 자신이 없다하

셔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결단하시라고 권했

는데 성공하시겠죠?

2018년 4월 23일 오후 8:16 225 읽음

이송락

#체험사례

58세 여성분.

손목부분에 계란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입니다.

정형외과에서 두 달여간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통증도 있고 얼굴도 좀 부어있고 무릎도 아프다고 

호소.

의사말로는 손목뼈에 공간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

네요(무슨 말인지 모르겠음).

4/7 안티 101 써클 202 10일분.

4/17 효과가 없다고 함.

자세히 체크해보니 좀 가라앉았는데(!!) 괜찮으니

까 손목을 막 썼다고 합니다.(헬스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원위치.

한마디 해주고(̂ )̂ 다시 안티 101 써클 202 로 10일분.

이번에 다 먹으면 한 달분씩 사가시겠다고 했습니다.

2018년 4월 23일 오후 8:20 289 읽음

정국현

#체험사례

사고 후유증

62세 호리호리함

2년 전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퇴골 골절 갈비12개 

다나가고 그 후로 회복되셨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다친 부위통증으로 잠을 깨고 트렉터로 로터리를 

치면 다리가 아파서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달에 한 두 번은 진통제5일분씩 지어가신분입니다.

4월9일ㅡㅡㅡ써클만202 한 달분

4월23일ㅡㅡ오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약을 먹고 

3일째되는 새벽에 통증이 없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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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향숙

트렉터로 로터리를 치는건 무슨 뜻 일런지

요?^^(4월 23일 오후 9:43)

② 권명선

트렉터로 로타리를 친다함을 논이나 밭을

곱게 가는 것을 말해요

농작물을 심기 전에 흙을 곱게 부수어 수확량

을 늘리기 위함(4월 23일 오후 9:57)

③ 정국현

권명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4월 24일 

오전 6:08)

④ 정국현

박향숙 트렉터는 일반승용차와는 달리 쿠션

이 없어서 충격이 온몸으로 전해져서 몸들이 

상한다고 하십니다.(4월 24일 오전 6:09)

⑤ 박향숙

^^ 네 저도 시골출신인데요 어릴 적 손으로 

농사짓는 거만 봤나봐요 감사합니다♡♡(4월 

24일 오전 9:00)

⑥ 류형준 약사 

사고로 골병이 든 것을 치유하고 있네요.

2년 전에 다친 것으로 계속 아프다고 하시니 

3개월 이상 된 만성증상이고 만성증상은 바

이러스감염증으로 써클로 일정하게 증상을 

일부 개선한 후에 안티의 병용도 생각하고 있

겠지요.

증상개선 이후에도 치유의 길을 함께 해 주셔

서 골병의 뿌리를 완전히 뽑고 확실한 세포재

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4월 24일 오전 9:01)

잠자고 있던 아내분을 깨워 아프지 않다고 말했다

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즘 트렉터타고 로터리를 치

는데도 하나도 아프지 않다고 신기해하십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그런지 다시 아프다고 하셔서 이

런날에는 3포씩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하겠다고 

하시네요. 얼마나 기쁘셨으면 잠자던 아내분의 깨

우셨을까요! 오늘도 기분 좋게 퇴근합니다. 2018년 4월 24일 오후 6:16 181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체험사례

#다운증후군 4

강00, 17세, 여자(2017년 12월 현재)

1. 2017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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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친구입니다.

다운증훈군은 너무 유명한 유전병으로 알려진 병

으로 원인은 21번 염색체가 2개가 정상인데 3개가 

있어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 번에 걸쳐 다운증훈군 환자를 치유

하면서 유전질환이 아니라 바이러스성 중추신경염

이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운증후군을 위한 특별한 치유법으로 치유

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중추신경계 바이러

스 감염증에 준해서 치유과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신경은 인체의 전선 같은 것인데 전

선의 한 부분이 이상이 생기면 그 전선에 연결된 

기계나 설비가 작동을 제 로 못해서 여러 가지 증

상을 나타낼 수 있지만 결국 증상에 상관없이 전선

을 제 로 작동하겠금 하면 전선의 이상으로 생긴 

증상은 어떤 증상이든 개선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유전병으로 알려진 다운증후

군의 치유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진의 주인공은 이 방에 계신 약사님의 자제분으

로 약사님이 공개적으로 치유하는데 동의하여 사

진을 공개합니다.

아래 사진은 치유를 시작하기 전 앞과 옆 얼굴 사진

입니다.

먼저 오랜 시간이 되기 전 길어야 6개월 안에 사진

상의 모습이 다운증후군의 전형적인 모습에서 정

상인의 모습으로 변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와 함께 지능도 높아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길

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운증후군이 아닌 정상아이로 변할 것

입니다.

기간은 3년 정도 예상하고 시작합니다.

3년 후에는 6~8살 정도의 학습능력이 있는 아이로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학습능력을 갖춘 아이로 되는 것

이고 이후에는 정상아이와 같은 학습과 경험을 통

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가득한 응원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2018년 1월 11일

기본적으로 환자를 관찰하는 기준에 익숙하지 않

아서 변화 없는 것을 인지함.

다운증후군이나 발달장애와 같은 병증은 자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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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정상인인 아이와 비교하여 부족한 점이 무엇

인지 확인하면 아이가 변화하는 모습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변화하는 정도는 매우 미비하지만 매일 변

하고 있는데 현재의 증상에서는 아무리 많이 변해

도 큰차이를 보이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음속에서 갖고 있는 정상 아이의 

기준을 없애야 합니다.

신 현재 아이의 모습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서 무엇이 변하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확

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의 미세한 변화도 잘 보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 과 다른 내일이 기 됩니다.

병증이 개선되면서 얼굴 모습도 바뀌어 일반아이

와 같은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지능도 좋아져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당도 할 것

입니다.

체력도 좋아져서 정상 아이와 같게 됩니다.

아이의 미세한 변화가 큰 변화로 보이면 아이와 발

전과 함께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한 박00 약사님이 되길 바랍나다.

3. 2018년 2월 22일

1. 두 달간 지속했던 두통이 사라졌다.

2. 약을 스스로 챙겨서 먹기도 한다.

3. 일주일일 함께 강행군 여행을 다녀왔는데 멀미

도 안하고 잘 따라 왔다.

4. 위염증상이 있어서 종종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체질차를 먹으면서 아프다고 안한다.

5. 복숭아뼈 부위에 각질이 심했는데 많이 얇아졌다.

6. 언어표현이 조금씩 늘어고 있다.

7. 제가 일하는 관계로 약을 잘 챙겨주지 못하는 

겅우가 많은데 방학 중에 혼자서도 스스로 약을 잘 

챙겨 먹습니다 

8. 옛날에는 오늘 약 2번 먹었니? 하면 한번인지 

두 번 ㅎ인지 기억을 못합니다 지금은 2 번 1번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녁약도 종류가 여럿인데 

스스로 잘 알아서 먹습니다 

9. 요즘은 구몬 한글 공부를 새로 시작했는데 언어 

습득속도가 많이 빨라졌습니다 

10. 스스로 알아가는게 재미있는지 나름 열심히 집

중력있게 합니다.

11. 언어표현도 단어 나열로만 이어짐이  

우유 과자 먹었어--우유에 과자담어 먹었어 조사

표현이 늘었습니다.

12. 자신감도 생겨 무섭고 두렵다고만 하던 일도 

스스로 슈퍼도 다녀오며 할 수 있다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이가 변하고 성장하는게 그려지요.

다음은 더 기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4. 4월 20일

안녕하세요

1.요즘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요일별 학교에서 할일 엄마 스케줄도 미리 말해줄 

정도 입니다

2. 학교에서 친구가 어디갔는지 왜 학교에 안왔는

지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세세하게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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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니다

3. 누군가에게 옷을 받아 줬더니 고맙다고 전해 라

고 전해 라는 표현을 쓰네요.

뭔가를 주면서 고맙다고 주라고도 합니다

4.머리가 빠진다고 광고보고는 사달라고 탈모샴푸 

사달라고 하고 한번은 탈모두피 레이저 검색을 했

더니 뭐냐고 묻더니 그것도 사달라고 합니다

5. 엄마 핸드폰 열어보면서 엄마가 누구랑 메시지

했는지 감시도 ^^합니다

류형준의 의견

이 정도면 많이 진화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까?

기억력, 판단력, 의지력 등이 좋아져서 자기의사의 

표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뇌신경의 활성도가 높아져서 생기는 변화라고 생

각합니다.

어디까지 좋아지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5. 4월 24일

1. 1~30 까지 써보라고 했더니 20 까지쓰고 몰라 

라고 썼네요^^

2. 약사님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머리가 덜 빠지는

것 같습니다♡

2018년 4월 24일 오후 11:19 286 읽음

박재익

#체험사례

 

5일후 변화 놀랍습니다.

진물이 더 이상 나지 않고 가렵지 않습니다.

그 많던 피부조제약을 줄이지도 않고 아예 복용하

지 않습니다.

이제야 잠자고 살 것 같다고 합니다.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첫출발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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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아직은 아닙니다.

아마도 1주가 지나면 명현증상이 나타나면서 

더 심하게 돋아납니다. 

지금은 폭풍전야처럼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

입니다.

적어도 한 두 달은 고생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 두고 보세요.

감사합니다.(4월 25일 오전 6:13)

② 박재익

류형준 약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움말씀 정

말 감사합니다.(4월 25일 오전 10:51)

③ 김은정.종로.

용량이 궁금합니다~(4월 25일 오전 11:59)

④ 박재익

김은정 써클222 안티111로 시작했습니

다.^^(4월 25일 오후 2:59)

⑤ 김은정.종로.

박재익 아네~감사합니다(4월 25일 오후 

3:22)

① 류형준 약사  

이정도라면 처음에는 안티111과 써클222로 

한달간 용량을 늘려도 좋을 것입니다.

초전박살로 처음부터 확실하게 증상개선을 

하고 안티101과 써클201로 쭉 먹게합니다.

그러면 증상개선도 빠르고 몸도 편하게 치유

의 길을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27일 오후 5:03)

2018년 4월 26일 오후 8:46 174 읽음

이송락

#체험사례

#견비통 #관절통

65세 약간 비만의 여성분.

어깨 아프고 무릎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픈데 병원약

을 먹어도 효과가 그저 그렇다고 하셔서 일단 안티 

101 써클 101 로 3일분 드렸음.

며칠 후 다시 오셔서 약간의 효과가 있다고 멀리 

이사 가니 두 달분 달라 함.

4/18 두 달 뒤 일부러 다시 오심.

괜찮은 듯하다가 어깨가 다시 아프다 하심. 이번엔 

열흘은 안티 101 써클 202 로 열흘간 드신 후 101로 

드시라함. 두 달분 다시 가져가심.

이사 가셨는데도 멀리 다시 오셔서 두 달분 사 가신 

것 보면, 제게 다 말하진 않았어도 본인 스스로 많

이 괜찮으신 듯합니다.

최근엔 통증이 심하시다는 분들은 처음 열흘을 먼

저 안티 101 써클 202로 복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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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체험사례는 판매성공사례가 아니라 안티와 

써클을 복용한 후에 증상의 변화를 관찰하여 

올리는 단락입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판매성공사례가 아닌 증상

개선사례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4월 25일 오전 6:17)

② 우숙희(라파약국)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25일 오후 12:51)

① 류형준 약사  

홧병의 정복체험사례이군요.

축하합니다.

2018년 4월 24일 오후 11:59 227 읽음

우숙희(라파약국)

#체험사례

 

82세할머니 -2년 전부터 당뇨약 드심

며칠 전 심하게 넘어지셔서 머리 꿰메고 머리속은 

이상 무

갈비뼈6  부러짐 갈비가 심히 다치니 폐에 피가 

새는 거 같아 병원에서 CT찍고 입원 중, 일주일후

에 CT다시 찍고 의사가 지켜보자고 하셨음.

따님께

림프순환 붓기 통증 염증설명하고, 써클333안티

111용량 설명하니 너무 고마워하며 한 달분 갖고 

가심.

분명히 회복이 빠르시리라 믿음!!

2018년 4월 25일 오전 9:22 171 읽음

정국현

#체험사례

화병

60세 여 보통체형 

증상들이 몇 년 되셨습니다.

피부가 한 번씩 엄청 가려우심. 병원약 먹다가 포기.

관절통증.

특히 화병이 있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에 뭔

가 덩어리가 뭉쳐있는 느낌. 피부가려움증을 위해 

몇 개월 동안 피를 맑게 하는 양제 여러 개와 가미

소요산을 드시고 많이 호전되셨는데요.

11월29일 안티·써클 정량 가미소요산 한 달

12ㅡㅡ29ㅡㅡ한 달분 간장약 가미소

2ㅡㅡ14ㅡㅡ한 달분 가미소

3ㅡㅡㅡ19ㅡㅡ한 달분 가미소

4월ㅡㅡ24일 드디어 가슴에 응어리진 뭉튼한것이 

어느새 사라지셨다고 하십니다.

피부가려움증은 거의 없으시고요.

안티·써클 복용 전에 화병에 가미소요산을 몇 개

월 복용하셨고 증상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가

슴에 뭉친 것 같은 것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 는데, 

안티 써클 복용 후 드디어 5개월이 지나니 화병도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화병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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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을 달자면 

가미소요산은 감초의 스테로이드, 목단피의 

천연항생물질, 박하생강시호의 이담건위작

용, 박하시호의 해열진통제, 치자의 교감신경

흥분억제 효과들이 적당히 섞여 있는 처방입

니다.

감초는 스테로이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하시호의 해열진통소염제는 써클의 림프

순환촉진효과가 훨씬 뛰어납니다.

목단피의 천연항생물질도 안티플러스가 훨

씬 뛰어납니다.

박하시호생강의 이담건위작용은 우루사나 

이담건위제로 첫 달만 신하면 됩니다.

치자의 교감신경흥분억제작용은 원래부터 

선호하지 않는 작용입니다.

그럼 안티와 써클의 용량을 확실하게 하고 진

행하는 것과 비교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첫달 안티111과 써클222 그리고 우루사 1개

월

이 정도라면 화병이 많이 풀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경과를 확인하고 안티101, 써클201

로 유지하 을 것입니다.(4월 25일 오후 

4:17)

② 정국현

류형준 약사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처음부터 용량을 늘렸다가 서서히 낮추었다

면 더 빨리 화병이 풀렸을것입니다.(4월 26일 

오전 9:56)

① 류형준 약사  

축하합니다.

위장병과 안티플러스의 조합은 특히 명현증

상이 자주 나타나는 조합인데 명현증상이 없

었다니 운이 좋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25일 오후 4:19)

2018년 4월 25일 오전 10:43 136 읽음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체험사례

전명*(여.43세.164cm.70kg)

평소 배가 자주 아프고 10년 정도 된 역류성식도염 

증상이 있음.

안티플러스와 써클포유의 치유원리도 설명 드리고 

책도 드리고 가격도 설명 드렸는데, 며칠 후 방문하

셔서 안티플러스부터 먹어보겠다고 하시는데 가격

을 착각하셔서 일단 소포장으로 시작하기로 했음.

4.10 정량으로 시작하고 명현현상도 설명드림.

4.25 오셨길래 어떠셨는지 여쭤보니 “효과가 괜찮

았어요.” 하시며, 여유가 생기면 본격적으로 먹어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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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강경애 약사님의 전천히 길게 끝까지 완주하

는 치유의 길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상담과 의견이 오고갔

겠지요.

믿음을 갖고 따라가는 환자들을 보면서 새삼 

강경애 약사님의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26일 오후 1:27)

① 류형준 약사  

써클222 

갑자기 뭉친 근육에는 참 적절한 방법입니다.

오래 되었다면 안티와 병용이 필요하구요.

감사합니다.(4월 26일 오후 1:28)

2018년 4월 25일 오전 11:59 135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78세 여자 김 00

척추협착증 골다공증

오랜 기간 골다공증약을 복용중이나 좋아지지 않

고 척추협착증으로 인한 허리 통증과 저림증세 호

소 자꾸 허리가 구부러지는 거 같다고 하심

써클 11 미네랄제제

3개월째 복용중이신데 전체적인 몸 컨디션이 좋아

졌다고 하십니다. 허리 통증과 저림 증세도 많이 

좋아지셨고 허리에 힘도 생기는 거 같다고 하십니

다. 치유를 위해 다음달부터 6개월 안티 병용하기

로 했어요.

2018년 4월 25일 오후 12:09 131 읽음

박재익

#체험사례

 

56세 남 등 근육이 아프고 견갑골이 경직되어서 

정형외과 통증클리닉 치료에도 반응없음.

써클 222 딱 3일만 복용 후 와서 하는 말씀 "소변도 

좋아지고 잠도 잘자고 속도 편하고!" 그래서 등은 

어떠셨어요? 물었더니 "그러게 등은 하루 만에 나

아졌네…“

이분도 신뢰의 치유로 들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25일 오후 12:55 134 읽음

정국현

#체험사례

엉생이 통증ㅡㅡ허리밑

63세여 bmiㅡ29

허리밑 엉생이 통증이 2년 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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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용량조절의 환희입니다.

간혹 용량조절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선되는데 오래 걸릴 증상은 처음에 확 뚫어

주는 기분으로 용량을 늘려서 복용하고 증상

이 줄어들면 용량을 적량으로 줄이면 됩니다.

참 잘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4월 26일 오후 1:33)

① 류형준 약사  

체험사례 기본양식

앞으로 새롭게 체험사례를 올려주시는 약사

님께서는 많은 동료 약사님들이 보고 배우고 

계시니 명확하고 세세하게 올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기본양식으로 예를 들면

먼저 맨 처음에 #체험사례 를 꼭 달아주세요.

1) 성명(예:김00), 성별, 나이, 병명

2) 병력과 현재 문제가 되는 증상과 심한 정도

3) 이전 복용중인 약물의 유무와 경과

4) 써클과 안티의 복용여부와 추가 제품의 여

부

5) 복용기간과 경과 등으로 내용을 적어주시

면 읽으시는 약사님들이 조금 더 내용파악이 

쉽고 같은 경우에 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기누설건강법 약사모임’ 밴드에 올라온 

체험사례들을 함께 하는 약사님들과 서로 공

유하고 폭넓게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그동안 한약도 먹어보고 병원도 다녀보았으나 효

과를 못 보심.

4월15일ㅡㅡㅡ써클 333

4ㅡ18일ㅡㅡ써클333 일주일분

4월25 일 오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며칠 전부터 

하나도 통증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 순간 환자분과 하이파이브! 너무 신기해하십니

다. 역시 용량조절이 성패를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변 끈적거림과 식후에 심한 갈증을 호소

하십니다.

이제는 안티도 복용하시자구 말씀드리고 오늘부터 

써클·안티 정량복용 시작했습니다.

2018년 4월 25일 오후 2:51 196 읽음

박재익

#체험사례

 

42세 여성. 

미용과 피부 다이어트에 초 관심. 좋은 것은 다 바

르고 다 복용해보심.

아무리 좋은걸 먹어도 별효과 못 봄.

늘 마스크 쓰고 다님. 아침에 얼굴부종 심한트러블 

자주.

오늘은 마스크도 벗고 딱 봐도 얼굴색도 환해지고 

스마일로 약국에 방문.

써클만 111로 20일복용후 재방문. 6개월 복용하기

로 약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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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고 있습니다.

‘천기누설건강법’은 항상 여러 약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26일 오후 1:45)

① 류형준 약사  

강경애 약사님에게 권약사님의 향기가 납니

다.

서로서로 배우고 익히니 저 역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4월 26일 오후 1:50)

2018년 4월 25일 오후 4:58 157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40  여자분 

마르고 딱 봐도 예민해 보이시는 분

입술 포진으로 시작해서 2년 전부터 엉덩이 쪽에 

수포가 계속 올라오신다고 함(당근 피곤하면 더 올

라오시겠죠)

안티111 써클 111 5일분

5일후 오셔서 효과가 있는거 같다고 같은 용량으로 

10일분 재 구매 하셨고 오늘 오셔서 많이 좋아지셨

다고 하셨어요. 포진뿐만 아니라 피로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좋아지셨다고 하

시네요.

치유 프로그램 설명 드렸고 1년 정도는 투자하셔야 

10년 전 건강으로 돌아간다고 말씀 드렸어요. 오늘

은 안티 써클 정량으로 한 달분 재 구매 책자와 호보

법 각 탕법 금주하시라 말씀 드렸구요.

이제는 비싸다는 얘기 안하시고 흔쾌히 카드 긁고 

가십니다.

2018년 4월 25일 오후 5:40 134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여 55

주소증~ 얼굴과 복부에 다발성의 화농성 피부염, 

갱년기 증상, 견비통, 종아리 쥐, 부종

피부과 2년 다닌 후, 얻은 것은 6키로의 체중증가.

안티11, 써클111, 가르시니아 제제, 천연여성호르몬 

한 달.

보름 경과 후 전화하니 새로 더 생기지는 않는다 

함. 무소식이라 오늘 전화…피부염 완치, 쥐, 부종 

감소돼서 감사하다는데, 추가 복용 의사 미지근.

불씨는 여전히 잠복해 있을 수 있고 염증 유발물질

의 산실인 비만도 완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

단하면 차후 두 세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참에 가는 말에 박차를 가하여 여타 증상도 치유

하시라.

(잠시 생각…)가게 되면 같은 증세의 친구와 함께 

가겠다고 답하시네요. 분명 최소 육 개월을 언급했

건만 2년의 피부염이 한 달 내로 달아나버리니 마

음이 바뀌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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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그래도 좋은 일 하셨으니 또 기회가 있을 것

입니다.

물론 안타깝기는 하지만 지금은 인연이 거기

까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옵니다.

감사합니다.(4월 26일 오후 1:52) ① 송정숙(만수ㆍ부산)

후후훗…(4월 25일 오후 6:46)

② 송정숙(만수ㆍ부산)

저도 동물약 판매하는데 한번 써볼까나…(4

월 25일 오후 6:48)

③ 류형준 약사  

써클이 이제는 강아지를 치유하는 데에도 사

용되는 군요.

감사합니다.(4월 26일 오후 1:53)

2018년 4월 25일 오후 5:53 117 읽음

박완수 

#체험사례

=저의 체험사례 014번째= [써클][안티플러스]

-담비 (요키종) 17세 ♀ 1.8kg 심장이 붓고, 기침심

하고 헐떡거림

-체격이 아주 작은 종인데다… 나이도 완전 노인이 

되어 동물병원에서도 효과없음.

-처음엔 과립으로 ( 계출감 자감초탕 반하백출천

마탕 각0.4g) tid 10일

-(청폐탕 삼소음 맥문동탕 각0.4g) tid 10일씩 하

여 증세는 덜하나 더 좋은 방법을 원함.

2018년 2월 중순

-나이와 병증으로 보아 완치는 어렵다고 보고 증세

완화 목적으로…

-안티플러스 10포 투여 (1/3포씩 물에 녹이고 개어

서 음식에 넣어 먹임)

-10일후 증세가 가벼워졌다고 다시 10포를 가져가

고…

-다시 안티플10포+써클10포를 가져감 <다음부턴 

믹서로 갈아서 복용시킴>

-완치는 어려울지라도 캑캑거리고 헐떡이는 고통

을 줄이는 것으로도 좋아하심.

2018년 4월 25일 오후 6:01 157 읽음

정원호

#체험사례

 

박×주 여 60세

혈관염증으로 병원약복용중 그 외 고콜레스테롤, 

부정맥(가슴답답), 역류성식도염, 코골이. 게보린

상시 복용 중 그리고 비립종 등 몸이 쳐지는 느낌이 

든다고도 하심.

일단 호소를 정리하고 림프순환장애와 바이러스가 

괴롭혀온 모습들임을 설명 드리고, 안티 5일간 써

클 1일2회 각 1포씩 이후 5일간 안티 써클 1일2회 

각1포씩 10일간 가미귀비탕과 같이 드림. 이후 오

셔서 가라지는 게 덜하고 게보린 안 먹었고 혈색이 

많이 좋아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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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많은 증상들이 한꺼번에 줄어드는 것이 보여

집니다.

그것이 치요가 아닌 치유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26일 오후 1:57)

① 권명선

안약사님의 행복이 제게로 와서 저도 기쁘고 

행복해요(4월 26일 오전 10:44)

② 하현아

저도 기쁘고 행복해유(4월 26일 오전 10:57)

③ 안순원

역시 안티·써클은 행복바이러스의 진앙지

이군요

또 행복해집니다^^(4월 26일 오전 11:30)

④ 류형준 약사 

70년된 화상 흉터에서 흉터가 나다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 하지도 않은 효과에 아직도 안티와 써클

의 효과를 새로게 발견합니다.

다시 써클 111안티101 20일분 가져가심. 세 번 째 

방문하여 비립종이 손가락으로 면 삐져나오는 

거 같다고 하심 눈가와 입 주위 턱 및 등에 있던 

비립종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여러 증상들

이 조금씩 좋아진 느낌.

다시 같은 용량으로 한 달분을 아들30  제약사직

원 아토피에 먹인다고 안티 써클 각 한 통씩 같이 

가져가심

“보험이 안돼서 먹기도 겁난다.” 라고 한마디남기

시고…

2018년 4월 26일 오전 10:12 232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여 71 1/6글

요통, 관절통으로 12/23부터 안티·써클 복용 중인 

분입니다. 주소증 외 부 증상들의 호전을 수시로 

방문하여 보고해주시던 양파여인인데요. 이 달부

터 허리가 가볍고 힘이 실린다 하시네요. 다니던 

병원에 가 허리상태 점검도 받아보겠다 하십니다.

더 흥미로운 건 네 발로 기던 어릴 적에 뜨거운 여물

통에 거꾸로 빠져 얼굴에 화상을 입어 눈썹과 이마 

윗부분의 머리털을 잃고 70년을 살았는데 눈썹부

윈 문신상태라 확인불가. 이마  위쪽으로 소복하게 

백모가 쌓여있는 것 발견 후 보고차원에서 들리셨

네요.

 

마치 산불 난 자리에 돋아난 여린 고사리들처럼 이

마부위는 아직도 화상흉터가 남아있네요. 미용실 

가서 전체적으로 모발이 풍성해졌단 말도 들었다

고 하네요.

타 약사님들의 이마 위 발모 사진보고 신기했는데, 

화상 흉터에 70년 만에 난 모발 보니 감개무량입니

다. 세포재생 진짜 실감합니다. 거므스레 남아있는 

화상의 잔흔이 사라지고 눈썹도 돋아나길 기원해

봅니다.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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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4월 26일 오후 2:07)

① 류형준 약사 

권명선 약사님은 참 좋은 약사님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자라고 권명선 약사님 앞으

로 가면 모두 좋아집니다.

마법같은 권명선 약사님의 치유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26일 오후 2:09)

① 류형준 약사 

써클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26일 오후 2:10)

2018년 4월 26일 오전 10:42 184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2주전 눈 다래끼와 입술의 단순포진이 함께 생긴 

30  후반의 남성이 중요한 발표가 있어 빨리 나아

야 한다고 도움을 요첨함.

체격이 좋아서 3일분 

안티111 써클 222 드렸더니, 그 다음 주에 말끔하게 

나아서 발표 잘했다하며 먹어보니 좋은 것 같다며 

5일분 더 달라고 해서, 안티111 써클 111 로 드림 

이번 주엔 신기하게도 술을 엄청 마셨는데도 끄덕

없으니 어이된 일이냐며 재 구매 하러오셨음.

그사이 이 남성의 안색의 검붉은색이 많이 사라지

고 편안해졌고 이제는 꾸준히 먹어보겠다함. 내 몸

에 투자한다며 오늘은 1통씩 사가시네요. 이렇게 

큰돈은 처음 쓴다며 너스레.

2018년 4월 26일 오전 11:16 175 읽음

박재익

#체험사례

47년생 여성 심근경색으로 2번 고비 넘김.

허리 통증 관절 류마티스판정.

종합병원 감기 위장병은 기본.

살기 싫다고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소연.

써클 101만 복용 정확히 10일후 다시 방문. 무슨 

이런 약이 있냐고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고 다시 살

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하심. 써클60포 재 구매. 

안티설명과 알고 보니 매운맛 매니아여서 매운 것 

이제부터 먹으면 죽는다고 엄포 살맛나는 써클 안

티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26일 오후 1:23 172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작년 10월 중순부터 복용시작으로 현재는 안티 써

클 정량복용중인 56세 만성기관지확장증 여성

1. 환절기 항시 피 섞인 객담으로 고통 무탈하게 

지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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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선경

(4월 26일 오후 1:40)

② 류형준 약사 

잘 하셨습니다.

만성 기관지확장증 환자를 아직까지 무탈하

게 지내게 했다니 다른 증상은 더불어 좋아지

겠지요.

항상 믿음직한 권명선 약사님의 체험사fP입

니다.

감사합니다.(4월 26일 오후 2:16)

③ 박향숙

와 역시 장기로 드시면 안 고쳐지는 게 이상

합니다(4월 26일 오후 8:44)

④ 류형준 약사 

박향숙 이제 장기요법으로 만성병들이 단지 

증상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병 자체가 개선되

어 완전히 치유되는 경우를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4월 27일 오전 6:30)

① 류형준 약사 

치줄수술 후 치료방법이 없는 소변불리가 불

과 10일만에 치유가 되었군요.

2. 10년 이상 지장각화증으로 제일 고통스러웠던 

증상이나 여전히 손이 깨끗함.

3. 만성 소화불량성두통과 이석증. 이석증 재발 없

이 지냈고 두통약 거의 안 먹음.

4. 전신의 소관절통과 만지기만 해도 살이 아프

고 걷기 힘듬. 지금은 약값벌기위해 반찬가게 알바

에서 재료 다듬는 일을 많이 해서 손가락 관절통 

호소함 다른 것은 거의 불편한지 모름.

5. 머리카락이 너무 가늘어져서 펌을 해도 모양이 

없었으나 오늘보니 완전 스타일이 살아있음

6. 사실 이 여성이 7년 전 세브란스병원서 자궁경부암

직전에 발견되어 수술한 후 6개월마다 정기검진 하는 

데 이번에 아주 깨끗하다고 의사로 부터 칭찬받음

이 여성의 신체나이가 제 생각으로 자궁수술전인 

40  후반정도로 회복된 것 같습니다. 이젠 사람답

게 사는 것 같다고 합니다. 오늘은 각 탕법을 특히 

강조하며 손가락관절치유를 위해 101요법을 111로 

잠시 바꾸었음.

2018년 4월 26일 오후 2:14 165 읽음

이희곤

#체험사례

60 후반여자

<치질수술 후 소변불리>

인슐린주사와 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중인

데 얼마 전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 신경 쓸 

일 때문인지 그동안 변비가 있었는데 결국 치질 수

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나도 소변을 제 로 볼 수 없어 

병원에서 소변을 빼고 왔는데, 다시 또 소변을 볼 

수 없다고 하고 다른 외과에서는 잘못하면 앞으로

도 계속 이렇게 병원에서 소변을 빼야할 수도 있다

는 말을 듣고 우울증과 불면으로 신경과 약도 복용

중인데 불안해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치질수술하고 나면 그러는 경우가 있다며 

안심시키고 약이 있으니 오라해서 안티 써클 각 

1.1.1씩 3일분과 소변관련 한약과립과 함께 드렸습

니다.

3일후에 조금 나아진 것 같다하여 그 로 7일분 드

리고 나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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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단합니다.

치유는 증상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세포의 상태

를 회복시켜 증상을 개선하기에 가능한 것입

니다.

감사합니다.(4월 27일 오후 4:25)

① 류형준 약사

심하비 즉 소화불량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

니다.

방귀도 나온다고 하니 위장관운동이 정상적

으로 움직인다고 생각됩니다.

치유의 길을 가게되니 몸의 모든 증상이 함게 

치유됩니다.

감사합니다.(4월 27일 오후 4:29)

2018년 4월 26일 오후 3:37 144 읽음

이선영

#체험사례

이전 체험사례에서 2월말 인공관절 수술하시고 안

티 써클 정량 복용하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십니다. 

수술 한 달 전부터 안티 써클 1일 2회 1포씩 복용하

고 계십니다.( 수술직후 한 달 동안은 안티1포 써클

2포 1일2회  드셨구요.)

어머니가 어제 식사하시면서 얘기하시네요. 어머

니는 젊었을 때부터 식사를 배가 고파서 하기보다

는 때가 됐으니까 먹었다고 하십니다. 항상 윗배가 

그득 한 느낌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 아랫배가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윗배가 불

러 왔다고 하십니다.

근데 요새는 이 약 때문인지 그런 느낌이 많이 줄었

다 하십니다. 그리고 원래 어머니는 방귀가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요새는 방귀도 나온다고 하시네

요. 그러시면서 이 약이 좋긴 좋은가보다 하십니다.

2018년 4월 26일 오후 3:41 202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여 77

류마치스 환자. 매 년 저 부위의 반복되는 통증으로 

방문…왜 이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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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국현

어메이징입니다 약사님.(4월 26일 오후 3:53)

② 윤애숙

사진보니 그 통증이 전해져오네요(4월 26일 

오후 4:13)

③ 박향숙

3개월 염증지속 바이러스! 구불변 기억하

겠습니다(4월 26일 오후 5:07)

④ 하현아

병명은 중요치 않습니다. 얻어갑니다.

(4월 26일 오후 7:09)

⑤ 류형준 약사 

병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오히려 세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류마티스든 티눈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

니라 3개월 이상 지속된 염증이니 바이러스

감염 증인 것이 중요합니다.

또 큰 껀을 하나 해내셨습니다.

끝까지 얼마나 치유되는지 가보시죠.

감사합니다.(4월 27일 오후 4:32)

티눈이냐, 류마치스 종류냐 물으시길래(솔직히 저

도 분간이 안 감) 단, 3개월 이상 지속된 통증이면 

바이러스란 구불변의 진리에 근거하여 답변…병

명은 중요치 않습니다.

염증 공략하며 나쁜 물질 배출 시키고 몸의 순환 

돌려주면 치유 가능하니 절 따라 오세요.

안티111 써클222/10일분 갖고 100미터 거릴 택시

타고 돌아가십니다. 통증 때문에 한 발 내딛는 게 

무섭답니다.

오늘 오셔서 말씀하길, 둘 째날 걱정스러워 동네의

원을 또 방문하여 일주일분 약 타서 한 포 먹고 속이 

아파 죄 버리고 안티·써클만 열심히 드시며 각 탕

법 사수했답니다.

현재 통증 8할 감소, 염증이 가라앉으니 주위가 맑

고 혈색이 좋아졌네요. 차 후 전신개조 목표로 일 

년 예약 안티111써클222/10일분 드렸습니다

2018년 4월 26일 오후 4:26 167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73세 153cm 43kg 아주 체격이 왜소한 여성으로 

일반적인 OTC제품을 복용하면 위장의 불편을 느

끼고, 병원처방약도 함부로 못 드시는 분임

그래서 평상시 어린이 유산균제제와 한방제제를 

골라서 드셨는데 한 달전에 소변이 힘들고 치핵이 

삐쭉나오며 약간의 출혈도 있다 해서 

1.안티와 써클 101로 드렸더니 예상 로 못 드심.

그래서 일단 본인의 의지 로 안티를 101로 베나치

오물약과 함께(이렇게 해야 속이 편하답니다.)

1주일 복용 후 오셔서 소변은 정상이고 출혈도 멈췄

고 치핵 크기도 줄어듬. 

2.1주일분 안티101로 다시 복용함

3.3주차 오셔서 안티1봉과 써클 반봉을 복용하니 

속이 괜찮아서 이젠 안티101 써클 반 봉을 111로 

드시겠다며 2주분 가져가심

4.드디어 1달이지난 어제 이제는 안티와 써클을 

101로 드셔보시겠다며 가져가셨습니다.

베나치오 없이는 지내지 못하는 이분의 위장이 이

젠 본격적인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 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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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국현

복용법 노하우 감사드립니다!(4월 26일 오후 

7:18)

② 안순원

류약사님이 시럽제의 5월 출시 예고하셨는

데…아니, 돌발 변수가 있더라도 올 년 말까

지는 시럽제가 등장할 것을 믿습니다. 기다리

겠습니다. 간절히…

그동안 환자들에게 본의 아닌 거짓을 범했습

니다.(4월 26일 오후 8:49)

③ 류형준 약사 

저도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되서 죄송합

니다.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4월 27일 오후 

4:34)

① 류형준 약사 

참 여유로운 치유의 길 여행입니다.

천천히 유유자적 치유의 길을 안내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27일 오후 4:50)

2018년 4월 26일 오후 4:52 195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75세 여자 강00

허리수술 2번 협심증 고혈압

고된 시집살이에 화병도 있는 분 늘 기운이 없으시

고 하루 종일 약 먹는 것도 힘들다고 하소연. 다리

가 터져나갈 것처럼 아프고 허리 수술 후 오히려 

허리 통증이 더 심한 것 같고 잠도 잘 못 주무신다고 

하심. 식은땀도 흘리심. 사는 게 고역이시래요. 드

시는 약이 많다고 하셔서

써클 11 10일분

이후 10일분씩 2번 더 재구매 하고 오늘 한 달분 

재구매 써클 드신 후 다리 터져나갈 것 같은 느낌과 

통증이 거의 없어지고 잠도 잘 주무신 요.

몸이 많이 가볍고 식은땀도 덜 흘리신다고 하십니

다. 보약보다 효과 좋다고 하시구요. 얼굴이 많이 

편안해 보이시구요. 다음 달부터는 안티와 함께하

는 치유 여정으로 가야겠죠.

2018년 4월 26일 오후 8:46 174 읽음

이송락

#체험사례

#견비통 #관절통

65세 약간 비만의 여성분.

어깨 아프고 무릎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픈데 병원약

을 먹어도 

효과가 그저 그렇다고 하셔서 일단 안티 101 써클 

101 로 3일분 드렸음.

며칠 후 다시 오셔서 약간의 효과가 있다고 멀리 

이사가니 두 달분 달라함.

4/18 두 달 뒤 일부러 다시 오심.

 괜찮은 듯하다가 어깨가 다시 아프다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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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 정도라면 처음에는 안티111과 써클222로 

한달간 용량을 늘려도 좋을 것입니다.

초전박살로 처음부터 확실하게 증상개선을 

하고 안티101과 써클201로 쭉 먹게합니다.

그러면 증상개선도 빠르고 몸도 편하게 치유

의 길을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27일 오후 5:03)

① 계효숙

써클만 1-0-1에 저런 효과를 보다니 복 받은 

몸이네요.(4월 27일 오후 12:34)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제 주위엔 회복하고 감사해 하시는 분들이 많

이 계시네요. 감사하게도~^^.87세 친정엄마

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웃들이 감사해하고 있

네요.

안티*써클!

첫눈에 반하는 것도 좋지만 쭉 만나다보면 더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4월 27일 오

후 1:10)

③ 계효숙

이명희 저는 저 자신부터 우리 식구들이 전부 

이렇다할 효과를 못 느끼는지라… 우리 식구

부터 안 믿으니 원~. 쩝!(4월 27일 오후 3:41)

④ 류형준 약사 

계효숙 

효과를 못 느끼시면 건강플러스 실천하기를 

이번엔 열흘은 안티 101 써클 202 로 열흘간 드신 

후 101로 드시라함.

두 달분 다시 가져가심.

이사 가셨는데도 멀리 다시 오셔서 두 달분 사 가신 

것 보면 제게 다 말하진 않았어도 본인 스스로 많이 

괜찮으신 듯합니다.

최근엔 통증이 심하시다는 분들은 처음 열흘을 먼

저 안티 101 써클 202로 복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거 같아요.

2018년 4월 26일 오후 9:29 211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체험사례

 

42년생 선00.여.

가슴이 벌 거려서 청심원 자주 드심(울화병). 숨

참, 옆구리에서 뭔가 쇠꼬챙이가 고 오고 스물거

린다. 쥐가 자주 강하게 난다. 심장부위에 가끔 통

증이 느껴진다. 입이 쓴지 오래됨.

3/10

써클 101 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10일 단위로 소포

장 하나씩 가져가신다.

조제하고 있을 때 살며시 왔다가곤 하신다.

별말씀 없이 소포장 한 통씩 가지고 가는 분.

좋아진 점:

눈물이 너무 흘러 불편했는데 (짓무를 정도),이젠 

괜찮다.

입이 쓰지않다. 치흔 사라지고~

새벽4시부터 움직이는데 피곤함 모르겠다.

가슴이 벌 거리거나 아픈 횟수가 뜸해졌다.

쥐가 가볍게 지나간다.

써클 2달 복용 후엔 안티랑 함께 치유프로그램 꼭 

하시자고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 사시도록 권

유했다. 그러겠노라 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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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병용하세요.

함께하는 것과 안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

니다.

감사합니다.(4월 27일 오후 5:05)

⑤ 류형준 약사 

심도계를 잡는 데에도 써클과 안티가 좋습니

다.

림프순환촉진으로 심근에 필요한 양분, 산

소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심근의 피로를 풀

어주고 안티로 원인를 제거합니다.

써클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축하드립

니다.

감사합니다.(4월 27일 오후 5:07)

⑥ 계효숙

류형준 약사 

맞아요. 

제가 아무 효과를 모르다가 얼마 전에 단기간

에 효과 본 체험례 올렸잖아요. 친애하는 모

샘님께서 '용량 설정 성공'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했거든요. 용량 설정이 성공

한 게 아니고 제 몸이 이제 써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되었다 생각했어요. 제가 여

러 방법을 동원해 제 몸을 새롭게 만들려고 

엄청난 노력을 (아, 단 하나 잘 못하는 게 있네

요. 수면!) 하는 중이라 서서히 개선이 됨을 

느끼고 있는데요.

제가 1월에 천기누설 건강법을 접하고 거의 

거름이 없이 매일을 虎步와 手足湯을 해왔었

고, 중간에 류샘님의 조언을 받아 달걀 먹기

를 했기 때문이라 생각했어요. 제가 다른 학

회에서 '단백질부족'이란 진단(?)을 받았었거

든요. 그래서 다른 물약 형태로 아미노산 함

유된 제품도 장장 6개월을 먹고 있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제 몸의 흡수율이 너무 안 좋아

서 천연형태가 아닌 인공으로 만들어진 것은 

흡수율이 떨어지는 것 같다, 입니다. '달걀'이 

아미노산 몇가지 들어간 제품보다 좋다고 생

각하며 매일 두세 개씩 먹습니다. 

그런데 울 엄마 83세, 호보 못하셔요. 각탕도 

힘 드시 요. 아침, 저녁 1포씩 드시는 것도 

힘들어 하루 1포씩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래서 이것저것 드시던 거 다 중단시키고(콜라

겐함유 관절약만 오케이) 일단 써클만 2포씩 

하루 3번 드시라 했어요. 최근에 틀니 다시 

맞추고 잇몸 아파 식사도 잘 못하시거든요.ㅠ

ㅠ 

남편은 첨에 호보를 잘 따라하더니 저만큼 꾸

준함이 없는 건지 절박함이 없는 건지 요즘은 

안 해요.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길 건디!!!! (버럭) 등짝에 뭐 하나 달고 있

는 게(진균 감염 같은 둥근 피부 병변, 가려

움) 안 낫는데 제 말을 안 들어서 혼 좀 내고

(ㅋㅋ) 다른 양제 다 끊고 지금부터 <안티, 

써클> 무조건 6개월 가는 걸로 윽박질러놨어

요. 많이 먹는 걸 싫어해서 적량만이라도 먹

으라고. 근데 이 아자씨는 사실 방해 요인이 

많아 두세 배씩 먹어야 하는데 말을 안 들어

요. 누구 냄푠인지 원~.(4월 27일 오후 6:32)

⑦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류형준 약사 

안티랑 병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환자분 친구

도 본인의 소개로 안티*써클 치유프로그램 

바로 들어간 분 있어서요~. 늘 감사합니다.(4

월 28일 오전 7:28)

⑧ 류형준 약사 

계효숙

계란은 단순한 아미노산 보급제가 아닙니다.

요즘 제일 핫한 양제가 줄기세포 양제이

고 다음은 태반 양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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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의 노른자가 줄기세포이고 흰자가 태반

입니다.

그래서 계란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양

소와 호르몬 전구체 그리고 인체의 여러 기관

들의 형성을 촉진하는 요인들이 적절하게 들

어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계란은 단순한 양덩

어리가 아니라 생명을 만드는 물질의 완성된 

복합체 라고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장 좋은 양제이고 치유

제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28일 오전 7:42)

① 류형준 약사  

알레르기성 비염과 기침은 모두 점막질환이

니 조건만 맞으면 치유가 빠른 부위입니다.

잔 로 조건이 안 맞으면 악화되기 쉬운 부위

이기도 합니다.

잘 지도하셨기에 좋은 결과나 나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4월 27일 오후 5:09)

② 김영희(한가족약국.여수시)

네 감사합니다(4월 27일 오후 10:45)

2018년 4월 26일 오후 10:03 236 읽음

김영희(한가족약국.여수시)

#체험사례

 

42세 여직원

알레르기성 비염과 기침

심한 기침은 아닌데 기침을 자주 매핵기 처럼한다 

약국 카운터에서 전산 보는 직원이라 신경이 쓰여

서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하도록 하는데 정작 본인

은 알레르기라고 무시해버리곤 했었죠.

답답해서 써클과 안티를 권해서 소포장 구입해서 

기본으로 복용 1주일쯤 지나니 캑캑 거리는 빈도수

가 많이 줄어 들었어요. 본인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네요. 

오늘 생일 선물로 써클과 안티 소포장 선물했어요. 

옆에서 듣는 제가 답답했는데

감사합니다. 

치유의 길로 잘 이끌어 가야 할 텐데

2018년 4월 27일 오전 10:52 135 읽음

조용권 (도아약국. 전서구)

#체험사례

스틸씨병 환자.(자가면역질환)

30  후반 여자. 회사원

요산수치가 높음.

임프란트 후 통증과 몸살

써클4.U 11 2개월 복용 중.

10일전쯤 임프란트 후 몸살과 통증으로  써클111 

안티111 3일간 복용

 몸살과 통증개선효과 좋고 별 탈 없이 임프란트에 

잘 적응하고 잘 아물고 있다고 치과에서 얘기들음.

안티가 항균력이 있으니 효과적. 그런데 맛이  

아니라고 먹기 불편하다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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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환이라 먹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맛 때문에 

먹는 것을 어려워하면 액상일 때는 어떨까

요?

액상은 맛과 향이 더 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스틸씨병은 최근에는 싸이토메갈로바이러스

에 의한 감염증이라고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티와 써클의 병용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27일 오후 5:16)

② 조용권 (도아약국.대전서구)

류형준 약사 

전은 먹어도

잘 모르겠는데요.

맛이 써클맛과 차이가 큰 듯 하고

민감한 분은 비위가 상한 듯합니다.

효과에 향이 없으면 가미하는게 어떨런지

요.

감사합니다.(4월 27일 오후 5:38)

① 류형준 약사

써클4.U 만 한 달분 사가시네요. 아마도 림프순환

으로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물질과 노폐물을 잘 

제거해주는듯합니다.

 안색도 좋아지고 얼굴 살도 빠지고 피로도 확실히 

덜하고 본인하고 잘 맞는다고 하네요. 다음에 요산

수치 검사해서 알려준다 합니다. 저염식과 각탕 법 

열심히 하라 함.

안티하고 같이 복용해야 하는데 ㅠ

2018년 4월 27일 오전 11:17 171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작년 10월 중순부터 복용 시작한

밤낮으로 1시간에도 몇 번씩 소변을 참을수 없어 

화장실을 가도 배뇨통이 없음에도 시원하게 잘 나

오지 않았던 40  여성

오늘 자세히 변화를 물으니

'이젠 두세 시간 정도는 쉽게 소변을 참을 수 있고 

화장실 가면 시원하게 소변이 나오며 야간 빈뇨는 

거의 사라졌어요.'

이 여성은 두 달 반 정도 정량 복용 후 증상개선이 

되고 나서

임의로 1일1회로 2달 가까이 복용했고 다시 이전 

증상이 나타나자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었던 분이

지요

그 일만 없었으면 이젠 써클로만 드셔도 되었을 텐

데 다시 정량복용을 시작할 때 꼭 먹어야 할 것이 

무어냐고 물어 안티플러스는 반드시 2회 복용해야

한다 하니 1달 정도 안티복용 후 다시 안티와 써클 

정량으로 지금껏 복용중입니다

세포와 조직 정상화가 방광 괄약근의 회복을 이루

어내서 수도꼭지를 잘 잠글수 있게 되니

소변조절이 잘 된 것이지요.

이번 달까지만 각각 정량 복용 후

다음 달부터는 써클로만 드시자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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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하셨습니다.

중간에 본인이 임의 로 줄어먹던 것까지 찾

아내서 다시 제 로 복용하게하여 다시 치유

의 길에 복귀한 환자군요.

이제 제 로 치유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니 

축하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서 께끗히 치유되는 모습을 기

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27일 오후 5:24)

② 이민수 (충남 서천세계로약국)

생생한 체험후기 감사드려요 ^^(4월 27일 오

후 4:08)

③ 류형준 약사 

눈 피로는 부분 안구건조와 함께 오는 경우

가 많고 또 계속해서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

다.

이제 다음에 환자분이 오시면 안티도 함께 병

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27일 오후 5:30)

④ 박완수

양지영 선생님은 괜히 칭찬하는거죠?

병의원 묻는 사람에겐 재빨리 이유를 물어 봐

야 해요^^ ㅋ

① 양지영(미래약국 대구)

박완수선생님 은

읽기가 참 쉽게~

현장을 보는듯한~^^(4월 27일 오후 3:23)

2018년 4월 27일 오전 11:55 247 읽음

박완수 

#체험사례

=저의 체험사례 015번째= [써클4U]

-40  여성 눈 피로 [써클4U]

-고객 : "근처에 안과 없어요?"

-직원 : "없는데요?"

-약국장 : "눈이 어떻게 불편한데요?"

-고객 : "눈이 피로해서요…"

-약국장 : "아 그렇다면… 눈의 부종제거와 림프순

환을 시켜주면 되겠군요."

2018.04.20 써클 20포 (2포 tid 2일간 → 그 후론 

1포 tid)

(즉흥상담 이어서… 이름 나이 등은 묻지 못함 - 

40세경 여성 155/70? 정도의 비만)

-고객 : 일주일 후 방문 "아 그 제품 괜찮은데요… 

20포 짜리 한통 더 주세요."

-약국장 : "기왕이면 60포 짜리로 연속 복용해 보

세요."

-고객 : "가격할인은 안되나요?

-약국장 : "전국통일이라서… 할인은 안되구요. 눈 

피로에 좋은 안약1개는 보너스로 드릴께요."

-써클 60포 (1포 tid) (필요시엔 2포 tid)로 복약지도

-이상 끝 입니다.-

2018년 4월 27일 오후 12:29 166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체험사례

 

57년생.최00.여.

우울증, 불면증, 삶의 의욕 없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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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그렇습니다.

병마로 인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쪼그라듭니

다.

그렇게 삶이 고통스럽고 줄어가는 것이지요.

병마를 쫒아내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고 삶

도 풍요롭게 됩니다.

또한 한분을 치유의 길로 안내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인도해씁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27일 오후 5:35)

자신의 아픔만 바라보고 사는 분.

써클4-U :1.0.1 2달 10일 가량 복용

4월 16일 부터 안티*써클 1.0.1 복용 시작함.

환자특성상 10일마다 한번 씩 만나는 방법을 택해

서 한 달에 못 봐도 3번은 보는 분인데 실제로는 

열 번 정도 보는 환자분.

4월26일 방문해서 입을 여신다.

*허공을 딛고 사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땅을 딛는 

느낌이다.

*힘이 없어 허리가 구부러지고 펴지질 않았는데 허

리에 힘이 생겨 허리를 펴고 걷게 된다.

*병원에 환자들 돌보는 일을 해보려고 한다. 힘 이 

생겨서, ( 무리하지 말고, 그 환자들 보면서 오히려 

당신의 건강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 좋겠다고 조

언함)

* 나랑 똑같은 상태의 여동생에게도 이 방법 권하고 

싶으니 약사님이 힘들어도 통화해서 도와주면 좋

겠다.

워낙 예민하고 여린 성격이라 본인은 다른 사람처

럼 처음부터 안티 복용하길 원했는데 2개월 써클로 

길을 닦고, 이제 안티*써클 복용시작 10일 된 분입

니다.

이 제품으로 인해 한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 같아 

감사드리며 또한  이분이 치유의길 완주하게 되기

를 간절히 두 손 모읍니다.

평화의 기운 온누리에 펼쳐진 날에-()-

2018년 4월 27일 오후 6:00 190 읽음

류형준 약사 010 5337 0016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체험사례

#다운증후군 5

강00, 17세, 여자(2017년 12월 현재)

1. 2017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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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친구입니다.

다운증훈군은 너무 유명한 유전병으로 알려진 병

으로 원인은 21번 염색체가 2개가 정상인데 3개가 

있어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 번에 걸처 다운증훈군 환자를 치유하면서 

유전질환이 아니라 바이러스성 중추신경염이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운증후군을 위한 특별한 치유법으로 치유

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중추신경계 바이러

스 감염증에 준해서 치유과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신경은 인체의 전선 같은 것인데 전

선의 한 부분이 이상이 생기면 그 전선에 연결된 

기계나 설비가 작동을 제 로 못해서 여러 가지 증

상을 나타낼 수 있지만 결국 증상에 상관없이 전선

을 제 로 작동하겠끔하면 전선의 이상으로 생긴 

증상은 어떤 증상이든 개선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유전병으로 알려진 다운증

후군의 치유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

다. 사진의 주인공은 이 방에 계신 약사님의 자제분

으로 약사님이 공개적으로 치유하는데 동의하여 

사진을 공개합니다.

아래 사진은 치유를 시작하기 전 앞과 옆 얼굴 사진

입니다.

먼저 오랜 시간이 되기 전 길어야 6개월 안에 사진

상의 모습이 다운증후군의 전형적인 모습에서 정

상인의 모습으로 변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와 함께 지능도 높아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길

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운증후군이 아닌 정상

아이로 변할 것입니다. 기간은 3년 정도 예상하고 

시작합니다.



00666  A BOOK OF EXPERIENCES

3년 후에는 6~8살 정도의 학습능력이 있는 아이로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학습능력을 갖춘 아이로 되는 것

이고 이후에는 정상아이와 같은 학습과 경험을 통

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가득한 응원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2018년 1월 11일

기본적으로 환자를 관찰하는 기준에 익숙하지 않

아서 변화없는 것을 인지함.

다운증후군이나 발달장애와 같은 병증은 자기 나

이의 정상인인 아이와 비교하여 부족한 점이 무엇

인지 확인하면 아이가 변화하는 모습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변화하는 정도는 매우 미비하지만 매일 변

하고 있는데 현재의 증상에서는 아무리 많이 변해

도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음 속에서 갖고 있는 정상 아이의 

기준을 없애야 합니다.

신 현재 아이의 모습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서 무엇이 변하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확

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의 미세한 변화도 잘 보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 과 다른 내일이 기 됩니다.

병증이 개선되면서 얼굴 모습도 바뀌어 일반아이

와 같은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지능도 좋아져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당도 할 것

입니다.

체력도 좋아져서 정상 아이와 같게 됩니다.

아이의 미세한 변화가 큰 변화로 보이면 아이와 발

전과 함께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한 박00 약사님이 되길 바랍나다.

3. 2018년 2월 22일

1. 두 달간 지속했던 두통이 사라졌다.

2. 약을 스스로 챙겨서 먹기도한다.

3. 일주일일 함께 강행군 여행을 다녀왔는데 멀미

도 안하고 잘 따라 왔다.

4. 위염증상이 있어서 종종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체질차를 먹으면서 아프다고 안한다.

5. 복숭아뼈 부위에 각질이 심했는데 많이 얇아졌다.

6. 언어표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7. 제가 일하는 관계로 약을 잘 챙겨주지 못하는 

겅우가 많은데 방학중에 혼자서도 스스로 약을 잘 

챙겨 먹습니다 

8. 옛날에는 오늘 약 2번 먹었니? 하면 한번인지 

두번인지 기억을 못합니다 지금은 2 번 1번을 정확

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녁약도 종류가 여럿인데 스

스로 잘 알아서 먹습니다 

9. 요즘은 구몬 한글 공부를 새로 시작했는데 언어 

습득속도가 많이 빨라졌습니다 

10. 스스로 알아가는게 재미있는지 나름 열심히 집

중력있게 합니다.

11. 언어표현도 단어 나열로만 이어짐이  

우유 과자 먹었어--우유에 과자담어 먹었어 조사

표현이 늘었습니다.

12. 자신감도 생겨 무섭고 두렵다고만 하던일도 스

스로 슈퍼도 다녀오며 할수있다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이가 변하고 성장하는게 그려지요.

다음은 더 기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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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4. 4월 20일

안녕하세요

1.요즘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요일별 학교에서 할일 엄마 스케줄도 미리 말해줄 

정도 입니다

2. 학교에서 친구가 어디갔는지 왜 학교에 안왔는

지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세세하게 알려

줍니다

3. 누군가에게 옷을 받아 줬더니 고맙다고 전해 라

고 전해 라는 표현을 쓰네요.

뭔가를 주면서 고맙다고 주라고도 합니다

4.머리가 빠진다고 광고보고는 사달라고 탈모샴푸 

사달라고 하고 한번은 탈모두피 레이저 검색을 했

더니 뭐냐고 묻더니 그것도 사달라고 합니다

5. 엄마 핸드폰 열어보면서 엄마가 누구랑 메시지

했는지 감시도 ^^합니다

류형준의 의견

이 정도면 많이 진화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까?

기억력, 판단력, 의지력 등이 좋아져서 자기의사의 

표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뇌신경의 활성도가 높아져서 생기는 변화라고 생

각합니다.

어디까지 좋아지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4월 24일

1. 1~30 까지 써보라고 했더니 20 까지쓰고 몰라 

라고 썼네요^^

2. 약사님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머리가 덜 빠지는

것 같습니다♡

3. 20번 를 약간 도와주었더니 손으로 비켜 손짓

하더니 30 까지 쓰네요☆

4. 규칙을 알아가는것 같습니다

2018년 4월 26일

1. 현주가 동생을 위해 손으로 고기를 발라놨어요 

제가 잠시 각탕하는 사이에 얼마나 놀랐는지요 어

디서 배웠는지 봤는지 맘이 예쁨을 떠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있는지요

2. 말을 안 하던 친구가 조금씩 반응도 커지고 작게

나마 말도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예뻐해요 ㅎㅎ

말을 이쁘게 잘해서 선생님이 이뻐하는 거라고 얘

기한번 꼭 해주세요 ㅎ

3. 요즘 수업시간에 따라 말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전반적인 모든 행동들의 속도가 많이 빨라졌어요 ㅎㅎ

잘 따라와 주는거 같아서 기쁨니다^^

(위 두 글은 학교 담임샘 으로부터 온 글이예요 학

교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4월 27일 처방

처방1) 바이러스1개월, 총32개월

처방2) 중추환1 32개월예상 

처방3) 안티플러스 2포 2개월(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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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형이

아.정말 기적같은 일입니다

다음 치험례 기다리겠습니다(4월 29일 오전 

11:43)

① 송정숙(만수ㆍ부산)

"이뿌리와 턱뼈를 단단히 붙이는게 더 중요하

답니다… !!!!!"

(4월 28일 오전 11:34)

② 박완수

뇌-89-90%, 연령- 18-20개월예정

류형준의 의견

1. 다운증후군이 강00 아이가 생각보다 많이 빠르

게 머리가 좋아지고 생각하는 능력이 발전하는 것

이 느껴지나요.

모두가 기다리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운증후군 이제는 더 이상 유전병이 아니라 고칠 

수 있는 병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28일 오전 10:10 250 읽음

박완수 

#체험사례

=저의 체험사례 016번째= [써클4U]

-50  남성 치아 흔들림 예방 [써클4U]

-고객 : "잇몸이 붓고 염증이 왔는데…"

-약국장 : "실은 잇몸염증이 아니고… 이뿌리염증 

입니다."

-약국장 : "40~50 넘어가면… 이뿌리와 턱뼈사이

에 틈이 생기고, 그곳에 염증이…"

-약국장 : "고로 이뿌리염증약 조금 하고… 인플란

트 덜 하게 합시다."

-고객 : "그게 뭔데요? 주세요…"

2018년3월20일 염증약=오복환6포+이부프로펜

10정

// 이뿌리단단=칼맥120정+써클60포 (2정+1포= 

bid) //

2018년4월20일 고객 : "좋네요. 그 로 주세요"

칼맥120정+써클60포 (2정+1포= bid)

-참고 : 과거에는 이뿌리 틈을 메꾸고 예방하기 위

해 (칼맥120정)만 판매했었음.

-(살짝 흔들리는 치아는 들어붙기도 하는데, 많이 

흔들리면 안됨.)

** 늦게 생각나서 그림을 추가합니다.

** 설명시 "이뿌리엔 잇몸이 없는데, 잇몸약으로 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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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효숙

맞아요!!!!

어디서 좋다는 건 수십만원씩 바가지 씌여서 

사먹고 약국에선 몇만원짜리 양제도 비싸

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 로 상담도 안 받

고 자기 체질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좋다는 것만 쫓아다니는 팔랑귀님들

이. ㅋㅋㅋ(4월 28일 오후 3:05)

② 류형준 약사 

이제까지 겪었던 약국의 경험으로 인해 품었

던 약국에 한 생각들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신의 병을 치유해 줄 훌륭한 약사님을 앞에 

두고 알아보지 못하고 있으니 그래도 복은 있

어서 권약사님을 만나서 당장 급한 것은 치유

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29일 오전 5:30)

송정숙(만수ㆍ부산) 

에구 깜딱이야~ 송정숙 선생님 감사^^

(4월 28일 오후 1:01)

③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사진까지 올려주셔서 감사힙니다.(4월 28일 

오후 9:41)

④ 류형준 약사 

잇몸염증을 써클로 줄여주고 잇몸을 튼튼히 

해주니 이가 흔들리지 않는군요.

좋은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잇몸염증에 왜 안티는 복용하지 않는지 궁금

합니다.(4월 28일 오후 10:08)

⑤ 조형이

자세한 치험예 감사합니다(4월 29일 오전 

11:33)

2018년 4월 28일 오전 11:05 247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40  후반의 신경이 예민한 여성

'녹용 2재를 두 달 동안 먹고 홍삼을 1달가량을 먹

더니 잘 안 걸리는 오줌소태가 생긴 것 같으니 약주

세요'

자신이 전업주부고 피곤할일이 전혀 없다며 이유

가 뭐냐는 말을 뒤로하고  안티 써클 111로 3일분 

드시라고 했더니 왜 이것을 주냐고 반 문합니다. 

몸에 넘치게 쌓여있는 열독을 청소하는 약이니 걱

정 말고 드세요.

어제 오셔서 몸이 편해졌다며 5일분만 더 달라합니

다. 비싼 약은 그리도 오래 먹으면서

균형 깨진 자기 몸을 바로잡는 좋은 약 복용엔 인색

하네요ㅠㅠ

2018년 4월 28일 오후 12:59 227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68세 여자 최00

당뇨병 10년 요양보호사

눈 밑이 떨린다고 해서 마그네슘 양제 드시고 계

셨는데 처음엔 호전되는 것 같더니 여전히 떨리신

다고 하셔서 써클 11 마그네슘 제제 한 달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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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그렇지요.

오래된 증상은 증상개선을 당연하지만 원인

치유가 기본입니다.

항상 치유에 힘쓰는 약사님의 모습이 천사처

럼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4월 29일 오전 5:32)

① 류형준 약사  

매번 새로운 체험사례와 새로운 활용법을 올

려주신 권명선 약사님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

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29일 오전 6:08)

달 후 거의 떨리지 않고 온몸 근육통도 좋아지고 

피로도 덜 하신것 같다고 하셨어요. 

근원적인 치유를 해보자고 말씀드렸고 써클 효과

를 보셨던터라 안티11 써클11 마그네슘 제제 한 달 

분 구매 6개월~1년 치유 프로그램 들어갑니다.

2018년 4월 28일 오후 1:50 213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지난주에 만난 서울에서 피아노 강사 일을 하는 27

세 여성 빈혈수치상으론 정상범위나 심한 림프순

환장애로 인한 기허와 혈허 증상으로 만성피로개

선위해 한약을 복용하려고 왔으나 작년 한 해 동안 

오른쪽 귀밑의 이하선부위의 림프종양으로 서울

학병원에서 치료해서 이제야 종양이 사라졌다는 

말을 함

무척 고생했다며 만지지도 못하게 했으나 제가 뭉

친 부위를 풀어주었고 아직도 심각한 림프순환장

애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여 져서 한약보약보다 더 

필요한 안티와 써클의 약리를 설명하고 안티 111 

써클 222로1주일 그 후는 각각 111로 1달

기력 증진을 위해 홍삼 제제인체 면역의 70%를 주

관하는 장 건강(이여성의 경우는 변비) 개선위해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 함께 드림.

어제 다시 공황장애로 고통중인 친정엄마를 모시

고 왔는데 벌써 쌩쌩해졌네요. 

방문 레슨으로 운전하고 다니는데 눈 의피로도 덜

하고 손발시림도 많이 개선되고 저녁마다 부어있는 

종아리도 안 붓고 허기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약

보다 이 방법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얘기하네요.

2018년 4월 28일 오후 2:31 280 읽음

권명선

#체험사례

3/20, 22세, 여 생 

하체와 종아리부위의 심한건선과 일부 몸통과 팔

뚝부위에 병소를 갖고 있고 수족냉증도 있음.

복용 전후 사진 전송 부탁했더니 최초의 심한 사진은 

빼고 호전되고 있는 15일후인 아래의 사진만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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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건선의 체험사례가 생기겠군요.

치유의 길을 끝까지 함께하여 깨끗해진 피부

사진이 올라오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29일 오전 6:11)

사실 여고시절 처음 만났을 땐 한약으로 도왔고 두 

번째 때 복용 시 호전된 학생이 약을 다 먹지도 않았

답니다. 올 3월 다시 건선이 아주 심한상태로 찾아

왔고

이번엔 세포와 조직을 병들게 하여 정상 기능을 상

실하게 만드는 노폐물과 병적 부산물은 써클4유로 

저하된 면역력의 결과로 초래된 바이러스 진균 등

의 감염상태는 안티플러스로 바로잡아 세포기능을 

살림으로 건선을 치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시작함.

이 사진은 오늘 제가 찍은 사진으로 지난번엔 꼭 

끼는 바지여서 못 찍음. 벌써 환부가 정상으로 회복

되는 것이 보입니다.

3/20 

안티 111, 써클 222로 10회 투약, 이후는 써클 111

T 임파구의 면역글로부린 생성을 촉진하는 효소제

제 한 달 

4/28

빠른 회복위해 체험사은품 돌려주며

안티 111, 써클 222로 투약함

면역 키우는 효소 제도와 함께 여름에 반팔입기 위

한 프로젝트임

2018년 4월 28일 오후 3:57 245 읽음

서원모

#체험사례

 

55세, 여성

증상: 인후염

병원 두 군데나 다니고 오플록사신제제를 1회 2정

씩 3회 3일 먹어도 차도가 미미함

투약: 4월 23일

써클과 안티플러스 설명 드리고 우선 써클4U만 

222로 드림.

오늘 오셔서 처방약과 길쭉한 약 같이 먹으니 많이 

좋아졌다하심.

치유의 길 설명 드리고…

다시 써클 20포짜리 1개 가져가시면서 친구도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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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써클의 효과를 확실히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

다.(4월 30일 오후 7:58)

① 변동성

용량은 기본으로 하시고 보음제나 보혈제를 

추가하시는 편이 좋겠네요(4월 28일 오후 

6:42)

② 변동성

저도 여러 부류 많이 적용해 보는데요.

완전 기허 혈허, 음허인 환자들은

투자비용비례해서 그만큼 효과 못 봅니다. 기

허면 기 혈허면 혈 음허면 음을 보충해 주면

서 같이 투여 해줘야 투자한 만큼 이상 효과 

나고 환자들에게 신뢰 받습니다. 물론 심한 

허증들 아니면 써클, 안티 만으로도 큰 효과 

보는 경우도 많지만요.

허증은 잘 살펴서 보충 하면서 적용해야 투자

비 큰 효과로 환자들로부터 신뢰받습니

다.(4월 28일 오후 9:27)

③ 변동성

제발 여기 체험예 올리시는 약사님들 진정 치

험예만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판매 자랑하는 예는 삼가 해 주시면 감사 하

겠습니다.

님들이 무심히 올리는 로

잘못 적용해 피해 보는 약사님들도 많습니다.

저에게 여러 약사님들께 문의 오곤 합니다(4

월 28일 오후 9:30)

④ 변동성

이 에 한 이야기 아닙니다. 죄송요. 궁금

한 건 서로 문의 해야죠 ㅎㅎ(4월 28일 오후 

9:42)

⑤ 류형준 약사 

심동계와 혈압 당뇨까지 있다면 정량복용보

다는 용량을 증명하는 것이 좋을 텐데 이미 

안티 111과 써클 222를 한달 복용했다니 지

금은 안티 101과 써클 201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29일 오전 6:14)

⑥ 류형준 약사 

변동성 난 사실 이제까지 한약을 처방하면서 

기허니 혈허니를 가본 적이 없다.

20여 년간 최적의 처방을 찾다보니 결론은 림

프순환촉진과 항바이러스라는 결론을 내린

에 시달리는데 이게 좋겠다면서 친구분 것도 20포

짜리 1통 사가심.

이번 기회에 완전 치유의 길로 가보자고 말씀드렸

습니다.

2018년 4월 28일 오후 5:19 284 읽음

최재윤

#체험사례

본인, 61세, 남

5개월째 안티, 써클 101로 복용중입니다.

복용 시작 전 혈압 145/90 정도로 혈압약 복용. 당

뇨약은 복용 않고 있었지만 공복 130정도.

안티·써클 복용 시작하면서 모든 약 중단. 현재까

지 약 복용 없이 혈압 130/80, 공복혈당 105 정도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눈이 뻑뻑하고 피곤한 거와 어깨통증이 가시

지 않고 심장 두근거림(맥박 약 95회/분)이 계속되

어 안티 111, 써클 222로 늘려서 1달 정도 복용하

으나 야속하게도 별 차도를 못 느끼고 다시 101로만 

계속 복용중입니다. 혹시 용법이 잘 못되었다면 조

언 부탁드립니다~~



 제3장 체험사례 00673

거야.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계산한 결론이 아니라 

환자를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내려진 결론이

고 기허나 혈허의 문제도 다 같이 해결되더

라.

세포환경이 세포가 원하는 최적의 환경이 된

다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음적 물질들을 림

프순환을 통해 남는 곳은 줄이고 부족한 곳은 

원활하게 공급한다는 것이니 세포의 음적 환

경을 최적화한 것이다.

세포가 원하는 환경이 최적화 한다는 것은 세

포의 사활동이 활성화하는 것이니 이는 기

허를 자연스럽게 개선한다는 것이지.(4월 30

일 오전 8:00)

⑦ 변동성

네 저도 그런 관점에서 시작해서 여러 부류 

환자들 적용해 보는데

간혹 복용하기 힘들어하거나 생각만큼 효과

가 미미한 경우도 생기는데 공통점이 부분 

심한 허증들 환자들 이고 그 허증 개선약 혼

복으로 효과가 좀 더 빠르고 또한 복용키 힘

들어 하던 환자들도 거부감 없이 복용 하시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서요.(4월 30일 오후 

5:05)

⑧ 류형준 약사  

변 약사 말이 틀리지 않지요.

그럴 경우 용량을 늘리거나 건강플러스를 실

천하거나 양체질은 계란, 음체질은 우유를 먹

으면 도 분 해결됩니다.

꼭 빈혈약이 필요하고 건강식품이 필요한 것

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의약품도 있

고 건식도 있고 식품도 있고 건강요법도 있으

니 너무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했으면 합니다.

안티플러스와 써클4.U는 만병통치약이 아닌

데 만병통치약으로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세포환경을 어떻게 하면 세포가 원하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도록 도와서 세포가 스스

로 좋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고 간단한 것을 변 약사는 

이것을 무소불위의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하

다가 안 되니깐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이야

기하고 싶은 것 일거야…

난 한 번도 안티와 써클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한 적도 없고 증상을 직적 개선하려고 하는 

치료보다는 세포가 스스로 회복하는 치유의 

방법을 원하고 지지할 뿐이야.

그러니 약사님들의 역할이 치료자가 아니라 

치유의 길을 안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30일 오후 7:51)

⑨ 최재윤

두 분 다 맞는 말씀이지요~~

다만 제 경우 워낙 약이나 건강식품 등을 먹

는 자체를 싫어하는데, 몸이 안 좋고 병원신

세도 졌든 상태라 류 약사님 이론 로 써클과 

안티라도 복용해보면 좋을 거 같아 시작했던 

것이지요.

변 약사님 말씀 로 지금 당장 필요한 것부터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류 약사님께서 조언해 주신 로 안티 

101과 써클 201로 계속 복용할거고요~~(4월 

30일 오후 8:05)

2018년 4월 29일 오후 5:01 245 읽음

정국현

#체험사례

우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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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송정숙(만수ㆍ부산)

장내 유해균이 트립토판에서 멜라토닌 변환

과정 방해하여서 우울증 오므로 유산균으로 

정신질환이 좋아지듯 안티, 써클이 유해균을 

처리하여서 메라토닌 생성에 도움을 주지 않

았을까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4월 

30일 오전 9:40)

② 류형준 약사  

축하합니다.

어떤 이는 어렵게 치유의 길을 가고 어떤 이

는 손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언제든 노력하고 

실천하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안내자는 환자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옆에 함께하면 끝까지 완주하도록 도와주

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30일 오후 8:08)

③ 류형준 약사 

송정숙(만수ㆍ부산) 

저는 그러한 과정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

지 않습니다.

그 보다 중요한 것이 세포환경정상화입니다.

세포환경 정상화로 중추신경계가 정상적으

로 활동하게 된 것이 중요합니다.

송정숙 약사님의 이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30일 오후 8:10)

45세, 여, bmi 25.7, 미용실실장님. 

어머니가 드시고 몸에 안 맞는다며 본인에게 주셔

서 먹기 시작한지 25일정도 되셨답니다. 명현 설명 

잘해드렸는데 어머님이 참지 못하시고 딸에게 준 

경우입니다.

우울증이 있어서 가끔 병원에 가지만 되도록 약은 

먹지 않았답니다.

불면증이 있었구요.

항상 피곤하고 몸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써클·안티 정량복용 25 되니 뭔가를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고ㅡ우울감 올 때는 어디 안 나가

고 방에만 있다고 합니다ㅡㅡ

몸이 좀 가벼워지고 그리고 피곤함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께 명현 설명 한 번 더 해드리겠다고 

하시네요.

계속 복용하시겠다고 합니다.

때로는 호전반응이 느려서 좀 그럴 때가 있기도 하

지만 이렇게 명현반응 없이 빨리 호전될 때는 신이 

납니다!

2018년 4월 30일 오전 7:57 196 읽음

손판순

#체험사례

 

저는 광주에서 덕성약국을 경 하다 그만둔 약사

입니다(73세).

어느 날 이명희 약사로부터 약과 함께 책을 선물 

받고 책을 먼저 탐독한 다음

안티 1포, 써클 2포씩 아침, 저녁 2회 10일 복용. 

몸의 변화를 느끼고 1포씩 1일2회 한 달 복용 중.

어려서부터 허약 체질. 크고 작은 수술을 8번. 

현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약 복용.

폐렴, 기관지염 앓은 후 이하선염(볼거리). 

턱 밑이 항상 부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10일 복용 

후 없어지고 턱 선이 살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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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암 병력자는 안티 111과 써클 222가 기본입

니다.

용량을 꼭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30일 오후 8:22)

① 류형준 약사  

바이러스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 증상이 가셨

다고 차후를 기약하니 안타깝습니다.

더 많이 진행되기 전에 함께 치유의 길에 들

어오세요.

감사합니다.(4월 30일 오후 8:31)

① 류형준 약사  

문신을 하고 수포가 올라오는 경우는 두 가지

입니다.

2. 유방암 수술 후 겨드랑이 밑에 주먹만 한 혹이 

있었는데 많이 적어짐.

3. 피 섞인 코딱지가 거의 일 년 내내 아침 세수할 

때 코풀면 나오는데 안 나옴.

4/22 비 오고 추워 감기 걸려 다시 코는 나오는데 

이번 감기는 쉽게 넘어가고 있음. 이번 기회에 약을 

추천 해준 이명희약사와 약을 개발한 류형준 약사

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바람은 20년 넘게 고통 받고 있는 이명과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치료되기를 희망하

면서 계속 복용할 겁니다.

2018년 4월 30일 오전 10:20 121 읽음

김현영 한샘온누리 광주

#체험사례

 

요양보호사, 40  후반

측 두통이 송곳으로 찌르듯 함.

코밑 단순포진, 중이염 걱정

안티 111, 써클 222 하루분 드시고 아픈 게 싹 사라

졌다 함.

경제적인 문제가 좀 해결되면 치유의 길로 가기로 

했음.

하루 빨리 치유의 길로 가길 권유했습니다.

2018년 4월 30일 오전 11:21 146 읽음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체험사례

 

유현*(여.46세)

4.27 입술에 반 구화장을 했는데 수포가 많이 올라

와있는 상태로 내방함(입술에 색깔을 입히는 문신).

며칠 전에도 다른 분이 입술 반 구를 하고 왔는데 

똑같이 수포가 많이 잡힌 상태로 오셨기에 아시클

로버 연고와 안티플러스를 드리려고 했는데 연고

만 가져가겠다고 하셔서 안타까웠던 경험이 있어

서, 이번엔 연고와 안티플러스 111로 2일분 같이 드

시라고 드렸음.

4.30 문자로 상태를 여쭤보니 많이 가라앉았다고 

하심.

입술포진에 이젠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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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신약이 바이러스에 오염된 경우

2. 입술에 있던 포진이 자극과 상처로 인해 

발병하는 경우입니다…

1의 경우에도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지 않

으면 만성 바이러스성 피부염으로 진행되기 

쉽습니다.

초기에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려면 3-7일 

정도는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틀분으로 가라

앉았다고 해도 남아있다면 만성화될 수 있습

니다.

쉽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병을 키워서 어렵

게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30일 오후 8:43)

① 류형준 약사  

이 정도라면 적량복용보다는 일정기간 안티 

101과 써클 202를 먼저 2-3개월 먹고 나서 

적량으로 줄여도 됩니다.

1일 용량을 늘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감사합니다.(4월 30일 오후 8:49)

2018년 4월 30일 오후 12:00 185 읽음

김선희(옥산삼화당약국)

#체험사례

48세 제 여동생 간호사 20년 병원 생활 3교 .

현재 보건소 근무중

아주마른체형. 추위 엄청 타고 기운 없음.

집에 있으면 잠자거나 누워 있으려고 함.

소화기능 약함. 늘 핫팩을 달고 지냄. 여름에도 선

풍기 없이 지냄.

2월부터 안티, 서클 101로 복용 권유

2일 정도 먹더니 복통이 너무 심해서 못 먹겠다고 

포기

복통이 나은 후 안티만 한포씩 먹어보라 설득해서 

안티만 복용

안티 101 복통이 생기진 않음

4월 21일 부스코판을 집에 가져다주고 안티, 서클 

101로 복용 권유

1주일 지난 지금. 복통도 없고 몸도 가볍다고 말합

니다.

기운이 나는 듯 하여 제 기분도 좋아집니다.

알아서 6개월 복용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2018년 4월 30일 오후 12:50 243 읽음

정국현

#체험사례

사마귀

15세, 여.

손가락, 얼굴의 극심한 사마귀가 몇 년째이고 병원

에서도 치료 포기 상태입니다.

2월 12일부터 써클 111, 안티 111 복용 시작

그동안 꾸준히 같은 용량으로 복용했습니다.

그동안 어느 정도 개선되는 듯 했지만 크기가 줄어

들지 않아서 4월 중순부터는 써클 222, 안티 111 

복용 후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이제까지 병원 다녀도 변화가 없었

고 몇 백 만원짜리 식품을 먹어도 변화가 없었는데 

이제는 작은 변화에 희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한 달 정도는 써클 222, 안티 222 복용하

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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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후에 사진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진순서는 얼굴, 왼손, 오른손입니다.

마지막 사진 2장이 오른 손가락인데요.

검지 손가락에 변화가 있고 다른 손가락 부위들도 

크기가 줄어서 치유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

습니다.

요즘은 각탕도 열심히 시키고 있다고 하네요.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줄 수 있어서 행

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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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정말 한 가족에게 큰 기쁨을 선물해주셨네

요.^^ (4월 30일 오후 1:11)

② 조용권 (도아약국.대전서구)

안녕하시지죠.

혹시 생리는요? 저렇게 여자아이가 수염이 

날정도면 호르몬 밸런스가 안 좋을 텐데요.(4

월 30일 오후 1:32)

③ 김현영 한샘온누리 광주

각탕할 때 굵은 소금을 한 주먹 넣어 녹인 물

로 해보시면 빨리 효과 보시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우리 아이 사마귀 죽일 때 썼는데 도움됐습니

다.

중목욕탕도 소금탕이 있는 곳 이용해도 좋

을 거 같습니다~(4월 30일 오후 2:28)

④ 양지영(미래약국 대구)

그동안 맘고생이 심했을 텐데…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점점 더 좋아져서 깨끗한 사진 올라오길 바래

봅니다^^(4월 30일 오후 2:34)

⑤ 계효숙

두 번째 사진에서 수염도 첫 번째보다는 줄어

든 거 같네요.

호르몬 불균형도 잡히는 듯해요. 

저 정도로 몸에 사마귀가 생기는 건… 뭘까

요?(4월 30일 오후 2:37)

⑥ 정국현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미혼모가정의 소아마

비가 있는 아이인데 그동안 여자애가 그러니 

엄마가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4월 30일 오

후 2:52)

⑦ 정국현

조용권 (도아약국.대전서구) 건강하시죠 약사

님!

차차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4월 30일 오후 

2:54)

⑧ 정국현

김현영 한샘온누리 광주 그래요? 감사합니다 

약사님! 빨리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4월 30

일 오후 2:55)

⑨ 정국현

양지영(미래약국 대구) 꼭 보고 드리겠습니

다!(4월 30일 오후 2:55)

⑩ 유남희

확연히 보이네요. 줄고 있는 것이.(4월 30일 

오후 3:43)

⑪ 팽중곤

조용권 (도아약국.대전서구)(4월 30일 오후 

4:05)

⑫ 정국현

계효숙 이야기를 들어보니 식생활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이 가장 크고 소아마비로 인

하여 운동같은 것을 안하니까 더욱 심하게 증

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4월 30일 오후 

4:08)

⑬ 박완수

소아마비=polio v…

사마귀=papilloma v…

바이러스가 만연하면… 바이러스면역을 떨

어뜨리므로 또 다른 바이러스를 불러들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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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 학생은… 바이러스면역을 회복하면…어

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없어진답니다.(4월 30

일 오후 5:47)

⑭ 박완수

아참!! 위의 학생에게…<맥주효모>를 사서 

판매하거나 선물로 줘 보시면…

사마귀 없어지는 속도에 시너지 상승 효과가 

날겁니다.(4월 30일 오후 5:58)

⑮ 류형준 약사 

축하합니다.

사진으로도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어차피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각탕법은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안티 222와 써클 222라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30일 오후 8:52)

⑯ 정국현

박완수 예 감사합니다.(4월 30일 오후 9:20)

⑰ 정국현

류형준 약사 

안 먹어본 약이 없다고 합니다.

써클 안티를 선물해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

다.

사마귀 치료 후에 믿음이 커지면 선생님께 소

아마비 치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4월 30일 

오후 9:23)

① 류형준 약사  

단기 증상에는 단기요법이 유효합니다.

벌레 쏘 을 때거나 볼거리로 발열이 날 때에

는 용량을 두 배 가량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감사합니다.(5월 1일 오전 7:10)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류형준 약사 녭(5월 1일 오후 3:43)

2018년 4월 30일 오후 4:38 106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체험사례

*벌에 쏘 을때.

7세, 남, 이00

안티, 써클 각 0.5포, bid 2일분.

딴딴하고 벌겋게 손가락이 부어올랐는데 2일 복용 

후 깨끗하게 완쾌.

*볼거리

8세, 남, 김00.

볼거리로 처방약 3일째 먹는 중에 열도 안 떨어지

고 이하선 부어있는 것도 차도 없어 방문.

안티와 써클 각 0.5포씩, tid 2일 복용.

열도 잡히고, 다시 2일 복용 후 회복함.

2018년 4월 30일 오후 4:46 107 읽음

조용권 (도아약국. 전서구)

#체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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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신장도 하나는 절제했고 고혈압도 있고 부종도 

심하니 바이러스 감염증이 많이 의심됩니다.

부종이 줄었다고 하니 끝까지 치유의 길로 인

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5월 1일 오전 7:36)

무릎관절 통증.

60 , 남(신장 하나 절제수술, 항혈전약, 혈압약 복용)

작년에 양말 자국이 오래 남고 손도 붓고 통증.

써클 1일 2회 5일씩 2번 후 한달분 드시고 총 3개월 

드심.

컨디션 회복과 부종 개선됨.

/이어서 안티를 써야하는데ㅠㅠ

복용 후 4개월 휴약 중에 무릎 관절 통증으로 방문

헬스 후, 샤워 후 자고 일어나면 붓고 통증이 있고 

무거움. 오후에 서서히 풀림.

써클 212 60포와 관절 양제 4/21

확실히 통증이나 부종은 덜함.

아마도 림프순환으로 발목에서 무릎으로 이동한 

듯 싶고 노폐물과 염증물질이 쌓여 있는 듯.

무릎 연골조직의 인 와 근육의 염증과 감염을 이

번에는 꼭 치료, 치유하자고

써클 102, 안티 101 20일분 드림.

저염식, 각탕법을 강조하면서. 

2018년 4월 30일 오후 4:46 176 읽음

조용권 (도아약국. 전서구)

#체험사례

역류성식도염, 위통, 위염

50 , 남. 혈압, 당뇨 정상

위장질환으로 카베진을 항상 복용하고 사러 오신 분

입니다. 내과치료를 반복치료 받으셨다 하십니다.

자꾸 면역력 저하로 재발하는 것은 몸에 잠복해있

는 바이러스가 성해져서 재발되는 것이고 일시적

으로

증상은 개선될 수 있으나 완치가 안 되는 것은 면역

력저하와 세포환경의 문제이니 환경 개선되게 항

바이러스제와 림프순환제를 복용해보자고 권유했

더니 병원에 혈액분석기기 업하신분이고 전에 

제약회사에도 근무하시고 엔테론도 아시고 림프순

환도 아시고 수긍하시네요. 동아 병원으로 출장

가려고 한다하시네요.

4/24 써클, 안티 111 1주일분과 책과 리플렛 가지고 

부산가면서 체크하시고 보신다고 하네요. 

객지 생활로 주말부부 하시는데 식생활도 불규칙

하고 부실하고 업하다보면 스트레스 심하고 여

름에는 배탈로 자주 고생하신다 하네요.

찬 것, 매운 것 드시지 말라고 강조하고 매일 유입

되는 음식과 자극을 견디고 내장근육세포의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아마도 책을 보시고 더 느끼실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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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미 공부도 하고 숙지도 되었으니 치유의 길

에 끝까지 동행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5월 1일 오전 8:11)

또한 증상 개선뿐 아니라 완전한 치유로 확실히 가

자고 자신감을 가지고 강조했네요. 

4/30 써클 11, 안티 11, 이담간장약 1달분

개선점: 속쓰림, 위통, 위염 없어짐.

헬리코박터균 치료도 2차까지 하고 재발되는 것은 

세포환경과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본인도 인정하네요.

완전한 치유로 가보자고  

인터넷도 검색해보니 잘 봤고 핫한 것이라 말씀하

시네요.

또한 책자 179페이지 냉장고에 찬 아이스크림 치운 

내용을 애기하면서 고향이 마산이라고 ㅎㅎ

지난주에 올려다가 취소하고 다시 결과보고 올립

니다.

아래는 그분 회사 찾아보다 혈액 분석, 기기 용어 

등 한 번 꼭 참조하세요.

인기글에서 1, 2 CBC검사, Hct, MCV, MCH 등 건

강검진 혈액검사용어네요.

[네이버 블로그]

블로그를 소개합니다. 

백구만씨의 진단이야기 | 백구만씨

http://naver.me/F7N1HXpA

2018년 4월 30일 오후 5:22 147 읽음

강은희

#체험사례

 

1) 54년생, 이ㅇ기님 

전립선약 고지혈증약을 드심.

피로한데 드실 것 찾으셔서 써클 하루 드시고 넘 

좋다고 하셨던 1월에 치험례 올린 분

1월부터 안티, 써클 정량 드시고 목 건조감때문에 

힘들어하셔서 

써클 222, 안티 111로 5일 드시고 괜찮아지셨다고 함.

그 후 써클 201, 안티 101로 쭉 드시는데 오실 때마

다 어떠냐고 여쭤 봐도 그냥 드신다고하심.

경과가 많이 궁금했는데

드디어 4월 17일 오셔서 아침에 일어나기 가볍고 

군살이 빠졌고 살이 단단해진 느낌이 든다고 하심.

피부가 건조해서 늘 보습제를 사가셨는데 요즘은 

잘 찾지 않으시네요.

몸에 좋다는 것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안티, 써클 

드시고 효과 좀 본 것 같다고 하심.

친구들이 골프치기 싫어한다고 본인 힘이 너무 좋

아져서ㅎㅎ 자랑하심.

계속 드실 거라고 

2) 70 , 홍ㅇ자 

칼슘제를 늘 드시는 할머니, 2월에 치험례 올린 분

인데요.

10일에 한 번씩 꼭 오셔서 소포장으로 써클, 안티를 

갖고 가십니다.

처음 연골주사 맞고 무릎이 부어서 써클 222 2일 

드시고 좋아지셔서 2월 9일부터 써클 111 드심.

녹내장이랑 염증기있다고 2월 19일부터 안티, 써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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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1) 70  홍0자님의 경우 증상과 마지막에 많

이 좋아졌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환자 기록부를 만들어서 처음 시작할 때 불편

한 증상을 모두 적어놓고 그것과 현재 상태를 

비교하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5월 1일 오전 8:18)

① 류형준 약사  

용량의 조절이 절묘합니다.

111 드림.

3월 2일 칼슘제는 빼고 안티, 써클 드시게 했음.

3월 12일 눈물 구멍을 뚫어 눈 밑에 멍도 빨리 풀린

다고 염증기도 없어질 거라고 하여 써클 222, 안티 

111로 드림.

3월 16일 다시 칼슘제 달라고 함. 저리고 아프다고 

하심.

3월 22일부터 안티, 써클 111드심.

4월 11일 오셔서 그제 서야 비염있다고 하시면서 

코를 킁킁 하시는게 좀 나아지신 것 같다고 하심.

4월 30일 오셔서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고 연골 주

사를 20일에 한 번씩 맞는데 좀 늦게 맞으러간다고 

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지팡이를 2개 짚고 오셨는데 어

제는 지팡이를 들고 오시지 않으셨네요.

써클과 안티를 접한 지 얼마 안되서 환자 상태를 

기록하는 걸 못했네요.

2018년 4월 30일 오후 7:24 189 읽음

안순원

#체험사례

남, 60

앞 집 목욕탕 사장님으로 취미삼아 시작한 밭농사 

600평…

첨 하는 일이 벅찼는지 약국에 놀러 오셔서 20 의 

교통사고로 남아있던 요통이 도진다며 걱정하셨어요.

약 좀 드려볼까요? 하니 원체 약을 싫어하는 분이

라 손사래를 칩니다. 평소 신세를 많이 져… 그럼 

피로하실 테니 회복제로 드시라며 써클 222로 3일 

드려봤습니다

수 일후, 그게 뭐인데 허리가 가볍고 가뿐해졌다며 

말씀…

써클의 피로회복 기전과 안티의 병용 필요성 전하

니 내게 필요했던 거라 하며 가져갑니다. 안티 11, 

써클 22 한 달분

오늘 다 드시고 오셔서, 일 하는 데 힘이 덜 부치고 

흐리면 나타나던 요통이 덜하다… 좋아하시며 옻

순  한 다발 건내 주십니다. 역시 기 를 져 버리지 

않는 믿음직한 존재감…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안티 11, 써클 21 한 달

적어도 추수 때까지 써보라 권유드렸습니다.

귀중한 안티, 써클이 귀한 옻순 맛보게 합니다. 귀

여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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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증상개선을 위해 써클만 222 3일, 

이후 증상개선과 명현반응을 줄이기 위해 안

티 101과 써클 202,

이후 꾸준한 용량으로 안티 101과 써클 201

로 복용량을 줄여가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5월 1일 오전 8:21)

① 류형준 약사  

부종에는 림프순환촉진이 최고입니다.

오래된 부종에는 안티와의 병용은 필수이지

요.

꼭 치유의 길을 끝까지 함께 하길 바랍니다.(5

월 1일 오전 8:24)

2018년 4월 30일 오후 8:18 202 읽음

강경애

#체험사례

50  후반, 여성

몇 년 전부터 야간에 일을 하시고 잠을 잘 못자고 

늘 피곤하신 분. 얼마 전 갑자기 남편이 지병도 없

었는데 사망하여 충격을 받으신 후 얼굴이 두 배는 

될 정도로 부어서 오셨어요. 

일단 써클 202 일주일, 이담간장약

부종도 좋아지고 피로도 많이 좋아졌는데 딸 결혼

식이 얼마 안남아 얼굴 부종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고 하셔서 써클 222, 이담 간장약 10일

딸 결혼식 잘 치르셨다고 오셨어요.

일도 계속 야간일이라 지금도 부종이 보이셔서 써

클 111로 10일분 재구매 하셨구요. 이분의 부종도 

오래된 것이라 안티의 필요성이 보여 말씀드렸고 

안티, 써클 6개월, 써클 1년 치유 프로그램 안내해 

드렸어요.

2018년 4월 30일 오후 8:53 232 읽음

서원모

#체험사례

 

50  중반, 여성

증상: 

배꼽 오른쪽 덩어리가 만져짐

만성두통, 만성피로, 불면증

상담할 때 덩어리 만져진다는 것이 제일 부담이었음.

정말 좋아질까? 하는 마음에 만성피로 위주로 설명함.

 

투약:

4월 21일

우선 써클4u만 아침 2, 점심 2, 저녁 2포 드림.

써클 20포짜리 2통 가져가심.

하도 깐깐한 성격이라서…. 혹시 나중에 불평할까

봐 제발 좋아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

습니다.

경과 반응:

오늘 오셔서 제가 묻기도 전에 하시는 말씀이 복용 

2일째 복부 덩어리가 없어졌다합니다.

와우! 그렇게나 빨리…. 박수박수

그리고 잠을 잘 주무신답니다.

변이 시커멓게 3일간 연속 나오더니 몸이 개운하



① 류형준 약사  

참 신기한 일입니다.

증상은 있는데 원인도 몰랐는데 몸이 알아서 

치유를 합니다.

역시 스스로 치유하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감사합니다.(5월 1일 오전 8:26)

② 최현숙약사 (24시약국)

24시 약국(통 )

몸이 알아서 스스로 치유를 합니다.

스스로 치유하는 길이 옳은 길입니다. (5월 

1일 오후 3:19)

① 류형준 약사  

와우 갑상선기능이 정상화하다니 새로운 체

험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은 기능항진증보다 개선하

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증상인데 그걸 

해냈습니다.

혈소판 수치도 올라가고 세포환경 정상화가 

진행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5월 1일 오전 8:29)

고 날아갈 것 같답니다.

2018년 4월 30일 오후 9:41 232 읽음

서원모

#체험사례

 

68세, 여성

약국에 같이 근무하시는 친누님

증상: 수족냉증(지금도 속내의입고계심), 만성피로

증후군, 혈소판부족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운전할 때 도로선이 두 줄로 보일 때가 있음.

투약: 

17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맨 처음 한 달은 써클 222, 

안티 111로 드시다가 두 번째 달부터는 써클 111, 

안티 111 세 번째 달부터 현재까지는 써클 11, 안티 

11 정량으로 복용하시고 계심. 

조혈제와 당귀작약산 병용투약하고 계심.

경과 반응:

2주전 혈액검사에서 갑상선 정상으로 나옴.

혈소판 8만-> 11만으로 상승함.

작년에 비해 몸이 많이 따뜻해짐.

작년에는 여름에도 한증막을 갈 정도로 뼛속까지 

시리다고 하심.

(팔미원 + 당귀사역가 오수유생강탕으로도 잘 안 

들었음)

재미있는 경험은 지난 일요일 하루 써클, 안티 안 

드시니까 피로도가 다르다고 하심.

2018년 1월 18일 오후 2:05 241 읽음

윤애숙

#써클4.u체험사례

76세, 남입니다.

혈압, 당뇨 처방약과 함께 탐스로신 0.2mg 드세요.

전립선약 드셔도 소변이 시원치 않아서 불편하시

다고…

그럼 생약과립 같이 드시라고 써클 소포장 1통 드렸

어요.

하루 3번 드시라고 했는데 본인이 포장 용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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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전립선에도 빠른 증상개선이 된다고 이미 설

명한 적이 있습니다.

증상은 빨리 개선되어도 치유는 안티와 써클 

6개월은 기본입니다.(1월 18일 오후 2:50)

① 류형준 약사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우신 분이 효과를 느끼면 믿음과 자

신감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상승합니다.

이러한 효과가 직접적인 치료 작용이 아닌 세

포환경을 정상적으로 개선해서 세포 스스로 

좋아져서 나타나는 치유의 효과입니다.

치유의 다양성, 효과, 완전함을 마음껏 누려

보세요.

김부권 약사님도 이제 행복바이러스 감염자

입니다.

많이많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21일 오전 8:27)

보고 101로 드셨다는데 훨씬 좋으시다고 합니다.

3일 드셨다는데요.

그 약이 중국산이데요.

무슨 말씀?

포장지 원재료 표시 사항에 광귤나무열매가 중국

산으로 적힌 거 보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책자 드리면서 여기 이분이 약사신데 이거 만드신 

분이다. 

설명해드리고 1가지 병을 고치는 거 아니고 몸 전체

를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제품이니 꾸준히 드시라

고 했습니다.

주로 여자분만 드렸는데 전립선 증상에 바로 효과 

있어서 새로웠습니다.

2018년 1월 20일 오후 9:45 270 읽음

김부권

#써클4.u체험사례 

60세, 여성

몸도 차고 손발도 늘 차서 겨울을 싫어하고 바깥도 

웬만해서는 나가길 싫어하는 제 아내입니다. 

해서 늘 이약, 저약 건강식품해서 꽤나 먹고 그런

로 버티는 중에 써클을 한 달여 아침, 저녁 한 봉씩 

먹고 부터는 춥다는 얘기도 덜하고 오히려 몸에서 

열이 난다고 이불도 걷어차고 자게 되었네요. 

소화도 잘되고 피로도 덜 하면서 전체적으로 생기

가 나 예전보다 덜 지친다 합니다. 

본인은 평생 먹어야겠다고 강력히 주장하네요. 

가까운데서 효능 체험이 더욱 믿음이 가고 좋은 써

클이 아픈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많은 체험사례도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23일 오후 2:38 246 읽음

이진호 (진 한마음약국 김해)

#써클4.u체험사례 양압기

40  후반, 남자, 비만형 비염

비염이 심한 분이신데 코골이도 심해서 양압기를 

쓰시기 시작하셨답니다.

근데 양압기란 게 똑바로 누워야지 옆으로 누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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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참 미련한 환자이군요.

안티 111과 써클 222로 짧은 기간 확실하게 

병의 뿌리를 송두리째 캐낼 수 있는데 안타까

움에 발만 동동거립니다.

감사합니다.(1월 23일 오후 4:23)

② 이진호 (진영한마음약국 김해)

네^^ 단골이시니까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

고 믿습니다^^(1월 23일 오후 4:36)

① 류형준 약사 

13전의 뜻이 13년전인지요?

피로회복과 소화불량에 잘 들었다는 것이지요.

어느 약국이나 매일 같이 일어나는 일상을 최

성순 약사님이 표로 올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일상들이 쌓이면서 약사로서의 보람

도 쌓이고 약사님의 삶도 행복한 삶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약사님 덕분에 항상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24일 오전 10:15)

①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

바람이 새고 제 기능을 못한답니다.

평소 비염 때문에 옆으로 자는 게 습관이고 바로 누

우면 코가 막혀 곤란하다며 나잘 스프레이를 사러오

셨기에 상담 후 써클을 102 5일분을 드렸습니다.

처음 2일은 잠도 못 잘 정도로 코가래가 장난 아니

더랍니다(양압기 포기하고 잠 ㅜㅜ).

다시 나믿고 함만 더 합시다. 써클 102, 5일…

지금은 편히 잔답니다^^ 써클만 101

이제 안티, 써클 같이 먹고 양압기 떼자니까 양압기 

비싸서 안 된다고 일단 써클만 먹겠다며 버티는 중

입니다^^

한 달 후 다시 보자며 만족하게 가셨네요^^

2018년 1월 23일 오후 10:24 200 읽음

최성순

#써클4.u체험사례 

78살, 여자,

무릎 수술을 인공 관절을 13년 전에 했고 지금도 

아파트청소를 하시는 단골언니 혈압약을 먹고 피

로와 소화가 안 되서 어지럽다고 해서 써클 101과 

효소제를 잡수실 때는 피로와 소화도 잘되는데 며

칠을 안 먹으니까 피로로 힘들어해서 계속 먹어서 

림프순환으로 피로와 소화가 잘되게 복용하게 효

능과 효과를 말해주었습니다. 

2018년 1월 24일 오후 1:10 213 읽음

최성순

#써클4.u체험사례 

99살, 할머니, 감기로 폐렴으로 입원하고 치료받고 

퇴원해서 집에 오셨는데 음식을 먹으면 토하려고 

해서 써클 1봉과 반하사심탕과 따뜻한 생강차에 마

시라고 1일치를 드렸는데 좀 덜하셔서 매일 잡수시

라고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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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례들이 모여서 치료에서 치유로 큰 흐

름을 만들어 갑니다.(1월 24일 오후 3:27)

① 류형준 약사  

써클만으로도 손끝이 따뜻해지고 혈압약을 

줄 군요.

고혈압에는 안티와 써클의 병용이 원칙입니

다.

조금 더 과감하게 시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1월 25일 오후 3:17)

② 박향숙

담달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1월 25일 오

후 4:30)

① 류형준 약사 

부종은 확실한 개선 사례가 많은데 변비는 직

접적인 치유 효과이기보다는 간접적인 효과

이기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결국 변비가 좋아지기는 하지만 변비를 목표

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1월 25일 오후 8:02)

2018년 1월 25일 오후 2:24 247 읽음

박향숙 ♡♡

#써클4.u체험사례 

53세, 여자, 혈압약 6개월 복용 손끝이 날이 차가우

면 새파래짐. 

날씨가 조금만 추우면 손끝이 새파래지고 저림. 

나또, 코엔자임복합제, 한방 복용 후 큰 차도가 없

기에 써클 101로 같이 드심.

각탕법 알려드렸더니 넘 귀찮아 아침마다 사우나 

가셨답니다.

한 달 후… 손 저림, 시림이 확실히 좋아졌고 혈압

약을 반 알로 줄여오셨어요. 본인이 넘 좋아하셨어

요. 꾸준히 드시면 지금 혈압약보다 더 줄일 수 있

다고 말씀드림.

혈압 강하에 써클♡

2018년 1월 25일 오후 4:29 234 읽음

김영훈

#써클4.u체험사례

35년생, 여자분

요추부 좌골신경통으로 처방약 드시던 분인데 

1/16일 발등이 부었다고 오셔서 써클포유 하루분만 

우선 111로 드시라고 3포 드렸습니다. 

이분이 변비 때문에 식이섬유도 전에 권해드렸던 

분인데, 

사 가신 후에 전화 와서 변비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못 먹겠다고 하셨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드시라고 하고 그러고 써클을 드셨

던 분인데

오늘 내방하셔서 얘기하다 보니 부은 것도 좋아졌

고, 변이 잘 나온다고 말씀하시면서 3일분 더 달라

고 하셔서 드렸습니다. 

변비 쪽으로는 잘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어 사례를 올립니다. 



00688  A BOOK OF EXPERIENCES

① 류형준 약사 

통풍까지는 안티와 써클로 어렵지 않지만 신

부전증은 한계가 있습니다.

신부전증까지 치유하려면 더 높은 단계의 처

방과 관리법이 필요하니 검사를 의뢰하세요.

그래도 아버님이 좋아지시니 행복하지요.

약사님도 아버님도 가족 모두도 행복할 것입

니다.

저도 덕분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27일 오전 11:40)

② 강시현(베데스다P,경기안양)

감사합니다. 선생님…(1월 30일 오전 10:26)

① 류형준 약사 

바로 그것이 써클4.U와 안티플러스의 매력이

2018년 1월 27일 오전 10:11 285 읽음

강시현(베데스다P,경기안양)

#써클4.u체험사례 

고관절염

77세 저의 아버지 사례입니다.

신부전을 오래 겪고 있고 최근 통풍이 생겨 고생하

시고 있어 우선 전체적인 피로감이나 컨디션에 도

움 되시라고 11 드시라 했더니 2주 정도 후에 전화 

오셔서는 고관절이 몇 달째 아팠는데 안 아프다며 

신기해 하셨습니다.

각탕법, 호보법 알려드리니 바로 하시겠다네요.

담달부턴 안티랑 같아 쓰려구요.

통풍도 신부전도 고쳐드리고 싶네요.

2018년 1월 27일 오전 11:35 340 읽음

김은실

#써클4.u체험사례 

써클의 매력은 마땅하게 줄만한 약이 없었던 증상

들에 줄 수 있고 개선도 빨리 되는 게 아닌가 해요.

며칠 전 약 타러 오신 할아버님 넘어지셔서 눈 주위

에 심하게 멍이 드셨는데 나이 들어서 싸우고 다닌

다고 남들이 욕할까 무서우시다고^^ 

써클이랑 어혈제 하루분 드렸더니 담날 다시 오셔

서 하루분 더 가져가시는데 멍이 많이 옅어지셨더

라고요.

우리 어머님께서 급하게 침 에서 일어나시다 얼

굴을 그 로 방바닥에 부딪히셔서 온몸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얼굴이 너무 많이 부으셨다하셔서 병

원 약에 같이 드시라고 써클 222 드렸는데 부은 

게 빨리 가라 앉으셨어요

처방약 지으러 오신 깐깐하신 할머님

다른 약국서 소화제 사먹었는데도 속이 완전히 안 

풀린다고…

좋은 약 달라하셔서. 써클, 소화제, 물약 소화제 같

이 드렸더니 다음날 바로 오셔서 어제준 거 네세트 

달라 시더라구요.

안으로 줄만한 게 있어 기쁘구요.

그 안이 올바른 치유의 길이면서 효과까지 좋으

니 더 더욱 기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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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지만 치유의학의 진정한 힘입니다.

치료는 증상에 따라 정확한 처방을 해야 하지

만 치유는 몸의 상태를 세포가 원하는 최적 

상태를 만들어서 세포 스스로 병적인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치유도 제 로 정확하게 진행하면 치료보다 

증상개선 속도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치유의학에 빠져보시죠.

감사합니다.(1월 27일 오전 11:44)

② 김은실

지인들이나 단골손님 외에는 약사님 말씀

로 소소한 질환 개선을 위해서 쓰면서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데… 늘 생각은 써클, 안티에 

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약 만들어주셔

서 감사합니다.(1월 27일 오후 12:16)

③ 류형준 약사 

김은실 감사합니다.(1월 27일 오후 12:20)

① 류형준 약사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초기 복용량을 222로 

높여서 부종이 줄어들면 111으로 줄이고 다

시 줄어들면 101로 줄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문제가 된다면 안티와 병용

은 차후로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1월 27일 오후 6:56)
2018년 1월 27일 오후 3:41 303 읽음

안순원

#써클4.u체험사례 

77, 여, 160/66

혈압약, 위장약

이뇨제 토렘 5년 이상 복용한 전신부종.

입고 초기인 11월 말, 101 한 달분 투여, 무변.

12월말 101 한 달분 투여, 무변…

며칠 전 혈압약타러 오셔서 무변, 

포기 선언

그저께 다시 방문, 손발부터 시작해 얼굴까지 붓기

가 조금씩 빠지는 것 같다며 한 달 재구매.

이뇨제 적절히 조절해 드시겠다하네요.

두 번째 구입 시 증량 욕심났으나 써클의 림프순환 

능력을 제 로 알고파 용량 변화 없이 투여했는데, 

써클의 정체를 오롯이 파악한 소중한 경험이었네요.

그 분이 막달에 포기했다면 전 귀한 경험 놓칠 뻔 

했네요.^^

안티 병용은 홀로 어르신 여건상 힘들다하시네요.

이 믹스커피(?)라도 꾸준히 드셔본답니다.

어르신들이 안티, 써클을 믹스커피 같은 거라 하십

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29일 오후 5:46 233 읽음

진미경

50  중년, 여성

- 부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심.

- 과거력에 스피닝하고서 근융해증 진단받고 병원 

입원 후 투석 경력 있음.

- 간과 신장이 약한 편임.

- 여러 가지 생약제제 복용 경험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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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축하드립니다.

림프순환촉진은 부종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

휘합니다.

부종을 많이 개선했지만 증상과 병력을 보니 

바이러스가 온 몸에 숨어있을 것으로 생각됩

니다. 

안타와 써클의 병용을 생각해 보세요.

더 좋은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명현반응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1월 29일 오후 6:57)

① 류형준 약사  

잘 하셨습니다.

두통에 한 다양한 체험사례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연했던 환자들이 스스로 좋아져서 선택하

니 많이 행복하시죠.

저도 많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30일 오후 3:03)

- 부기 때문에 안티스탁스, 엔테론 복용 경험 있음.

써클만 한 포씩, 두 번 드림.

15일 드시고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얄쌍해졌다고, 

본인 스스로도 다리 부기가 거의 없다고… 오전에 

신었던 부츠가 퇴근 시 잘 안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잘 들어간다고 하심.

효과 좋다고 극찬하심.

더 사가겠다고 2개월분 구매하심.

2018년 1월 29일 오후 10:14 222 읽음

안순원

#써클4.u체험사례 

76, 여, 160/70

혈압, 당뇨, 관절염약 

만성두통에 청심원을 애용하던 의보환자인데, 이

번엔 청심원도 무효라며 방문… 안티, 써클을 복용

함으로써 세포 조직 회복력과 적혈구의 산소, 양

분 공급 능력이 커져 오래된 두통도 치유가 가능하

다며 일단 써클 111로 3일…

오늘 방문…청심원보다 효과가 좋다며 60포 구입.

안정되면 적량으로 드실 것과 추후 안티병용 6개월 

이상 말씀드리고 각탕, 호보법 알려드림.

청심원, 쌍화탕도 꼭 메이커 찾던 아주 예민한 분이 

효과가 분명히 보이니 망설임 없이 선택하십니다.

선택은 환자의 몫이라는 류 약사님의 말씀이 떠오

릅니다.

참, 보호자와 동행한 다른 70  여자분도 급작스런 

두통으로 응급실 가려다 써클 222로 응급실행은 

면했다합니다.

써클은 응급약으로도 쓰일 수 있는 또 다른 면모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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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은숙

(1월 30일 오후 9:38)

② 류형준 약사 

산후조리나 산후풍에는 써클4.U가 좋습니다.

그리도 오래된 산후풍에는 안티플러스의 병

용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31일 오후 6:28)

2018년 1월 30일 오후 8:39 272 읽음

백은진

#써클4.u체험사례 

40 , 여성, 늦은 출산으로 몸 붓고 기운 없고 우울

증으로 힘드셨던 분입니다.

헤모마임과 써클포유 드시고 몸이 많이 가벼워져

서 기분이 좋다하시며 3번째 약 재구매하셨습니다.

블로그에 건강식품소개로 써클포유 정리해서 올리

려고 체험례 다 읽고 천기누설 책 읽은 후로 써클포

유에 손이 자주 갑니다.

써클 소포장으로 어깨 결림. 소화불량 .수족 저림에 

잘 응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31일 오후 5:05 337 읽음

정은숙

#써클4.u체험사례

30 , 여성

출산이후 살이 잘 안 빠짐.

한포진이 생겨 2년 정도 경과한 지금까지 심한 상

태, 피부에도 종기나 뾰루지가 잘 생김, 두드러기, 

피부가려움 있음.

조금만 서있어도 다리가 빨개지고, 팅팅 붓고, 터질 

것 같음, 간지럽고 벌레가 기어 다니는 느낌.

몸에 전체적으로 염증 반응이 잘생기고, 림프순환

도 안 되는 상태셔서

일단 첫 달은 간 해독을 돕는 토라타민과 림프순환

을 돕는 써클포유를 먼저 드렸습니다.

지금 드신지 3주쯤 되셨는데, 오늘 카톡으로 확인

해보니, 다리가 좀 가벼워지시고, 무엇보다 두드러

기가 좋아지셨다네요.

그동안 두드러기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는 말로 못

한다고, 지금도 아예 안 올라오는 건 아닌데 심했을 

때에 비하면 진짜 살 것 같다고 하시네요.

피부과약을 먹어도 호전이 안 되고, 따끔거리고 간

지럽고, 아프고, 열까지 나면서 온 몸 여기저기에 

두드러기가 올라와서 너무 힘드셨 요.

심했을 때 사진을 보내 주셨는데, 두드러기 부위가 

엄청 넓고 크더라구요.

지금은 많이 가라앉으셔서 너무 좋으시 요.

간해독과 림프순환을 통해 몸 안에 정체되어 있던 

독소와 노폐물들이 빠지면서 두드러기가 자연스럽

게 가라앉으신 것 같습니다.

이후에 한포진 개선까지 하시려면 안티플러스(항
균, 항바이러스 작용)까지 추가해서 꾸준히 드셔 
보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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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한냉성담마진은 피부질환 분류에서 첫 번째 

분류 조건인 증상이 있다가 없어지는가? 아

니면 계속 있는가? 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증

상이므로 경증에 속하는 질환입니다.(2월 1

일 오후 2:28)
① 류형준 약사  

초기 증상개선을 위해 써클을 투여하고 한 달 

후에 병의 뿌리를 뽑기 위해 안티와의 병용을 

지도하셨군요.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1일 오후 7:49)

2018년 2월 1일 오후 2:56 261 읽음

박덕순

#써클4.u체험사례 

50  후반, 건장한 남성

(1차 투약)

2018.01.21

고혈압, 위장장애, 전립선염, 안구건조증, 만성피

로를 호소함.

사진과 같은 처방약을 복용중인데 여러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지만 림프순환으로 근본 치료가 되어

야 한다며 써클을 소개해서 111 복용시킴.

(2차 투약)

2018.02.01

여러 증상이 다양하게 개선됨으로써 써클 재구매함. 

우선 111 한 달 복용 후, 안티 추가 투여하기로 함.

써클 재구매가 자발적으로 이뤄진 점으로 볼 때 지

속 투여 가능성 높음.

2018년 2월 1일 오후 5:29 279 읽음

박덕순

#써클4.u체험사례

53세, 여성, 김ㅇㅇ

2018.0.2.01

손끝이 저리고 동상에 걸린 것 같다고 해서 림프순

환을 설명하고 써클 222 3일간 복용 후, 111로 계속 

복용 하라고 함.

Mg, V-E함유 혈액순환제 함께 병용 투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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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효숙

멍 빼는 연고를 써도 되는데 소비자들은 제품

에 '동상'이란 자가 찍혀야 신뢰를 보내죠.

(2월 1일 오후 6:10)  

② 박덕순

계효숙약사님 감사합니다 ^^(2월 1일 오후 

6:42)

③ 류형준 약사 

동상에도 써클4.U의 체험사례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2월 1일 오후 7:47)

①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2월 4일 오전 11:20)

①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

이 정도라면 지금부터 안티와 써클의 병용도 

질문 / 가끔 동상에 바르는 연고를 원하는데 추천 

해주세요.

2018년 2월 3일 오후 12:54 251 읽음

박덕순

#써클4.u체험사례

2018.02.03

장XX, 여성

나이: 74년생

안면 창백, 체격 왜소함.

고기 먹고 소화가 안 된다고 위장약 10일분 처방 

받아옴.

그동안의 처방 기록을 보니 위장약, 안정제 처방이 

많았음.

만성 소화불량 환자라고 판단하고 림프순환 개선

제 써클로 자연 치유력 회복하면 전신의 건강이 점

차로 회복 된다고 설명함.

설문지 체크 시켰더니 부종 등 체크된 것이 많아 

1차로 111로 10일간 처방함.

2018년 2월 3일 오후 2:42 225 읽음

박덕순

#써클4.u체험사례

2018.02.03

정XX, 여성

나이: 62년생

안면 백색, 체격 중간

며칠 전 오십견으로 약국 방문

근육이완제 2정 + 써클 222 3일간 투약

오늘 방문하여 벌써 다 나았다고 신기해하면서 써

클 60포 재구매하여 3개월간 111로 투약하기로 함.

급성통증에는 써클 요법으로, 염증성 증상일 때는 

안티 + 써클 병용 설명하고 3개월 후 안티 병용하기

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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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안티 101과 써클 201로 복용하게 하시면 됩

니다.

감사합니다.(2월 4일 오전 11:29)

① 류형준 약사 

이것이 치유의 힘이고 치유의 길을 안내하는 

약사님의 보람이고 행복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많이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제 로 된 치료를 받을 수

가 없었으니 의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병원도 한의원도 약국도 기타 여러 가지의 요

법과 건강식품도 다 마음에 찰 만큼 효과를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2018년 2월 7일 오전 11:03 260 읽음

김은실

#써클4.u체험사례 

만성통증

늘 맘에 걸렸던 게 풀린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약국에 점심 갖다 주시는 식당사장님

두 달 전쯤 발목인  통증이 점점 심해서 진통제 

말고 먹을게 없냐고 하셔서 써클 101로 드렸는데 

삼일 먹고 너무 좋아졌다고 다시 오셨구요.

본인보다 사모님께서 허리, 다리 통증이 원래 있으

신데 심해지셨다고 써클 문의하셨어요.

주방 일을 주로 하시다보니 늘 아프신데 올해 더 

심해지셨다고 하셔서 일단 써클 드시기로 하시고 

가져가셨는데요.

다음날 전화 와서 저녁에 근이완제, 진통제, 써클 

같이 먹었는데 넘 어지러웠다고 근이완제 때문일 

수도 있고 명현반응에 해서도 설명드렸어요.

한참 연락이 없으셔서 궁금했는데 이달 초에 사모

님 그이후로 안 드셨고 넘 아프셔서 병원 가서 각종 

검사 다 했는데 아무이상 없다고 했다고. 사장님이 

답답해서 다시 오셨더라구요.

본인은 너무 좋은데 부인이 먹어보질 않으려하니 

속상하시다고….

제가 봐도 써클이 꼭 필요한 분이신데 맘을 안 여시

니 너무 안타까웠지만 본인이 맘을 안 여시면 어떻

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오늘 문 열자마자 사장님께서 오시더니 써클 

달라시며 웃으시더라구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사모님께서 드셨나 봐요.

넘 아파서 일하다 주저앉고 했는데 오른쪽 무릎 통

증이랑 어깨 통증은 많이 좋아졌구요.

허리도 일해도 크게 무리 안 가신다고 써클 떨어져

서 어제 하루 못 드셨는데 당장 힘들다고 사오라 

하셨다고…

전에 설명해드려서 만성통증엔 안티 드셔야 되는 

거 아셔서 같이 달라하셨는데 사모님은 워낙 예민

하셔서 한 달 더 써클 드신 다음 안티, 써클 드시게 

하기로 했습니다.

꼭 필요한 분이고 드시면 좋아지실 거 같은데 맘을 

안 여시고 본인도 힘들어하시니 너무 안타깝고 늘 

맘에 걸렸었어요.

써클 진열된 거 볼 때마다 그분도 드심.

참 좋을 텐데… 생각했거든요.

그 맘이 전해졌나싶어 싶어 행복한 하루입니다^^

치유의 길을 의심 없이 잘 걸어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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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의 담을 넘고 치유의 길을 안내하기가 쉽

지 않은 일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도전해 볼 가치가 있고 도전 후에는 

보람과 행복이 가득하게 됩니다.

화이팅하세요.

좋은 체험사례에 감사드립니다.(2월 7일 오

후 4:20)

② 김은실

이분은 석달  에 맘을 열어주신 건데 약사님 

말씀 로 쉽지 않았던 만큼 보람은 더 큽니

다. 환자분도 삶의 질이 더 높아지실 거 같아 

기쁨도 큽니다. 감사합니다^^(2월 7일 오후 

4:34)

③ 류형준 약사 

김은실 수고하셨습니다.

상기의 사모님은 이제 약사님의 왕 팬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7일 오후 4:36)

① 류형준 약사 

손발이 시린 것이 오래된 것이니 안티와 써클

을 병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전립선에는 안티의 병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환자들이 치유되면 보람되고 행복하

시죠?

저도 덩달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8일 오후 3:04)

2018년 2월 8일 오후 1:46 225 읽음

강은희

#써클4.u체험사례 

1) 40 , 요양보호사

몸살이 심해서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뜨거운 곳에

서 한숨자고 난 뒤 어지럼증이 생겼다고 하여 일단 

써클을 111 3일 드림.

다시 오셔서 약간은 괜찮은데 완전하지 않다고 하심.

다시 7일분 드리고 감기 땜에 보름 만에 오셨길래 

어지럼증은 어땠냐했더니 신기하게도 7일약 딱 먹

고난 뒤 괜찮아졌다고 함. 

손발이 어릴 때부터 시린데 이것도 될까요? 하여 

써클과 안티를 설명드리고 꾸준히 먹어보시고 각

탕법하라고 하 음.

써클로 시작하 음.

2) 60 , 남자 

지방에 자주 다니심.

전립선 때문에 양제를 찾아드시는데 피곤해하는 

것 같아 써클 1통 권해드렸더니 이틀 뒤에 오셔서 

그 약이 무슨 약이냐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고 피

로하지도 않다고 먹은 약 중에서 효과가 제일이라

고 하며 다시 한통을 미리 더 사갖고 가심.

본인이 힘들어했던 부분에 효과를 느끼면서 신기

해하 음.

써클에 해 조금씩 자신감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8일 오후 8:42 250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써클4.u체험사례 

1) 70세, 정ㅇㅇ님.

준종합병원에서 청소 관리일을 하시는 분. 30년 단

골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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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윤애숙

안티, 써클 사랑하고 고마워하는 약사님들은 

모두 친한 동료같아요.

계속 행복한 체험사례 올려주세요.

제가 드려서 좋아진 환자 아닌데도 안티, 써

클 드시고 좋아졌다는  보면 훈훈하고 기분 

좋아요.^^(2월 8일 오후 10:57)

② 윤애숙

예전 써클 체험사례 올렸던 할머니,

발가락 시린 것 좋아져서 살 것 같다고 하셨

던 분인데요.

오늘 혈압약 타러오셨는데 써클 달라고 안 하

셔서 과립혈액순환제 계속 드시면 좋아요 했

더니

왜 그건 자네 집에만 있당가?

ㅋ(2월 8일 오후 11:02)

③ 류형준 약사 

부종과 통증에 림프순환이 얼마나 단한 작

용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2월 9일 오전 12:02)

일하시다가 넘어져서 왼팔이 너무 아파 일터인 병

원에서 처방받아 약 먹고 물리치료 이틀째, 속만 

아프고 통증 때문에 근무하기 넘 힘드시다고 먹다 

남은 처방약 보여주시며 약국 근처 병원에 가서 처

방을 달리 받아야하는지 상의하러 오셨다.

병원 더 갈 필요 없고 써클 12포 드리며 222 드시고 

결과 알려달라고 했다.

2포 남은 상태라며 전화가 왔다.

약사님!

오늘 수월하게 일했어요. 괜찮은데 하루라도 더 먹

어줄까요. 깨끗해지게?

바빠 설명도 안 듣고 가져간 써클에 한 치유이야

기 해드려야지!!

2) 골절로 깁스하고 오신 78세 할머니.

다친 팔이 처방약 먹어도 아파서 잠을 못 잔다며 

수면제 사러 오심.

써클 10포 202 복용하시라고 드림.

다시 오셔서 10포 달란다. 처음만 2포 드시고 아까

워서 1포씩 드셨노라고.

그러더니 오늘도 써클 10포 또 달라신다.

뼈 안 아프고 잠 잘다고 웃으시며~

써클 참 고마운 친구입니다.

부종으로 인한 통증, 급성통증엔 써클만 써도 

amaizing

할머니 약 드리는 중에 7살 아이 엄마가 우리 아이

도 깁스한 발목 통증 심해서 짜증내는데 먹여도 돼

요?

하신다.

물론이지요~~.

알약 먹을 수 있다 해서 101로 3일분 드렸다. 결과 

안 봐도 쌩U

2018년 2월 8일 오후 11:29 192 읽음

최현숙약사 (24시약국) 24시약국 (통 )

#환자가 직접사랑방에 올려주신 글입니다

오늘이 써클 2 : 안티 1 복용 일주일째 날입니다.

첫날은 어지러움증

이틀째 날은 심한 두통과 눈이 튀어날 올 것 같은 

통증을 동반해서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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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환자분이 이러한 체험사례를 올리면 최현숙 

약사님의 기분은 등에 날개가 생겨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환자가 좋아졌다고 해 줄 때 약사로서 보람과 

긍지가 가슴에 가득해지고 행복감은 돈으로 

신할 수 있는게 아니죠.

저도 부분 약사님들도 모두 이 이 자신의 

경우인 냥 행복하고 또 행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9일 오전 6:14)

② 최현숙약사 (24시약국)

24시약국 (통영)

소통해주시는 류 선생님과 체험례 나눠주신 

선생님, 약사님들 덕분입니다.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그저 그저 감사할 뿐입

니다.(2월 9일 오후 3:30)

삼일 째 날은 통증이 줄었고 피부관리사인 저는 목

과 어깨, 등이 아파서 잠잘 때 늘 끙끙 며 겨우 

잠들고 했습니다.

약 복용 4일째 날부터 통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잠

도 편하게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감도 많이 

줄었고 손과 발이 늘 차서 땀이 나지 않았는데 4일

째 날은 요가할 때 손과 발에 땀두 조금 나더라구요. 

…지금은 오른쪽 다리 감각이 다른 사람의 다리 마

냥 감각이 떨어진 상태인데 이것 또한 명현반응이

라 보고 약 복용 열심히 해보려구요.…

팔 엘보우로 인해 병원 갈까 하다가 …약국으로 바

로 가보자는 생각에 …제가 써클4u를 만나려구 병

원을 안 가고 약국을 바로 들렸나 봅니다~^^ 편안

한 밤 되세요~~

#써클4.u체험사례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12일 오후 12:22 234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써클4.u체험사례 #가슴통증

61세, 여자, 반** 님.

1년 전부터 가슴에 통증을 호소, 불안해하고 힘들

어했던 환자분.

병원에서 검사도 받아보았지만 특별한 이상이 발

견되진 않았으나 환자는 수시로 가슴 통증으로 병

원과 응급실까지 다니곤 했다.

죽은 언니 이름을 사망신고 안하고 자기가 쓰고 있

어서 그런가싶어 최근 개명까지 하신 분.

1.31 또 같은 이유로 찾아온 환자에게 이번엔 그냥 

보내지 않고 림프순환에 해 설명해드리고 써클

을 202로 복용토록하고 3일분(결과 보려고 일부러 

조금만 드림), 조금 느낌이 좋다고 다시 10포 가져

간 후 3번째 와서는 소포장 한통 20포 달라신다.

다시 그 통증이 올지 알 수 없으나 이젠 불안해하지 

않게 된 것만도 감사해하신다.

림프순환을 도와주면 빠르게 통증과 부종이 사라

지는 사례들을 보며 쌩U.

2월10일 가슴통증이 편해지니 무릎 아픈 것과 왼쪽 

다리 시린 것도 안티, 써클 101 정량 로 일단 시작

하시겠단다.

일단 소포장 하나씩 가져가며 시작이 반이라고 일

단 해볼랍니다^^ 하신다.

각탕하시는 것 명심!!하시고~~ 약국문 나서는 분

에게 다시 한 번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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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가슴통증에도 써클이 빠르게 작용하는군요.

또 한 번 배웁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하니 훨씬 빠르

고 광범위하게 진화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

해지는 그날까지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2월 12일 오후 9:31)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좋은 제품 감사드립니다^^(2월 13일 오후 

8:24)

① 류형준 약사  

혹시 명현반응이 없었나요?

류머티스는 특히 명현반응이 심한 질환인데 

이야기가 없어서 묻습니다.

명현반응이 없으면 다행입니다.

사진까지 찍어서 비교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2월 12일 오후 10:32)

② 이영구

류형준 약사 

2018년 2월 12일 오후 3:52 245 읽음

이영구

#써클4.u체험사례 

72세, 남 

현재 류마티스관절염으로 3년째 메토트렉세이트 

복용하던 중 한 달 전부터 안티, 써클 각 101 용량 

복용중인데 어제 밤사이 뭔가에 물렸는지 붉게 부

어올라서 낮에 써클만 2포복용하고 저녁 과음하는 

바람에 더 이상 써클을 복용 못했는데도 아침에 보

니 부종이 싹 가셨네요.  여름철 벌레 물려 고생하

시는 분께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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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명현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제 남편인데 병원 처방이 매토

트렉세이트 주 6정과 사라조피린 조 2정, 석 

2정인데 처음 3ㅡ4개월만 처방 그 로 복용

하고 그 후부턴 제 맘 로 메토~는 3정 사라

조~ 는 아침에만 2정으로 줄여 복용중인데도 

혈액검사수치는 모두 정상 나와요. 근데 병원

에선 처방량을 줄여주지 않아 혈액검사를 3

개월 후로 미루고 안가요. 그래서 안티, 써클 

먹으면서 부터는 모든 병원약과 양제 등등 

끊고 안티, 써클만 복용 후 3개월 후 검사해서 

결과 올릴게요.(2월 16일 오후 3:15)

③ 류형준 약사 

이영구 감사합니다.(2월 16일 오후 3:47)

① 류형준 약사 

환자의 선택은 효과일까요? 아니면 가격일까

요?

똑같은 효과가 두 가지 이상이면 가격일 것입

니다.

하지만 하나면 효과일 것입니다.

효과를 느끼게 하면 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습

니다.

선택은 환자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12일 오후 11:16)

2018년 2월 12일 오후 6:04 239 읽음

박향숙 ♡♡

#써클4.u체험사례 

1. 54세, 여성, 만성 어깨통증, 쥐 경련

처방:

써클 111 + 마그네슘, 비타민B 

10일 후 일을 안 해서 그런지 통증이 없다고 합니다. 

2. 75세, 여성, 6개월간 어깨통증, 부종

저녁에 잘 때 자세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함. 

한의원에서 부항, 약을 계속 드셔도 효과 없음.

처방:

써클 222 이틀 투약 후 3일째 111 

3일 후 오심 어깨가 확실히 부드럽고 저녁에 자세

를 바꿔도 괜찮아 잘 잤다합니다.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써클 222 드시라고 한통 드림.  

 

좋아지면 111로 드시라고 함.

 

3. 80세, 남자, 뇌경색 2번 병력 있음. 

갑자기 머리가 아픈데 금요일 저녁이라 병원을 갈 

수 없고 급하게 약 달라심. 

인근 병원은 믿을 수 없어 안 가신다고 고집을 부리심.

월요일 S 병원 가는 날이라고 3일만 버틸 수 있게 

약 달라심. 난감… 

처방:

써클 222, 거풍지보단 101 3일 드림. 

다음날 사모님이 오심. 약 먹으면 4~5시간은 안 

아프고 또 지나면 아파 계속 드셨다함. 더 달라심. 

하루 4번을 드심. 

전 통증엔 정량복용만 드렸는데 다른 약사님 글보

고 과감한 투약을 했습니다 환자 주머니는 고려하

지 않기로했습니다 어장쩡한 복용은 좋은약 불신

만 가져오기에 

지금껏 효과못보신분 용량부족이 음을 절감하는 

하루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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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순용(김천 한독약국)

그분이 표현하신 로 적은 건데~ 생각해보니 

당이 아니라 저혈압이 오신 거 같아요~ ^.^ 

읽다가 의문이 드실 것 같아 댓  적습니

다~(2월 12일 오후 10:18)

② 류형준 약사 

이런 환자들을 치유에 성공하면 자신감은 하

늘을 치르겠지요.

그래도 안티와 써클 6개월이 정답입니다.

곡 낫도록 잘 인도하세요.

감사합니다.(2월 12일 오후 11:24)

① 류형준 약사 

갑자기 손을 쓰는 일을 하면 아침에 손이 퉁

퉁 부어서 손가락을 구부리지 못합니다.

평소 운동을 안 하다가 등산을 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아픈 것이랑 같은 원리입니다.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 같으니 한동안 꾸

준히 써클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

다.

감사합니다.(2월 14일 오전 8:14)

2018년 2월 12일 오후 8:24 232 읽음

정순용(김천 한독약국)

#써클4.u체험사례 

50 , 남성. 

협심증으로 갑자기 쓰러져서 혈관확장제를 처방받

았다고 합니다. 그 약을 먹으니 어지럽고 머리가 

깨지듯이 아파서 두 차례 병원 응급실을 가고 약을 

바꿨는데도 당이 떨어지고 어지러워 너무 힘들었

다고 해요. 급한 듯하여 써클포유만 2포씩 3번 드시

라고 20포짜리 드렸는데 그걸 먹고 나니 막힌 데가 

풀리는 느낌을 받으셨다며… 병원 약은 좋아지긴 커

녕 3번이나 약을 바꿨는데 부작용으로 혼났다고 하

시네요. 써클포유와 안티플러스 6개월 복용키로 했

습니다. 써클포유를 222로 먹다가 점차 줄이고 안

티플러스는 101로 먹어보기로 했고 써클포유는 경

험을 하셨으니 본인이 증상이나 컨디션 따라 조절

해서 드실 것 같아요.

역류성식도염과 장내 가스가 많이 찬다고 하셔서 

이담건위제는 그냥 드렸네요~

힘들게 사시는 분인지라~

꼭 낫게 해드리고 싶어요~ 나으시겠죠? ^^

2018년 2월 13일 오후 9:14 218 읽음

김석영

#써클4.u체험사례 

60, 남, 보통체격, 공단 근무

17년 12월부터 양손가락 마디가 다 부음.

18년 2월 10일 써클 4u 1일 3회 222, 3일분

오늘 방문 효과가 아주 좋다 함.

222로 7일분 계속 복용 권유

혈압 당뇨도 있다하여. 이후 포함 치유를 위하여 

안티플러스도 함께 복용하기로 함.

2018년 2월 14일 오후 6:28 157 읽음

정태영(크리닉약국)

#써클4.u체험사례 

64세, 여자, 곽00

1월 계속해서 감기약 복용중 증상이 점점 더 심해져

서 1월 26일 세레타이드 디스커스까지 처방받음.

기관지가 좀 약했지만 천식 진단은 처음.



 제4장 써클4.u체험사례 00701

① 류형준 약사  

정태  약사님은 안티와 써클을 준 것이 아니

라 건강을 선물하고 행복을 답례로 받았네요.

환자가 이렇게 좋아지면 약사가 된 것이 보람 

있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결국 살아가는 것이 생활에 필요한 약간의 경

제적인 여유와 자긍심이 필요한데 자긍심이 

팍팍 생길 것입니다.

곽00님이 제게도 행복을 선물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2월 15일 오전 7:03)

안티, 써클 111로 2일분 복용.

1월 28일: 기침이 조금 수월한데 숨이 계속 차고 

2월 4일 라오스 여행이 잡혀있는데 여행 못 갈 것 

같다고 호소.

라오스 여행 보내드리겠다고 책 드리며 안티, 써클 

111로 일주일.

2월 3일: 여행 가실 수 있다고 안티, 써클 111로 일주

일분 더 챙겨 가심.

2월 12일: 여행 잘 다녀오시고 라오스에서 날라 다

니셨다고 자랑하시네요.

가시기 전에 따뜻한 나라로의 여행 이니까 훨씬 좋

으실 거라 말씀 드렸었는데…

안티, 써클 6개월 드셔서 천식 없애 보시겠다고…

안티, 써클 101로 한달분.

2월 13일: 평창 동계올림픽 가신다고 하셔셔(각 구

청에서 공짜로 가시는 거) 추운 날씨가 우려되어 

단단히 입으시고 핫팩 많이 준비하셔서 앞뒤로 붙

이시고 발에도 까시라고 신신당부.

좀 전에 들리셨어요.

잘 다녀오셨고 건강했던 사람들도 다 아프고 드러

누웠는데 본인은 라오스에서 많이 걸어 아팠던 다

리까지 다 풀리셨다고.

하나도 안 피곤하시다면서 각탕법 할 양동이 산거 

사진 찍어 오셔서 보여주시네요.

오늘은 전혀 숨참도 하나 없으시고요.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당연히 더 좋아지실 텐

데 다음 겨울에 편안한 겨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2018년 2월 14일 오후 7:34 207 읽음

이금형

#써클4.u체험사례 

만 54세, 여성, 보통 체격

작년에 직장에서 일하다가 오른쪽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절단된 후 접합한 상태로 꾸준히 진통제 처

방 가져오심.

저녁만 되면 손가락이 에리다고 함.

다치기 전부터 근육통, 허리 통증 등으로 진통제 

자주 사가심.

림프순환의 중요성 설명하고 써클 12로 3일분 드림. 

찬 것, 매운 것 주의하라하고 각탕하시길 권유함.

2.8 따님이 오셔서 소포장 한통 재구매

오늘 갑자기 허리가 아프시다고 파스랑 진통제 사러 

오셨기에 어떠신지 여쭤보니 손가락 에리는 느낌도 

조금 나아지고 손끝 시린 감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나아지셨다고 하시며 소포장 한통 재구매하심.

 

그런데 약 드시면서 접합된 손가락 끝이 가끔씩 바

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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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잘 하셨습니다.

다친 것도 억울한데 다친 곳이 계속 아프면 

서러워집니다.

많이 치유가 되도록 안내해 주세요.

제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2월 15일 오전 7:23)

① 류형준 약사  

하하 안티와 써클이 여성회춘 전문용입니다.

폐경은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 호른몬 기관의 

쇠약에서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티와 써클로 호르몬 기관이 정상적

인 활동을 하게 되면 생리는 당연히 다시 시

작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체질차를 복용하고 생리가 끊어

진지 8년째 되는 여성분이 다시 생리를 한 적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2월 19일 오후 5:41)

또한 발의 번열감도 있으시다고 하셔서 꾸준히 복

용하면 그것도 좋아지실 거라 말씀드림.

일단 한 달은 써클 복용 후에 안티같이 드시기로 함.

안티, 써클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선배약사님들 체험례를 보며 많이 배

우며 조금씩 환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8년 2월 19일 오전 11:37 189 읽음

윤애숙

#써클4.u체험사례 

ㅋ이건 체험사례 안 올릴 수가 없네요.

언니(53세, 157, 최소 60kg)

1년 넘게 생리 없어서 폐경이라고 생각했는데 안티, 

써클 정량으로 1달 복용 후 정상적인 생리 있었고

2번째도 정상으로 있었다네요.

계속 3달째 복용중이고 처방약은 코디오반 80, 아

토르바스타틴 10mg입니다.

언니가 얘기할 땐 그랬나하고 지나갔는데 저희 직

원(43세, 160cm, 55kg) 1년 넘게 생리 없어서 산부

인과 갔는데 폐경아니라고 했 요.

써클만 11로 먹었는데 1달쯤 됐을 때 생리 있었다하

네요.

자가면역있어서 소론도, 옥시크로론, 이무테라 등 

10년 넘게 복용중이고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 먹

고 있어요.

2018년 2월 19일 오후 1:07 244 읽음

박덕순

#써클4.u체험사례

2018.02.10

임XX, 남성

나이: 41년생

안면 백색, 체격 왜소

주질환: 고혈압, 당뇨, 전립선염, 전립선염, 변비

약국 방문 시 발목 주위 피부 발진, 가려움 증상 

호소

1차 처방: 써클 101 10일분

습진 연고 필요시 사용

복용 2일후부터 피부 가려움증 증상 소실 개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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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윤애숙

써클 만으로도 피부가 좋아지네요.(2월 19일 

오후 1:15)

② 박덕순

네~ 너무 빠른 효과에 저도 놀랐답니다 ^^(2

월 19일 오후 3:40)

③ 류형준 약사 

증상개선에는 써클로도 많이 도움이 되지만 

오래된 증상의 뿌리는 바이러스감염이니 안

티플러스의 적용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2월 19일 오후 6:03)

① 류형준 약사 

앗 뭔가 이상합니다.

써클의 효과도 있지만 뭔가 모자란 느낌입니

다.

앞으로 가능하면 써클과 안티를 적량으로 병

용하세요.

훨씬 빠르고 확실한 체험을 하실 것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만 한 것 같습

니다.

감사합니다.(2월 19일 오후 6:54)

② 전춘옥

네 잘 알겠습니다.(2월 19일 오후 9:01)

2차 처방: 2018.02.15

아토피 개선과 더불어 장운동 개선으로 만성변비, 

치질증상도 개선됨.

써클 101으로 30일분 더 가져감.

당뇨와 고지혈로 혈액이 탁하고 전립선염과 변비

로 체내 독소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써클로 림프순환이 잘되어 소변, 변의 배설이 잘

되니 피부의 발진과 가려움증이 소실된 것으로 생

각합니다.

2018년 2월 19일 오후 5:30 268 읽음

전춘옥

#써클4.u체험사례

 

92세, 여

허리 협착증 때문에 좌측다리 통증, 발목통증으로 

고생하시다 1년 6개월 전 수술하심. 수술 후에 통증

은 줄었으나 그래도 통증으로 진통제 드시고 특히 

발목 아래 부분이 저리고 감각이 없고 실내에서도 

지팡이 집고 겨우 거동 

써클 101, 6개월째 복용중 ㅡ 1개월 드시고 조금씩 

유연해지시고 통증도 조금씩 감소. 지금은 통증으

로 진통제 간혹 드시고 저림도 많이 줄어 실내에선 

지팡이 잊고 걷기도 하시고 이젠 살 것 같다고 하심.

2018년 2월 20일 오후 4:54 201 읽음

김정랑

#써클4.u체험사례

 

64세, 여성 

콤지로이드 복용

다리 저리고 쥐나고 오금통증으로 써클 101 3일 드

시고 안 아프다고 계속 3일분씩 10일분씩 사러 오

시는 분…

친구한테도 40포 신 사다주기도 하고 이번 명절

에 또 저리고 아파서 써클만 먹으면 안 아팠다고… 

5일분 가져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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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환자분이 비싸다고 하면서 계속 사가는 것은 

생색내고 싶은 것이니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

니다.

저는 성격이 못 되서 한두 번 참다가 이야기

합니다.

좋아진 것이 약값보다 못하면 다음부터는 사

가지 말고 약값이 싸면 그렇게 하지마시고 고

맙다고 하라고 합니다. 

또 이 환자는 다리가 저리고 오금이 아픈 것

은 3개월이 넘었을 증상인데 안티와 써클의 

병용을 해야 할 시기라고 예상됩니다.

원칙과 확신을 갖고 약사님을 위해서가 아닌 

환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치유의 길을 안내해 

드리세요.

감사합니다.(2월 21일 오전 5:39) ① 류형준 약사 

기분이 좋지요.

약사인 것이 보람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

게 좋은 향기가 나는 삶이 되어갑니다.

저도 좋은 향기에 취해서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2월 21일 오전 10:06)

매번 비싸다고 하면서 병원 간다고 생각하고 먹는

다하네요ㅎ

2018년 2월 21일 오전 8:39 195 읽음

곽명애 등포21세기약국(김정호)

#써클4.u체험사례 

66세, 여성,

손목의 심한 통증

제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서 밥을 먹는 식당사장

님입니다.

늘 피곤해하고 직원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습니다.

손목 통증 때문에 바쁜 중에도 근처 정형외과 몇 

군데 가서 주사 맞고 치료도 받습니다.

치료받은 날은 좀 좋다고 합니다.

그러기를 몇 달~ 정형외과 치료가 별 볼 일 없다고 

하십니다.

피곤해도 양제 거의 안 드시고 박카스만 가끔 드

시는 분입니다.

먼저 써클포유를 먹기로 합니다.

222 3일, 202 3일

이때쯤 식당을 가보니 사장님이 씽크  위아래를 

철수세미로 빡빡 닦고 계십니다.

표정도 밝으십니다.

약 먹기가 힘든 점이 있으나 잘 복용해 보기로 합니다.

써클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안티를 설명해드리고 안

티, 써클 101로 복용 시작합니다.

제가 식사할 때 자꾸 와서 말하십니다.

좋으신가 봅니다~

주위 분들이 고질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으니 

저도 좋습니다~~~

2018년 2월 23일 오전 11:51 197 읽음

나희진

#써클4.u체험사례

고관절, 무릎, 허리 통증 개선

63세, 여성분, 척추협착증 수술 후 정형외과 처방

약을 꾸준하게 드시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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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림프순환촉진은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

습니다.

하지만 증상개선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

다.

치유의 길은 여유 있게 생각하고 길게 천천히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개선은 믿음을 줄 수 있는 

훈장과 같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25일 오전 6:36)

약 한달 전 안티, 써클과 포스터를 보시고 상담을 

하셨고 반신반의 하면서 202 처방으로 3일치만 구

매 하셨는데요. 

3일 후 효과를 잘 모르시겠다면서 5일 더 추가해 

가셨고 그 후로는 본인과 남편(66, 매핵기 증상), 

어머니(82, 허리), 시아버지(86, 무릎), 동생(60, 신

경통) 가족 분들 약을 더 추가해가셨습니다.

가족 모두 약을 드신지 이틀째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특히 수십 년간 마른기침을 습관처

럼 하시던 남편분은 기침을 안 하신다고 하니 환자

분의 피드백이 저도 참 신기합니다.

2018년 2월 23일 오후 2:35 221 읽음

조용권 (도아약국. 전서구)

#써클4.u체험사례 

인공관절

80세, 친구 모친

지난달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효자인 친구가 관절

에 좋은 것 찾아서

써클 11 한 달분 + 관절 양제 한 달분 드림.

한 달 후 다 좋으시다고 한 달분 더

또 고모님도 수술하신다고 병문안 갈 때 가져간다

고 추가

염증, 부종개선, 통증도 없고 더 세세히 물어보니 

바쁘다고 가네요.ㅋ

안 좋으면 찾겠냐고 

그래. ㅎ 다리 쪽 조심하시고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특히 발 무좀이 생기면 안되니 신경쓰

라 함.

친구도 거의 종합병원인데 써클, 안티 111 1주일분 줌.

이 프렌드는 나중에  

류형준 약사 

차도를 보 으니 좋은 체험사례인데 뭔가 부족합

니다.

그냥 제품만 판매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치유의 길을 알려주시고 함께해 보세요.

그러면 친구도 환자들도 약사님을 이렇게 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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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5주 만에 뼈가 잘 붙었으니 좋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저 같으면 써클 333으로 드시게 하

을 것입니다.

뼈가 부러질 정도의 증상은 급성이고 심한 증

상이니 써클 333으로 복용하면 빠른 차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권명선 약사님의 체험사례 중에는 손

목뼈가 부러진 것이 불과 3일 만에 붙어서 서

로 놀란 경우도 있습니다.

골절에는 써클 333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25일 오전 6:57)

② 장진숙(참좋은P 광주광역시)

안티와 써클을 안 지가 얼마 안 되어서요ㅠㅠ

병원 퇴원 후 드시게 했네요.(2월 27일 오후 

12:57)

③ 류형준 약사 

장진숙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체험사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

세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감사합니다.(2월 27일 오후 6:13)

저라면 처음 상담을 했을 때 치유의 원칙을 단계적

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우선 염증개선을 위해 한 달간 써클부터 복용하고 

차도를 봐가면서 안티와 써클의 병용이 왜 6개월 

동안 필요한지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써클의 복용이 어떠한 장점이 있는

지 알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환자들이 약사님을 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25일 오전 6:52)

2018년 2월 23일 오후 3:07 271 읽음

장진숙(참좋은P 광주광역시)

#써클4.u체험사례 

어머니, 70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넘어져서 무릎 조갑골 깨짐.

수술하시고 2주 입원 치료, 퇴원 후 써클 101로 드

시게 함.

(병원 진통 소염제 끊음)

원래 위가 약해서 칼슘제도 못 드심.

2월 14일부터 드셨는데 속도 편하다 하심.

통증도 덜하고 만족한다하심.

허리척추협착증으로 수년전에 수술하시고 잘 지내

시다가 요즘 무릎이 아프다하셨는데 넘어지는 사

고 후  지금 5주째 깁스하고 계심.

오늘 정형외과 진료 받으러 가서 잘 붙었다고 하며 

깁스 떼어 냄.

원래 6주 예상했는데~~~♡

앞으로 계속 써클은 잘 드실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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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은실

약사님 체험례에 힘 얻어 제 조카랑 선배 언

니의 안압에 적용해봅니다. 감사합니다^^(2

월 23일 오후 7:35)

② 조용권 (도아약국.대전서구)

김은실 권명선,하현아약사님 안과관련 체험사

례 보시고요. 제가 올린 방수관련 내용 꼭 프

린트해서 보세요. 감사합니다.(2월 23일 오후 

10:27)

③ 류형준 약사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 하셨습니다. 

이 정도라면 국소적이지만 증상이 심한 편이

고 눈은 유효 성분의 전달이 쉽지 않은 부위

이니 공격적인 용량으로 진행해도 좋을 것입

니다.

써클 102 신 222로

이후 안타와의 병용도 안티 111과 써클 222

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25일 오전 7:10)

2018년 2월 23일 오후 5:51 274 읽음

조용권 (도아약국. 전서구)

#써클4.u체험사례 

안과질환

53세, 남, 서oo, 건축업자 

히스토리: 법  나와 잘나가는 건축업자. 고딩 모임 

친구 

한 달에 집 몇 채 뚝딱.ㅎ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공구리 칠 걱정, 직원 관리, 

세금 걱정 등

젊을 때 사고로 한쪽 눈 실명, 다른 쪽 시력이 떨어

져 렌즈 삽입술로 2달 전 수술, 쭉 선글라스 끼고 

다님.

요즈음은 오전만 쓴다 함.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렌즈 끼워서 시력 교정.

사실은 수술 후 안티, 써클을 먹게 하고 싶었으나 

참고 써클 201로 복용하라 줌(추후 안티랑 복용시

킬 예정).

전에 안과 체험담과 각막과 수정체 사이의 방수의 

흐름과 세포환경을 개선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면 

좋아질 거라 믿고 복용 권유.

늘 신경 쓰는 일도 많고 피로하고 잘 안 보이는 것도 

큰 스트레스.

방금 전에 통화.

지금 일산서 건축박람회 3시간 운전하고 가서 관람

중인데 먹기는 불편한데 덜 피곤하고 느낌이 좋다

고 통화.

3일 먹고 느낌 알다니 ㅎ

근데 법  나와 건축 잘 하는 것 보면 거참. 모를 

일이다.ㅎ

세포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지난번 올렸던 자료 다시 보면서 다시 새기며  

다시 한 번 진짜로 흘려하는 것은 눈물이 아니고 

방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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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잘 하셨습니다.

서울 병원에서도 수술을 포기할 정도라면 

증상이 많이 심한 경우입니다.

초기 한 달은 안티 111, 써클 222로 시도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하복부 핫팩도 같이 하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2월 28일 오후 2:41)2018년 2월 28일 오전 11:18 230 읽음

조용권(도아약국. 전서구)

#써클4.u체험사례 

장출혈

20  후반, 여, 라oo님, 회사원

히스토리: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 흥분되면 장모세

혈관출혈. 선천성 모세혈관 기형. 코피 나듯이 출혈

서울 병원 수술하려다 포기 ㅠ 자가면역질환도 

자반도 크론씨병도 아니라 함.

약국에 빈혈 때문에 철분제 사러 왔다가(전에도 철

분제 복용했는데 이제 애기함) 스트레스를 줄이고 

모세혈관 강화와 세포환경을 안정, 강화하며 개선

하자고 찬 것, 매운 것 피하고 따뜻하게 하시고 각

탕법하라고 추천

써클 111 2/19

치센(디오스민11) 철분제 드림.

- 출혈이 줄었다 함. 완벽치는 않고.ㅠ

지난주 최 약사님 사례처럼 안티랑 양을 늘려야 될 듯.

2월 잘 마무리 하시고 꽃피는 춘삼월을 잘 맞이하

시길.

2018년 2월 28일 오후 1:30 250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써클4.u체험사례 

1) 29세, 남자, 이M규

큰 조카아이.

아토피, 비염, 치질, 장에 탈도 자주 나서 입원하기

를 2번. 손에 습진.

안티, 써클 만나자마자 치유의 길 설명하고 복용을 

권유했는데 고모가 말하면 그때만 얼른 먹고 약 먹

기 불편함을 이유로 제 로 안 먹었던 아이가 3일

전 허리를 삐끗해서 써클 333을 딱 하루 먹고 증상

이 깨끗해짐을 체험한 후부터는 안티, 써클 정량

로 잘 먹고 있네요.

허리 아픔이 조카 아이를 치유의 길로 안내해준 셈

이죠^^

#안티써클체험사례

2) 26세, 남자, 이C규

둘째 조카.

아토피에 비만.

이번에 혈압까지 160~170 체크되어 가족들에게 

비상 걸림.

사회복무요원(과체중)으로 근무시작.

안티 101, 써클 201로 6개월 1년 프로그램에 바로 

순종.

요즘 청년들처럼 새벽 2~3시에 자는 습관이 있는 

친구인데 안티, 써클 먹고 아침기상이 힘들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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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가족 모두가 치유의 길을 동행하니 많이 행복

하겠습니다.

함께하니 힘들이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기 되고 많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3월 1일 오전 12:50)
가볍다한다.

6개월 후 경과보고, 1년 그 이상도 가야할 아이. 잘 

따라올 듯합니다.

혈압이 걱정되어서라도~~. 

혈압 덕분에 몸 고치니 이 또한 감사!

3) 53세, 여자, 임h옥 (동생 , 아이들 엄마)

혈압, 두통, 만성피로감, 손등과 팔목에 검버섯.

1월 21일부터 초기 15일 정도 안티 111, 써클 222.

그 후 안티 101, 써클 201로 복용 중에 있음.

이번 설날에도 안티, 써클 덕분에 즐겁게 일했고,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에 음식 준비 봉사에 오카리

나 지도까지 해도 몸이 쌩쌩하단다. 두 통은 한 달

에 두어 번 시달리는데 괜찮다고 너무 감사해 한다. 

혈압과 검버섯을 향하여 가는 치유의 행진에 아주 

많이 기뻐한다. 지금 여행중인데 챙겨갔노라 메시

지 온 걸 보고 웃는다.

전립선증상 때문에 먹기 시작한 남동생 또한 잘 복

용하고 있다.

식탁에 이쁘게 약 담아놓고서^^

동생네 4가족 모두 치유프로그램에 들어서서 감

사^^.

착한 가족들에게 육신의 건강함까지 더해서 늘 행

복하기를~~

-()-

오후에 제주 오빠네 집에 갑니다. 조카 결혼식 참석차.

가서 안티, 써클 치유가족 한 팀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오려구요. 1달 전부터 복용중인데~~

2018년 3월 3일 오후 3:41 237 읽음

안순원

#써클4.u체험사례

여, 65, 마른 체형

심혈관 포함 종병체질

심한 허약체질로 지팡이에 의존한 채 힘겹게 입장

해서 식욕부진과 위장장애, 어지럼증을 작은 음성

으로 호소하며 한약조제 원함.

노폐물 제거와 양물질 흡수를 원활히 해주는 림

프순환 설명드리고 써클 111, 돈태반 한 달분 드리

고 담달 안티 추가키로 함.

한 달 훌쩍 넘어선 오늘 남편 처방약 타러 오심.

화색이 도는 얼굴… 힘이 실린 걸음… 또렷해진 음

성… 확연히 변화됨.

체중 2키로 증가, 식욕회복, 수족무력감 저하 

기존 먹던 조혈 양제나 비타민과는 차원이 다르

다며…

근데… 종합병원 심장내과 담당의가 한약금지령을 

내리며 처방약 이외 어떤 것도 먹지 말고 5월경 종

합검진을 하자하여… 일단 보류하고 검사 이후 적

극적으로 다시 먹어보겠다하심.

그러시라하고 더 이상 추가 멘트 없이 고이 보내드

렸습니다.

어차피 담당의를 더 신뢰하는 분께 이해를 구하기 

싫었고 본인이 한 달 만에 느낀 피드백이 상당함을 

인정하셨으니 언젠간 컴백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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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잘 하셨습니다.

어차피 동행이 필요한 분입니다.

잠시 숨고르기 하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많이 개선된 모습이 그려지니 많이 행

복합니다.

감사합니다.(3월 5일 오후 6:21)

① 류형준 약사  

환자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면 최혜원 약사님

은 얼마나 좋을까요?

약국 안에 파랑새가 가득할 것입니다.

저도 이심전심입니다.

아니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행복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3월 5일 오

후 7:00)

2018년 3월 5일 오후 3:01 228 읽음

최혜원

#써클4.u체험사례 

70세, 여, 혈압약 복용, 5년 전 무릎 인공 관절 한 

쪽만 수술 허리 안 좋고 알레르기성비염 있음. 3달 

전 이명 때문에 큰 병원, 한의원 다 다녀도 큰 효과 

없어 방문. 한 달 보름 전 써클 101로 시작. 우선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좋아짐.

약국에 혈압약 타러오면 긴 의자에 눕는 사람이 도

시락 배달 공공근로 시작. 드디어 월급 탔다고 써클 

큰 통 사가시고 몸이 가볍다고 웃으십니다.

이거 다 먹고 안티도 같이 먹어야 된다하고 제발 

각탕법해라 함.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6일 오전 10:47 219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써클4.u체험사례

 

이해N, 여, 50세

손가락 인  수술 후 부종과 통증으로 고생. 수술이 

잘못 되어선지 몰라도 수술한 손가락이 반듯하게 

펴지지 않고 벌겋고 아프다한다. 늘 삶에 지쳐있는 

그녀.

2/12

써클 소포장 (20포) 222 복용권함.

2/15 2번째 방문해서 다시 써클 20포. 손가락이 예

전 모습은 아니지만 통증 줄어들었고 붉은 기가 아

직 보인다.

환자는 만족해하는데 난 수술 후 굽어진 손가락까

지도 펴졌으면 싶다.

2/20 세 번째 방문.

이때 허리 통증까지 이야기하기에 이번엔 안티 101, 

써클 202로 권유.

복용 중에라도 통증의 상태에 따라 세 번도 좋다고 

말해드렸다.

경제적인 문제만 아니라면 세 번씩 복용하면 좋겠

다고~(안티 1통, 써클 2통)

각탕법, 따뜻한 물로 약 먹기

형편이 많이 힘든 가정인데 안티, 써클 복용 후 손

가락 뿐 아니라 삶의 활기가 도는 것 같아 감사하다

고 한다. 항상 지친 모습에 안쓰러웠는데 몸이 활발

해지니까 웃으면서 들어온다. 웃는 그녀를 보는 나

도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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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윤애숙

항상 생생한 체험사례 감사합니다.

주위에 몸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 의무가 아니라 전 국

민 써클, 안티 정량복용의 무법이 생겼으면 

좋겠어요.(3월 6일 오후 12:52)

② 류형준 약사 

제 생각에는 각탕법을 같이 해주면 이명희 약

사님이 원하는 목표가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

니다.

손가락 끝이니 각탕법의 효과는 안티와 써클

의 효과를 충분히 도울 것입니다.

최근 이명희 약사님의 체험사례를 보고 있으

면 오시  약사님이 처음 들어오셨을 때 파워

가 떠오릅니다.

덕분에 많이 행복합니다.

약사님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6일 오후 7:01)

③ 이명희(광민약국.광주)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티, 써클 덕분에 분업 전 약국 모습이 다시 

보이고 약국에 출근하는 게 평소보다 훨씬 즐

겁고 행복합니다. 어떤 인연이 기다릴까 기

도 되구요~. 오늘도 좋은 인연 만났습니다. 

사례발표로 선보일 수 있는 시간을 기 해봅

니다.(3월 6일 오후 7:08)

④ 남명신

류형준 약사 (3월 6일 오후 11:55)

⑤ 류형준 약사 

이명희 제가 약사님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치

유의 길이 바로 이 약사님이 느끼는 그 길입

니다.

보람되고 행복한 약사의 길을 함께 만들어가

는 것이죠.

감사합니다.(3월 7일 오전 8:16)

2번째 방문 때, 15일

20일 방문 때

2018년 3월 6일 오후 3:46 186 읽음

최성순

#써클4.u체험사례 

97세, 엄마 

집에서 넘어지셔서 머리도 3센티 찢어져서 피가 나

고 ct 검사 상 치골이 다쳐서 수술도 안 되고 가만히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병원 약 소염제로 써클 

1포씩 잡수시니까 부종도 없어지고 아프시지는 않

는데 노인이어서 걸어서 화장실 가시는 것은 1달은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빨리 차도를 보면서 림프순

환을 촉진시켜서 다치고 부종은 효과가 빨리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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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그럼 써클은 하루에 몇 포를 먹고 계시나요?

저라면 써클은 333나 222로 권했을 것입니

다.

그럼 훨씬 빠른 차도가 예상됩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3월 6일 오후 7:21)

① 계효숙

역시 2월 최다 체험사례자님답 습니다요. 멋

지십니다.^^(3월 7일 오후 2:33)

② 류형준 약사 

매우 훌륭합니다.

워낙 예민하신 분이라 조심스럽게 용량의 조

절을 약사님의 의도 로 잘 설계해서 안내하

고 계십니다.

이런 분은 충분히 부드럽게 여유를 갖고 진행

하면 됩니다.

잘 하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3월 7일 오후 9:17)

납니다.

2018년 3월 7일 오후 2:00 178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써클4.u체험사례 

최남S, 61세, 여

우울증, 불면증, 신경정신과 약 장기복용중인걸 끊

어보려고 상담 차 약국에 1년 정도를 출근하셨던 

분. 건강염려증이 아주 심함. 손저림, 만성피로

반찬가게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체력이 안 되어)

복용중인 약: 훼마틴앰플, 비타민디, 유산균

2/9 숨쉬기 힘들고 어지러워 쓰러질 것 같다며, 이

러다 다시 정신과 약 먹어야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

레 약국에 오심. 복용 중이던 훼마틴앰플 양을 하루 

2번으로 늘리고 써클만 101로 3일분 드림(워낙 예

민한 분이라서).

2/12 첫날 많이 불안하던 게 좀 안정되어 보여 몸 

한 번 바꿔보자며 써클에 해 설명하고 상동 10일

분 드림.

2/20 훼마틴1앰플로 줄이고 써클 20포

3/6 잠만 좀 못 잘뿐 숨쉬기 편하고, 오후만 되면 

피곤했던 거랑 손 저림이 많이 좋아졌다하심.

상담 중 다른 분이 안티, 써클 가져가시는걸 보고 

자기도 둘 다 달라고 하신다.

워낙 민감하신 분이라 천천히 길게 가자고 설명했다.

써클 60포 한통과 훼마틴 30 앰플 드림.

이달은 써클 201로^^

한 달 더 써클만 써본 후 안티, 써클 치유프로그램 

들어가자 권했다.

물론 각탕법은 하루 2번, 6천원짜리 바스켓 사다 

하시라~~. 따뜻한 물로 약 먹기, 찬 것, 매운 것 

피하기^^

힘차게 일어나 풀타임 일하는 그녀를 보게 되는 날

을 간절히 바라며 -()-

2018년 3월 8일 오후 9:01 234 읽음

권명선  

#써클4.u체험사례 

많은 생리양으로 인한 빈혈로 1년 이상 빈혈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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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남희

안티가 더 필요하신 분인데 ㅉㅉ.(3월 8일 오

후 9:14)

② 권명선

유남희 

그렇지요?(3월 8일 오후 9:16)

③ 유남희

바이러스로 인한 출혈일 수 있죠.(3월 8일 오

후 9:18)

④ 권명선

유남희 

자궁내막증식증으로 인한 과다출혈의 원인

을 잡아야 하는데 이분이 고집 피우셔서 ㅠㅠ

(3월 8일 오후 9:20)

⑤ 유남희

그래도 수고하셨어요.(3월 8일 오후 9:22)

⑥ 류형준 약사 

자궁내막증식증은 개인적으로 암의 일종이

라고 생각하는 질환입니다.

암이지만 자궁내막세포의 특징상 절반의 기

간은 증식하고 절반의 기간은 탈락합니다.

그래서 다른 암보다는 위험하지는 않지만 증

상의 발현을 없애기가 매우 어려운 병입니다.

따라서 용량은 안티 111과 써클 222가 가장 

기본적인 용량입니다.

써클 101의 용량으로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

기는 쉽지않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용량 조절을 검토하시는 것도 좋

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9일 오후 2:33)

⑦ 권명선

류형준 약사 전 이분의 자궁내막증식증 치료

라면 안티 111, 써클 222로 시도했겠지만 일

단 빈혈약의 효과증 를 요구하셔서 써클을 

함께 드시라고 한 겁니다.(3월 9일 오후 3:44)

⑧ 류형준 약사 

권명선 약사님의 처방이 예상 범위를 넘어갈 

때에는 항상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치유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3월 11일 오전 9:26)

복용해도 수치가 회복되지 않는 48세 마른 체형의 

여성이 빈혈 치료에 좋은 약을 찾아서 안티, 써클 

설명했으나 일단 기존에 복용하는 햄철제제와 써

클 소포장 101 로 복용해 보겠다고 가져가심.

오늘 확실히 덜 피곤하고 추위도 덜 느끼고 두통과 

어지러움도 사라지고 오심과 소화불량도 덜 하다

며 써클 1달분 달라하셔서 안티를 함께 복용해야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혈구가 회복된다고 설명했으

나 결국 써클만 구매하시네요.

책 읽기 싫다며 안 가져가시는 것 설득해서 내용을 

설명하고 가져가셨으니 시간이 지나면 안티의 효

능도 알게 되겠죠?

2018년 3월 8일 오후 11:48 283 읽음

이나주

#체험사례

#써클4.u체험사례 

약사 본인 교통사고

퇴근길 운전 중에 교차로에서 상  차 실수로 교통

사고가 나서  에어백이 터지고 차가 반파되어서 폐

차해야 살 정도로 크게 사고가 났음.

온 몸이 아프고 손가락이 두 배로 퉁퉁 부어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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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나주 약사님 다치지 않고 무사해서 다행입

니다.

자동차가 반파될 정도의 큰 사고라면 몸도 많

은 충격을 받았을 터인데 3일 만에 괜찮아졌

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써클 량 요법이 아니라면 오랜 기간 고생했

을 터인데 다시 한 번 림프순환촉진이 얼마나 

훌륭한지 확인을 합니다.

참고로 그런 사고일 경우 처음에는 써클 333

으로 1-3일, 333으로 2-5일, 다시 111로 

7-10일 정도는 예상하고 진행하면 큰 실수 

없이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9일 오후 2:55)

① 류형준 약사  

평소 위장병이 있고 허리나 관절이 약하다면 

당연히 안티는 있는 것입니다.

급한 증상이야 써클로 개선하지만 지속적인 

치유는 안티와 써클이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

됩니다.

치유의 길을 함께하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13일 오후 7:27)

구부러지지도 않고 어깨 통증도 심했음.

써클 444로 한 시간 반 간격으로 먹고 나니까 다음

날 부기가 다 가라앉고 멍도 자국만 남고 통증도 

거의 없어짐.

다음날부터 써클 333으로 이틀 먹고 다 나아서 그

만 먹었음. 현재까지 이상 없이 완전 회복되어 다 

나았습니다.

2018년 3월 13일 오전 3:35 243 읽음

안순원

#써클4.u체험사례

여, 61

평소 소염진통제를 자주 이용하여 위가 상해 두 종

류 위장약은 필수인 분이 손주들 봐주러 포항에 갔

습니다.

할머니 좋다고 달려드는 서너 명되는 손주들이 역

부족이었나 보죠? 약하던 허리가 기어이 탈이나 엉

치 이하 무릎까지 색인통 발생… 남편에게 SOS… 

오전에 남편 오심. 한시가 급하다며 오직 약 배달하

러 삼척서 포항까지 가려는 남편 분 보고 있자니 

할 말이 없더군요. 신중, 또 신중…

써클 202와 근 양제 / 5일, 각탕 사수 권유

호법은 개구진 손주들이 등에 올라탈까 봐 노코멘

트…

사흘 후 확인하니 30퍼 호전

엿새 후 확인하니 거의 호전… 속도 편타합니다. 

당연지사…

진통제 내성이 있는 분(평소 낙센에프 처방)께 화학

적 진통제와 이완제 전혀 안 쓰고도 탁월한 위력 

발휘하는 써클, 그뤠잇!!

며칠 후 컴백하면 더 복용하겠다며 감사…

아니죠, 제가 소개한 약 드시고 좋아졌다니 제가 

더 감솨^^

위장에 무리… 아니, 위장에 도움 주며 써클은 이분

에게 연착륙하 다는 행복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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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3일 오후 9:07 377 읽음

오시영

#써클4.u체험사례

얼굴 멍 치유예입니다.

81세, 남자 어르신께서 2월 25일 화장실 모서리에 

부딪쳐 넘어지셨답니다.

엄청 심하게 부어오르고 피멍도 정말 심합니다.

써클 * 20포 333, 이틀에 한 번씩 사가셨어요.

이마의 혹은 정형외과에서 피를 빼냈답니다.

15일 지났는데 완전치는 않지만 써클 먹는지 모르

는 정형외과에서는 당신이 준 진통소염제로 참 빨

리 회복되었다고 한다네요~~

이 정도면 얼굴에 보이는 멍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조직의 피멍도 문제이니 한동안 쭉 드셔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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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소정

첫 사진보고 헉 소리가 나왔어요. 부딪히셨을 

때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까요 ㅜㅜ 그것도 얼

굴에 저렇게 피멍이 드셔서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써클 드시고 많이 좋아지셨네요. 참 다

행입니다.(3월 13일 오후 9:4)

② 오시영

그렇지요?

처음엔 눈도 못 뜨시고~ 안과 검진에는 문제

없으시니 다행.

써클의 힘 믿습니다^^(3월 13일 오후 10:43)

③ 곽명애♡영등포21세기약국(김정호)

저 분이 오시  약사님을 찾아가서 정말 다행

입니다~~~(3월 14일 오전 8:22)

④ 류형준 약사 

전 처음에 봤을 때 피멍인 줄 모르고 검은 점

인 줄 알았습니다.

을 읽고 다시 보니 피멍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오시  약사님을 찾아간 것이 환자분한

테는 행운입니다.

당분간은 더 333 요법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

다.

오시  약사님 단하십니다.

정말 큰일을 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14일 오전 8:28)

⑤ 오시영

이런 환자에게 써클4U를 드릴 수 있는 제가 

행운입니다.(3월 14일 오전 9:41)

2018년 3월 14일 오후 3:55 210 읽음

정태영(크리닉약국)

#써클4.u체험사례 

채00, 58세, 여자

나물 반찬 가게하시는 분으로 보름 며칠 전 처방

전 갖고 방문.

모두 안티, 써클이 필요한 우리들이지만 써클이 꼭 

필요한 분은 눈에 들어오죠.

너무 바빠서 설명도 제 로 안 들으시고 써클 소포

장 하나 가지고 가셨어요.

며칠 지나서 가게 들려 잘 드시는지?

덕분에 보름 바쁠 때 편하셨는지 여쭈니 아직 안 

드셨다고.

길에 서서 다시 한 번 복용법 설명하고…

오늘 오셔서는 그거 뭐 냐?

너무 좋다. 훨씬 안 피곤하고 부종도 좋아지셨다

며…

시키는 거 하나도 못하고 먹는 것도 들쑥날쑥 먹었

음에도 이렇게 효과가 있다 하시네요.

다음에 오실 땐 시간 여유를 갖고 오셔야 충분히 

설명 드릴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 앉혀놓고 오셨

다고 하시면서.

책 드리니까 책 읽을 시간도 없다하시고…

오늘부터는 안티, 써클로…



 제4장 써클4.u체험사례 00717

① 류형준 약사  

차분히 풀어가는 모습에서 이미 유능한 치유

의 길 안내자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여유를 갖고 설명하고 

선택은 환자가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주면 됩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14일 오후 9:37)

① 류형준 약사 

앗 조금 이상합니다.

이런 방법은 한방적인 결정입니다.

수독의 원인은 냉이 아니라 바이러스입니다.

오래된 비염은 바이러스감염으로 생긴 염증

이고 염증삼출물로 부종과 알러지 반응이 있

는 것입니다.

써클만으로도 부종과 염증이 들겠지만 결국 

비련의 뿌리를 뽑는 것은 안티플러스입니다.

다음에 오시면 바이러스에 한 설명과 함께 

안티플러그의 병용을 권하시는 게 더 좋을 것

입니다.

그리고 안티와 써클로 바이러스의 뿌리를 완

전히 뽑는 데는 6개월입니다.

자연의 증상이 깨끗이 없어져도 증상과 상관

없이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3월 16일 오전 6:21)

안티 101, 써클 202에서 상황 보며 조절하기로 함.

설문지 써클 부분 거의 다 체크하시면서 6개월 채

워 드시고 안 아프면서 더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하

시네요.

2018년 3월 15일 오전 11:12 188 읽음

송정숙(만수ㆍ부산)

#써클4.u체험사례 

60  중반, 여성분

너무 비염이 심하여서 오신 분

알레르기 약을 드리면서 써클 1일, 세포 5일분을 

드시라고 같이 드렸습니다.

어제 다시 오시더니 상당히 호전되셨네요.

다시 작은 통 한 통 사가셨는데 제 입에서 써클의 

약리 작용이 줄줄 나오는데 저도 그 말을 하고서 

놀랐네요.

몸이 냉에 빠져서 방어기전으로 콧물이 줄줄 나왔

는데 써클이 몸을 순환시켜서 따뜻하게 해주었고 

몸 안에 정체되어있던 수독을 림프순환을 시키니 

수독이 제거되어서 비염이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요~

어때요 맞는 말 같죠?

다 드시고 또 오시라고 했습니다^^

2018년 3월 15일 오후 1:50 217 읽음

조용권 (도아약국. 전서구)

#써클4.u체험사례 

정자를 좋게? 숙취 개선 

도oo님, 남편분, 30  후반

업무상 장기운전과 출장.

주 5일제를 지켜 4일 음주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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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남희

맞는 말씀이네요.(3월 15일 오후 2:10)

② 류형준 약사 

찌찌뽕

어제 중국에서 불안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설

명했던 사항을 여기서 다시 보니 반갑습니다.

조용권 약사님의 사례를 보면 뭔가 2%' 부족

한 느낌 

진짜 최소한만을 거들어준 느낌

써클을 적게 팔았다고 하는 소리는 결코 아닙

니다.

그런데 아무튼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16일 오전 7:08)

① 조용권 (도아약국.대전서구)

십 수 년 전에 조리원 옆에서 쌍갈탕 만들어 

놓고 젖몸살 환자한테 주었는데요.

표를 열어주자고 결국 해표약의 림프순환이

네요.ㅎ

젖몸살 환자 본 지 오래 됐네요.(3월 16일 오

후 3:23)

② 류형준 약사  

저도 예전에는 젖몸살에 배농산급탕과 갈근

탕을 줬는데 젖몸살은 없어지지만 수유량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약제제에 있는 감초 때문

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래도 혹시 수유량의 변화는 없었나요?

시험관시술 준비 중에 정자에 좋은 것 찾아서 림프

순환으로 전립선, 정력, 정자 기능에도 좋을 듯 싶

어 권유 써클 11로 10일 복용하고 오늘 다시 써클 

4.U 소포장재 구매

장기 운전에 의한 피로개선과 숙취해소에도 좋고 

참 계속 음주한다하네요. ㅠ

제 경우도 주량이 늘었네요.

지난달에 3일 연속 먹어도 숙취도 덜하고 확실히 

덜 피곤합니다. 

알코올 사에 향을 주는 듯 싶네요. 

참 저희는 난자, 정자의 질 개선에 좋다고 합니다.

아연제제와 다른 제제도 있는데 아무래도 주변 환

경이 순환 개선되면 향상될 듯싶습니다.

림프순환, 식생활, 운동, 각탕법과 함께  

2018년 3월 16일 오후 2:21 210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써클4.u체험사례 

젖몸살

혜진씨, 30  중반.

혜진이 엄마가 걱정스레 찾아오셔서 딸이 첫 출산 

때 젖몸살로 기독병원에 10일간 입원해서 수술 직

전까지 갔던 이야길 하신다. 딸의 고생이 너무 심했

던 이야기를 하시며 지금 젖이 불기 시작하고 단단

해져서 무서워서 오셨단다.

3/8 써클 소포장 20포(202)

복용 중 단단함이 수그러들면(111) 해도 좋다고 했다.

2일 후 확인해 봄.

5일 복용 후 상태 편안함.

비상약으로 써클 준비해서 보내시겠다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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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3월 17일 오전 8:09)

③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류형준 약사 혜진씨가 첫 아이 초유조차 못 

먹인 안타까움에 초유라도 먹이려고 써클 선

택한 거구요~.직장근무 사정상 한 달만 수유

할 계획이랍니다.(3월 17일 오전 10:27)

④ 류형준 약사 

이명희 그래도 수유량의 변화가 있었는지 알

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18일 오전 12:18)

⑤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류형준 약사 

확인해서 월요일 말씀드리겠습니다(3월 18

일 오전 12:24)

⑥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류형준 약사 

첫 아이 때 고생을 엄청 했나 봅니다. 가족끼

리(한 달만이라도 에서 초유만이라도 먹이자

로!).

하여 써클 20포 1통 먹고, 엿기름을 먹었답니

다(젖량 줄이려고).

근데 생각보다 빨리 젖량이 아무 힘듦도 없이 

줄었노라고 하네요. 써클 때문에 그런 건가

요?(3월 19일 오후 3:53)

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제 약국 처음 이용하는 환자분도 확인 차 아

들과 함께 오셨어요(하 수상하여 ㅎㅎ).(3월 

17일 오전 10:29)

② 안순원

이상한 약으로 이상하게 좋아지니 정말 이상

한가봅니다.(3월 17일 오전 10:39)

2018년 3월 17일 오전 10:24 301 읽음

박향숙 ♡♡

#써클4.u체험사례 

54세, 남, 혈압약 복용중 

1년 전 목이 돌아가서 지금껏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각 병원 돌아다니면서 여러 치료를 해보았지만 차

도가 없었답니다. 요즘은 3개월 유효한 보톡스를 

30~40 만원하는 치료중 병원에서도 속수무책 

써클 222, 3일분 처방, 집에 가서 용법보고 하루 

2번만 임의 복용. 비싸기도 해서

오늘 아드님이랑 조사하러 왔습니다. 무슨 약이냐

고 훨씬 목이 부드럽답니다.

바이러스 의심, 안티까지 권했으나 일단 써클만 

222 드신답니다. 아직도 이상한가봅니다. 무슨 약

인지…^^♡

정면 모습입니다. 목이 많이 돌아가 있죠^^ 차후 

경과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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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류형준 약사 

앗

안티와 써클은 약이 아닙니다.

기타가공식품입니다.

세상이 수상하다보니 결과로 보여줘도 자신

들의 방식으로 믿음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

다.

모두다 결과로 보여주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지키고 있으면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3월 17일 오전 10:51)

④ 류형준 약사 

박향숙약사님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불러서 써클 222로 먹게 하세요.

목이 돌아간 지 1년이 넘고 온갖 치료에도 회

복되지 않는데 

또 30~40만원하는 보톡스로도 치료되지 않

는데 하루치 12,000원이 뭐가 비싼가요?

제가 화가 납니다.

다시 비싸다고 하고 임의 로 먹겠다고 하면 

돌려보내세요.

그러고도 좋아지니 아들하고 조사를 나왔다

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치유의 길을 함께 할 자격이 없습

니다.

먼저 아무나 돈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님을 알

려주고 나서 치유되고 싶으면 제 로 따라오

라고 하세요.

환자와는 당 하지마세요.

따라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갑질은 싫어하지만 치유의 길에서 갑은 약사

님입니다.

제 로 가르쳐서 제 로 따라오게 하면 더 많

이 고맙고 감사해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당일에는 이렇게 하면 제 능

력 밖이라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사과하

고 절 로 제품을 드리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그럼 다음에는 다시 오면 절 로 마음 로 하

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끔 말 안 듣고 까부는 환자들은 돌려보낼 

필요도 있습니다.

아쉬운 쪽에서 말을 잘 듣게 되어있습니다.

약사님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환자가 아쉬운 

것입니다.

신 다시 왔을 때 약사님 뜻 로 해서 확실

하게 치유되도록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3월 17일 오전 11:02)

⑤ 박향숙

아! 식품이라고 충분히 설명했구요. 책도 드

렸습니다. 써클 222 드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담부턴 더 단호하게 응하겠습니다.(3월 17

일 오전 11:14)

⑥ 류형준 약사 

그냥 써클을 주지마세요.

그것이 답입니다.

그래야 따라옵니다.

이러한 단호함이 환자를 길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제 로 치유의 길로 안내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환자는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3월 17일 오전 11:25)  

⑦ 유남희

진짜 단하지요?(3월 17일 오전 11:33)

⑧ 김현선

단호하게 응… 환자를 위해서 그게 지혜로

운 태도겠네요.(3월 17일 오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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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향숙

네 맞아요. 그런 분들 있으세요♡(3월 19일 

오후 3:32)

② 김금희 (메디팜한사랑약국. 양산)

ㅜ.ㅜ 완전 공감이요.(3월 19일 오후 3:35)

③ 류형준 약사 

진통제 없이 무릎 아픈 걸 개선하 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원칙을 설명하고 선택은 환자에게 맡

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그러한 설명을 기억하고 몇 번

을 반복하다보면 치유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

다.

감사합니다.(3월 19일 오후 8:45)

2018년 3월 19일 오후 3:28 195 읽음

정태영(크리닉약국)

#써클4.u체험사례 

정00, 73세, 여성

이분은 가끔 한번 씩 어딘가 불편하시면 방문하시

는 분.

작년에도 두통과 손목 통증을 양요법으로 해결

했었는데 그때 안티, 써클을 알고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는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서 치료중이며 

약을 먹는 동안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호소

하시며 병원에서 주사 맞자고 한다며 의논하러 들

리셨어요.

아프지만 않으면 살겠다고…

안티, 써클 당연히 필요하지만 우선은 써클과 MSM

제만 드렸어요.

이분은 효과가 있어도 6개월 안 드실 분으로 분류

가 되어(미리 확정지으면 안 되지만 그런 환자분들 

있잖아요)

안티 먹다 그만두느니 써클과 MSM으로

하루하루 조금씩 좋아지더니 5일째부터는 통증도 

거의 없이 살만하시다고…

내일 병원 예약했는데 주사 안 맞아도 될 거 같다 

하시네요.

별로 감동도 안하셔셔 진통제 하나 없이 정형외과 

진통제보다 더 효과 있게 해드렸지 않냐고…

옆구리 찔러 인사 받았어요. ㅎㅎ

2018년 3월 19일 오후 5:43 278 읽음

오시영

#써클4.u체험사례 

3월 13일 올렸던 81세 어르신 피멍 치유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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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송광륜

정말 놀랍습니다.(3월 19일 오후 7:37)

② 하현아

아. 어르신 넘나 사랑스러워요.

해피바이러스 가득.(3월 19일 오후 7:53)

③ 류형준 약사 

처음 사진과 마지막 사진이 같은 사람의 얼굴

이라니 

그것도 3주 만에 이렇게 돌아오다니 기적입

니다.

그 기적을 오시  약사님이 해내셨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마술 같은 약사님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얼마나 행복할지 느껴집니

다.

저야 당연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3월 19일 오후 8:52)

④ 박향숙

마술 같습니다.(3월 19일 오후 9:27)

⑤ 조형이

용량 선택을 잘해야겠구나 다시 한 번 생각합

니다.(3월 19일 오후 9:31)

⑥ 류형준 약사  

조형이 안티와 써클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용

량의 조절에도 마술이 있습니다.(3월 19일 오

후 9:41)

⑦ 류형준 약사 

이러한 출혈이 피부 밑에 있었으니 증상보다

는 보기만 안 좋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출혈이 뇌에 있었다면 어떤 결과

가 있었을까요?

상상이 가시죠?

그 경우에도 빠른 피떡의 제거가 필수인데 미

꼭 3주 만에 이렇게 나으셨어요.

고맙다며 웃으시는 모습이 천진한 아이 같습니다.

처음부터 써클 333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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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 짐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3월 20일 오전 6:3)

⑧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정말 놀라울 따름이네요. 단하세요.^^(3월 

20일 오후 12:16)

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환자 위해서 안티, 써클 함께 가야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3월 21일 오후 12:20)

② 권명선

세포와조직 정상화를 위해 안티와써클 함

께^&^(3월 21일 오후 12:4)

③ 전기출

감사합니다^^(3월 21일 오후 6:22)

④ 류형준 약사 

너무 증상에만 억매이면 안됩니다.

원칙을 세우고 그 로 가는 것입니다.

간혹 증상에 따라 약간의 변수가 있지만 그것

도 원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원리의 충실한 

것입니다.

이 희 약사님이나 권명선 약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환자를 위해서 세포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서 안티와 써클을 함께 가야합니다.

감사합니다.(3월 21일 오후 11:16)

2018년 3월 21일 오전 11:35 169 읽음

전기출

#써클4.u체험사례  

59세, 여성, 만성화된 위장병 10여년 경과 

체증 자주 있는데 매번 위통이 심하고 등이 결림. 

꼭 구토해야 됨. 구토 후 1~2일 지나야 편해짐. 위

내시경 결과는 항상 약간의 위염 소견

약을 먹고도 자주 올려내는 편이라 약도 잘 못 먹는

다는 환자를 상담하여 오래된 모든 질환의 바이러

스 개념과 림프순환 그리고 세포 정상화에 한 설

명 후 써클 111로 시작하여 일정기간 후 안티와 함께 

복용키로 하고 복용 후 열흘 이내에 한두 번 복통과 

구토증상 보 으나 그 이후 한 달 동안 호소하던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속이 너무 편해졌다고 너무 

만족해합니다. 한 달 동안 조금 불편한 듯 할 때는 

2포씩 증량하라고 지시했던 것이 치유에 더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고민은 

환자가 지금 너무 편안해 하는데 안티와 함께 가야

할지 지금처럼 써클로만 가도 될 런지 ㅡㅡㅡ

2018년 3월 21일 오후 11:50 294 읽음

안순원

#써클4.u체험사례 

남, 73,

토요일 2시쯤… 아내분이 오셔서 남편이 갑자기 우

측 사타구니가 아파서 꼼짝달싹 못하니 약 좀 주세

요… 하며 들어 오셨네요.

전화로 여쭤보니 부위의 열감, 전신발열, 종창의 기

미는 없는 듯하여 림프염은 아닌 것 같고… 샅 부근

이 결리는 느낌과 무력감에 두 손을 이용하여 다리

를 들어서 옮겨야 겨우 걷는다하여… 일단, 림프순

환 장애로 판단… 써클 222 / 근 양제 3일 온찜질 

부탁하고 반드시 쾌차하신다는 과학적 근거 있는 

약속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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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일주일도 안 됐는데 사타구니가 아파서 꼼짝

달싹 못한 분이 어제 폭설에 눈을 치우고 계

신다니 그것을 보고 미소 짓고 행복할 약사님

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3월 22일 오전 8:25)

① 류형준 약사 

허리 통증과 저림에서 차도를 보 다면 이제

는 협심증, 부종, 두통, 빈혈 등의 증상에 안티

와 써클로 도전해 볼만 한 증상입니다.

한번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도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3월 23일 오후 9:22)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류형준 약사 

써클로 두 달 쓰고 안티, 써클 4~5개월 후 다

시 써클로 몸을 좀 만들어보자고 권유했고 빠

른 시일 내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안티, 써

클에 한 신뢰가 이 가족에게 더욱 확고히 

되는 계기가 되어서 감사한 사례 습니다.(3

월 23일 오후 10:14)

폭설 내린 오늘… 어르신  앞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다보니…

완전무장한 한 분이 집 앞 눈을 열심히 쓸고 계시기

에 유심히 보니 바로 그 어르신!

눈보라 속에서 절 보시고 미소와 함께 오케이사인 

보내주셨어요.

약속이 이루어졌네요.

2018년 3월 22일 오후 10:00 202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써클4.u체험사례 

이남J, 여, 50

협심증, 부종, 두통, 빈혈, 비만(림프순환 개선)

이틀 전 집안일 하던 중 무거운 것 들다가 삐끗한 

후 왼쪽으로 허리부터 아래 다리까지 통증과 저림

이 심함.

써클 10포 2포씩 3회 복용.

그녀의 아들

전Y준, 18세, 남, 항전간제 복용중.

편도선염을 동반한 감기에 박타실린을 처방받아 

며칠 복용 중에 항생제 부작용으로 설사만 줄줄 하

고 목의 염증은 낫지 않아서 안티 222로 1일분 다음

날 다시 안티 222.

설사도 목감기도 모두 한꺼번에

삼촌이 원형 탈모로 2달째 안티, 써클 복용중인 가

족이다.

치유프로그램 언젠간 시작하고 싶다며 짧은 체험 

후 그 효과에 놀란다.

세포와 그 환경을 깨끗하게 했을 뿐인데 ^^

안티, 써클, 인체의 자연치유력!!

날마다 날 가슴 뛰게 한다.

2018년 3월 23일 오후 9:37 214 읽음

최성순

#써클4.u체험사례 

65살, 세탁소하시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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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 분은 써클만으로 낫기에는 문제가 있습니

다.

잇몸염증이 오래되었으니 당연히 안티와 써

클의 병용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잇몸의 염증을 뿌리째 뽑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3월 23일 오후 9:54)

매일 술을 잡수시어서 이가 아프시다고 해서 소염

제와 써클 1포씩 복용하라고 하면서 3일을 복용하

고 나아지셨다는데 일주일을 지나고 나서 또 이가 

아프시다고 해서 계속 써클 1포씩 하루에 3번씩 잡

수시면 염증 물질도 줄어들어서 치료가 되고 술과 

찬 음식과 매운 음식은 피하여야한다고 말씀들이

고 써클 1통을 드렸습니다.

2018년 3월 24일 오후 4:31 312 읽음

이금형

#써클4.u체험사례

이@희, 61세, 155cm 체격 가늘고 여리하며 조용한 

성격

2.9 정형외과 진통제 처방 가져오셨기에 어디 아프

신지 물으니 오른쪽 손바닥, 엄지손가락 밑으로 혈

관이 부풀어 오르면서 만져보면 단단하게 잡히고 

계속 아픈 건 아니고 순간적으로 바늘을 찌르듯이 

아프곤 한다고 함.

그럴 때마다 병원 치료해도 계속 반복이 되고 아플 

때만 진통제 처방받아 복용하신다고 하심.

림프순환에 해 설명하고 써클 202로 5일 드시고 

이후엔 101로 드시라고 20포 1통 드림.

찬 것, 매운 것 주의하라하고 각탕법하시라고 말씀

드림.

2.21 재구매하려 오셨는데 경과를 여쭤보니 통증 

강도도 약해지고 발현회수도 줄어들었다 하시면서 

20포 1통 재구매 하셨음.

3.3 재구매하러 오셨는데 손바닥 통증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갑자기 변비가 심해지셔서 힘들다고 하

셔서 명현반응 설명하고 유산균제와 레몬차나 생

강차. 따뜻한 물 많이 드시라하고 우루사도 10정 

같이 드림.

3.14 20포 재구매하심. 

변비는 어떤지 물으니 조금 나아졌다 하심. 그래도 

아직 변이 시원치 않다하여 써클을 2포씩 늘려 복

용하시라고 함.

안티의 필요성도 설명하고 같이 드시길 권유했으

나 경제적인 이유로 당분간은 써클만이라도 드시

겠다고 하심.

3.24 10일마다 오셔서 재구매하심.

변비는 많이 좋아지셨는데 약간의 후중감이 남아

있다고 하심.

다시 한 번 안티의 필요성 설명하 는데 환자본인

도 같이 먹어야함을 인정하시면서도 일단은 써클

만이라도 복용하겠다고 하시네요 ㅠ

#질의응답

처음 오셨을 때는 엄지손가락 밑 약간 푸르스름한 

부분(혈관이 도드라져 있고 통증이 있는 부분임)만 

밝은 피부색이었는데 밝은 부분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명현반응은 아닌 듯 싶은데 그냥 지켜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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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결론은 안티플러스의 병용입니다.

써클로 염증의 두께가 줄어드니 속에 있던 염

증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림프순환촉진만으로 통증의 강도

나 발현 빈도는 줄었지만 이제는 림프순환촉

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안티플러스와 병

용은 필수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염증의 뿌리는 바이러스를 없애지 않으면 증

상의 깨끗한 소실도 어렵고 차후 바로 재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3월 24일 오후 5:09)

② 이금형

네~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안티플러스 병용의 중요성을 설명

하고 같이 병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

다.(3월 24일 오후 5:57)

손바닥은 사진보다 전체적은 진한 붉은색이에요.

일단은 각탕법할 때 손도 꼭 같이 담구시라고 했어요.

밝아진 손바닥 부분에 한 느낌은 없고 통증이 처

음에는 강하고 짧게 자주 반복되었는데 지금은 통

증 강도는 많이 약해지고 빈도도 많이 줄었는데 약

하게 좀 퍼지는 느낌이 있다고 해요.

2018년 3월 30일 오전 5:24 275 읽음

안순원

#써클4.u체험사례 

여, 81 

의료보호환자로서 풍채는 좋지만 화병으로 인한 

현운과 피로로 의원 수시 방문…

의원에서 권하는 양수액과 청심원을 정기적으로 

복용

본인 말씀으론 밥은 접으로 드신다하네요.

어느 날, 수액을 맞음에도 불구 계속되는 어지럼증

에 처방전 들고 방문…

혈액에 들어있는 산소와 양분을 몸 구석구석으

로 배달하는 적혈구가 병들어 자주 탈이 나지… 식

사를 못해 나타나는 양부족이 아니라고 설명 후 

항바이러스, 순환제, 조혈제 권하니… 형편상 한 가

지만 드시겠다하여 써클만 101 / 한 달

주사, 청심원 합한 것보다 낫다… 두통도 없고 몸이 

가뿐하다고 만족하시며 재주문.

위의 약에 쓰는 비용 통폐합해서 일 년 먹어보겠다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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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다음에는 안티를 꼭 병용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원인이 바이러스이니 써클만으

로는 개선되는데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또 써클을 끊으면 바로 증상이 재현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 점을 항상 명심하시고 안티와의 병용이 가

능하도록 방법을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3월 30일 오전 6:29)

① 류형준 약사  

와우

써클333을 

그리고 다시 안티 111과 써클 333을

역시 권명선 약사님이십니다.

누구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권 약사

님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2일 오후 9:39)

① 류형준 약사  

통증이 줄고 회복도 빠르지 다행입니다.

축하합니다.

사족을 달자면 인공관절수술을 할 정도라면 

오래된 증상이니 당연히 안티와 써클의 병명

은 필요합니다.

거기에 수술 후 부종이 심하니 안티 111과 써

써클 101 / 한 달

2018년 4월 2일 오후 3:19 207 읽음

권명선  

#써클4.u체험사례 

지난주 수요일, 73세, 여성

양쪽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을 3개월 전에 받으셨고 

왼쪽 종아리도 살짝 부으셨으나 오른쪽 종아리의 

부종이 아주 심해 누르면 푹… 들어갔다가 회복되

는데 1분도 더 걸리네요.

써클로만 일단 한 박스 드리며 처음엔 333 요법으

로 드시다 부기 호전 시 222로 드시라했고 책자 

드리며 특히 각탕법 등 건강플러스 지침을 준수하

시라함.

Wow!!!

오늘 날씬 다리되어 오셨네요.

그리곤 이분이 3년 동안 얼굴의 3차 신경통으로 

서울 병원에서 치료중이란 말씀을 풀어 놓으셔서 

오늘은 안티와 써클 함께 투약하셔서 두 마리 토끼

를 같이 잡아보자고 했고 안티 111, 써클 222로 일단 

한달분 드렸답니다.

2018년 4월 4일 오전 10:34 233 읽음

박향숙 ♡♡

#써클4.u체험사례

 

42년생, 김순☆, 여자

무릎인공관절수술하고 한 달 보름 지나고 겨우 약

국에 오셨어요. 

부종도 있고 통증도 있고

써클 101 한 달 드시고 오늘 오셨네요.

무릎 다리도 가볍고 좋다고 하십니다.

통증도 훨씬 덜하고 수술 후 회복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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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 222로 초기 복용량을 시작했다면 지금보

다 회복되는 기간이나 정도가 달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4월 4일 오후 11:43)

① 류형준 약사 

피로회복제로서의 써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안티까지 복용하면 더 좋을 텐데 그 말을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4월 6일 오전 2:55)

① 우숙희(라파약국)

부신피로제가 모에요?

성분이나 제품명?(4월 6일 오후 7:37)

② 최성순

아드파워프레미엄입니다.(4월 6일 오후 

7:41)

③ 이인희

아드파워프레미엄 전에 데일리팜에서 판매

했었나요?

구입처 알 수 있을까요?(4월 7일 오후 7:59)

④ 류형준 약사 

체험사례는 치유의 길을 함께하면서 증상의 

개선과 건강상태회복을 공유하는 공간입니

다.

단순히 안티, 써클의 판매 성공사례는 체험사

례에서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9일 오전 8:17)

2018년 4월 5일 오전 11:00 163 읽음

최성순

#써클4.u체험사례 

50살, 제품 일을 하는 여자분 우울증도 있고 일이 

있을 때는 늦게까지 있고 해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

어해서 써클 1포씩 하루에 3번씩 7일 먹고 써클이 

피로회복제라면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일주일씩 

사가지고 갑니다. 저는 안티도 같이 복용하면 면역

성도 좋고 컨디션이 빨리 회복된 것이라고 해도 약

을 많이 먹는 것을 싫어 한다고 해서 써클만 복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6일 오후 6:45 215 읽음

최성순

#써클4.u체험사례 

78살, 여자, 아파트청소를 다니는 언니 혈압약을 

잡수시고 피로와 소화를 잘 되는 약을 달라고 해서 

써클와 부신피로제와 유산균을 계속 잡수시는데 

인공무릎관절도 수술했고 몸도 아프다고 해서 요

번부터는 써클 101과 안티 101과 부신피로제와 효

소제로 안티를 추가로 복용시켜서 면역력과 림프

순환제가 더 좋은 결과를 준 것을 믿고 치료를 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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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써클 222로 해결되었다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지금 써클을 끊으면 증상이 다시 재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써클의 효능으로 증상은 개선되었

지만 아직 충격으로 인한 신경흥분이나 내상

이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 첫날이 써클 333을 1-3일, 다

시 333을 3-5일, 222를 1주일 정도 복용하게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4월 9일 오전 8:0)

② 장진숙(참좋은P 광주광역시)

현재 써클포유 101, 안티플러스 101로 복용

중입니다.

교통사고 증상 따로 나타난 거 없답니다.

감사합니다(4월 9일 오전 11:16)

③ 류형준 약사 

장진숙(참좋은P 광주광역시) 감사합니다.(4

월 9일 오전 11:49)

① 민경수(천안 코보약국)

노폐물 청소(써클) & 조직의 재건(안티+)

명쾌한 말씀입니다.(4월 10일 오후 1:07)

② 박향숙

조직의 재건 넘 좋습니다♡(4월 10일 오후 

2018년 4월 7일 오후 12:17 247 읽음

장진숙(참좋은P 광주광역시)

#써클4.u체험사례 

여자, 71년생

택시타고 가다가 뒤에서 자동차가 받는 바람에 목

과 등 가슴 결림, 증상있다 함.

써클포유 222로 3일간 복용

하루 복용 후 잘 돌아가지 않았던 목이 유연하게 

돌아가고 가슴 등이 덜 결린다 함.

3일 복용 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회복!!

다른 소염진통제 없이 회복되어 다행!!

써클포유의 림프순환기능 설명과 안티플러스 설명 

후 책, 읽어보라 드렸습니다.

2018년 4월 10일 오후 1:01 239 읽음

권명선  

#써클4.u체험사례 

55살, 남성, 보험회사 소장이시며 평상시 다양한 

양요법으로 건강을 지키는 분으로 수년째 간장

약 오메가 당 컨트롤 실크펩타이드제제 엽산 등을 

기본으로 복용중이며 올 1월말 경 요즘 들어 너무 

피곤하다며 추가 할 약 있으면 더 달라기에 이상하

다며 캐보니 "수면 무호흡"이 범인이었네요.

즉시 써클 222로 1통 드렸고

처음 10일 복용 후 아직 잘 모르겠다 해서 계속 써클 

222로 1달 복용함.

이후 조금 나아졌다 해서 3월 한 달 동안은 써클 

202로 드림. 그리고 오늘 요즘은 매우 바쁜데도 피

로한 줄 모르고 잘 지낸다며 재구매하러 오셔서 그

동안 세포와 조직에 쌓여 있던 노폐물 청소를 말끔

히 잘했으니 오늘부터는 점막세포와 조직의 재건

을 시작하자며 안티 111, 써클 202로 드렸어요.

이분도 진정한 치유의 길의 순례를 하다보면 생각

하지 못했던 보물들을 발견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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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③ 류형준 약사 

진정한 치유의 길의 순례여행입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손쉬운 이 길을 우리는 너무 

많이 돌아서 왔습니다.

뭔가 어렵고 힘들고 비싸야 좋은 것으로 생각

했습니다.

진실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치유의 본능으

로 파랑새를 품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세포는 스스로 회복하여 온 몸을 건강

하게 치유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8:5)

① 류형준 약사 

만성 통증을 만성증상으로 바꾸면 정답입니

다.

혈압, 당뇨, 아토피, 건선, 비염, 천식, 위장병, 

장증후군, 생리통, 생리불순, 요통, 치통, 

슬통, 근육통 등등

셀 수 없는 많은 증상들이 치유의 길에서 함

께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얼마나 행복한 현상들

이 경험으로 확인할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9:06)

2018년 4월 10일 오후 5:14 205 읽음

김은실

#써클4.u체험사례 

우리 신랑 회사 친한 선배분

같이 탁구 치시는 분인데 계속 괴롭히던 발바닥 통

증으로 운동도 못하시고 힘들어하셨어요.

우리 신랑 족저근막염 개선된 거 보시고 나도 그약 

좀 먹어보자하셔서 써클 202 이틀, 써클 101로 한 

달 드시고 구매하시면서 조금 좋아진 거 같은데… 

미심쩍은 반응으로 한 달분 더 가져가셨어요.

신랑말이 효과 없음 절  더 먹을 분 아니라고 원래 

의심이 많다고….

두 달 드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탁구장에도 보이시

더니 어젠 신랑을 굳이 데리고 가셔서 술 한 잔 사 

먹여 보내셨어요.

어느 순간부터 통증이 사라졌다고 너무 고맙다

고….

그분이 여러 치료를 다 해보신분이신데 혹시나 해

서 먹어봤는데 효과를 보니 좋아하시면서 부인도 

권한다고…

근데 아까워서 하루 한번만 먹을까하셔서 우리 신

랑이 버럭 했다하네요.

그럼 아무 효과 없다고 차라리 먹지마라고 원래 안

티플러스도 같이 드셔야 완전히 회복되는 거라

고^^

제가하는 소리를 하도 들어서 자동으로 술술^^

병원에서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만성통증에 

써클이 참 좋은 거 같아요.

2018년 4월 11일 오전 9:51 176 읽음

박향숙 ♡♡

#써클4.u체험사례 

53세, 여자, 만성피로 늘 힘들어서 누워있음.

남편분이 오셔서 자세한 설명 없이 엄청 몸이 안 



 제4장 써클4.u체험사례 00731

① 류형준 약사  

처음부터 명현반응을 잘 설명하고 안티와 써

클을 병용하게 하 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

각해봅니다.

그걸 환자분이 책을 읽고 찾으시네요.

다음에 오실 때는 더 좋은 결과로 오실 것입

니다.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9:37)

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이분은 동네 다니면서 써클 홍보하고 다니신

데요. 마트에 고기 사러 가서 고기다루는 분

에게 팔 안 아파요? 안 저려요?

광민약국에 가보셔요 .기가 막히게 좋은 약 

있어요하신다고~~^^.

넘 좋으니 가만있을 수 없나 봐요~~.

저도 그랬으니까요.동료약사들에게, 가족들

에게 안티, 써클 만나보라고~^^(4월 11일 오

후 10:07)

좋아 누워만 있다고 하심. 식사도 거의 하루 한 끼

만…

거주지가 중국이어서 명현에 비할 방법이 없어 

써클 101만 드림.

2달 드시면서 각탕법 매일 2회 책도 꼼꼼히 읽으시

고 왜 안티는 안 사왔냐고 했답니다^^

2달 후 밤마다 뒤 목덜미가 흠뻑 젖는 식은땀이 많

이 좋아지고 식사를 더 잘하시고 피곤도 많이 풀려 

한국가면 꼭 안티도 사오라고 했답니다 ♡

당신 몸이 넘 안 좋으니 이국땅에서 마땅한 방법도 

없고 해서 책 열심히 보면서 각탕을 매일 두 번 꼭 

한 것 같아요^^ 

남편분도 얼굴빛이 안 좋아 써클을 권했더니 각탕

법 옆에서 보는데 당신은 도저히 못 하겠답니다

2018년 4월 11일 오후 5:29 255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써클4.u체험사례 

강0순, 52세, 여

팔 저림으로 맥타(조아제약) 복용 중에 처음엔 약간

의 진전은 있었으나 멈춤 상태(맥타 1년 가량 복용). 

갈수록 팔 저림이 심해서 동아병원에서 에어탈 소

론도 스티렌처방. 손목 부위에 주사 치료까지^^. 

2달째 치료 중인데 진전없다 함.

3/26 처방전과 함께 방문.

써클 202 5일 소포장 1통 권함.

3/31 방문해서 효과 넘 좋다며 왜 이약 진즉 권해주

지 않았냐고 투정하고 가셨다함. 소포장 20포 드림 

202

4/6 너무 부드럽다. 저림 증세 아직 한 번도 못 느꼈

다. 몸이 가볍다고~하며. 써클 20포… 이번 주까

지는 202

그 후 101로 줄이라고 함., 다음 방문 때 안티, 써클 

치유프로그램 시작해보자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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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박완수

이명희 훌륭한 자동광고우먼을 두셨군요.

크게 번창할 약국 모습이 보입니다.(4월 11일 

오후 10:14)

③ 류형준 약사 

그렇지요.

결국 치유의 시작은 안티와 써클의 병용이 필

수입니다.

환자가 얼마나 좋으면 이명희 약사님 광민약

국을 자원봉사로 광고해줍니다.

그런 환자들과 함께하시는 이명희 약사님은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못지않게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10:17)

④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박완수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감사합니

다~^^(4월 11일 오후 10:40)

① 박완수

[한포에 반해버린 사람도 많고, 한포에 속이 

다 뒤집혀버린 사람도 있다.]

이 부분에 공감이 갑니다…

[한포에 속이 다 뒤집혀버린 사람]은 무슨 문

제가 있어서?(4월 12일 오후 11:03)

2018년 4월 12일 오후 7:12 276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써클4.u체험사례 

멍멍멍!!! 

50세, 이00, 여

며칠째 선글라스를 쓰고 다녀서 왜 그래요? 물었다.

눈 밑 쳐져서 성형했는데 멍 자국이 아래로 내려와 

안경을 못 벗고 다닌다한다.

써클 두고 웬 고생이냐고~ 림프순환 리플렛 보여

주고, 써클 20포 드림.

2포씩 1일 2회. 

5일 복용 후 다시 오셔서 선글라스 벗고 자세히 설

명하고 보여준다.

멍도 잘 빠지고 얼굴 전체적인 부기도 빠져서 성형

수술 효과를 높여주는 제품이라며~~ 좋아한다.

5일 더 202로 복용.

병원에 가서도 소개해주어야겠다고 한다.

효과 빠른 피로회복제로!

70  후반 노부부가 오심.

할아버지가 몸이 천근이고 이 로 가면 낼 못 일어

나겠다며 딱 1번 먹을 약을 원하신다.

써클 2포와 쌍화탕을 드렸다.

아침 약국 문 열자마자 진열된 20포짜리 써클을 

집으며 하시는 한마디

"내 평생 요런 신통방통한 노~ㅁ 처음 봤다".

몸이 요렇게 빨리 좋아질 수 있냐고~ 몇 번이고 

물으신다. 더욱이 2포 드신 것도 아니고 사이좋게 

1포씩 나눠 드셨단다.ㅎ

세포이야기 해드렸더니 끄덕이신다. 써클에 한 

좋은 기억이 언젠가 치유의 길로 안내하는데 밑거

름이 되리라 믿는다.

한포에 반해버린 사람도 많고, 한포에 속이 다 뒤집

혀버린 사람도 있다.

치유의 길은 100m 단거리 개인 경기가 아니라 장

거리 릴레이 경주 같다.

함께 가야하고 먼저 치유의길 경험자가 다음 사람

에게 치유의길 안내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

게~~.

오늘은 함께 가는 체험을 진하게 한 날이다. 서로 

나누는 기쁨!!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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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박완수 그러게요. 저도 알 수 없지만, 뒤집혔

던 사람이 다시 광팬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재미있는~ 신기한 ~, 고마운 제품!!(4월 13일 

오전 8:37)

③ 류형준 약사 

정답입니다.

누군 정말 손쉽게 치유의 길을 가고 누군 정

말 어렵게 고생하며 갑니다.

그래도 가야하는 치유의 길이니 약사님들이 

손잡아주고 함께 해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13일 오후 12:40)

④ 이명희(광민약국.광주)

함께 가는 길

① 류형준 약사  

안티와 써클의 한계가 끝없는 것이 아니라 세

포치유 능력의 위 함을 끝없는 것입니다.

안티와 써클은 단지 조금만 거들었을 뿐입니

다.

감사합니다.(4월 13일 오후 12:3)

② 김은실

저희 딸도 먹기 불편하다고 군소리하더니 요

즘은 잘 챙겨먹고… 생리 때도 힘든 거 없이 

(4월 13일 오후 2:24)

2018년 4월 13일 오후 12:19 240 읽음

강경애

#써클4.u체험사례 

26세, 여자, 김00

작은 딸인데요.

써클만 2달 복용 후 안티, 써클 3달째 정량 복용중

입니다.

워낙 저질 체력이고 늘 피곤하고 어느 때는 하루 종

일 잠만 자기도 했었고 혈압도 많이 낮았었는데요.

요즘 학원에 알바에 운동까지 하는데도 지치지

가 않고 몸이 가볍고 혈압도 수축기, 이완기 다 10

이상씩 올라갔답니다. 생리통, 배란통, pms도 없어

졌구요.

오늘은 안경테가 부러져서 안경을 새로 하러 가서 

시력 검사를 하니 1년 전 0.4에서 오늘 0.7로 시력

이 좋아졌더랍니다(교정시력은 1.0에서 1.5로 올라

갔구요).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봐서 당근 

시력이 떨어져야 하는데 도요.

안티, 써클의 세포 치유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

지 놀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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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지나가요^^(4월 13일 오후 3:46)

③ 류형준 약사 

김은실 감사합니다.(4월 13일 오후 8:33)

① 류형준 약사 

그렇게 조금씩 조심해서 활용하다보면 좋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확신이 생기고 신념이 됩

니다.

처음 출발했으니 이미 반은 간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13일 오후 8:39)

② 권지영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4월 14일 오전 

12:14)

① 류형준 약사 

처음에 써클을 확실하게 이후에는 안티와 병

용하면서 치유의 길을 완성해 갑니다.

새로운 응용이 많이 배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4월 15일 오후 1:11)

2018년 4월 13일 오후 4:28 232 읽음

권지영

#써클4.u체험사례 

한 달 전쯤 80  어르신께서 오셔서 50  따님이 

기차타고 서울 가야 하는데 허리가 아파 꼼짝을 못

하신다고 좋은 약 좀 달라 하셨습니다. 나프록센제

제와 써클 드리면서 써클 두포에 나프록센 두 알씩 

하루 두 번 드시라고 5회분 약 챙겨 드렸습니다. 

찬 것과 매운 것은 꼭 피하시라 말씀 드리구요. 그

동안 소식이 없으시다가 오늘 어르신 처방약 타러 

오셔서 따님이 그 약 드시고 정말 편하게 서울 다녀

오셨다면서 고맙다 인사 하시네요. 

피로감도 덜하게 다녀오셨다 하셔서 림프순환의 

중요성에 해 다시 한 번 말씀 드렸습니다. 아직 

안티플러스와 써클을 잘 사용하지는 못하는데 환

자분께 도움이 되어 무척 기뻤습니다.

2018년 4월 14일 오전 11:15 153 읽음

안순원

#써클4.u체험사례 

여, 63, 국악 강사, 혈압약, 여성호르몬

1월 초에 하지정맥염 수술 후 사후관리 차원으로 

이 곳 삼척에서 서울까지 8회 치료 다니고 있으나 

통증, 부종, 저림이 잡히지 않아 곤혹을 치루고 있

다가 혈압약 타러 들어오는 발걸음이 불편해보여 

상담… 베니톨, 록소프로펜 복용

일단, 써클의 림프순환 기능을 설명 후… 써클 333 

/ 60포

부종과 통증 좀 줄어듦. 오래 서 있거나 같은 자세

로 앉아 있을 때 종아리 피부색이 붉어짐 감소. 강

의 시 고음을 낼 때 나타나던 가슴에서 찌릿한 경우

가 없어짐.

써클 222 / 60포 드리고 차후 안티병용 권고

시집간 딸도 정맥염 수술 2회 후… 지금도 다리가 

불편해 엄마 써클 복용 후 변화보고 보내 달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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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명 정도는 당연히 치유되는 것으로 믿어주

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약사님들의 이명체험사례들이 정태  

약사님까지 전해져서 그렇게 된 것이겠지요.

체험사례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천

기누설건강법 약사모임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15일 오후 1:12)

2018년 4월 14일 오전 11:28 193 읽음

정태영(크리닉약국)

#써클4.u체험사례 

20세, 남, 조카

이번에 사관학교에 입학한 조카가 아마도 꽤 힘들

었나 봐요.

외출, 외박도 없고 전화통화도 할 수 없고 이메일로

만 연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신체 건강해서 들어갔겠지만 다들 귀하게 자란 아

이들이고…

이번에 훈련 받으면서, 좀 맘이 안 맞는 선배한테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증상은 이명으로 나타나서 괴롭히고…

동생이 전화 왔을 때 예전 같으면 내가 이명을 손댔

을까요?

주변 이비인후과에서 이명 치료 안돼서 학병원

으로 전전하는 환자 많이 보았거든요…

말은 안했지만 이명 너무 자신 있었어요.

특히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이명쯤이야…ㅎㅎ

저녁에 들려라~ 해서 써클과 기넥신주고 

써클 222, 기넥신 101

형편 안 되면 점심은 빼먹어도 아침, 저녁은 꼭 챙

겨먹도록 당부했어요.

3월 초에 시작되었던 일인데 당연히 흔적도 없이 

학교생활 잘 하고 있답니다.

류 선생님 그리고 여기에 치험례로 가르침 주시는 

여러 약사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2018년 4월 14일 오후 2:12 217 읽음

권명선  

#써클4.u체험사례 

일순간 심한 스트레스로 야기된 두통 MRI 소견이

상 없음. 

51세 건강한 여성이 정확히 한 달 만에 써클 재구입

하러 오셔서 복용한지 이삼 일 지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두통이 없었으나 계속 먹으니 몸 여기저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 더 복용하려고 왔다하네요.

"덜 피곤은 물론이거니와 손발도 따스해지고 기억

력도 회복되는 것 같고 입술혈색도 좋아지고 눈도 

덜 피곤한 것 같아요"

이분은 단지 써클로만 101 드렸고 낭중지추란 한자

성어처럼 자체 발광하여 자기 일을 충실히 행하여 

존재감을 자랑하는 써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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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권명선 약사님과 함께하면서 치

유의 길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을 치유의 길이 권 약사님과 함께 

멀어지고 단단해집니다.

감사합니다.(4월 15일 오후 1:12)

① 류형준 약사 

협심증, 부정맥, 부종, 빈혈, 비만, 만성소화

불량, 위염 등 온 몸에 바이러스 냄새가 가득

합니다.

이렇게 증상이 많고 특히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안티 111과 써클 222로 한 달 정도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것도 많은 도

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4월 17일 오후 8:57)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류형준 약사 네.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

다.(4월 17일 오후 9:44)

2018년 4월 17일 오전 11:07 106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써클4.u체험사례 

43세, 이00, 여

협심증, 부정맥, 부종, 빈혈, 비만, 만성소화불량, 

위염

2월말부터 연세 병원에서 부정맥, 협심증으로 처

방받아온 약이 먹기만 하면 속이 너무 쓰려서 복용

하기 어렵다한다(전에 허리 삐끗했을 때 써클 2포

씩 4번 먹고 쾌차한 경험이 있는 분).

써클에 한 믿음을 이미 가지고 계신분이다.

3/27 안티, 써클 101 5일 투여. 처방약 함께 복용. 

속쓰림이 심해 이틀 후 처방약 빼기로 하다.

테놀민을 빼니 속 안 아프다고 한다.

4/2 림프순환 촉진해서 세포의 환경을 좋아지게 하

려고 써클 용량 늘임. 안티 101, 써클 202로 10일.

반응: 테놀민 중단하 으나 몸 상태 아주 좋다… 

부종도 좋아짐.

4/12 안티 101, 써클 202 15일 /

그 후 안티 101, 써클 201로 쭉 6개월.

그 후 써클 6개월 이상 치유프로그램 가야할 거라

고 설명해주었고 해보겠노라 한다.

2018년 4월 17일 오전 11:08 168 읽음

이진호(진 한마음약국 김해)

#써클4.u체험사례 

눈썹문신, 30 , 여성, 키 작고 부한 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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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순용(김천 한독약국)

써클포유만으로 여성호르몬도 쓰지 않았는

데 정말 좋은 효과네요~ 많이 배웁니다.(4월 

17일 오전 11:59)

② 류형준 약사 

호르몬제 없이도 증상에 이 정도의 차도를 보

이니 단합니다.

축하합니다.

상기 증상들이 폐경기 전후에 생겼다고 하니 

극심한 갱년기 장애증상처럼 보입니다.

폐경기란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체력과 면

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① 류형준 약사  

눈썹문신 후 하루는 냉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냉찜질이든 온찜질이든 써클은 모두 도움이 

됩니다.

눈썹문신을 하면 부종이 며칠 가는데 다행입

니다.

감사합니다.(4월 17일 오후 9:00)

② 이진호 (진영한마음약국 김해)

아~ 담엔 찜질하라해야겠군요.

감사합니다^^(4월 17일 오후 9:17)

수요일이 면접인 걸 깜빡하고 주말에 눈썹문신을 

하셨답니다^^제발 붓지 않게 해달라고 하시네요.

자신 있게 써클 222 이틀분을 챙겨드리며 월요일에 

다시보자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샾에서 냉찜질을 하라 하셨다하네요. 

음…어떻게 하나?

하지 않으셔도 된다 하면서 써클과 찬 것, 매운 것

은 상극이라 말씀드리며 림프순환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만 쪼끔 망설이긴 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씩 웃으며 경례인지 눈썹을 가리키는 

시늉인지 하시며 지나가시네요. 만족한 표정… 

아~ 안해도 되는구나.

묻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붙잡질 못해서… 면접보고 

온다니 그때 물어보죠. 뭐 사소하지만 올려봅니다.

2018년 4월 17일 오전 11:55 207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써클4.u체험사례 

54세, 여, 김00

폐경기 전후, 상열감 극심(빨간 단풍잎색으로 될 

때가 많음). 피로, 우울하다. 인관계 불편해 함. 

손발은 차다.

직장을 그만둠.

림프순환은 체액순환을 통해 체열의 순환을 촉진, 

체열의 전달과 분산을 촉진하고 국소적으로 낮은 

체온을 정상화하고 높을 경우엔 체열의 발산을 도

와서 정상화한다!!(p 45쪽)

3/7 써클 101, 10일분, 좀 좋은 느낌이나 뚜렷이 

좋아지진 않음.

3/10 다시 10일분

3/27 상열감 나아지고 컨디션 좋아졌다.

다시 10일분 

4/9 딸이 와서 한달분 60포 달란다.

왜 엄마가 안 오시고? 했더니 다시 직장에 나가셔

요~~.

몸도 피곤치 않고 ,얼굴 빨개지며 땀도 나서 힘들어

했는데 상열감이 줄어드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우

울했던 마음도 다시 회복되고 몸도 마음도 가볍게 

해주는 써클!!

한 사람의 생활인으로 다시 서게 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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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이 떨어지니 몸 안에 있던 바이러스는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고 그래서 나타나는 증

상 중에 일부가 갱년기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써클로 증상개선이 있더라도 안티, 써

클의 병용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18일 오전 9:29)

① 박원

감사합니다 ^^(4월 18일 오후 2:03)

② 류형준 약사 

한 사람 뒤에 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습니다.

함께 가는 치유의 길이 얼마나 보람되고 행복

한지 이 약사님도, 저도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18일 오후 2:57)

2018년 4월 18일 오후 1:59 161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써클4.u체험사례 

77세, 여, 양순0님.

복용중인 약: 고혈압, 고지혈, 당뇨약

림프순환 체크: 12개

호소하는 증상: 발바닥이 저리고 뭔가 굴러다닌다. 

붓는다. 얼굴도 발도 + 체크 12항목.

따님이 마그네슘제제 사러 오셨다가 림프순환촉진

제의 필요성에 해 듣고 써클 60포 가져감.

3/27 전화 통화: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

혈압이 살짝 더 오른다 해서 며칠 지나면 원래 로 

회복할 터이니 걱정마라고 함.

4/18 따님이 재방문

엄마의 얼굴과 발쪽 부종이 거의 없어지고 저림 증

세도 좋다고 상태 전해주시면서 엄마 몫으로 써클 

60포, 그리고 엄마약 10포 정도 본인도 먹어보았노

라며 본인도 무릎 연골의 문제점과 손가락 통증, 

피로를 호소하며 안티, 써클 각 60포 챙기신다.

치유프로그램 입학하겠다고 한다.

다음 달엔 엄마도 안티, 써클 치유프로그램 들어가

기로 했다. 워낙 예민해서 먼저 써클로 2달 먼저 

길을 닦은 후에 안티플러스를 맞아들이기로^^

치유할 사람

한 사람 뒤에

또 한 사람 서 있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치유의길 알리며 가는 길은

축복된 길임을 다시  또 느끼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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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앗 암 환자나 암 병력자는 써클 222가 적량입

니다.

이때 나는 눈물은 희망의 눈물이겠지요.

제가 고맙지요.

약도 아니고 건식도 아니고 그냥 식품인데

알아봐 주시고 아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

다.(4월 18일 오후 3:00)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류형준 약사 네. 용량 기억하고 있습니다(4월 

18일 오후 3:05)

③ 류형준 약사 

이명희 감사합니다.(4월 18일 오후 3:08)

① 박완수

[농사지은 거랑 물건이랑 바꾸자고] ㅎㅎㅎ

그렇게 해드리세요…

2018년 4월 18일 오후 2:41 159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써클4.u체험사례 

66세, 남, 이00

폐암 수술 하신 분

수술 후 가슴 부위로 등 뒤까지 통증 호소.

4/7 써클 20포 드림.

2포씩 하루 2번 드시도록 했는데 잘못 듣고 1포씩 

드셔서 10일 만에 다시 옴.

4/18 통증이 많이 가벼워졌다고 기뻐하신다.

2포씩 드시거나 하루 3포 정도는 복용하면 더 좋겠

다고 했다.

림프순환장애로 고통 받는 암 수술 후 환자가 써클

만 5일 202 복용 후 통증에서 해방된 사례를 경험

한터라 자신 있게 권했었다.

다음 방문부터 안티랑 병용해보길 말씀드렸더니 

긍정적으로 답하고 평소 말 없는 분이 웃으신다.

환자분들이 진통제 사용안하고 통증에서 벗어나 

웃게 해주는 써클. 류형준 선생님! 정말 눈물 나게 

고맙습니다!!

]2018년 4월 18일 오후 3:18 214 읽음

하현아

#써클4.u체험사례

 

52년생, 어르신

늘 어지럼증 호소

몇 해 전 폭염 속에서 일하다 일사병으로 두통과 

어지럼증을 얻으셨습니다.

올해는 농사를 포기할 정도로 증세가 심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 논은 다 물 댈 준비가 됐는데 내 수중엔 

이백만원만 있고 어지러워서 농사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써클만 212로 일주일 드셨는데 두통도 훨씬 덜하고 

일 할만 하다면서 두 시간씩 일하고 누워서 쉬고

다시 두 시간 일하면서 체력을 안배하신다면서 제

가 오늘 얻을 에너지를 다 주시네요. 

이 더운 날에도 파카를 입고 오셔서 힘없이 웃어주

고 가셨는데.

머뭇거리며 일찍 못 권해드렸던 것이 괜스레 죄송

스럽게 느껴집니다.

다음번엔 안티랑 같이 드셔보시겠다고 합니다.

농사지은 거랑 물건이랑 바꾸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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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농사지은 거 쬐끔] = 써클 60포

[고추 농사지은 거 쬐끔] = 안티 60포… ㅎㅎ

ㅎ(4월 18일 오후 3:2)

② 류형준 약사 

정말 필요하신 분인데 지나치면 후회되었을 

것입니다.

올해 일용할 양식은 물물교환으로 해결하셔

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받는 양식은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치유의 길

을 함께해서 만들어진 양식이니 마음의 양식

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18일 오후 3:3)

① 박완수

[수도관에 찌꺼기가 많이 차있는데 계속 좋은 

물만 찾아다니는 거 같다고]…

좋은 말씀…(4월 18일 오후 3:34)

② 류형준 약사 

좋은 표현 하나를 또 발굴했네요.

여러 양제 두루 먹고 계시고 늘 피곤하고 

잘 붓는다는 것은 이미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

입니다.

다음에는 써클뿐 아니라 안티도 같이 활용하

셔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18일 오후 3:37)

③ 김은실

류형준 약사 

네… 이분은 예민하신 분이라 천천히 치유의 

길로 인내해볼 생각입니다. 분명히 좋아지시

고 본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신분이라 안티

2018년 4월 18일 오후 3:19 251 읽음

김은실

#써클4.u체험사례 

오다가다 들르시는 50  초반 여자분이십니다.

이미 여러 양제들을 두루 드시고 계세요.

유산균, 은행잎제제, 콜라겐, 고함량비타민, 아주 

비싸게 주고 산 석류음료

본인이 얘기하신 게 충 이정도고(우리 약국에 오

시기 전에 드시고 계신 거)

약국에 오셔서도 뭘 더 사고 싶어 눈이 바쁘신 분이

세요.

이렇게 먹는데도 피곤하고 잘 붓는다하셔서

써클 리플렛 체크해봤더니 세 가지 항목 빼고는 거

의 다 체크를 하시더라구요.

수도관에 찌꺼기가 많이 차있는데 계속 좋은 물만 

찾아다니는 거 같다고 

관만 잘 청소해주면 어떤 물을 넣어줘도 잘 순환되

고 저절로 좋아질 거다

이미 좋은 걸 많이 드시고 계시니 림프순환으로 고

여 있는 것들을 순화시켜보자 하니

고개 끄떡이며 써클 202로 일단 드시게 했고 궁금

하던 차에 오늘 오셨네요.

화나는 일이 있어 며칠간 술을 엄청 마셨고 싸우다

가 얼굴 팔뚝에 멍도 들어오셨네요.

예전 같음 이렇게 술 드시면 온몸이 붓고 다음날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붓는 거 없고…  활동도 

잘 할 수 있었다고…. 눈도 덜 뻑뻑했고 덜 피곤했

네… 

앉아서 좋아진 증상을 쭉 나열하셨어요.

멍도 잘 풀릴 거라고 말씀드렸고 써클 당분간 202

로 드시라고 했구요.

써클 도움으로 자꾸 늘기만 하는 건강보조제들이 

줄어 들었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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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잘 안내해보겠습니다^^(4월 18일 오후 

4:34)

④ 류형준 약사 

김은실 감사합니다.(4월 18일 오후 5:15)

① 류형준 약사 

지금의 상태를 볼 때 오래된 손목통증으로 느

껴집니다.

손목이 아픈 것이 오래된 것이면 안티와 써클

을 병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18일 오후 5:47)

② 김정랑

네~선생님~담에 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18일 오후 6:07)

① 류형준 약사  

치유프로그램을 권할 때 약사님의 이익이 우

선인지 환자의 이익이 우선인지가 중요합니

2018년 4월 18일 오후 5:29 239 읽음

김정랑

#써클4.u체험사례 

33세, 남, 김** 

키 176, 몸무게 86

의약품 배달 직원

취미로 아마추어 야구 유격수로 활동중

왼쪽 손목에 무리가 와서  무거운 짐을 배달하는 

직업인데 손목 아 를 해도 손목이 아프고 손가락 

관절까지 붓고 구부리기도 힘든 상태로 정형외과 

치료해도 별반 효과 없다고 함…

써클 2포씩 1일 2회 복용 60포 복용

오늘 약국 오셔서 보니 손가락 관절 붓기 많이 빠져

서 구부리기 수월하고 아 를 빼고 일하고 있음. 

많이 좋아져서 환하게 웃으며 더 복용하겠다고 하

네요~

손목은 아직 야구 방망이 휘두르면 아프다고… 

써클 1포씩 2회 복용으로 다시 60포 드림…

변도 아주 쉽게 보고 있고, 얼굴선이 날씬해지고 

턱관절 부분에 늘 나던 여드름도 없어졌다고~^^ 

2018년 4월 21일 오후 12:23 231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써클4.u체험사례 

32살, 로스쿨, 여학생

지난주 시험기간 중에 허벅지 아래가 저리면서 통

증이 와서 의자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고 도서관

에서 공부하는데 옆 사람에게 방해되어 신경 쓰인

다고, 몇 분 간격으로 다리 쪽을 움직여줘야만 하는 

상태라며 도움 요청!

써클 202로 5일분.

어제 시험 끝났는데 복용 후 하루 만에 증상 사라지

고 피곤함도 평소보다 확실히 덜했다 한다. 덕분에 

시험 보는데 도움되었노라고

평소 알러지비염도 있고 체력이 약한 학생이라 치

유프로그램의 필요성 알려주고 몸을 위해 꼭 시도

하라고 강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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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치유프로스램에 익숙해지면 증상만 끝나고 

이후의 모습이 예상되니 강권할 수밖에 없겠

지요.

그 마음이 느껴지면 환자는 저절로 따라옵니

다.

감사합니다.(4월 23일 오후 1:51)

① 류형준 약사 

바로 전의 한진용 약사님은 단기 체험사례만 

있는데 이명희 약사님은 처음부터 장기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작합니다.

약사님의 마음과 확산이 이러한 차이를 보인

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명희 약사님은 아우라가 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목사님 사모님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4월 

23일 오후 2:11)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단기체험의 좋은 기억이 치유의 길로 이끄는 

소중한 단초가 됩니다.(4월 23일 오후 2:40)

2018년 4월 21일 오후 3:05 224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써클4.u체험사례 

58세, 곽0, 여

피로, 부종, 허리디스크, 위장질환

조용한 성품, 겁이 많다.

4/3 우선 써클 101, 10일분 소포장 하나

명현증상이 염려되고 해서 1포씩 시작했으나 복용

에 불편함 없다고 안심해서 용량 늘려보기로

4/12 써클 202로 10일분 소포장 두~울.

피로감 확실히 덜 하네요~~하신다.

4/21 방문해서 한 달분 챙기신다.

써클로 3~4개월 복용 후 치유프로그램 들어가겠

노라 하신다.

이달엔 써클 202로 ^^.

본인이 체험해본 결과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좋

다며

비만아들의 건강한 몸 만들기 치유프로그램은 바

로 들어갔고, 101, 202로(버릴게 많아보여서)

남편: 63세, 기관지염, 역류성식도염, 기관지알러

지 증세(병원마다 각각 다르게 표현)으로 3년 전부

터 이 계절에 2개월 정도 기침을 하신단다.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우선 안티 222, 써클 222로 

드시도록 하고 이젠 좋아졌다 느껴질 때 안티 111, 

써클 111로 조절하도록 했다.

이달 한 달은 그 용법으로 복용해보기로 했다.

이후 남편도 안티, 써클 5개월, 그 후 써클로 6개월 

하기로 하다. 온 가족 치유의 길 함께 가는 모습, 

바라  는 게 참 행복합니다. 그 가족의 웃는 모습을 

미리 상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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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써클 222로 한참을 사고후유증으로 고생할 것

을 치유되도록 도왔습니다.

그렇게 자꾸 치유의 길을 함께 하시는 분이 늘어

갑니다.

함께 기쁘고 함께 행복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23일 오후 8:26)

① 류형준 약사 

자꾸 아프거나 오랫동안 아팠으면 안티를 병용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23일 오후 8:27)

2018년 4월 23일 오후 5:51 173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써클4.u체험사례 

최유0. 여. 59

2달 전 2층 계단에서 굴러 병원에 입원 치료

목도 다치고 타박상도 힘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통과 목뒤로 올라오는 써늘한 느낌이 견딜 수 없다( 

입원 1달쯤 주위에 지인이 전화연결해서 통화함: 당

연히 써클이 있으니 자신 있게 방문하라고 함).

일주일 전에 약국으로 찾아와 그때 통화했던 사람

이라고, 아직도 그 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

히 고통 중에 있다고 한다.

써클 222로 일주일, 각탕법. 찬 것. 매운 것. 술 금지

오늘 2번째 방문: 그때 바로 올 걸 너무 후회했다고 

하며 다시 써클 챙기면서 진열된 안티플러스랑 궁

금해 한다.

설명 드리고 앞으로 보름정도 써클로 현재 증상 사

라지게 한 후 복용하려면 그때 복용해도 좋다고 말

씀드렸다.

2달 넘게 고생한 게 일주일도 안 되어 좋아지니 옆

에 써클이 필요한 환자 한분을 모시고 왔다.

다리 저림 호소에 일단 써클 소포장 202 드리니 그 

후 모든 것은 먼저 경험한 그 분이 알아서 설명해준다.

2018년 4월 23일 오후 6:19 173 읽음

김영훈

#써클4.u체험사례

김OO, 여, 52세

4/4 왼쪽 손목 위가 볼록하게 부어서 누르면 통증

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처방받아서 오셨구요. 

처방은 소염제, 진통제, 위장약이었습니다. 

림프순환 설명하고, 써클 20포 작은 통 하나와 복

용법 설명 프린트 한 장 드리고 202로 드시라고 

했습니다. 

4/11 내방하셔서 처방약 받지 않고, 써클만 20포 

한통 재구매하셨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구요. 지금부터는 101로 드셔

도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 4월 24일 오후 5:56 189 읽음

양지영(미래약국 구)

#써클4.u체험사례

58세, 여성분(임파선부음)

임파선이 부어서 근처 내과 진료 후 세파계 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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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림파선염으로 생각됩니다.

써클만으로도 효과가 있으니 좋은 결과입니

다.

저라면 안티, 써클 111 혹은 안티 111, 써클 

222로 시작했다면 더 짧은 시간에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4월 24일 오후 6:04)

② 양지영(미래약국 대구)

네~

선생님~

담 번엔 이런 경우 안티도 같이 권해서 더 짧

은 시간에 효과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

다^^(4월 24일 오후 6:09)

③ 류형준 약사 

양지영(미래약국 구) 감사합니다.(4월 24일 

오후 6:11)

④ 박완수

양지영(미래약국 대구) 

양 선생님의 치험례가 날로 쌓여 가는군요.

처방 환자분들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편인

데…

환자분들을 잘 리드하시는가 봐요^^(4월 24

일 오후 9:57)

⑤ 양지영(미래약국 대구)

아닙니다~ㅎ

여기 밴드에 체험례 올려주시는 모든 선생님

들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박완수 선생님 체험례와 댓 에서도 많이 배

우고 있구요^^

감사합니다^^(4월 25일 오후 2:31)

받아옴.

4/17 3일분

4/20 3일분

4/23 3일분 동일처방(항생제를 6일이나 복용했는

데 임파선 부은 게 차도가 없다고…의사도 난감해

한다고 함)

림프순환제를 권함(낼 저녁에 재방문가능하다 하

셔서 써클 2포씩 4번 복용량(총 8포)드림)

방금 재방문

저한테 임파선 부위를 보여주면서 부기도 가라앉

고 통증도 좋아졌다고 함.

20포 소포장 한통 드리면서 계속 222 드시라고 함.
2018년 4월 25일 오후 6:19 241 읽음

장산옥(한결약국)

#써클4.u체험사례 

이경*, 45세, 여

오래 전에 함께 근무했던 직원

당뇨, 비만, 피로, 부종 총체적인 순환장애

3/5 써클 22로 시작(전 222로 말했건만 먹기 힘들

다고~;;)

3/8 발 저림이 덜함(밤에 잘 때면 차갑고 저려서 

마사지 안하면 못 잤다하네요~)

소변이 자주 봐지고 설사도 몇 번해서 배가 가벼워

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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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써클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증상이 개선되었

습니다.

앞으로 안티의 활약이 기 됩니다.

감사합니다.(4월 26일 오후 2:01)

3/14 일주일간 왼쪽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 엉덩이

와 허벅지 사이, 장단지와 발목 사이가 많이 아팠음

(예전 왼쪽으로 두 번 마비 온 적이 있었기에 그런 

명현반응이 있었던 거 같아요~)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이 붙어버릴 듯 마비증상이 

있음.

혓바닥 왼쪽이 헐면서 편도까지 아파서 말하기도 

힘듬(이건 제   가 늘 주의하라고 말했건만, 모임이 

있어서 맥주 한 컵 마신 이후더라구요~;;)

3/27 생리량이 많아지고 색이 붉고 좋음(전에는 양

도 적고 검붉은색).

제일 좋은 게 기분 나쁜 두통이 사라짐!

4/23 당뇨 200~300까지 나오다가 120~160으로 

내려감!!!

발등이 많이 가라앉아서 신발신는 게 너무 편하다

고 함.

발 아프던 것이 좋아져서 잠도 잘 오게 됨.

역시나 좋은 게 머리가 맑고 어지럽지 않음~

이번 생리 때도 제때 맞춰서 나오고 양도 많고 색깔

도 괜찮음

이번 주에 방문 시 안티도 함께 들어갈 거라고 미리 

말해두었습니다.

써클만으로도 명현을 세게 겪어서 쫌 아플 것이 걱

정은 되지만…

반드시 넘어가야하는 걸 알기에 치유의 길로 잘 이

끌고 가보려고 합니다~! ^^

2018년 4월 26일 오후 7:52 267 읽음

장진숙(참좋은P 광주광역시)

#써클4.u체험사례 

택배기사, 30  후반, 남자

몇 년 동안 알러지비염으로 고생

늘 비염(항히스타민 + 슈도에페드린)약과 비충혈 

제거 스프레이를 달고 사시는 분

택배 배달 와서 피로회복제 찾아서 비타민드링크

와 우루사, 써클포유 권함.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로 복용하도록 함.

요사이 밝은 얼굴로 택배 배달~~^^

몇 차례 배달 와서도 피곤하다는 말이 없네요. 

그전에는 올 때 마다 피로회복제 드셨는데요.

비염 좋아졌다는 말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습니

다 ㅎㅎ

요즈음 조제환자에게 천기누설책 주는 재미가 쏠

쏠합니다.

리플렛 보여주며 간단히 설명하고~~♡

구매하고 안하고는 그분에게 맡깁니다.

복이 있으면 본인건강을 위해 투자하겠지요.

류 쌤 말씀처럼 인연 있으면 다시 오시겠지요.

4월의 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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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향숙

저 붉은 꽃 이름이 뭔가요?^^(4월 26일 오후 

8:40)

② 장진숙(참좋은P 광주광역시)

겹벚꽃(4월 26일 오후 9:16)

③ 류형준 약사 

만성 비염이니 그냥 처음부터 안티 서클의 병

용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코가 많이 나오고 

뭉텅이로 몇 번 나오면 코가 뻥하고 뚫리게 

됩니다.

다음에는 안티를 함께 해보세요.

감사합니다.(4월 27일 오후 5:01)

① 류형준 약사 

다음에는 안티도 함께 병용해보세요.

눈 피로에도 바이러스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27일 오후 5:36)

2018년 4월 27일 오후 12:48 234 읽음

최현숙(세원약국. 전 서구)

#써클4.u체험사례 

77세, 여자

정형외과 처방을 가지고 오신 분

눈이 너무 피곤하고 침침하다하셔서 써클을 권하

며… 처음은 우루사를 함께 드시라고 드렸다

111로 2일 정도 드시고 약을 들고 방문 하셨다. 못 

드시겠다고ㅜㅜ

온 몸이 돌아가며 가렵다고…

아 ~~ 그것이 말씀드린 명현증상인데… 너무 힘

드시면 드세요 하고 항히스타민제를 챙겨드렸다.

명현을 미리 말씀드렸기에 쉽게 이해하시고 약을 

다시 가지고 가셨다.

그분이 오늘 다시 방문하셔서 눈약을 달라신다. 가

려웠던 것은 항히스타민제 한 번 먹고 나아졌고… 

눈의 피로는 덜 하시다고…

재구매 하시는 그 분께 다른 부분들도 좋아질 것이

라고 설명 드렸는데…

다음에도 눈약이요 하며 방문하실 듯 …

2018년 4월 27일 오후 2:39 180 읽음

김정원

#써클4.u체험사례 

40 , 여, 호프집 운  

반하사심탕과 제산제를 자주 드시러 오시기에 위

가 부어서 통증이 온다고 말하고 써클 3포와 위제

로 3포를 드렸더니 너무 위가 편하다고 써클20포 

위제로 같이 드리며 통증이 없으면 위제로는 빼고 

드시라 했네요. 다 드시고 오셨기에 안티를 꼭 드셔

야 한다고 써클, 안티 20포를 드렸더니 너무 위가 

아프시다하기에 안티는 써클로 바꿔드리고 위제로

도 다시 드시라 했습니다. 안티는 써클을 더 드시고 

복용하시라 얘기했네요. 이분은 위통이 있어도 위

내시경 하니 위가 깨끗하다고 하네요. 직업상 술을 

멀리 못 하시는 게 참 안타깝네요. 써클의 세포정상

화 얘기하니 좋아진 점이 있냐고 물었더니 질이 촉

촉해졌다고 얘기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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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반하사심탕을 먹고 좋아지는 위통이면 세균

이나 바이러스 증상입니다.

안티가 적응증이지만 명현반응이 나타나니 

돌아가는군요.

그렇게 위통에서 벗어나면 온 몸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27일 오후 5:38)

① 이민

남편분도 같이 드시는 게 임신이 더 빠를 듯

싶어요. 경험상(4월 28일 오후 2:18)

② 김정원

네 감사합니다.(4월 28일 오후 2:49)

③ 류형준 약사 

멀리서 시집왔는데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

아야지요.

써클이 아프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니 

감사합니다.(4월 28일 오후 10:10)

2018년 4월 28일 오전 10:33 148 읽음

김정원

#써클4.u체험사례 

28세, 이주여성 ㅡ 시아버님이 10일 전 오셔서 며

느리 피로제를 찾기에 써클 20포를 드렸네요. 써클 

빈 껍질 가지고 오셔서 60포 구입하십니다. 며느리

가 어깨가 안 아프다고 하며 알약이 많다고 하 다

네요. 임신하는데 좋으냐고 묻기에 안티도 보여드

리고 다음 달같이 복용하기로 했네요. 써클이 자궁

도 따뜻하게 해준다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건강한 

손자가 태어나길 기도해드립니다.

2018년 4월 30일 오전 10:33 182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써클4.u체험사례 

68세, 김00, 여

토요일.

쑥 깨러 갔다가 가운데 중지 손가락이 땅에 심하게 

부딪쳐서 쑥 캐다말고 아파서 오셨네요.

써클 2포씩 2~3회 드시라고 했는데 2포 복용하자 

통증이 먼저 사르르 눈 녹 듯 가벼워지고 3번 정도 

복용 후 통증은 해결. 벌겋게 부은 건 20포 한통 

먹기 전에 사라졌답니다.

평소 101로 복용중이신분인데,

써클의 도움을 참 많이 받는다면서 인사를 하시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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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사진으로 보니 중지가 빨갛게 부었던 것이 없

어졌습니다.

역시 사진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30일 오후 8:32)

① 김재술

Thank You~

실행력이 단하시네요~(1월 18일 오후 

12:40)

② 류형준 약사 

C형 간염약은 아주 비싼 약으로 알고 있는데 

안티만이라도 드려서 증상의 차도를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1월 18일 오후 2:37)

③ 박향숙

수급자라서 모두 건강보험 적용이 된답니다. 

무상으로 드신다고 합니다. 3개월 치료기간

이라 합니다. 네 계속 드리겠습니다. 병원에

서 아무약도 드시지 말랬다고 염려하셔 식품

이니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1월 18일 

월요일 아침.

좋아져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들르셨네요.

2018년 1월 18일 오전 11:50 219 읽음

박향숙 ♡♡

#안티플러스체험사례 

78세, 할머니, 백태, 입 냄새 

약국에 '입 냄새 문의하세요' 라고 써놨어요(진효상 

약사님 글 읽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문의를 종종 합니다. 그만큼 위장질환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평생 위장병으로 고생하신 할머니 입 냄새 백태로 

아침마다 혀를 긁어낸답니다.

수급자시라 안티만 111 드렸습니다. 10일분 써클까

지는 못 드신다로 

오늘 10일 후 오셨어요. 속이 편해지는 것 같다고 

백태도 조금 나아졌답니다. 근데 C형 간염이 있어 

약 복용중이라 합니다. 넘 잘 된 것 같습니다. 상승

효과가 충분히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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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09)

④ 김은희(목포 명문약국)

저도 40세, 남자, 구취, 피로, 장 안 좋고 구순

포진 타학회 간장약, 유산균, 비타민비군 한 

달 복용 환자. 오늘 정형외과 처방 받은 환자 

아직 구취 호소 안티, 써클 소포장 권했는데 

여러 증상이 좋아질 거라 기 합니다,,,,,!(1

월 18일 오후 10:31)

① 류형준 약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해하도록 하세요.

결국 선택은 환자 몫이니 복을 차도 본인 몫

입니다.

감사합니다.(1월 18일 오후 2:45)

① 조형이

직원 감기 걸려 안티 주었는데 방귀를 하도 

뀌어서 퇴근 전에 한 번, 자기 전 한번 먹으라 

했어요.(1월 19일 오후 6:40)

② 유남희

왜 써클은 안 드시나요? 같이 먹으면 가스가 

없어질 것 같은데요?(1월 19일 오후 6:50)

2018년 1월 18일 오후 1:12 176 읽음

박향숙 ♡♡

#안티플러스체험사례 

76세, 여자, 만성위염 

위장약 조제약 받으시면서' 저번 그 약 넘 좋았어요' 

조용히 말씀하세요. '무슨 약요?' 안티 101로 10일 

드셨는데 정말 편한 여행을 했답니다. 근데 오늘 

또 위장약처방을 가지고 오심. 더 드셔야합니다 설

득설득 지금은 심한 상태가 아니니 상비약으로 놓

고 있으려한답니다??? 헐!!! 최소 6개월 드셔서 뿌

리 뽑으세요. 그렇게나 오랫동안?? 담에 온다고 가

십니다. 이런 분 어떻게 할까요? 10일분 내성 염려

는 안 해도 될까요? 

2018년 1월 19일 오후 6:03 252 읽음

박향숙 ♡♡

#안티플러스체험사례

 

75세, 여자, 만성 위염, 식도염 

평생 위장병으로 고생 한 눈에 봐도 마르고 근심이 

많은 인상 골다공증이 심해도 칼슘제는 아예 못 드심.  

안티 101 10일분, 명현 비해서 이담건위 6포 드렸

습니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속 쓰림이 없어지셨

다고 시도 때도 없이 속이 비면 공복감을 느끼는데 

실상 밥을 드시려면 못 먹었는데 공복감이 사라지

고 속이 든든해진다 하심. 입도 개운하시답니다^^

주위에서 내시경도 해보고 처방으로 먹지, 알 수 

없는 약 드시냐고 많이 말씀하시지만 병원 처방약

은 안티 드시는 첫날부터 안 드셨다합니다. 어차피 

병원 약 드셔도 속 쓰림은 여전해서…

가스가 많이 차서 방귀가 자주 나온다고 문의? 

류 약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 달분 드시고 다시 오신답니다♡ 

위장병 안티가 먼저입니다. 

가스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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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김부권

이담건위제는 무엇인지요?(1월 19일 오후 

7:22)

④ 류형준 약사 

김부권 약국에 있는 이담건위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냄새는 심하지 않은데 방귀가 많이 나옵니다.

음식물의 발효가 잘 진행되는 나오는 증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19일 오후 8:29)

① 안순원

안티만 복용한 첫 달에 명현반응은 없었나

요?(1월 24일 오후 3:01)

② 류형준 약사 

축하합니다.

사실 제품 가격에 한 부담이 아니라 제품에 

한 믿음입니다.

효과를 보고 믿음이 생기니 적절하게 따라줍

니다.

감사합니다.(1월 24일 오후 3:29)

③ 정은숙

안순원 

별다른 명현반응은 없었습니다.(1월 25일 오

전 11:31)

① 류형준 약사 

세신사이니 항상 손이 물에 적어있으니 당연

히 낫기 힘들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물고 있으니 정말 신기

한 사례입니다.

그렇게 좋아지는 데에도 비싸고 하면 저는 제

품 효과만큼 가격을 더 올리고 싶습니다.

많이 착해지려고 노력하는데 간혹 효과가 좋

은데 비싸다는 에 약간은 화가 납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고 가격만 비싼 것보다 좋은 

2018년 1월 24일 오후 2:28 254 읽음

정은숙

#안티플러스체험사례

30 , 남성분

염증성 성인 여드름이 심해 안티, 써클 추천했으나 

가격이 부담되신다고 안티플러스만 11로 한 달 복용.

얼굴 쪽 염증은 싹 가라앉으셨는데, 목은 아직 여전

하시다고

이번엔 안티플러스 + 써클포유 + 간장약까지 함께 

한 달분 구매하셨어요~

2018년 1월 25일 오후 6:42 248 읽음

김동미(신보건약국.인천남구)

#안티플러스체험사례 

50 , 남, 세신사

물을 많이 만지는 직업으로 엄지손가락 첫 번째 마

디가 깊숙이 갈라져서 피부과에서 처방 받은 연고

를 발라도 잘 안 낫는다고 하시며 연고를 달라시는

데 안티 222 드셔보시라고 드림.

3일쯤 후 내방하셔서 10포 구입하시며 손 보여주시

는데 깊이 갈라진 부위가 반 정도는 나아지심. 계속 

드시는데 조금씩만 구매하신다고 비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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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지요.

감사합니다.(1월 25일 오후 8:19)

① 유남희

써클도 같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2월 8일 

오후 7:08)

② 안순원

혹시나 나타날 수 있는 안티의 명현은 염려하

지 않았나요?(2월 8일 오후 7:39)

③ 박향숙

저희 약국은 어려우신분이 많아요. 항상 고민

이죠. 그래서 안티 명현은 5분 이상 줄 그어가

며 설명합니다 ^^명현은 반드시 감내하셔야

한다고 무지 강조합니다. '환란날에 기뻐하라

' 인용구를 들면서 명현이 오면 기뻐하라고 

합니다^^ 노폐물이 쫙 빠지는 증거이기에… 

경제적 여유가 조금 있으시면 써클 같이 권하

고요. 근데 위장병만 보면 안티로도 효과 충

분히 나옵니다.(2월 8일 오후 9:37)

④ 류형준 약사 

박향숙 약사님의 믿음과 보살핌이 명현증상

을 넘기게 하는 힘입니다.

위장병은 특히 명현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부

위인데 유독 박 약사님은 명현증상에 한 거

부감이 없습니다.

아마도 명현증상을 이미 충분히 설명해서 아

파도 기쁘게 지내는 것이겠지요.

감사합니다.(2월 8일 오후 11:53)

⑤ 박향숙

초기엔 명현으로 누명? 많이 받았습니다^^(2

월 9일 오전 10:29)

2018년 2월 8일 오후 6:54 204 읽음

박향숙 ♡♡

#안티플러스체험사례 

74세, 여성, 예민한 성격, 30년 위장병, 저체중

식사를 맛있게 해본 적 없고 저녁은 특히 배가 고파

도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녁은 조금이라도 

먹으면 밤새 괴롭다고 합니다. 

병원 위장약 장복하고 계심. 당신도 달리 방법이 

없어서 병원 약 먹고 있다고 합니다.

성격도 예민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안티만 101 10일

분 드림.

그 후 다 드시고 시간이 없어 이제야 오신다고 안티

플러스 달라고 하십니다. 안 먹었더니 속이 다시 

안 좋아진 것 같다고

약 드시면서 속도 점점 편해지고 저녁에도 식사를 

할 수 있다고 먹을 약이 있어서 넘 좋으시답니다. 

딸이랑 같이 드신다고 한통 가져가셨습니다. 6개월 

말씀드렸습니다.

만성위장병 안티가 답입니다 

2018년 2월 8일 오후 7:04 254 읽음

박향숙 ♡♡

#안티플러스체험사례 

78세, 남자, 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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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경아

약사님~

매  위에 어떤 방법으로 진열하시는지 궁금

해요.(2월 8일 오후 7:11)

② 박향숙

그냥 항바이러스 감기에 특효라고 써놓았어

요. 빈종이 박스에 안티 20포 놓고…^^(2월 

8일 오후 9:33)

③ 조경아

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2월 8일 

오후 9:45)

④ 류형준 약사 

만성기관지염에도 안티와 써클인데 경제적

인 이유이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2월 8일 오후 11:55)

① 류형준 약사  

치유의 힘은 정말 단합니다.

박향숙 약사님은 치유의 길에 안내자입니다.

병은 스스로 걸리고 스스로 낫는 것인데 그것

을 알지 못하고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는 돌아가지 말고 치유의 길로 곧장 

건강해집시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주십시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월 9일 오후 8:15)

약국 단골이십니다 ̂ ^ 암브록솔, 시스타인 변비약 

10통씩 사가십니다. 평생 담배를 피우셔서 만성 기

관지염이 있습니다. 

금연을 권유해도 당신은 못하신답니다. 어느 날 매

 위에 감기약으로 안티를 보시더니 소랑씩 가져

가십니다. 전 속으로 저렇게 심한 분이 효과 보는 

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점 다른 기침약은 안 가져가시고 안티만 20포씩 

가져가십니다. 어차피 가격도 비슷^^ 

오늘도 소리 없이 20포 한통 가져가십니다. 그토록 

가져가시던 다른 약 없이 달랑 안티만… 신기하죠?♡

2018년 2월 9일 오후 5:24 212 읽음

박향숙 ♡♡

#안티플러스체험사례 

65세, 여자, 만성 속 쓰림. 

안티만 101로 10일 드심.

속이 너무 편해지셨다고 직장 퇴근 후 택시타고 부

리나케 오면 약국 문 닫혀 있기를 3번 드디어 어제 

헉헉 거리며오셨어요. 정말 단한 약이죠^^

 

일단 신뢰가 쌓이니 안티, 써클 101로 드셔라고 

알고 보니 하지정맥류로 고생을 엄청 하시더라구

요. 그래서 한동안 써클 용량 늘리고 무릎도 아프고 

딸은 천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줄줄줄 나오네요. 

당신이랑 딸 열심히 드셔보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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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위장병에 한 체험사례를 많이 올리셔서 위

장병 전문약사가 된 박향숙 약사님이 계십니

다.

송정숙 약사님의 체험사례에도 박향숙 약사

님의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환자들이 이렇게 좋아지면 약사로서의 보람

과 행복이 약사님의 마음에 가득 찰 것입니다.

저도 당연히 가득해집니다.

감사합니다.(2월 22일 오후 8:16)

① 류형준 약사  

만성방광염은 점막염증이라 개선되는 속도

가 많이 빠릅니다.

참고로 용담사간탕과 안티플러스는 같은 의

미입니다.

하지만 안티플러스와 용담사간탕은 천연항

생물질에 한 작용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라면 안티플러스 단독이거나 

차라리 써클을 병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

다.

감사합니다.(2월 25일 오전 7:22)

2018년 2월 22일 오전 10:54 212 읽음

송정숙(만수ㆍ부산)

#안티플러스체험사례 

69세, 남성, 신경 예민, 약 50kg

한동안 신경을 몹시 쓰고 난 후 피를 좀 토하며 식욕 

부진하여서 병원 검진했더니 암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애매한 진단을 해서 하도 

걱정하기에 설전에 안티 하루 두포 정량으로 복용

하고 검진해보시라고 10일분 드렸어요~

오늘 내시경 결과, 염증 부위가 줄어들었는데 조직 

검사는 의뢰했다하네요~

지금은 통증도 없고 식사도 잘하고 얼굴에 살도 붙

었습니다.

그 약 효과 때문이라며 작은 거 한통 또 달라고 하시

네요~

제 생각에는 암은 아닌 것 같은데 결과 나오면 알려

드릴게요.

요즘 위산이 매우 역류하여 속이 쓰린 분 등 위 염증

에 안티를 드려보는데요. 원인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보고 투여하니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

습니다^^

2018년 2월 24일 오전 12:09 191 읽음

김동미(신보건약국.인천남구)

#안티플러스체험사례 

70 , 여, 방광염 증세로 오신 분

신경도 많이 쓰고 몸도 피곤해서 빈뇨, 소변 시 통

증, 작열감 호소

용담사간탕, 안티플러스 111 하루분

다음날 효과 좋다고 하시며 재발 방지를 위해 드신

다고 같은 용량 3일분

안티, 써클 설명드림. 일단 드시고 생각해보신다

고…

2018년 3월 14일 오후 6:19 243 읽음

오시영

#안티플러스체험사례 

30세 여성의 위장장애 등 치유과정입니다.



00754  A BOOK OF EXPERIENCES

① 류형준 약사  

오시영 약사님의 11일 KPA심포지엄에서 빈

혈 수치로 산소이동능력을 체크하는 것을 보

고 역시 고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빈혈은 단지 적혈구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

니라 산소운반능력의 저하를 가져오고 그로 

인한 인체의 기능 저하는 전신적, 국소적 

향을 심각하게 미칩니다.

오늘도 조혈제가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14일 오후 9:45)

젊은 분이 이리 여러 가지 아픔이 있네요.

얼굴색도 밝지 않고 웃을 때만 볼이 약간 발그레 

해집니다.

아주 불편한 증상은 위가 차오르듯 갑갑하고 가끔 

쓰린듯하며 가루 음식 등 먹으면 불편한 증세입

니다.

수년 되었고 반복적입니다.

3월 3일 안티 * 10 111

연라환 * 10

이담제 * 10회 복용 후 많이 편해졌답니다.

3월 8일 긴 상담 후

차트 3. 종아리 근육이 뭉친 듯 불편.

4. 허리 통증과 무릎 불편함.

5. 숨 찬 듯 가슴이 갑갑함.

6. 피부가 아플 정도로 건조하답니다.

안티 * 20 101

써클 * 20 101

조혈 양제, 이담제 

3월12일 아침 전화로 주말에 이사했지만 많이 힘들

지 않았는데 가슴이 갑갑하고 숨찬듯하고 왼쪽 가

슴이 많이 아프다네요.

각탕법, 산소호흡법 꼭 하고 더운 물 먹고 써클 202

로 늘려먹으라고 했어요.

3월14일 써클 떨어졌다며 방문

가슴답답함도 종아리 근육도 소화도 편해졌다며 

이제 좀 살 것 같답니다.

나아지는 과정이지만 안티, 써클 덕분에 많은 분들

이 행복해집니다^^

2018년 3월 17일 오후 12:14 155 읽음

박향숙 ♡♡

#안티플러스체험사례 

35년생, 만성위염, 여자, 2014년부터 ppi 스타브론 

간헐적으로 계속 드심. 매우 마름. 

안티 하루 111 일주일 처방

드시는 중에 감기가 왔는데 처방 2번에 지나갔고 

속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답니다. 

좋은 약 하루 101요법으로 계속 드시겠답니다. 

밥맛이 좋아지길 원해서 차차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

렸더니 좋아하십니다♡ 신기하죠? 빠른 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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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역시 박향숙 약사님은 위장병 전문약사입니

다.

위장병에 한 계속된 체험사례가 계속됩니

다.

감사합니다.(3월 17일 오후 10:05)

② 정원호

신기합니다.

안티, 써클 드시고 복통 혹은 설사하시는 분

이 간혹 계셔서 줄여 드시라 하기도 하는데…

(3월 18일 오후 5:48)

③ 류형준 약사 

정원호 줄여서 드시는 것보다는 따뜻한 물을 

충분히 먹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18일 오후 6:23) ① 박향숙

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웁니다.(3월 17일 오

후 12:32)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제 경우는 증상이 심하면 안티, 써클 양을 조

절하는 방법으로 합니다.(경험해보려고)

조혈제 필요한 경우는 제외하고. 물론 환자분

이 기존 복용중인 약은 체크해서 안티, 써클 

제품과 상관없이 먹게도 하지만(3월 17일 오

후 2:14)

③ 류형준 약사 

저는 천기누설건강법에서 이미 류마티스질

환이 속해있는 자가면역질환 전체를 바이러

스질환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류마티스는 자가면역질환

이 아니고 감염된 바이러스에 한 정상적인 

면역반응입니다.

면역증강제는 써클이 역할을 하고 원인인 바

이러스는 안티로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베타칸을 사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기본

적인 병을 정리하는 차이는 극복해야 할 문제

입니다.

2018년 3월 17일 오후 12:16 247 읽음

송정숙(만수ㆍ부산)

#안티플러스체험사례 #체험사례

50  후반, 여성

체험사례 올렸던 20년 된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입

니다.

현재 한 달 반 정도 안티, 써클 정량으로 복용중이

고 심하게 통증이 오는 날은 1일 3회 복용중입니다.

같이 드시는 약은 류머티스약 아리바, 용량을 점점 

줄여서 복용중이고 스테로이드는 완전 끊었습니다.

더불어 빈혈약과 MSM제제 같이 복용중입니다.

처음 상태보다 상당히 호전되어서 10일분씩 구매

해가면서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 비 오는 날 너무 아프다고 호소하여서 팜스

에서 나오는 베타칸도 같이 1일 두포 드시라고 드려

봤습니다. 류머티스가 면역질환이므로 안티, 써클

과 같이 복용 시 상승효과를 기 하면서…

오늘 오셔서 하는 말이 관절통에 확실히 도움이 되

는 거 같다고 하시는데 부작용으로 두통이 좀 온다

고 하셔서(이분은 안티, 써클 복용 초기에도 옮겨 

다니는 통증 호소하셨음) 베타칸을 일일 한포로 줄

여보시라고 했습니다.

류머티스 같이 어려운 면역질환 치료 시 초기에는 

베타칸 같은 면역증강제도 같이 복용함으로써 치

료의 험난한 여정을 조금 쉽게 갈 수 있지 않나 싶어

서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다른 약사님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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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머티스는 안티와 써클로 충분히 치유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심할 때만 써클의 양을 두 

세배 늘려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3월 17일 오후 10:11)

① 류형준 약사 

박향숙 약사님이 새로운 증명을 하 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 통증의 원인이 바이러스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냥 써클은 진통제이고 안티는 항생제이니 

염증이 있는데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약사님

들이 계십니다.

만성증상의 원인이 모두 바이러스이니 만성

증상에는 반드시 안티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

를 박향숙 약사님의 체험사례가 직접 결론으

로 보여줍니다.

만성 염증은 바이러스이고 안티플러스는 필

수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25일 오후 3:24)

2018년 3월 24일 오후 2:33 169 읽음

박향숙 ♡♡

#안티플러스체험사례 

40년생, 남자, 2달 이상 기침

정형외과 약을 넘 먹어서 속이 아프니 감기 처방약 

중 진통제 빼고 기침약만 드신다고 해서 위랑 기침

을 잡을 겸해서 안티 111을 같이 드렸어요.

하루 드시고 안티를 더 주시란다. 

그동안 허리 등 허벅지가 넘 아파서 정형외과 가서 

15만원 주사를 수번 맞았는데 기침이 멎으니 통증

이 사라지셨다합니다.

그동안 정형외과 쓴 돈이 아깝고 효과도 못 봤는데 

기침약 먹으니 어찌된 일인지 아프지 않다

고…????

저도 순간 이게 무슨 효과지… 처방약은 항생제 진

해 거담약뿐 그리고 안티 추가  

본인은 신기해하고 가십니다.

2018년 3월 26일 오후 6:59 291 읽음

박향숙 ♡♡

#안티플러스체험사례 

50  초반, 여자, 코감기

이비인후과 약을 아무리 달리 처방해서 먹어도 콧

물이 안 잡힘.

한방과립을 사서 병원약이랑 추가해서 드셔도 조

금은 나아지긴 했으나 아직도 콧물이 줄줄 

안티 111, 2일분 드시고 오심. 

콧물이 잡혔답니다^^ 이젠 약간 콧속이 부은 듯 추

가 구매 오셨습니다. 

아들도 비염, 아토피, 장염 호소해서 이 모든 걸 한

방에 안티, 써클 111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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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박향숙 약사님은 처음에 주로 안티 먼저 사용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명현반응이 많이 생길 터인데 상담이 잘 이루

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티를 먼저 활용하니 많은 질환에서 바이러

스가 원인인 줄은 확실히 느낄 것입니다.

그런 사례를 많이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3월 26일 오후 10:00)

② 박향숙

명현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명현프린

터 정리해주신 자료를 약과 같이 드리고 웬만

한 것은 트집 잡지 말고 패스하면서 드시라고 

합니다… ^^정면 돌파 바이러스의심질환은 

안티로… 효과 보시면 써클을 같이 드립니다. 

순서가 이상하죠…^^(3월 27일 오후 4:15)

③ 류형준 약사 

박향숙 예 순서가 반 이면 훨씬 수월할 것입

니다.

감사합니다.(3월 27일 오후 9:34)

① 류형준 약사  

위장병에도 안티만 사용하는 것보다 안티와 

써클을 병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안티의 명현증상도 줄이고 안티의 유효 성분

도 잘 전달하고 염증수복도 빠르게 진행합니

다.

감사합니다.(4월 9일 오후 2:34)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류형준 약사 네~^^ 알겠습니다.(4월 9일 오후 

2:38)

2018년 4월 6일 오후 2:34 185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체험사례 따라하기!!

노희0, 38세, 여

위장병으로 약국을 들락거리는 분(잦은 음주)

그동안 라니티딘염산염과 가레오, 반하사심탕을 두

루두루 상황에 따라 복용하고 증상을 다스려왔는데

이번엔 소용없어서 다른 거 뭐 없냐고 왔다.

3/27  안티플러스 6포 111 복용. 2일분

3/29  속 쓰림 좋아졌고, 오늘은 엉치 아래 아파서 옴.

      안티 111, 써클 222로 2일분 복용.

3/31 전과 동일하게 2일분 달래서 가져감.

4/2  엉치 좋아졌다고 안티만 달라고 옴.

     안티 101로 우선 10일분

통증엔 자신 있게 안티 111, 써클 222로 시작해서 

증상에 따라 용량 줄여가며 사용하는데 위장병에 

안티만 사용하는 건 저도 박향숙 약사님을 비롯한 

다른 약사님 사례보고 따라하기 입니다.

위에 환자분도 속 쓰림에 인상 쓰며 다니더니, 그동

안 복용했던 약을 찾지 않고 안티플러스를 찾네요.

2018년 4월 12일 오후 6:58 202 읽음

송정숙(만수ㆍ부산)

#안티플러스체험사례 

50  중반, 여성분

역류성 식도염 심하고 변비 있어서 관장약 수시로 

사 가시는 분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 치료를 위하여 안티 정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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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민

써클 없이 안티만 드셨는데 좋아지셨나요?(4

월 13일 오전 4:52)

② 류형준 약사 

그러게요.

증상이 없어지긴 했지만 뿌리가 빠진 것은 아

니니 조만간 다시 발병할 확률이 높습니다.

차도를 보일 때 아예 뿌리를 뽑아야 하는데 

잘 따르지 않으니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좋은 체험사례를 얻었으니 축하드립

니다.

무릎에 물 찬 환자는 msm을 늘리기보다 안티 

111, 써클 222로 복용한다면 훨씬 빠른 결과

를 얻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4월 13일 오전 5:46)

③ 송정숙(만수ㆍ부산)

네~ 감사합니다.(4월 13일 오전 11:23)

④ 송정숙(만수ㆍ부산)

이민  네~(4월 13일 오전 11:24)

로 작은 거 한 통 드렸습니다.

복용 중 엄청난 변을 하루에 몇 번씩 보며 겁이 나기

도 했다는군요.

위염이 10일 복용에도 많이 좋아졌다며 하도 먹는 

약이 많다며 더 구매는 안하고 그 후 가레오 500 

1일 두 번 용량으로 드시고 있는데 오늘 와서 하는 

말이 안티 복용 이후 일시에 고혈압이 없어져서 혈

압약 끊었고 위장병 없어졌고 변비 거의 다 해소됐

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혈압이 없어져서 너무 놀

라더랍니다^^

안티 복용으로 바이러스와 그 부산물이 변으로 엄

청 쏟아진 후 몸이 급격히 회복되었다고는 생각되

나 이렇게나 빨리 회복되는 경우도 있나 봐요~

또 다른 분의 경우입니다.

60  중반, 여성이신데 무릎에 물이 차서 안티, 써

클 정량으로 한 달째 복용중입니다. 덕분에 손주도 

돌보고 집안일도 할 수 있다며 감사인사 하시네요.

아직 완전히 물이 빠지지는 않아서 이번에는 msm

제제 같이 드셔보시라고 같이 드려봤습니다.

조금 더 빨리 나으시라고…

2018년 4월 18일 오전 10:38 164 읽음

박향숙 ♡♡

#안티플러스체험사례 

45세, 여자, 감기 후 기침

감기약을 수번 병원 약 먹어도 인후통과기침이 멈

추지 않아 안티 111 3일분 드림. 

하루 병원약이랑 같이 먹고 바로 좋아졌답니다. 

넌 신기하고 고맙다고 오늘 일반 약 사러 오시면서 

말씀해주시네요♡



① 유남희

좋아요.(4월 18일 오전 10:39)

② 김현선

감사합니다 ㅎ(4월 18일 오후 2:02)

③ 류형준 약사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 B형 바이러스, 리

노바이러스까지는 안티플러스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감기에 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티플러

스가 독감에 좋은 식품으로 확인된 것이겠지

요.

약이 아니라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알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니 세상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18일 오후 2:45)

① 류형준 약사 

55세이면 서서히 무릎도 아프고 여러 가지 퇴

행성 질환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나이입니

다.

어쩌면 처방약은 늘어나지만 증상개선은 쉽

지 않고 오히려 증상에 증상을 더하는 악순환

에 빠지기 쉽지요.

무릎 통증과 안구 충혈이 개선된다고 하니 축

하드립니다.

본인 스스로가 치유를 경험하면 자신감과 실

력이 한꺼번에 상승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18일 오전 2:58)

마침 약사공론에 딱 맞는 기사가 올라있어 소소하

지만 올립니다♡♡

2018년 1월 17일 오후 5:19 209 읽음

이경미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저 자신의 치험례입니다. 55세, 여 

1년 전부터 무릎이 가끔 삐걱하고 바닥에 앉을 때 

양반다리하면 당기고 아팠음.

몇 개월 전부터는 낮은 쪽에 있는 약 꺼내려고 쪼그

려 앉으려 할 때 무릎이 뻣뻣하고 당겨서 쪼그려 

앉을 수 없었음. 6개월 전쯤 전부터는 왼쪽 눈이 

자주 충혈되고 뻑뻑하고 건조해 안과 검진 받았으

나 별 이상 없다함. 평소 복용중이던 효소제와 유산

균에다 안티, 써클 1포씩 아침, 저녁 복용함.

한 달 보름 정도 지난 후 쪼그려 앉을 수 있게 되고, 

눈 충혈도 없어 졌음. 아직 완벽하게 좋아지진 않았

지만 80프로 정도는 개선되었음. 본인을 포함해 가

족들이 먼저 먹어보는 게 안티, 써클에 한 확신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2018년 1월 18일 오전 9:01 238 읽음

곽명애♡ 등포21세기약국(김정호)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84세, 여성, 친정어머니

평소에 늘 가래가 심해서 기침을 많이 하고 휴지에 

자주 가래를 뱉으십니다.

작년에는 넘어져서 다리 쪽에 골절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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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간혹 비염이 좋아지면서 코피가 나고 기침, 

가래가 개선되면서 가래에 피가 섞이고 몸이 

좋아지면서 변에 피가 섞이는 경우가 종종 있

습니다.

아마도 스스로 사혈요법을 행하는 것은 아닐

까 생각됩니다.

울체된 혈액이 출혈을 통해서 개선되거나 모

세혈관염이 좋아지면서 출혈이 생기는 것으

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크게 문제될 증상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의 오래된 기침가래도 개선되고 다리 

저림도 개선되니 보람될 것입니다.

어머님은 자식이 그런 약사인 것이 자랑스러

울 것입니다.

곽명애 약사님처럼 보람된 약사 자랑스러운 

약사님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1월 18일 오전 9:3)

② 곽명애♡영등포21세기약국(김정호)

선생님 말씀 어머니께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

다~ 아침에 출근 후 8시에 항상 전화 드리는

데 요즘 전화목소리가 아주 씩씩하십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1월 18일 오후 

2:21)

평소에 감기약 자주 드시고 골절 후에는 진통제도 

드십니다.

처음에 등포 강의 듣고 두 약에 해서 잘은 모르

지만 엄마를 꼭 드시게 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알약을 싫어하시고 더구나.

약 알 개수가 너무 많아 복용하기 힘들다고 투정 

많이 부리셨는데 지금은 다행히 잘 드십니다.

복용 후 한 달 되었는데 기침도 많이 줄어들고 가래 

끓는 것도 많이 줄었다하십니다.

오른쪽 다리 저린 것도 조금씩 나아진다하십니다.

며칠 전 가래에 피가 조금 나왔는데 그날 변에서도 

피가 조금 보 다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오후 1:04 150 읽음

박향숙 ♡♡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75세, 오♡♡, 여자, 위장병

본인말로는 위장병 말고는 넘 건강하답니다. 위장

병만 고쳐주면 뭐든 다 하겠다고 하십니다. 물론 

안티, 써클 정량해로 한 달분 드렸습니다. 속이 뒤

집어진 상태라 병원 약 드시면서 같이 드시라고 했

습니다. 7일 정도를 병원 다니시면서 고생하셨습니

다. 비싼 약 먹고 있는데(안티, 써클) 언제 좋아지냐

고 아우성… 그 후로 안 오셨어요. 한 달 거의 지난 

후 진경제 처방을 가져오셨어요. 직원이 '약사님 안

티, 써클 드시는데 위장약 처방가지고 왔어요' 직원

도 안티, 써클이 위장의 최고 약으로 알아가고 있습

니다^^헐 무슨 일이지??? 매운 김치찌개 먹고 탈

이 났다합니다. 본인도 익히 설명을 했기에 잘못을 

인정합니다. 평생을 괴롭히던 아랫배 부글부글하

는 것이 사라졌답니다… 오늘도 비싸다고 아우성 

일단 시작했으니 재발하지 않게 고쳐야 한다. 설득 

3일분 남아있으니 그때 온답니다. 이런 분들은 꼭 

전화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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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전 설득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한 방법이라

는 걸 믿게 되면 저절로 됩니다.

감사합니다.(1월 18일 오후 2:40)

② 박향숙

아 그렇군요. 설득이 아닌 이해로 ^^ 접근법

을 다시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1월 18일 

오후 9:07)

① 박신희

복용량은요?(1월 18일 오후 4:41)

② 정옥란

아침, 저녁 1포씩 드시고 있어요.(1월 18일 오

후 5:09)

2018년 1월 18일 오후 4:07 140 읽음

정옥란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30  후반, 여자, 키 160 정도에 많이 통통하고 얼

굴, 다리 부종 심함. 

평소에 산부인과 염증약 자주 복용

안티, 써클 30포 2통째 복용중

피로감 줄고 산부인과 염증과 부종에 효과 좋음.

얼굴색도 많이 좋아졌음.

2018년 1월 18일 오후 9:26 289 읽음

오시영

#안티플러스와써클4.u체험사례

 

1. 오래된 장염.

지난 주말 제약사 직원이 코에 염증이 생겨 아프답

니다.

가만히 보니 코의 염증보다 턱의 염증이 더 문제로 

보 습니다.

살살 물어보니 오랫동안 장염으로 고생하고 있다

하네요.

하루 2~3회 이상 활변, 변의 느끼면 사르르 배가 

아프고, 배변 후의 후중이 있고~~

요거 낫게 해주고 싶어서

안티, 써클 우선 222 먹고 화요일에 다시 오라고 

했어요.

오늘 전화해보니 하루 2번 101로 아직 먹고 있다하

네요~ㅎ

근데 코 염증은 당연히 나았고 장의 염증은

a. 활변이 연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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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성기능부전까지 

지난번 이나주 약사님의 체험사례에서도 노

총각이 원하지도 않았던 성기능 개선으로 불

평한 사례를 올렸는데 성기능부전에도 좋은 

치유사례가 되었습니다.

여동생의 경우에는 다리가 얼음장처럼 차고 

통증이 심하고 유방섬유종이 심하다면 당연

히 바이러스 감염증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

다.

이후 안티와의 병용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1월 19일 오후 8:24)

② 유영일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위해….

참고해주세요.

75세, 남자, 70kg

성기능개선제를 항시 염두고 두고 양제를 

고르시는 분입니다. 

발기는 되나 지속이 안 되는 분입니다. 

안티 1, 써클 2 2회, L-arginine 3g*2회,

한 달 복용 후 효능 향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이에 따라 세포의 활성도가 다르므로 참고

하시어 이런 분들은 장기로 가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복용해야 효과가 있을지 궁

금하네요…

장담하고 드리면 계속 드시겠다고 하는데…

(1월 19일 오후 11:54)

③ 류형준 약사 

유영일 나이에 따라 등급이 높아질 수 있지만 

b. 배변횟수는 1일 1~2회로

c. 배변 전 사르르 통증이 없어졌고

d. 후중이 거의 사라졌다하네요.

안티로 균 잡고 써클이 장벽의 헤어진 세포를 회복

시키고 있네요.

2.급성 장염

92년생 건장한 청년이 중국에서 게를 먹고 오는 길

인데 설사를 수 없이 했다며 노래져서 방문.

안티 222 5회, 지사제 10캅셀

다음날 저녁 방문하여 무른 변 1회 봤으나 속이 부

글거리고 가스 차오른다하여 이담제와 안티 222 

3회분 더 줌.

전화로 확인하니 그 후로는 편하게 잘 먹고 좋은 

변 봤다며 밝은 목소리^^

장염에 쓸 무기로 안티가 훌륭한 역할을 하리라 확

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오후 4:38 262 읽음

박향숙 ♡♡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50  후반, 남자, 경찰관, 피곤, 성기능부전 

한눈에 봐도 넘 건강하고 젊어보이심. 인상도 좋고 

걱정이 없어보이심.  

약간 피곤한데 좋은 약 없느냐고 하시면서 드시는 

약 사진을 쫙 보여주시는데 없는 게 없을 정도  

이 모든 약 효과를 높이시려면 안티, 써클을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림. 정량으로 10여일 드신 후 드디어 

고민을 말씀하시네요. 성기능부전에 좋은 약 달라

고 아르기닌 성분 추가해서 안티, 써클 정량복용 

후 20일째 오심 몸이 왠지 모르게 가볍고 부부생활

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면서 여동생 다리가 너무

도 얼음장 같고 통증이 심하고 유방 섬유종이 심하

다고 써클 먹어야 되겠죠? 하시네요. 동생 약까지 

챙겨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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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나이가 절 적인 기준은 아닙니

다.

성기능장애도 등급이 있는데 어디에 속하느

냐 입니다.

1. 단순하게 고환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2. 부신피질의 기능까지 떨어진 경우입니다.

3. 뇌하수체전엽의 기능까지 떨어진 경우입

니다.

1과 2의 경우는 안티와 써클로 개선이 가능합

니다.

단 3의 경우는 뇌질환이므로 하위 80%의 질

환이 아니라 상위 20%의 질환이므로 안티와 

써클보다는 체질을 확인하고 음식도 가려야

하는 상위 처방이 필요합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활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1월 20일 오전 7:37)

④ 박향숙

아 ~네 일단 써클 용량 조절 001, 101, 111, 

202, 222로 최 한 올린 후 안티를 드릴 계획

입니다.(1월 20일 오전 9:33)

① 김부권

연세로 보면 전립선염보다는 비 증이 아닐

까요?(1월 19일 오후 8:33)

② 류형준 약사 

김부권 전립선염이든 전립선비 이든 치유의 

관점에서 보면 결과는 같습니다.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증이 있고 오래되면 바이러스감염증이니 

바이러스를 없애고 림프순환촉진으로 염증

주위에 있던 노폐물과 염증물질들을 배출하

고 부종을 개선하면 염증은 깨끗하게 소실됩

니다.

그러면 병명에 상관없이 증상은 개선됩니다.

2018년 1월 19일 오후 8:22 266 읽음

오시영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전립선염.

44년생, 남성.

전립선염으로 야간에 소변보러 4~5회 일어나야 한

다며 귀찮고 질 낮은 수면으로 인한 피곤함을 호소.

다니던 종병에서 수술 권유.

1월 6일부터 안티 111, 써클 222로 시작.

오늘 아침에 1월 17일부터(꼭 10일 후) 야간뇨 1회 

보고 소변보기가 시원스럽다며 화색~

아팠던 왼쪽 어깨도 편해졌다고 하시네요.

좋아하는 술도 확실히 끊고 완전히 낫게 도와주면 

따르겠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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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게 바로 치유입니다.

상기 예에서도 전립선염이 좋아지는데 이야

기도 하지 않은 왼쪽 어깨 통증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립선염과 견비통의 차이는 전립선염과 전

립선비 증과의 차이보다 훨씬 큽니다.

감사합니다.(1월 20일 오전 7:26)

③ 류형준 약사 

오시영 약사님

또 한분의 행복바이러스감염자를 만들었군

요.

행복바이러스는 감염을 시킬수록 본인도 증

상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런가요?

저도 행복바이러스의 원조라서 더불어 행복

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20일 오전 7:30)

① 류형준 약사 

참 행복하시죠?

저도 더불어 행복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약국에서 늘 있는 일들일 것입

니다.

이렇게 행복한 약국들이 많아지면 한민국

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1월 22일 오후 8:05)

2018년 1월 21일 오후 8:02 249 읽음

전기출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62세, 남

일과 중에 시간이 없어 병원에 가기 힘드신 분이 

전신통, 인후통, 기침, 비염, 발열까지 많은 증상으

로 일주일간 소염진통제 근이완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를 증상에 따라 복용했으나 낫지 않는

다고 남은 약 버리고 다른 약으로 달라는 환자에게 

남은 약 그 로 드시고 안티 111과 써클 111을 같이 

드시라고 했는데 다음날 저녁에 와서 많이 나았는

데 설사한다고 하소연… 다시 써클 202 하루 투약

해서 설사도 멈추었고 다른 증상들도 거의 사라졌

는데 자부심이 생기네요. 오늘도 감사할 따름입니

다^^

2018년 1월 22일 오전 9:10 254 읽음

곽명애♡ 등포21세기약국(김정호)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지난 1월 8일 2번째로 올렸던 61세 여성분입니다~

뒤통수 아래 부분이 양쪽 모두 부어있고 뜨끈뜨끈

했던 분입니다.

위의 증상은 약 드시면서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달 치씩 약 가지러오셨네요.

이분이 혈압, 당뇨, 고지혈증약 드시고 체중이 많이 

나가서 디에타민도 드십니다.

처음 몇 달은 체중조절이 되었는데 요즘은 거의 변

화가 없었다합니다.

안티, 써클 101로 한 달 복용 후 체중이 4킬로 정도 

줄어들고 혈압이 20정도 떨어졌다합니다.

천기누설 책 41페이지, 림프순환촉진으로 조직압

을 내리면 혈액순환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원활하

게 하고 모세혈관의 저항을 낮춰서 혈압강화에 도

움을 준다(오시  약사님께서 선생님 책을 읽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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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윤애숙

처음에 읽었을 때보다 제품을 쓰면서 책을 읽

으니 의미가 더 와 닿습니다.(1월 22일 오전 

9:14)

② 오시영

역시~~ 곽 선생님 최고에요~♡

행복하시겠어요^^(1월 22일 오전 10:46)

③ 류형준 약사 

곽명애 약사님 최고입니다.

오시영 약사님도 최고입니다.

이제 고혈압에 도전하는 약사님이 계십니다.

각탕법을 하게하면 즉석에서 혈압이 떨어지

는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1월 22일 오후 7:57)

① 류형준 약사 

낫고자하는 증상이 바뀌면 원하던 증상은 이

미 좋아진 것은 모두 아시죠?

거의 15일 정도 만에 안티, 써클을 먹은 것인

데 20년 된 허혈성뇌경색이 개선되다니 정말 

감동입니다.

이런 체험사례가 올라올 때마다 약사님들의 

능력, 세포의 위 함에 감동합니다.

오시  약사님 덕분에 오늘 또 큰 진화를 합

니다.

감사합니다(1월 23일 오전 6:55)

읽으라고 해서 요즘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 로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22일 오후 11:53 242 읽음

오시영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허혈성뇌경색환자의 치유과정입니다.

61년생, 157cm, 59kg

Hb 12.0

20여 년 전 유산 후에 한차례 마비가 온 후 허혈성

뇌경색 진단받았답니다.

일 년에 수회 과로하면 발작처럼 맥이 빠져 팔 다리 

꼼짝 못하고, 머리가 흐리멍덩해지고 눈이 흐릿해

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답니다.

이명, 갱년기열감, 고지혈, 경계성당뇨, 피로감, 부

종도 있습니다.

1월 8일부터 안티, 써클 101과 조혈 양제 복용 시

작했습니다.

(써클을 111로 복용하라하니 하루 세 번은 곤란하

고, 한 번에 두개씩 먹는 건 힘들고~~에고)

오늘 남편일로 전화 주셔서 말씀하시길 

"선생님 내 어깨가 없는 것 같아요~" 

엥?

아팠던 어깨가 너무 편해져 어깨가 없는 것 같다네

요~

지난주 일이 무지 힘들었는데 환자의 표현 로… 

"발작증이 또 오는 것 같아서 겁났는데 진땀만 나고 

너무 쉽게 지나갔어요. 몸이 너무 가벼워 살 것 같

아요~귀에서 매미소리 나는 거만 낫게 해 주세

요~"

뇌경색 발작?만 안 나면 살겠다던 분이 이제 이명

만 나으면 좋겠달 정도로 희망적이 되었어요.

이제 시작이지만 환자의 치유과정이 기 됩니다.

위의 여러 증세들도 하나씩 없어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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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윤애숙

신생아에서 쑥쑥 자랄 일만 남았네요.ㅋ

축하합니다.^^(1월 24일 오전 9:39)

② 이미경

약사님, 도 참 재미있게 쓰시네요~^^

(1월 24일 오후 1:46)

③ 박향숙

치유도 감동이지만 약사님 이 정말 재밌어

요(1월 24일 오후 2:05)

④ 류형준 약사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많이 주무시면 신생아라고 표현했을

까?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신경 쓰 을까?

그러던 아버님이 좋아지시니 가족 모두가 행

복하시죠?

하현아 약사가 악사가 될 것을 부모님이 자랑

스럽겠네요.

또 하현아 약사님도 약사가 된 것이 많이 보

람되고 행복하시겠지요?

저도 여기 계신 모든 약사님도 더불어 행복합

니다.

감사합니다.(1월 24일 오후 3:26)

⑤ 권명선

류 약사님께서 피, 땀, 눈물로 만든 안티, 써클

을 우린 류 약사님의 큰 사랑이 있어 무상으

로 활용하고 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1월 24

일 오후 8:3)

⑥ 류형준 약사 

저와 여러 약사님의 노력이 함께 모아져서 결

실을 맺고 치유의학의 뿌리를 단단하게 합니

2018년 1월 24일 오전 9:23 286 읽음

하현아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남, 77세, @cm, 75kg

마이 퐈더.

좀 어떠세요? 하면

늘 같은 답.

뭐가 이렇게 좋은 게 있다냐아옹.

덥석덥석 잘도 집어가시네요.

전립선비 증, 빈뇨, 빈변, 치질(외치핵), 머리떨기

한쪽 팔 차렷 자세로 펭귄처럼 뒤뚱뒤뚱 걷기

먹고 바로 싸고 자고 또 자고 

거의 모든 생활을 침 와 화장실과 식탁만 왔다리

갔다리.

기면증도 아닌데 낮이나 밤이나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신생아마냥 사셨어요.

엄마께서는 그래도 수족 온전해서 수발 안 들어도 

되니 얼마나 다행이냐 하실 정도 네요.

안티, 써클 잡수어 보시라 하니 차라리 치질수술하

고 말지 하시더니

안티, 써클 한 포씩 두 번 한 달 정도 드시기만 했을 

뿐인데

어제는 고맙다고 밥도 차려주시고

제가 싫어하는 라면스프 넣어서 국도 끓여주시네

요.

얼마나 가볍게 사뿐사뿐 다니시는지.

눈길에 넘어져서 타박상 입으셨는데 그것도 바로 

나으셨구요.

화장실도 덜 가도 돼서 너무나 편하다고.

잠도 많이 안주무시고.

치질수술 안 해도 되겄다. 안 아파야. 하시네요.

뭘 넣어서 만들었다냐 하시길래

(((피, 땀, 눈물…)))

흐어엉. 약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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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사합니다.(1월 25일 오전 11:23)

① 류형준 약사  

곽명애 약사님도 행복바이러스 감염의 초기증

상이 나타납니다.

혈압강하제도 아닌데 혈압이 정상화되고 있

고 다이어트제품도 아닌데 체중이 줄어드니 

신기하고 약사로서 보람도 생기고 행복하지

요.

저도 덩달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25일 오전 9:25)

② 곽명애♡영등포21세기약국(김정호)

약국에 오는 분들은 바이러스를 치료해주고 

저는 반 로 행복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이

네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1월 26일 오전 8:22)

① 류형준 약사  

제 생각에는 김동미 약사님이 선택하신 안티 

111과 안중산, 우루사의 처방보다는 안티 

2018년 1월 25일 오전 9:06 176 읽음

곽명애♡ 등포21세기약국(김정호)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지난번 올렸던 36세 노총각

이틀 분씩만 약을 가져가서 먹다가 중지하면 어쩌

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한 달 넘게 약을 꼬박고박 

챙겨먹고 있습니다.

며칠 전 61세 여성분 체중도 줄고 혈압도 내린 이야

기를 들려주다가 자세히 보니 얼굴도 좀 가늘어 보

이고 배가 늘 불룩했었는데 쏙 들어간 느낌이었습

니다.

워낙 옷들을 많이 입는 계절이니 잘 표시가 나지 

않았지요.

혹시 살 빠지지 않았냐고 물으니 약 5킬로 정도 빠

졌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병원에서 혈압이 150이 좀 넘

으니 약을 복용하라했는데 안 먹고 버티고 있었는

데 요즘에 130 로 떨어졌답니다.

약 먹고 몸이 가벼워졌다고만 했었는데 체중이 줄

고 혈압이 내려가고 있었으니 몸이 가벼워지는 거 

같습니다.

책을 좀 읽으라고 했는데 책 얘기만 하면 줄행랑을 

칩니다.

통풍기도 있어서 각탕법을 같이하면 참 좋겠는데 

바쁘다 핑계를 계속 고 있네요~

최근에 두 분의 체중감량과 혈압강하효과~ 신기합

니다~~~

2018년 1월 25일 오후 7:45 270 읽음

김동미(신보건약국.인천남구)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50 , 여

피로감 극심. 추위 많이 타고 어깨 아파서 소염제와 

근이완제 원하시는데 설명하고 써클 111, 안티111로 

각 20포 드림.

2일 복용 후 속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여, 우선 안티 111, 안중산 111, 우루사 100mg 101

로 드시게 하고 속 편해지면 다시 써클 드시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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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과 써클 202의 복용이 더 좋을 것입니다.

우루사와 안중산은 같이 복용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25일 오후 8:24)

① 류형준 약사  

초기 용량을 늘려서 복용한 것이 주효한 것 

같습니다.

저라면 이런 경우 초기 용량을 1회 3포, 1일 

3회로 하 으면 더 신속한 결과가 있었을 것

으로 생각합니다.

오시  약사님의 행복바이러스는 전염력이 

단해서 밴드에 계신 약사님들을 모두 감염

시킵니다…

감사합니다.(1월 26일 오후 5:32)

② 오시영

네~~

감사합니다.(1월 26일 오후 6:20)

2018년 1월 26일 오전 11:17 252 읽음

오시영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타박상과 치아탈구 치험례입니다.

50세, 155cm, 60kg, 여성

며칠 전 옆집 쌍둥이엄마가 절룩거리며 지팡이를 

짚고 들어와 처방전을 내 었습니다.

집안에서 넘어져 얼굴에 멍, 뚱뚱 붓고 무릎이 너무 

아프고 치아가 탈구되었는데 즉시 어 넣고 병원

에 다녀온다고~~

타박상보다 치아가 걱정이 되어 써클(20포) 222 드림.

어제 정상 걸음으로 오셔서 얼굴 멍, 부종, 무릎 통

증은 거의 나았고 치과에서 탈구된 치아가 잘 자리 

잡았는데 염증이 조금 남아있어 치아 위치가 조금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고 한답니다.

써클이 마저 치유시키겠지요~^^

약사님 덕분에 위기 넘겼다하네요!

우리의 "써클 FOR YOU" 덕입니다.

2018년 1월 26일 오후 12:12 257 읽음

강시현(베데스다P,경기안양)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또 저의 체험을 올립니다.

이제 안티, 써클 복용한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처음

엔 111로 먹었는데 정말 오만 데가 다 아팠습니다.

10여 년 전 넘어져서 까졌던 다리 피부가 가렵기도 

하고 질 한쪽이 몹시 아프기도 하고 왼쪽 퇴골 

뼈 속이 찌릿거리는 통증이 며칠 간격으로 수차례 

지나가고 오른쪽 무릎은 일어섰다 앉았다도 못할 

만큼 하루 종일 아프다가 며칠 간격으로 아팠다 안 

아팠다 여긴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1-2주 시점부

터는 변비가 와서 관장도 하고 생약변비약도 먹어

가며 변을 빼고 이쯤에는 너무 몸이 붓고 찌뿌둥해

서 써클을 222로 증량하 더니 한 번 먹을 때마다 

부기가 줄었고 아직도 부종은 오락가락합니다. 그

렇지만 증량 1주일 후부턴 변비가 풀려 매일 아침 

변을 본지 4-5일이 됩니다.

사실 변비로 3-40년은 족히 고생하다 최근 2년 전

에 나름 고쳐서 매일 자연 똥을 봤는데 제 로 고쳐

진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목표는 혈허증(두중감 포함)입니다. 

아직도 명현을 겪고 있고 컨디션도 좋았다 나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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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강시현 약사님이 다양한 명현사례와 개선사례

를 설명하 습니다.

명현증상이 일어난 것을 두려워 말고 시도하

세요.

감사합니다.(1월 26일 오후 10:32)

① 이민

111 하루분으로는 잘 모른다는 분이 꽤 있으

신 것 같아요.(1월 26일 오후 6:17)

② 류형준 약사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증상이 100% 나아야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보다 통증이 줄었지만 아직 아프니 그냥 안 

낫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 다른 경우는 아픈 부위가 이동하는 경우입

니다.

그러면 전에 아픈 것은 잊고 지금 아픈 것만 

이야기합니다.

이래저래 약사님이 확인할 몫입니다.

감사합니다.(1월 27일 오전 8:31)

③ 김영훈

어제 또 다른 한분이 재방문 하셨는데, 감기

에 목도 쉬어서 안티플러스, 써클 포유 각각 

111로 3일분 드렸던 분입니다. 이분도 목 쉰 

거는 거의 좋아지셨는데 감기가 안 떨어지셔

서 목 쉰 거 좋아진 거는 잘 얘기 안하시고 

감기가 아직 안 떨어졌다 이 말씀만 하시더라

고요 …

이분은 말씀하신 아픈 부위가 이동해서 현재 

아픈 것만 얘기하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안티플러스와 써클포유 드시고 목 쉰 거는 좋

아지신 거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1월 27일 

오전 9:21)

④ 류형준 약사 

김영훈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1월 29일 오후 6:11)

하지만 나쁜 것이 줄어가는 느낌입니다.

지난번 복용 중 변비를 겪으시고 있다는 어떤 약사

님이 생각나 저의 체험을 공유합니다. 아마도 장 

쪽에 바이러스 곰팡이가 꽉 껴 살고 있었던 것 같고 

혈허도 골수에 박혀있는 놈들 때문이 아닐까 해서 

장기전투를 각오합니다.

류 선생님… 환자들에게도 필요한 거지만 제게 너무

나 좋은 제제를 만나는 행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좋아지는 것 올리겠습니다.

2018년 1월 26일 오후 4:15 295 읽음

김영훈

#안티플러스와써클4.u체험사례

얼마 전에 목이 쉬어서 불편하다고 오신 여자분

안티플러스와 써클포유 1포씩 111로 드시라고 하고 

하루분 드렸습니다. 

오늘 오셔서 목이 어떠냐고 하니 아직도 목이 쉬었

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멀쩡해지셨더라고요.

그때에 비해 훨씬 좋아지셨다고 말씀드리니 그제

야 조금 수긍을 하시던데…

재구매는 안 하셨구요.

효과를 보시고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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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급성바이러스질환을 치유하니 만성질환의 

치유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발자국씩 치유의 세상을 넓혀갑니

다.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입니다.

감사합니다.(1월 27일 오후 10:34)

① 류형준 약사  

딸꾹질 체험사례는 처음으로 기억하는데 맞

2018년 1월 27일 오후 8:17 304 읽음

오시영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노로바이러스 치험례입니다.

55년생, 155cm, 55kg, 여성

1월 8일 노로바이러스 진단받고 처방약 복용중 위

장장애로 중단.

1월 15일 약국에 오셔서 복통과 설사 호소.

S상결장 주위를 눌러보라고 하니 아파서 손을 못 

댈 만큼 염증이 생겨있다.

설사를 많이 해서인지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 쌔~

하다고 함.

HB 11.9

우리에겐 안티플러스가 있으니 안티 222, 이담소

화제, 조혈 양제 10일분 드리고 날 음식, 찬 음식,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가루 음식까지 주의 또 

주의

오늘 밝은 얼굴로 오셔서 그간의 치유과정 설명.

처음 2~3일간 연변 2회

3일부터 1일 1회 배변.

오늘은 완전 바나나로 쾌변.

안티 복용 5일 후부터 등줄기가 많이 아팠는데 회

복됐다.

S상결장 주위 눌러보더니 쪼~꼼 아프단다.

약사님 그 약 더 먹고싶어요~

그리고 멀미 심한 것도 고쳐주세요~

물론 당근이죠!

이번엔 안티와 써클 같이 이담소화제, 조혈 양제 

도우미

기 합니다.

2018년 1월 29일 오후 11:50 255 읽음

오시영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오랫동안 반복되는 딸꾹질 치험례입니다.

46년생, 165cm, 52kg, 남성입니다.

거의 10년 정도 일 년에 10회 이상 며칠씩 계속되는 

딸꾹질로 고생하시는 분입니다.

딸꾹질이 시작되면 2~3일 저절로 그치길 기다렸

다가 가슴이 결리고 침이 질질 흐를 때가 되어야 

약 지어 달라고 오십니다.

꼭 제가 한약과립으로 지어드린 약만 낫는답니다

(깨알자랑 ㅋ)

1월 26일 또 딸꾹질 시작됐다며 방문.

가슴이 결리고 묽은 침을 자주 뱉어내시고~

이번엔 완전히 낫게 하자며 써클, 안티 20포(101)와 

급할 때 드시라고 청심원 2병 드림.

오늘 전화로 확인하니 어제부터 딸꾹질이 그쳤다

하네요.

2018년은 딸꾹질 치유의 해로 정하고 쭉 드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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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요?

오시  약사님이 길을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는 딸꾹질도 망설이지 말고 적용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1월 30일 오후 3:13)

① 류형준 약사  

같이 시험을 보는데 따님만 안티, 써클을 복

용하면 반칙 아닌가요?

따님이 체력이 좋아지고 여드름도 개선되고 

생리통도 줄고 시험까지 합격하 다니 정말 

행복하시죠?

자식이 잘 되면 본인이 잘 될 때보다 몇 배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 계신 약사님 모두 곽명애 약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1월 30일 오후 3:40)

2018년 1월 30일 오후 1:26 265 읽음

곽명애♡ 등포21세기약국(김정호)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22세 여성 (딸내미)

고교시절 수능준비와 지금까지 또 다른 입시준비

로 스트레스가 가득 찬 여학생입니다.

체력과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중요한 시기에 감기 

꼭 걸리고 생리통도 있고 변도 화장실에 몇 번씩 

드나들어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제일 문제는 얼굴에 여드름이 끊이질 않고 여기 저

기~

안티, 써클을 알게 된 후 주저 없이 101로 복용시작

두 달째입니다.

원래 글루콤(액상아미노산제제를 항상 아침마다 

복용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안티, 써클만 꼬박

꼬박 먹더군요.

일단 체력이 좋아지고 변을 시원하게 본다고 아주 

좋아합니다.

생리통은 첫날은 아직 진통제를 먹지만 그리 힘들

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드름은 농이 여기저기 솟아올랐는데 더 이상 솟

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올겨울 독감이 유행하는 가운데도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1월에 모든 시험을 치루었네요.

그리고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현재 유럽여행중인데 발목이 아프다고 해서 안티 

111, 써클 222로 복용하라했네요.

여행에 엄마는 같이 못가도 안티, 써클은 같이 갔네요.

지난주 단골학생 고시 공부하는데 글루콤 사러 왔

는데 써클포유도 같이 먹으라고, 자신있게 한 달분 

주었습니다.

안티, 써클 덕분에 합격소식도 듣고 참 좋은 인연입

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30일 오후 2:52 289 읽음

김은실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제 복용사례를 올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약국이 너

무 조용하네요^^

45세, 보통체격, 여자입니다.

약국 오픈하고 체력이 떨어져 나날이 힘들어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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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어깨 뭉침도 풀리고 여드름도 좋아지고 난시

까지 개선됩니다.

또 뒤꿈치 갈라짐과 각질까지 없어졌습니다.

지루성 피부염도 좋아지고 감기예방도 되었

습니다.

이 정도면 안티와 써클 자랑할 만 하지요?

감사합니다.(1월 30일 오후 3:44)

② 김은실

네 자랑할 만합니다. 진짜…

일 년 후 제 변화가 기 됩니다.(1월 30일 오

후 4:28)

쯤 연수교육에서 약사님의 강의를 듣게 됐어요.

이것도 참 인연이단 생각이 들어요.

구매신청하고 11월부터 안티, 써클 정량으로 복용

한지 석 달째네요.

일단 제일 만족스러운 건 만성적이던 어깨 뭉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늘 이것 땜에 힘들어 림프마사지도 받곤 했는데 개국

하고는 시간 없어 못 받고 늘 어깨가 무거웠거든요.

이것만해도 좋았는데 복용 한 달 지나고부터 늘 있

던 여드름이 많이 좋아졌구요.

지금은 거의 자국만 남아 있어요.

이 자국도 정량 6개월 복용 후 써클 6개월 복용이면 

거우 없어진다는 류 약사님 말씀 믿고 쭉 먹어볼려

구요.

피부과 치료보다 효과가 좋네요.

덤으로 피부 좋아졌다는 인사는 많이 들어요.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 외로 좋아진 증상은 오후 되면 난시가 심한 눈이 

늘 아프고 심하면 두통까지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

런 걸 거의 못 느끼고 지내구요.

극지성이던 저도 나이가 드니 발뒤꿈치가 건조해

지면서 올 겨울 초에는 갈라져서 피가 났었는데 신

기하게 뒤꿈치 각질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머리 쪽에 몇 군데 반복되던 지루성피부염

도 깨끗해졌어요.

개국하고는 혹시 아프면 어쩌나했는데 감기도 크

게 안 걸리게 이 겨울 보내고 있습니다.

든든한 써클, 안티 덕분입니다.

2018년 1월 31일 오후 12:01 248 읽음

오시영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6개월 전에 생긴 두드러기 치험례입니다.

61년생, 158cm, 56kg, 여성입니다.

Hb 11.0 

변 상태: 연변 1~2회.

작년 6월 킹크랩 먹고 처음 두드러기가 생겼는데 

배, 엉덩이, 허벅지, 팔에 펀펀히 부풀어 오르며 가

렵다고 합니다.

당연 의원-피부과-한의원-용하다는? ㅇㅎ약국 

다 다녀도

낫지 못하고 스테로이드 장복으로 체중 4kg 증가

와 부종, 위장장애도 생겼다고 합니다.

사업상 명현반응 두렵다하여 1월 3일 명현과 스테

로이드로 인한 간, 신장 부담 줄이기 위해 간 해독, 

신기능회복제, 유산균(과량), 조혈 양제

15일 투약 중 증세가 약간 심해지는 1차 명현반응 

겪음.

두드러기는 차도 없음.

1월 17일부터 안티 111, 써클 222, 7일 복용 후 11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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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홍

안티플러스는 드러그인포에서 찾으니까 진

해거담제로 나오는데 맞는지요?(1월 31일 오

후 2:37)

② 오시영

김홍 

안티플러스는 천연물 항바이러스제이고 식

품입니다.

감사합니다.(1월 31일 오후 2:38)

③ 류형준 약사 

오시영 약사님은 이미 행복바이러스감염증이 

심한데 또 새로운 행복바이러스에 감염되었

습니다.

환자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던 많

은 질환들이 어이없게도 두 가지 제품으로 개

선되고 있으니 신기한 매직을 보는 것처럼 느

낄 것입니다.

두드러기는 있다가 없어지는 증상이니 쉬운 

피부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시  약사님의 환한 미소가 보이는 것 같습

니다.

저도 많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1일 오후 7:07)

④ 류형준 약사 

김홍 여기서 말하는 안티플러스는 제가 개발

한 식품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1일 오후 7:52)

① 류형준 약사 

퇴행성관절염이 좋아지셨다니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2월 1일 오후 2:22)

유산균 복용 시작.

1월 24일 2차 명현반응으로 두드러기 심해지고 밤

에 너무 가려워 잠들기 힘들다고 함.

1월 31일 아침 전화로 확인하니 며칠 전부터 두드러

기가 잦아들고 밤에 푹 잘 수 있을 만큼 좋아졌다고~

한 달 내내 기다렸던 치유 메시지 들으니 가슴이 

후련합니다.

1차에 써클의 해독도 생각했지만 제가 그때는 써클

의 확신이 부족하여 늘 써온 약에 먼저 손이 갔지만 

그것들이 해내지 못한 결과를 안티와 써클이 해결

해주었습니다.

경험을 통해 배우고 확신이 생기는 과정 어두운 구

름 속을 빠져나온 느낌입니다.

우~~

가슴이 시원해지는 멋진 날입니다.

2018년 1월 31일 오후 7:04 159 읽음

최성순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일본에 계신 전도사님, 72살, 당뇨, 고혈압, 고지혈

증약을 잡수시는데 무릎이 아파서 잘 걸지 못하신

데 일주일 전에 한국에 오셨는데 써클과 안티를 하

루에 3번을 잡수시니까 몸이 가볍고 무릎도 덜 아

프셔서 오늘 일본에 가시면서 안티와 써클을 가지

고 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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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약국이니 약값을 논하겠지요.

만약 힐링센터이면 치유를 논할 것입니다.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지만 파킨슨병이 편해

졌는데 비싸다고 합니다.

전에 같으면 약값을 올려달라는 간곡한 호소

로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면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으나 생각을 

많이 해보고 난 다음에 오시라고 돌려보냈습

니다.

돌려보낸다고 생각한 사람은 절 로 그날은 

약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논하는 환자한테 가격으로 응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저 같으면 효과와 비교해서 싸다고 생각하면 

비싸다는 말하지 말고 드시고 그래도 비싸다

고 생각하면 그냥 사지마세요. 라고 할 것 같

습니다.

이나주 약사님은 제품의 가격은 비싼데 효과

는 더 비싸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제품을 판매하기가 싫어집니다.

감사합니다.(1월 31일 오후 9:24)

② 류형준 약사  

파킨슨병의 증상은 네이버 지식인에서 찾으

면 몇 개씩 나올 텐데 궁금하시면 찾아보세

요.(1월 31일 오후 9:28)

③ 이종수

류 약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나는 약사

님의 말씀에 조금도 반기를 들지 않고 토를 

달지 않겠지만 내가 그렇게 환자에게 말한 나

의 속뜻은 이분은 환자의 부인으로 어려운 형

편이지만 처음에는 자기가 먼저 기침감기 때

문에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먹다가 남편의 파

킨슨병에 우리 약 두 가지 한 달분 먹고 다시 

온 것이었습니다. 효과는 부인이 직접 좋은 

것 같다고 했고 자기의 형편상 자기도 먹고 

싶지만 남편만이라도 계속 먹이고 싶다고 말

하면서 약값을 현금으로 드릴테니 좀 깍아달

2018년 1월 31일 오후 7:35 297 읽음

이종수

#안티플러스와써클4.u체험사례

58세, 남자, 파키슨병으로 판명났음.

증상으로는 초기와 중기 사이라고 함. 

주증상은 저리고 온 몸을 조이며 갑갑하다는 표현

을 함. 

먼저 안티, 써클을 11, 하루 2회 복용시켰고 오늘 

와서 조금 편해진다고 하고요.

어떻든 간에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가격이 

좀 버겁다고 하길래 내가 책을 주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약을 창조하신 류 약사님의 마인드를 다음

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류 약사님은 먼저 한국 사람

에게는 최 한 저렴하게 약값을 책정했으며 중국

으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중국 사람에게는 두 배 이

상 약값을 책정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만약 우리 

약을 한의원에서 약을 짓게 되면 우리 약 한 달분이 

한의원에서 두재 정도 되는데 가격이 최하 40만원 

정도 들 겁니다. 라고 말해주니 인정하고 아무 말 

없이 24만원 주고 다음달에  각탕법 많이 하고 온답

니다… 류 약사님의 파키슨병으로 인한 증상에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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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부탁하기에 내가 그렇게 장황히 설명했

습니다. 한 달 약 복용하고 몸이 편해지는 약

이든 식품이든 있으면 나와보라하십시오라

고 이 부인한테 말할 수 있었던 자신감은 모

두 류 약사님이라는 빽이 있기 때문이고 남편

을 사랑하는 이 부인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입

니다.

부디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

기에 약사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곡해하

지 마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2월 1일 

오전 3:29)

④ 류형준 약사 

전에 오시던 환자의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구에서 아이랑 같이 오는

데 오실 때마다 약이 왜 이렇게 비싸나고 하

고 전에 먹이던 한의원 한약도 20만원 밖에 

안했는데 50만원씩이나 한다고 불평이었습

니다.

세 번까지 들어주고 한마디 했습니다. 

약값 50만원 가치가 없으면 오시마세요.

장사꾼도 아닌데 장사꾼 취급하시면 다음부

터는 제가 포기합니다.

전 약 파는 장사꾼이 아니고 당신 따님을 낫

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약사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니 그런 말은 다시 하지마세요.

이후로는 절  비싸다는 말을 안 하고 올 때

마다 감사인사를 하 습니다.

자긍심을 가지세요.

제품을 팔지 말고 치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치유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치유는 가격표가 없습니다.

장사는 내 필요에 의해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고 물건주고 돈 받으면 거래가 끝나는 것입니

다.

하지만 치유는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환자가 제 로 치유의 길에 들어섰는지 또 부

지런히 따라하는지 확인하고 치유되도록 안

내하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야기가 나오면 

약사님들이 환자들에게 장사꾼 취급을 받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

안티플러스와 써클4.U는 정말 30년 한약을 

공부하고 약재 분석을 하고 임상을 하면서 걸

러지고 걸러진 결과로 만든 자식 같은 놈들입

니다.

그리고 약사님들과 함께하면 더 이상 가격 경

쟁하지 않고 장사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자

긍심을 갖고 약국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

구나하고 출시한 녀석들입니다.

저 역시 30년 동안 약국을 해왔고 지금도 약

국을 하고 있고 약사임을 제일로 생각하고 있

습니다. 

제 자식도 한번은 말렸지만 올해 약 에 가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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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사님들이 올려주시는 많은 체험사례

를 읽으면서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느끼

고 또한 그 분들의 노력으로 안티플러스와 써

클4.U는 이제 품안의 자식이 아니라 모두의 

자식으로 커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제 꿈은 안티플러스와 써클4.U를 많이 팔아

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첫째 목표가 아니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제 첫 번째 목표는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도통 아무리해도 낫지 않고 약만 늘어나는 치

료의학을 최소한의 식품과 적절한 건강요법

으로 스스로 치유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

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그 목표를 약사님들과 함께 가고 싶고 

또한 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문제 삼으면 제가 장사꾼이 되

는 것 같고 약사님이 장사꾼처럼 취급받는 것 

같아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면 체험사레로 받

는 제품을 활용하시거나 제게 요청하시면 기

꺼이 제공하겠습니다. 

이종수 약사님과 환자분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접받는 게 안타까

운 마음에 장문의 댓 을 달게 되었습니다.

마음고생이 되었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이해를 구하시니 감사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하세요.(2월 1일 오전 7:17)

⑤ 이종수

약사님의 뜻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에 내 나

름 로 환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차후에는 절 로 이러한 을 올리

지 않겠습니다.(2월 1일 오전 9:43)

⑥ 정국현

인생을 배우는 들 감사드립니다.(2월 1일 

오전 9:59)

① 류형준 약사 

2018년 2월 1일 오후 7:10 235 읽음

정제규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60세, 여성분

처방전으로 매번 약 지어가시는 단골이신데 미싱

일 한다고 손을 너무 많이 써서 손이 저린다고 하여 

써클 20포 101로 드시라고 드렸더니 오늘 오셔서 

효과 좋다고 안티까지 같이 사가셨네요. 설 목이

라 손을 쉴 수가 없다하고 귀찮아서 각탕법은 못 

하시겠다네요… 이런저런 사례들로 안티, 써클 많

이 드렸는데 재구매하는 경우만 글을 쓰려구하니 

아직 많이 못 쓰고 있는데 재구매율을 높이려구 더

욱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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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억지로 써클4.U와 안티플러스를 판매하

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재구매율을 높이는 것이 첫째가 아니라 환자

를 치유의 길로 안내하려는 약사님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생기면 치유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감사합니다.(2월 1일 오후 7:39)

② 정제규

맞습니다. 약사님! 딸 머리카락은 보냈습니

다.(2월 1일 오후 7:51)

③ 류형준 약사 

정제규 잘 알겠습니다.(2월 1일 오후 8:21)

① 류형준 약사  

되찾은 젊음을 이제부터는 즐기면 사세요.

안티와 써클이 되찾아드린 젊음입니다.

나이가 먹어서 몸이 아파서 체력이 달려서 나

이만 탓하고 망설 던 일들을 마음껏 하세요.

안티와 써클은 젊음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4일 오전 11:00)

2018년 2월 3일 오후 8:49 228 읽음

박향숙 ♡♡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안티, 써클 복용 6개월, 본인

5박 6일 여행, 여행지 상 6~9도

한국에서는 워낙 한파가 심해 발 시림이 종종 있었

는데 여행지에서는 전혀 없고(원래 여름도 발 시림) 

잠자는 것 빼고는 9시부터 오후7시까지 잠깐 쉬는 

것, 식사 빼고는 하루 종일 걸음.

힘들거나 아픈데 없이 청년처럼 다녔습니다(무릎 

통증이 염려되었으나 전혀) 다리 아파서 또는 피곤

해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이 놀라운 체력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함께 동행 한 사람들에게 안티, 써클 소개해주고 

싶은 맘이 간절했습니다.

2018년 2월 3일 오후 9:58 317 읽음

곽명애♡ 등포21세기약국(김정호)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50세, 여성(본인입니다)

몇 년 전 출근 중 접촉사고

그 후부터 오른쪽 어깨 쪽이 조금씩 아픕니다.

안티, 써클 101 두 달째 복용중입니다.

첫 달에는 턱밑에 염증, 손등, 이마, 다리 등에도 

한두 개씩 염증, 변비 약간 생김.

2주 전부터 왼쪽팔 통증이 생기더니 팔꿈치를 받쳐

줘야 팔이 올라갑니다.

안티 111, 써클 222로 복용해 봐도 통증이 계속 됩니다.

첫 달 복용 중 몸살 심하게 온 날 안티, 써클을 222

로 복용하고 하루 만에 나았는데 가슴떨림이 좀 있

더군요.

가슴 떨림으로 커피도 3년 전부터 안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팔 통증 때문에 안티, 써클 222로 복용시작

그 날 저녁 선반 위에 컵을 올리다 깜짝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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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미경(예천 인제약국)

저는 안티 101, 써클 101 한 달쯤 먹다가 지금

은 안티 101, 써클 201로 보름쯤 먹었는데 아

직 변비가 안 풀리는데 언제쯤 풀렸나요?

참고로 가레오 프로바이오틱스도 먹고 있어

요.(2월 3일 오후 10:16)

② 곽명애♡영등포21세기약국(김정호)

안티, 써클을 222로 먹으면서 개선되었습니

다~(2월 3일 오후 10:26)

③ 류형준 약사  

안티는 111 써클은 222로 복용하세요.(2월 4

일 오전 10:54)

④ 류형준 약사 

온몸이 안티와 써클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

니다.

온몸이 돌아가면서 전에 아팠던 데가 아팠다

가 풀리면서 좋아지고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몸이 젊어지는 느낌이 옵

니다.

몸도 가볍고 피부도 좋아지고 체력도 향상되

어 10년 전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2월 4일 오전 10:57)

⑤ 곽명애♡영등포21세기약국(김정호)

안티 111, 써클 222로 복용하겠습니다.

10년 전 모습 기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2월 4일 오전 11:38)

⑥ 류형준 약사 

곽명애♡ 등포21세기약국(김정호) 감사합

니다.(2월 4일 오후 12:30)

① 류형준 약사  

오래된 기침에는 안티와 써클 병용이 더 빠릅

니다.

안티와 써클 병용도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2월 5일 오후 4:29)

팔꿈치를 안 받쳐도 팔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역시나 가슴 떨림이 좀 있어서 3일 후부터는 202, 

2일 복용

그 후로는 101로 복용하고 있습니다.

변비가 좀 생겼었는데 용량을 늘린 후 시원하게 매

일 봅니다.

방귀도 많이 나왔네요.

잠도 많이 늘었습니다.

내 몸의 근육을 내 마음 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번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안티, 써클을 복용해가면서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해집니다~~~

2018년 2월 5일 오후 3:20 206 읽음

박향숙 ♡♡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40 , 여, 사장님  

감기로 병원 왔다가 처방전 가지고 오심.

사실은 3개월 전부터 기침이 계속되어 힘들다고 하심. 

안티 111 일주일 드시고 또 방문. 효과 좋은 거 같다

고 또 111 일주일분 가져가심. 

그 이후 오시질 않아 궁금하던 차 이분 직원분이 

처방전 가져오시면서 안티 빈 껍질을 가지고 오셨

어요. 자기 사장님이 기침에 강추하셨다고 구입해

가시네요.

오래된 기침에는 안티가 잘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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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박향숙

아~ 알겠습니다.(2월 5일 오후 6:48)

① 류형준 약사 

윗 사진은 복용 전, 아랫 사진은 복용 후 사진

이지요.

발가락염증과 안구충혈이 치유될 때 요통도 

줄지 않았나요?

본인이었다면 개선되었을 것 같습니다.

매번 새로운 사례에 감사드립니다.(2월 5일 

오후 7:58)

② 오시영

아~~ 

미처 확인 못했네요~(2월 5일 오후 11:17)

③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와 놀라워요.(2월 6일 오후 12:55)

2018년 2월 5일 오후 5:42 307 읽음

오시영

#안티플러스와써클4.u체험사례

발가락에 생긴 염증입니다.

2월 2일 발가락 맞닿는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며 절

룩거리며 오신 고객. 50년생, 여성.

염증생긴 발가락도 아프고 왼쪽 눈의 핏줄이 터져 

토끼 눈이 되었어요.

안티 111, 써클 222 드리고 발가락보호패드 상처 

안 생긴 발가락에 붙이도록.

2월 5일 발가락 염증은 거의 나아서 안 아프고 눈은 

혹시나 해서 안과 갔다 온다네요.

토끼 눈 같이 새빨갛던 출혈자국도 거의 사라졌어요.

오래된 요통(척추공협착증)도 나을 수 있냐고 하시

네요~

2018년 2월 7일 오전 11:40 187 읽음

신현욱 부산 성약국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14살, 남자, 48kg, 아토피심함.

한약 치료 2년, 병원 치료 등 다해본 경우 좋아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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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려고 하면 써클 

222와 안티 111로 먹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빠르게 혹은 더디

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너무 증상개선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

니다.

치유는 치료약이 아닙니다.

치유는 천천히 여유를 갖고 길게 갈 생각을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하루만에 1주 만에 1달 만에 

확실히 좋아지는 경우가 부분 생기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개선에

만 초초하게 조바심내면서 기다리는 것은 제

로 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좋아지게 해결됩니다.

감사합니다.(2월 7일 오후 4:25)

② 신현욱

환자분에게도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환자분

이 조바심을 내니 덩달아 저도 빠른 호전을 

바라네요 ㅎㅎ(2월 7일 오후 7:44)

① 류형준 약사  

오래된 알레르기 비염에는 안티와 써클 6개

월이 기본입니다.

비염은 점막질환이라 증상의 차도가 빠른 부

위입니다.

증상개선이 모두 이루어지더라도 기본 기간

을 지키면 병의 원인이 뿌리째 빠지는 것입니

다.

치유의 기로 안내해 보시지요?

감사합니다.(2월 7일 오후 4:33)

② 정옥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환자들을 좋은 길 치유하는 길로 함께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2월 8일 오후 9:26)

나 발등 부위 피부염이 심함.

가려움이 심해 긁어서 2차 감염까지 있는 상태 반복

상담하여 처음엔 써클 222, 안티 111 투여하고 싶었

지만 환자분이 금전적 부담으로 111, 111로 시작. 

일주일 후 명현반응도 없고 병변 부위도 똑같다고 

하심. 써클 202, 안티111로 7일분 드렸어요. 반응이 

와야 할 텐데 약사님들의 의견 구합니다. 

2018년 2월 7일 오후 3:07 228 읽음

정옥란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50 , 여자분

남편 약 조제 중에 코감기 콧물이 무슨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는다고 함.

얼굴은 흰 편이고 기미가 많은 편 

그래서 안티, 써클 11로 2일분 드림.

며칠 후 방문, 많이 좋아졌다고 재구매함.

오래된 맑은 콧물에 효과가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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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허리부터 발까지 아픈 것은 안티와 써클 10일

분으로 해결됐는데 고혈압은 얼마나 걸릴까

요?

고혈압 치유에도 도전해 보시면 더 좋은 결과

가 기다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7일 오후 6:39)

② 김정랑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2월 7일 오

후 7:35)

2018년 2월 7일 오후 5:42 185 읽음

김정랑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51세, 여자분… 두루뭉술 살이 찐 형태

혈압약, 고지혈증약 복용…

허리 아파서 발까지 아프다고 해서 써클, 안티 101

로 10일분 드렸는데 혈압약 지으러 오셔서 약 좋더

라고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침 에서 벌떡 일어난

다고 하심…

2018년 2월 7일 오후 5:54 368 읽음

정태영(크리닉약국)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62세, 박00, 남자

1월 31일 다리 건선으로 병원 약 드시면 잠깐 좋아

졌다 더 심해짐.

학병원 갈지 피부과 갈지를 문의하시는데…

설명 드리고 병원 충분히 다니시고 안 나으시면 오

세요. 했어요.

올라온 체험례 보면서도 자신이 있지는 않아서.

옛날엔 건선환자 시도도 안 했었는데… 환자분이 

안티, 써클 설명 듣고 병원 안 가시고 드시겠다고…

안티 111, 써클 222, 일주일분.

명현반응 올 것과 6개월 드실 것 등 충분히 설명하

고 며칠 뒤 전화로 문의하니 별 문제 없이 복용.

지난달 건강 검진에서 간 효소 수치가 높게 나와 

간장약 복용하시는 중인 게 도움이 된 듯 하고요.

안티, 써클 복용 중 효소 수치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미리 설명.

2월 7일 안티 101, 써클 202로 한 달…

중간에 증상이 심해지면 점심에도 드시도록….

이렇게 효과가 빠르게 날줄은 서로가 예상 안했어요.

술 드시면 증상이 엄청 심하게 올라와 안 드시다가 

한두 잔씩 드셔보았는데도 좋아진 증상 그 로라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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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너무 좋아서 크게 웃어봅니다.

건선 어렵지 않아요.

시간만 필요합니다.

내내 설명해도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하시는 약사님들이 많았는데 약사님처럼 따

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늘 보람되고 행복합

니다.

건선 아토피 환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외치

고 싶을 것입니다.

처음 용량을 써클 222과 안티 111로 과감하

게 복용하게 한 것이 성공의 요인입니다.

초기 증상개선이 끝까지 믿고 가도록 하는 힘

이 됩니다.

좋은 사례에 감사드립니다.(2월 7일 오후 

6:47)

② 정태영(크리닉약국)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잘 아는 체험례는 많아요.

얼음길에 넘어져 발목이 퉁퉁 부은 건 써클

로… 감기 코 막혀 숨 못 쉰다면 안티 1, 써클 

2로 바로 뚫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2월 7일 오후 7:46)

일주일 만에 좋아진…. 건선 어렵지 않아요.

류 선생님 감사합니다.

체험례 공유해주신 모든 약사님께도 감사~

2018년 2월 9일 오후 2:32 176 읽음

조용권 (도아약국. 전서구)

#안티플러스와써클4.u체험사례

유선조직 이상세포증식 

18.2.6 36세, 여, 기혼, 회사원

히스토리:

- 유선조직에 이상세포증식증이라 유방외과에서 

진단받음.

조직검사는 암이 아닌 것으로 판명.

- 유즙(약간 피 섞여…) 분비… 외과에서 시술받자

고 함.

망설이고 있음… 악성으로 바뀔까 걱정하고 있음.

- 한동안 유방암제제 복용, 우울증약 복용…

지난 연말 발 골절로 깁스, 면역력 저하로 잦은 감기

증상: 오늘도 약국에 감기 때문에 들림…

심한 몸살, 컨디션난조… 등, 어깨, 목 임파선 통증.

단순 감기, 몸살약 주려다가 얘기 듣고 세포환경을 

개선하자고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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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안티 111 + 써클 222 하루분 1번 드시고 오셔

서 두통과 통증 개선이 있다고 안티 111 + 써클 222 

10회분 추가 구매함… 이담간장약 같이 줌.

문자 화 내용.(오늘, 디테일하게 표현해서)

컨디션이 어떠세요.

1. 그 약 진짜 신기해요…

왜요.ㅎ 

2. 박카스 10병 먹은 느낌? 머 그런ㅋ

어깨도 덜 아프고…

몸에 힘이 풀린듯하면서도…

덜 쳐지는 것 같고…

몸도 덜 무겁고…

3. 아침에 일어나두 덜 묵직하고…

달도 덜 뜨고.

울트라맨도 안 해도 되고…

오늘까진 그래요…~~^^ㅋ

ㅎㅎ 다행이네요 .

치유되어가는 과정 같아요.‥

먹기 불편하셔도 잘 챙겨 드세요.

4.네… 감사해요…

머리만 안 아팠음 좋겠어요…ㅜㅜ

근데… 이약은 배가 너무 불러요…ㅋ

그래도 부지런히 챙겨 먹을께요…

예.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효과도 있어요.ㅎ

 

그 는 신기한 약 

유선에 이상세포증식의 세포환경을 개선한다면 정

상세포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 만족해하

는 것에 감사하며 보람과 긍지를 느낍니다.

울트라맨은 뭐지ㅎ

사담.

유선의 이상세포증식을 검색해 보니 동물병원에서

도 수술을 많이 하는 듯.

개가 중성화에 의한 난소 호르몬, 스트레스 등 

여기서도 림프순환에 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시럽으로 만들어 힘들어하는 동물도 적용해도 될 듯.

PS: 답례품 잘 받았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

끼며 ㅎ

많은 이가 치유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

이젠 올림픽 시작이네요. 파이팅 입니다.ㅎ

몇 주 전에 강릉 갔다가 경포호랑 안목해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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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이렇게 평가해주시니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저는 단지 림프순환촉진제와 천연물 항바이

러스제를 드렸을 뿐인데 약사님들은 정말 다

양하고 유익하게 사용하십니다.

유선의 이상세포증식에 한 사례는 없지만 

안티와 써클이 세포환경정상화제인데 당연

히 작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도전해보시고 결과를 체험사례로 올려주시

면 많은 약사님들이 공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9일 오후 7:4)

① 류형준 약사  

흣흣흣

다이나믹한 오시  약사님의 웃는 모습이 생

각나서 함께 웃었습니다.

많이 아픈가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냥 그냥 그냥 아무 것도 하지마세요.

자신의 몸을 괴롭히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이제부터는 괴롭히지 말고 조금만 사랑해주

세요.

내 몸을 믿고 내 세포를 믿고 그냥 놔두면 됩

니다.

그러면 내 몸은 알아서 스스로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2월 9일 오후 8:26)

2018년 2월 9일 오후 6:09 236 읽음

오시영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고혈압과 전립선비  등등 치유 과정입니다.

61세, 170cm, 75kg, 남성입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았는데 처방약 안 드시고 안티와 

써클 111로 복용하기로 했습니다.

꼭 2주 만에 위와 같이 변화되었습니다.

림프순환이 되니 왼쪽 혈압이 더 빨리 조절이 되네

요(R-하, L-상).

참고로 Hb 16.2, VOI 100입니다.

맥동태가 가지런히 삼각형이 된 걸로 보아 심비

도 개선된듯합니다.

처음엔 고혈압만 걱정이더니 오늘 오셔서 건강검

진결과를 줄줄 설명하시네요.

1. 당뇨(공복 130) - 현재 수치 확인 못함. 아쉽~~

2. 심비

3. 전립선비  - 불편하지 않을 만큼 회복됨. 불편하

면 전립선 마사지 받았으나 최근엔 마사지 안 받음.

4. 목~어깨 근육이 늘 뻐근했는데 어느 순간 편해짐.

5. 양쪽 볼 측면에 까만 검버섯이 가득했는데 얼굴

색이 밝아지며 검버섯이 갈색으로 변하고 줄어

든 거 같다.

환자와 함께 행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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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와 환자분이 정말 기뻐하셨겠어요.^^(2월 9

일 오후 8:40)

② 류형준 약사  

이정도면 환자분이 굉장히 힘들어 했을 텐데 

수고했습니다. 

3개월 만에 균이 전혀 안 나왔다고 하니 결과

로도 보입니다.

그래도 바이러스까지 잡으려면 안티와 써클

은 6개월입니다.

또한 증상의 빠른 개선을 위해 간장약과 셀레

늄제제를 추가하 는데 좋은 결합입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가격에 부담이 있었다면 차

라리 안티 101과 써클 201로 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써클은 간세포의 세포환경을 정상화하여 간 

기능을 정상화하도록 돕고 림프순환촉진은 

자체가 림프절에서의 림프순환을 촉진하므

로 면역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안티플러스는 불필요한 면역세포의 손

실을 줄여서 면역기능을 강화합니다.

2018년 2월 9일 오후 8:20 199 읽음

박현(목포삼성약국) 여전히 공부할때~~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로컬병원에서 전립선염으로 계속 치료중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세브란스 다니시는 60  초반 전립선

염 환자.

세브란스에서 모든 항생제를 바꿔 쓰고 해도 염증

이 안 잡히고….

전립선염 치료 중 항생제 내성이 생겨서 약은 더 이

상 복용할 수 없는 상황 항생주사액도 s로 되는 주사

제 6가지만 사용가능 상태 음(r은 내성이 생겨 못

쓰고 s만 가능. 전립선염 잡는 항생제 분류라고 보호

자가 말하는데 주사제는 저 솔직히 잘 모름요).

균 검사 결과 잡균이 여러 가지 있는 상황 이게 변형

되면 상황이 안 좋게 하는 균이었다고 합니다.

피로감 약간에 빈혈증세가 있었고 추위 타는 편, 

문제는 염증수치.

타 학회 혈허개선제 헤모**, 간장약, opc로 두 달 

복용.

추위 덜 타고 피로감 개선.

그러나 염증수치 안 잡혀서~~

안티, 써클, 간장약으로 체

안티, 써클 복용 한 달 후 염증 잡히고 있다고 쾌재

(세브란스는 약 먹는지 모름).

복용 두 달 후 염증 잡히고 항생제 투여 중단

지금은 3달째 안티, 써클, 간장약, 셀레늄제제 추가

(면역력 더 높이려고)해 복용중입니다.

엊그제 수요일 로컬비뇨기과에서 검사 결과 나왔

데요.

균 전혀없음으로~~ 톡 왔네요.ㅎ

앞으로 쭉 드셔야겠죠?

염증성질환에 써클, 안티는 많은 도움되는 거 같아

서 약사님들 믿고 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장약은 필수로 투여하는 건 다들 아시죠? 탈모

나 전립선염을 일으키는 DHT를 억제하는 호르몬

이 제 로 나와야 되기 때문이겠죠)

저는 안티, 써클은 정량(11)으로만 썼습니다.

환자가 가격을 버거워 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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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용 비 효과를 계산하는 가성비로 

보면 써클을 추가해서 써야할지 아니면 간장

약이나 셀레늄제제를 써야할지 고민할 필요

가 있습니다.

치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스스로 낫

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에서 온갖 항생제로도 개선

되지 않았던 세균성 염증을 이 정도로 치유되

도록 도와주는데 가격 갖고 부담이 된다고 하

면 저라면 당연히 많이 섭섭한 티를 냈을 것

입니다.

저와 환자와의 관계는 환자가 갑이 결코 아닙

니다.

세상에 없는 것은 실현해 주었는데 약사님이 

갑입니다.

갑질은 좋아하지 않지만 충분히 낫도록 도왔

는데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쓸데없는 잔

소리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약사님들이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10일 오전 6:10)

③ 박현(목포삼성약국)

여전히 공부할 때~~

다음 달에 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부인도 드셔야 할 상황인데 급한 남편

분부터 챙기느라~~.

포인트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2월 10일 오

후 2:49)

① 류형준 약사  

급성이면 증상이 줄어들고 3-7일 정도 더 복

용하면 됩니다.

만성이면 안티와 써클 6개월이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10일 오전 10:57)

2018년 2월 9일 오후 10:43 216 읽음

이나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30  초반, 여성, 턱 여드름

턱에 여드름이 났는데 습관적으로 짜고 뜯어서 핏자

국에 성난 자국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약국에 왔음.

이전에 먹는 약 말고 연고만 원해서 항생제 연고를 

가끔 드렸는데 이번에는 연고로 안 될 것 같아서 

안티 101, 써클 101로 4일분 드림.

사 일 후 방문하 는데 성나고 피나던 것이 다 가라

앉아서 오 일분 더 드림.

2018년 2월 9일 오후 11:09 234 읽음

이나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50  후반, 여성, 감기

감기가 심해서 기도 부위가 전체적으로 너무 아파

서 숨 쉴 때마다 아파서 병원 치료받고 13만 원짜리 

수액을 맞아도 전혀 차도가 없어서 종합병원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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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번 감기에 이런 경우는 많았을 것입니다.

급성증상이니 증상이 있을 때까지만 먹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2월 10일 오전 10:58)

① 유남희

그동안 쌓아 놓으신 신뢰도 한 몫 한 겁니

다.(2월 10일 오전 11:28)

② 류형준 약사 

하하하

제가 이렇게 좋은데 오시  약사님은 얼마나 

좋을까요?

어제 올라온 가격 문제에 많이 속상했는데 약

사님들 덕분에 용기를 얻고 힘을 받고 또다시 

실을 가려고 위치를 물어보려고 약국에 들 다고 

합니다.

우선 안티 101, 써클 111 드시라고 했더니 우선 이틀

분만 달라고 해서 드림.

이틀분 복용 후에 방문해서 기도도 안 아프고 숨쉬

기가 너무 편해서 거의 다 나은 것 같다고 하심.

병원은 안 가도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이틀분 더 달라

고 하셔서 드렸습니다.

2018년 2월 10일 오전 11:17 188 읽음

오시영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무릎 통증 치유 과정과 힘이 솟는 환자의 반응 전합

니다!

40  중반, 158cm, 46kg, 여성

2월 2일 무릎 통증으로 파스 사러온 분.

언젠가 넘어져 다친 후 병원진단 상 근막이 조금 

찢어졌다는데 여러가지 치료로 잘 낫지 않는다하

네요.

꼭 파스 달라고 해서 파스와 써클 20포(222) 드림.

2월 5일 약국문 벌컥 열리며 하이톤 고함 소리~

"약사님 여기 뭐가 들어 있어요?"

써클 봉지를 쳐들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성큼성큼~~

순간 흠찔. 불안 잠시^^

고개 들어 얼굴을 보니 활짝 웃고 계시네요.

그리 오래 고생했는데 사흘도 되기 전에 나을 수 

있냐며~~

그 후 화 짐작되시죠?

책 다~ 읽었다며~~

자신은 물론 온 가족 상담.

이런 분은 다음에 오시면 안티, 써클 그냥 몇 통씩 

집어 들고 계산 로 오십니다^^

선생님들!

요즘 비슷한 상황 다반사죠?

안티, 써클로 늘 웃고 행복하시죠?

어깨 아픈 분 며칠 만에 팔이 없는 거 같다고 하고

진통제 1도 안 들었다했더니 마약 준거 아니냐느

니…

약사님 때문에 이사갈수 없다는 분,

여기 오면 꼭 낫는다며 멀리서 찾아오시는 고마운 

분…

오늘은 또 어떤 분들과 이 행복을 나누게 될까요?

제 약사 인생은 안티, 써클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로 나뉠 것 같습니다.

(ㅎ 이 표현은 후배 곽 약사 표현 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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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2월 10일 오후 10:52)

2018년 2월 10일 오전 11:31 226 읽음

김은실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13세, 남자, 160cm, 42kg, 정강이뼈 골절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우리 집 둘째가 정강이뼈

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큰 뼈는 금만 갔는데 작은 뼈는 부러졌고 문제는 

부러진 뼈가 성장판에 살짝 물려서 핀으로 고정하

는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골절 첫날 응급실에서 일단 깁스만 하고 다음날 진

료예약하고 돌아왔는데 두 군데나 골절이 있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병원에서 준 진통제랑 써클 두포 먹이고 재웠는데 

통증 땜에 잠을 못 이루고 계속 울더라구요.

두 시간 있다 안 되어서 진통제 한 알이랑 써클 한 

포 더 먹이고 겨우 재우고 다음날 병원에 갔습니다.

골절 직후 붓기 시작하던 발 종아리는 부기는 거의 

없어졌구요.

통증도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수술하고 입원했습

니다.

수술한 다음날부터 안티, 써클 101로 복용 시작했

구요.

퇴원하고 어제 일주일 만에 외래진료봤는데 골절 

부위가 깨끗하게 잘 붙었다고 하시네요.

작은 뼈도 그냥 금정도로만 보인다고 애기아빠가 

그러더라구요.

같은 시기에 발가락뼈 골절된 친구 딸은 많이 부어

서 고생했던데 써클, 안티 덕분에 빨리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3주 후라 하셨는데 2주 후에 반 깁스로 교체하자

고…

제 생각에 더 단축되지 않을까싶습니다.

우리 아들은 다행스럽게 써클, 안티를 참 잘 먹습니

다. 어른들도 힘들어하는 분이 있는데…

깁스하고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골절 부위가 정

상화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어 참 든든하고 안

심됩니다.

류 약사님의 치유의 도구란 말이 실감나는 일주일

이었습니다.

치유에 도움 되는 써클, 안티가 좋은 도구로 오래오

래 곁에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제6장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00789

① 류형준 약사 

지난번에 권명선 약사님의 3일 만에 뼈가 붙는 

기적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발목이 부러진 

것이 빠르게 치유되는 것을 봅니다.

아이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겠지만 또한 많은 희

망을 봤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10일 오후 10:56)

① 류형준 약사  

처방을 보니 모든 증상이 순조롭게 개선될 것

으로 예상됩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누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미

소 짓게 됩니다.

감사합니다.(2월 10일 오후 11:01)

2018년 2월 10일 오후 1:24 211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전립선증상

약사님 따라하기

54세, 건장한 체격 (남동생)

혈압약, 고지혈증약 복용중임.

수족냉증, 탈모, 극심한 두통으로 1년에 서너 차례 

고생함.

소변이 바로 안 나오고 마무리도 잘 안되고 횟수가 

잦아 사회생활에 지장(야간엔 이상 없음)이 생겨 

비뇨기과방문해서 검사하니 타미날 7일분 처방 후 

재방문요구.

안티, 써클 만난 지 얼마 안 된 터라 10일 정도만 

투여해도 좋은 결과가 있다는 약사님의 사례 발표

를 보고 동생에게 강권함(약 먹기 꺼려해서).

1월 31일 안티 111, 써클 222로 복용 후 5일째 이젠 

불편하지 않단다. 그래도 용량 그 로 10일 채워보

라고 했다.

오늘 완전히 편하다한다.

동생에게 건강 선물하고파서 1년을 안티, 써클과 

함께 해보려고 계획하고 약 거부하는 동생에게 발

모로 유혹했다.

다른 약사님들의 체험례를 말해주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고마운 남동생 건강은 누나가 

책임져야겠지요^^

각탕법, 호보법 강조하고 안티, 써클 각 101로 6개

월 복용한 후 그다음엔 써클로 쭉 다스려보기로 소

변에 불편함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기에, 약 거부하

는 동생이라도 따라오겠지요.

동생이 안고 있는 문제 뿐 아니라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것을 믿고 기

합니다.

세포가 제 일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

는 길을, 도구를 만났으니까요.



00790  A BOOK OF EXPERIENCES

① 류형준 약사  

이런 들을 다른 밴드에서 봤으면 당연히 자

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30년 된 동상이 단지 몇 번의 복용으

로 나아질 수 있을까요?

거짓말 같은 현실에 믿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안 믿기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개발자인데 동상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예상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까지 빨리 

좋아지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치유의 길이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 모

두가 함께 하는 우리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13일 오전 6:35)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오시영약사님♥

계속해서 안티, 써클 복용하고 계시는 중에 

동상 걸릴 상황에 노출되었어도 예전 같으면 

걸렸을 동상이 안티, 써클 처치로 나타나지 

않았단 말씀인가요~?(2월 13일 오전 9:47)

2018년 2월 13일 오전 12:50 248 읽음

오시영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웬 사진?

어제 화천 비수구미마을과 파로호 트레킹 다녀왔

습니다.

무지 추웠죠?

5시간 정도 눈길을 걷고 꽁꽁 언 파로호 얼음위에

서 놀았어요.

돌아오는 차안에서 갑자기 구토.

오늘 아침 일어나려니 허벅지와 옆구리 근육이 땅

기고 내 인생 반갑지 않은 동반자? 방광염이 오시

려하네요~

안티 1, 써클 2 먹고(평소 안티, 써클 101 복용), 2시

간 후 찌릿한 증상이 약간 느껴져 다시 써클 2 먹고 

약국에서 오후 7시까지 정신없이 바쁘게 환자상담.

방광염증상 못 느낌.

오후 7시 30분 안티 1, 써클 2 또 먹고 저녁식사 

간단히 하고 라인댄스 2시간 하고 돌아와 밴드 글 

보다가 "동상?"(아래 이선 선생님 글)

올 겨울엔 내 발가락이 멀쩡하네요.

중학교 때부터 거의 30여년을 함께하며 겨울마다 

가렵고 아파서 사혈침으로 터트리곤 했는데 이젠 

진짜 이별인가보네요.

허벅지, 옆구리 땅김은 언제 없어졌는지~

방광염 증상도 너무 쉽게 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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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오시

이명희 

작년 11월부터 안티, 써클 먹기 시작했고요~ 

이번 겨울엔 동상이 안 생겼어요.

예년 같으면 이런 추위에 발가락이 벌겋게 퉁

퉁 부었겠지요.(2월 13일 오전 10:30)

④ 오시영

추위(2월 13일 오전 10:30)

⑤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오시영 제가 50년 동상으로 고생하고 있거든

요. 안티, 써클 만난 지 아직 한 달이 안 되어

서요.

항상 괴사해서 떨어져나가기를 매년 반복하

고 있기에 ^^.

올해는 이미 심하게 걸린 상태에서 복용중이

라 그래도 괴사까지는 안 갔습니다~.(2월 13

일 오전 10:49)

⑥ 오시

이명희 안티 써클 6개월, 또 써클 6개월 같이 

써 볼까요?

다음 겨울엔 친한 친구 하나 웃으며 헤어질 

수 있어요^^(2월 13일 오전 10:59)

⑦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오시영 그러러구요~^^.

감사해요.

50년 지기랑 헤어질 준비 시작했습니다.(2월 

13일 오후 1:39)

⑧ 류형준 약사  

ㅎㅎㅎ

친한 친구 30년 지기, 50년 지기랑 헤어질 마

음이시군요?

남자들도 군 에서 동상 걸리면 평생 친구로 

살아갑니다.

그 만큼 안 낫는 것이 동상인데 가능한 이야

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치유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14일 오전 7:41)

2018년 2월 13일 오전 11:13 265 읽음

오시영

#안티플러스와써클4.u체험사례

오랜 동상으로 변형된 제 못생긴 발가락 공개합니다.

이명희 선생님, 꼭 좋아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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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살신성인이 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내년이면 변형된 발가락이 제 로 되어 있겠

지요.

감사합니다.(2월 14일 오전 7:43)

① 류형준 약사  

치유의 길을 함께 가시는 약사님들 모두가 기

댈 언덕이고 든든한 빽입니다.

각자의 사례가 모여 큰 치유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감사합니다.(2월 14일 오전 8:04)

보이시죠?

뱀 머리처럼 불룩 부풀어 변형된 넷째 새끼발가락.

둘째, 셋째 발가락 끝 모서리 볼록한 부분은 매년 

벌겋게 피가 맺혔던 자리입니다.

바닥도 변형은 되었으나 멀쩡합니다.

트레킹 마크도 보이네요~ㅋ

못생긴 발 공개해서 쑥스럽습니다.

2018년 2월 13일 오후 7:29 230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통증&감기

1) 마약같아요~ 하고 들어오는 시장에서 국밥집 

하는 아주머니. 57세, 체격 아주 좋음.

무릎 통증에 안티 101, 써클 202로 1회분 2회분씩 

가져가신다.

오늘이 벌써 7일째.

건강한 세포로 거듭나기 6개월 요법!

이후 써클 6개월 요법 소개해드리고 각탕법 강조해

서 보냄.

어깨 통증, 허리 통증, 무릎 통증에 너무 좋은 반응

에 약사인 나도 놀라고 환자는 2번 놀라는 것 같다.

처음엔 1회 복용하는 값(6천원)에 2번째 방문 시엔 

효과 빠름에

2) 감기로 고생중인 여자, 54세, 보통체격

너무 힘들다고 제일 좋은 약으로 주세요^^하시네

요.

2.10: 안티, 써클 각 111 / 2일분 

2.12: 많이 좋아졌다며 다시 3일분 달라고 오심. 우

선 2일분만 주고 명절 전에 완쾌 안 되면 안 되니 

다시 방문하도록 함.

오래된감기, 빨리 낫기를 원하는 분께는 안티, 써클

로 처방해서 돌아오는 반응이 매우 좋다.

3) 62세, 장명0님, 아로마 피부샾 운 하시는 분

무릎에서 물도 여러 번 빼고 신경외과 정형외과 두

루 다니신 분.

2.9: 무릎 통증 때문에 안티 10포, 써클 20포 가져

가서 bid 복용 중에 명절 기간에 비 한 번 더 5일

분 달라고 오셨다. 근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

왜 효과 못 보셨나요?

아니오~ 효과 좋아서 더 사가는 건데 오늘 내과에

서 간에 이상소견이 보인다고 소견서 써주며 큰 병

원 가보라고 해서 심난해서요~

치유의 길이 있으니 미리서 걱정하지 말고 검사 받

아보고 결과가지고 다시 상담해 드릴 터이니 편하

게 마음먹자고 위로한 뒤 보냄. 든든한 빽 하나 있

는 듯한 이 느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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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런 것이 바로 치유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14일 오후 9:44)

① 류형준 약사  

앗 무릎 아픈 것도 확인해야 하는데 혹시 확

인했나요?

만약 잊으셨다면 다음에는 꼭 확인하세요.

또한 간단하게 먹을 환자인데 귀찮았다면 다

음에는 귀찮아하지 말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안티와 써클을 많이 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픈 환자를 돌보는 마음은 아픈 증상에 내 

마음이 공명하고 가엽게 여겨서 건강하게 도

우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치유의 길을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

다.

환자가 건강해 질 수 있는 길은 꼭 돈이 드는 

2018년 2월 14일 오후 5:45 131 읽음

강시현(베데스다P,경기안양)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구내염, 기타염증 

40  중반, 남자, 박ㅇㅇ

가끔 제게 건강 상담하러 오시는 분인데 2주전쯤에 

구내염이 심해서 식사는 당연히 못하고 말도 잘못

하겠다며 호소

얼굴, 이마, 턱 주변 볼 옆에도 성인여드름처럼 뾰

루지가 몇 개씩 올라온 채로 내방

예전에 드리던 것들과 완전 개념이 다른 거 드리겠

다며 우선 하루 안티 333, 9포 먹고 낼 보자 했는데 

다음날 쪼금 나아졌다고 더 달라 해서 안티, 써클 

설명 열심히 해서 장복하면 몸의 미세 염증도 다 

잡을 수 있고 전신면역체계와 세포환경 정상화, 과

정 중의 다양한 명현도 설명하며 작은 포장 하나씩 

드렸는데 오늘 오셔서 그때 구내염 잘 나았다며 재

구매하러 오셨네요. 얼굴 염증도 많이 없어져서 자

국만 있고 명현은 별 다른 거 없이 손가락 발목 등 

본인이 약했던 곳이 약간 뻐근하다가 괜찮아졌다

고 하네요.

평소 구내염이 한 달에 한 두 번씩은 주기적으로 

올라오는데 어떨지 궁금하다며 들고 가시네요.

2018년 2월 14일 오후 6:47 177 읽음

김영훈

#안티플러스와써클4.u체험사례

김00, 여, 57세, 쉰 목소리

평소에 무릎관절염으로 소염진통제 처방받아 가시

던 분인데 감기 걸려서 감기약과 평소 드시던 소염

진통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 내방하셨습니다. 

처방약 드리는데 목이 너무 쉰 것 같아서 써클, 안

티 2일분 각각 111로 드셔보라고 드렸습니다. 

지난달에 그렇게 가져가시고 오늘 방문하셔서, 그

때 목 쉰 거는 좀 어떠셨냐고 물어보니 안티, 써클 

복용하고 신기하게 아주 잘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목이 쉬어서 안 좋을 때 안티플러스와 써클포유가 

1차 선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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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의 약사님의 몫이고 선택은 환자의 몫입

니다.

감사합니다.(2월 15일 오전 7:13)

② 박향숙

저도 감기로 목이 넘 쉬어 오신 70  여성 

써클 111과 한방과립 2일분 드렸는데 70% 회

복되어 오셨는데 약사님처럼 안티도 같이 드

렸으면 완전회복이 되었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2월 16일 오전 6:07)

① 류형준 약사  

이런 분들은 강경애 약사님처럼 써클만 222

로 먼저 먹게 하거나 

권명선 약사님처럼 써클 222, 안티 111로 먹

게 해서 초기에 증상개선을 유도하는 것도 좋

은 방법입니다.

자 업인 식당을 못 하실 정도이면 매우 심할 

것인데 2개월 복용하고도 효과를 모르겠다면 

용량을 증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라면 안티 111과 써클 222로 증상개선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난 후 안티 101과 써클 

201로 진행할 것입니다.

참고해 보세요.

감사합니다.(2월 15일 오전 7:19)

2018년 2월 14일 오후 7:17 186 읽음

신선희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70세, 식당 여사장, 무릎관절염으로 식당에서 일을 

못해서 쉬심.

병원 약은 드시기 싫고 그간 좋다는 곳에서 한방과

립 양제 많이 드셨다 함. 써클, 안티 취급한지 얼

마 안 되어 선생님 책과 믿음으로 권했다. 여태 드

시던 양제 다 중지하고 오로지 2제품만 드시고 

효과가 어떤가 보겠다고 하심. 속으론 걱정 단골도 

아닌데, 2개월 드신 후에 효과 모르겠다고 짜증, 

환자는 큰 기 에 효과를 잘 모를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좋아진 점 알려드렸더니 그제야 수긍 지금 

5개월째 복용. 1년 동안 드실 것 알려 드리고, 지금

은 식당에서 일하시고 손님도 소개하셔서 써클 전

도사라고 부른다. 오늘 내 무릎이 언제 부드럽지? 

나이 생각 않고 욕심이… 

2018년 2월 14일 오후 9:15 302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통증은 물론 혈당까지 내려간 사례(6일 정도 복용 후)

김0환, 69세, 남자, 체격이 아주 크심.

목 디스크 수술과 왼쪽 어깨 인  2군데 끊어진 곳 

수술을 동시에 받은 지 15일째 되신 분.

동네 의원에서 통증 때문에 처방전 가지고 들어오시

는데 인상이 아주 험악하게 일그러진 모습이시다.

표정에서 고통의 강도가 전해온다.

2월 6일: 처방전 약으로는 해결될 수 없겠고 안티 

111, 써클 222로 10회분을 드림.

2월 9일: 약국에 들어오시는데 표정을 봐도 좋았구

나 느껴진다. 다시 10회분 드림.

2월 14일: 커다란 키에 덩치도 크신 분이 방긋 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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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혈당이 줄어드는 것은 알겠는데 단지 6일 만

에 인슐린을 줄이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혈당강하제를 줄이는 것은 많이 들었지만 인

슐린을 줄이는 경우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 생

각됩니다.

약사님 같은 분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한 분이 열 분이 되고 열 분이 백 분이 되고 

백 분이 천 분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

니다.

진정으로 환자를 도울 수 있고 치유의 길을 

함께 하는 약사님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을 선

물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15일 오전 7:40)

들어오신다.

목 디스크 수술한 곳의 통증이 심했는데 ,어깨도 

목도 이젠 살 것 같다고 하며 웃으신다. 

안티, 써클이 거기만 치료하는 약 아니라고 림프순

환과 세포이야길 오늘에야 해드렸다.

환자분 왈, “인슐린 맞고 있는 당뇨환자인데 평상

시와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제부터 용량 줄여

서 맞았다며, 혈당이 내려간 적이 그동안 없었는데 

이상하네~” 했단다.

혹시 이 약 덕분일까요? 하신다.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몸의 리

모델링 프로그램, 치유의 길에 해 안내해 드렸다.

안티, 써클 만나면서 통증에 해선 짧은 시간이지

만 직접 경험과 동료 약사님들의 체험사례들로 인

해 확신이 선다. 걱정 안하고 당당하게 웃으면서 

안내하고 있다. 방금도 가운데손가락이 퉁퉁 붓고 

통증이 심해 힘들다며 파스랑 진통제 사러 오신 아

파서 병원 다닌 지 열흘정도 되었다는 맛집 아주머

니에게도 웃으며 일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하며 111, 

222 전해드렸다. 파스도 안 드리고^^.

환자들의 웃는 모습을 보니 행복하네요~~^^

모두모두 고맙습니다.

혈당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2018년 2월 15일 오후 3:22 242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여드름&통증.저림

32세, 문승h, 여자

2/3 마스크를 근무 중에 계속 착용하고 일해선지 

마스크 쓴 얼굴 주위로만 여드름처럼 다 올라와서 

밖에 나와서도 마스크를 못 벗고 다닌다고 찾아옴.

안티 111, 써클 111로 10회분 주며 결과보기로~.

2/10 약국에 왔는데 얼굴은 80% 깨끗해진 상태이다.

더 복용하려고 왔는데 약국 문이 닫혀있어서 못 먹

었다고~

근데 오늘은 고민이 얼굴이 아니고 마사지 일이 직

업인데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손목이 붓고 통증이 

생겨 좋은 관절 양제 하나 추천해달라고 방문했다.

양제보다 안티 101, 써클 202 용법으로 다스리자

고 설명했다.

여드름에 복용했던 안티, 써클을 왜 손목 아픈 데도 

쓰는지~,림프순환에 해 설명하고 각각 소포장 

한통씩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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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종합병원에서 탈출하기 시리즈로 만들어도 

책 몇 권은 나올 것 같습니다.

2018년 무술년에는 환자들의 칭찬과 행복한 

미소가 약국에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2월 15일 오후 11:02)

① 류형준 약사  

이런 체험사례가 올라올 때마다 치유의 길이 

올바른 길임을 확인합니다.

진통제와 이뇨제를 쓰지도 않았는데 통증도 

없고 부종도 없었습니다.

증요법이 아닌 세포환경 정상화를 통한 치

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16일 오후 12:03)

2/14 명절기간 먹을 수 있게 써클 소포장 한통만 

더 주셔요~ 평소보다 일 량이 많아졌는데도 괜찮

아요^^.얼굴은 깨끗한 상태!

씩 웃고 나가며 다 먹고 다시 올게요.

공주님께 안티, 써클 6개월과 이후 써클 6개월 치유

의 길 안내해주었다.

2/15 문승h님이 엄마랑 함께 방문함.

Why?

엄마랑 아빠가 모두 림프순환에 문제가 많은 것 같

아 상담하러 왔단다.

아빠랑 엄마도 치유방법 시작해 보시겠단다. 딸이 

좋아지는 것 보시더니 별 설명 없이 선택하신다.

다음엔 언니 데리고 올게요 하며 웃으며 약국 문을 

나선다.

승h 네 가족이 안티, 써클과 함께 더욱 행복해지시

길 두 손 모으며 -()-

몸이 종합병원인 승h엄마의 소식!.

전해오는 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16일 오전 11:19 156 읽음

최성순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59살 남자 공장에서 일하다가 얼굴을 다쳐서 써클 

2포와 안티 1포를 하루에 3번 먹고 다음날에는 얼

굴에 부종도 없고 자국만 남아있어서 환자도 많이 

부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신기하게 부기도 없고 

아프지도 않다고 해서 림프순환과 독소배출, 세포

재생의 효능효과가 알 수 있는 좋은 사례 습니다.

2018년 2월 16일 오후 6:47 310 읽음

이영구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약사 본인 체험입니다. 

72세, 여

제품 받자마자 작년 12월 16일부터 다음 증세 때문 

안티, 써클 101로 복용중입니다.

1. 고등학생 시절 다친 무릎 인 가 약해져서 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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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12월 16일부터 먹기 시작했으니 이제 2개월 

지났습니다.

인 도 복원되고 쥐젖도 없어지는 중이고, 알

레르기는 없어지고 머리까지 납니다.

이 모두가 증요법이 아닌 치유의 길에서 만

나는 좋은 친구들입니다.

새삼 치유의 길이 왜 우리가 함께 가야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2월 17일 오전 6:14)

걷는 것은 괜찮으나 층계 오르내릴 때는 힘이 없어 

무릎에 손을 얹어 힘을 주고 한발씩 걸어야 함.

결과: 무릎의 힘이 예전보다 80%는 생긴 걸 느낌. 

인  복원이 되나봅니다.

2. 목 주위에 쥐젖이 1개는 손으로 잡아당기면 크게 

3~4mm 정도 서너 개는 자잘하게 난 것이 없어지

질 않는다.

결과: 자잘한 것은 없어지고 큰 것은 손에 촉지 될 

정도로 작아짐.  

3. 급성으로 원인 모를 알레르기로 얼굴 전체가 가

렵고 붉어지고 두들 두들 돋아나온 것이 10일 이상 

계속됨.

결과: 안티, 써클 복용 후 7일도 안돼서 증세 없어짐.

4. 이마 윗머리가 빠지는지 이마가 넓어지는 걸 느낌.

결과: 며칠 전 우연히 거울보다 이마를 보니 잔머리

가 많이 나왔어요. 은근 머리되나 걱정했는데 다

행이네요.

아참! 손님이 저보고 보톡스 맞았냐고 묻더라고요 

그만큼 얼굴이 탄력 있어 보이나 봐요.

2018년 2월 17일 오후 2:30 291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복용 한 달! 

61, 여, 본인

림프순환장애가 오래 지속되면서 여러 모습의 병

적 증상들이 생겨난 제 몸의 변화를 살펴보려고 점

검 시작합니다.

1. 3일 정도 후 코 속이 촉촉해지고 오랜만에 부드

럽다. 좀 더 지켜보자 했는데 한 달간 상태가 계속 

정상이다. 코 속이 항상 마르고 헐고 딱지생기고 

피도 나고 식염수 청소하면 상처로 인해 쓰리고 연

고 바르면 낫다가 다시 또^^ 반복되는 일상이었는

데 이건!

코가 시려운 건 10년도 넘은 꽤 오랜 세월이 되었고 

후각을 잃은 지는 1년 정도 되어서 코청소라도 열심

히 하고 있었다. 코가 시렵고 그게 심해지면 통증까

지 오는데 시린 정도가 조금 약해졌다… 기 하며 

쭉 지켜볼 사항이다. 후각 회복과 코가 시려운 것도 

치유되길 기 해본다.

2. 채 5일도 안되어 목소리가 맑아지기 시작했다. 

아주 조심스럽게 혼자서만 상태를 체크하다가 서

서히 조금씩 나아지는 걸 확신한 후(사례 발표함), 

그 후 조금씩 맑아지는 걸 느낀다. 원래 일상은 목

소리 문제없었고 노래할 때만의 경우이다.

3. 겨울만 되면 난방기에서 나오는 더운 바람에 눈

이 바짝 마르고 오후가 되면 안구의 쓰라림과 통증

에 무척 고역이었는데 인공눈물 하나 사용하지 않



00798  A BOOK OF EXPERIENCES

고서도 올겨울 지나가고 있다.

(점막 쪽에 효과가 제일 빠르게 나타났다)

4. 조석으로 남편의 할일이 50% 사라졌다.

늘 등이 뻐근해서 등을 팔꿈치로 아프게 꾹~ 눌러 

주어야 살 것 같았던 게 어느 순간 안 눌러줘도 괜찮

아졌다. 50% 정도가 어디로 사라져버렸다.

5. 피로감도 확실히 좋아짐을 느낀다. 늘 피곤해질

까봐 집안 청소 무서워 못했는데 손 걸레 들고 호보

법 떠올리며 마루를 닦는다.

6. 괴사되어 떨어져나가야 끝을 보는 내 동상 걸린 

발이 유독 추웠던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훨 좋은 상태다. 내년엔 동상 근처도 안가리라 믿어

본다.

더불어 심한 수족냉증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머리가 4계절 내내 시렵다. 특히 겨울엔 모자 없이 

살수 없다. 어느 땐 잘 때도 모자를 쓰기도 하고 

자다가도 너무 시려 울 때면 뜨거운 물로 냉기를 

몰아내야 잘 수 있는 한쪽씩, 위쪽만, 어느 땐 전체

가~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일상생활도 약국일도 

하기가 어렵다.

1월 19일 머리 반쪽이 시려 운 데서 시작한 통증이 

또 시작되어 안티 111, 써클 222로 복용 시작하면서 

위에 기록한 증세가 하나씩 사라짐을 경험했다. 머

리 시려움과 두통은 빠른 효과를 나타내다가 오히

려 일주일가량 더 극심한 두통과 부종에 시달렸다. 

지금은 편안한 상태로 돌아왔지만 이것 또한 코 시

려 움, 후각 상실 모두 쭉 기 함으로 시간이 얼른 

1년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진다.

알약 못 삼키는 내가 한 달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약을 먹은 건 처음이다. 토해가면서까지~

명현이라 생각된 경험들.

1) 복용 후 10일 정도 지나 7시 밖에 안되었는데 

잠이 쏟아지게 몰려오는 걸 3일 정도 경험함. 일찍 

퇴근할 정도^^

2) 복용 10일 ~ 14일 정도 5일간 체중 변화(+1.5)까

지 올 정도로 보톡스 맞은 것처럼 붓더니 6일째 쏴

악 빠진 걸 경험(-2).

부종이 심할 땐 겪고 있던 두통도 더 심해져서 안티, 

써클에 한 신뢰와 믿음 없으면 포기하겠구나~ 

생각함.

체험사례들을 쭉 읽어보는 게 큰 도움이 되었음.

3) 조절이 안 되는 가스 배출이 유산균과 이담제, 

고함량비타민씨까지 복용중인데도 일주일 정도 ㅜ

ㅜ 후각 상실로 인해 주위사람들의 고통은 잘 모름

(냄새가 있어도 말을 못 했을 터이므로)

4) 붓기 시작함과 동시 극심한 두통도 3일 체험. 

원래 격한 두통을 1년에 자주 겪긴 하지만^^

제품에 한 믿음과 신뢰 속에 고통이 멀지 않으리

라 믿고 견디어냈다.

여기까지!!

제 몸 안에 병적 요소가 하나씩 사라져가는 기분 

좋은 느낌에 감사하며!    

1년 전부터 천기누설책이 약국에 있었는데도 그땐 

보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렸습니다.

약사공론에서 강경애 약사님의 체험사례 강의 듣

고 난 후, 거꾸로 책의 저자이자 제품 개발자이신 

류형진 약사님의 강의를 책을 보며 다시 듣고, 그 

후 밴드 가입하고, 다른 약사님들의 체험사례를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어보고^^하여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다른 사람의 체험이 인연이 될 동료 약사님

을 위해 긴 글 올립니다.

2018.2.17 꾸벅 큰 절 올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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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송구합니다.

제가 한 것도 없는데 큰 절을 받다니요.

저는 단순하게 세포환경을 개선하면 세포가 

스스로 좋아지니 그렇게 할 수 있는 도구들로 

안티와 써클을 만들고 5가지 법칙을 찾았을 

뿐입니다.

약사님이 좋아진 것도 스스로 해내신 것입니

다.

저는 치유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일 뿐입니

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할 길

입니다.

강경애 약사님, 권명선 약사님, 오시  약사

님, 안순원 약사님 등 함께하는 많은 약사님

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놓는 길입니다.

거기에 이명희 약사님도 거들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17일 오후 4:25)

① 류형준 약사  

1. 콧등이 왜 부었는지?

2. 언제부터 부었는지?

2018년 2월 17일 오후 5:12 188 읽음

송정숙(만수ㆍ부산)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 

2018년 2월 17일 오후 5:24 233 읽음

송정숙(만수ㆍ부산)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60세, 남자

콧등이 심하게 부어서 피부과 약 복용해도 진전이 

없었는데 안티 22, 써클 22 삼 일분 드시라고 드렸

어요.

다음날 오후 오셔서 코를 못 풀 정도로 부었었는데 

아침에 코를 시원하게 풀었다면서 2일분 더 사가시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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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 치료는 얼마 동안 했는지?

등을 추가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안티 2포와 써클 2포를 저녁에 

한번 먹고 아침에 일어나니 좋아졌다는 이야

기인가요?

경과도 이해하기 쉽게 적어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진을 보니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알 수 있

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붓고 치료도 안 되던 증상이 써

클과 안티로 좋아졌습니다.

환자들이 이렇게 좋아지면 약사님도 신기하

고 보람 있고 행복할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2월 18일 오전 8:08)

② 송정숙(만수ㆍ부산)

콧등 부위에 가려움증이 있어서 었더니 그

렇게 됐다는군요~

삼일 복용 후 많이 가라앉아서 배농산급탕 캅

셀 추가로 20캅셀 드렸더니 더 좋아졌다고 연

락왔습니다~(2월 19일 오전 9:33)

③ 송정숙(만수ㆍ부산)

병원 치료는 약 일주일 정도 한 후에 방문한 

것입니다.(2월 19일 오전 9:35)

① 류형준 약사  

진미경 약사님께서 많은 것을 해내셨습니다.

전신쇠약 증상을 전반적으로 개선했으니 수

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환자들이 좋아지니 약사님 기분은 어

떠세요?

약사인 것이 보람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람되고 행복한 약사님의 모습이 저

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19일 오후 6:51)

2018년 2월 19일 오후 4:56 217 읽음

진미경

#안티플러스와써클4.u체험사례

남자, 50  후반

전립선비 , 깊이 잠 못 잠(잠에 쉽게 들지 못하고 

자주 깸, 예민함), 신경질적임(남성갱년기…), 구내

염 달고 사심, 소화력이 약한 편.

안티, 써클 1, 1씩 10일분 드림.

처음에는 소화 잘 안되고 더부룩했으나 이내 컨디

션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소화가 잘되고 화장실

( 변) 매일 잘 가게 됨. 마른 편이었는데 살도 조금 

오르심. 전립선 통증도 덜 하다고 하심. 같이 온 아

내분은 남편이 예민하고 늘 신경질적이었는데 좀 

여유가 생기고, 특히 밤에 잠을 잘 주무시게 돼서 

좋아하심. 본인이 옆에서 코 곤다고 원래 각방 쓰셨

는데 이제는 코 골아도 옆에서 같이 자도 크게 신경 

안 쓰신다고 좋아하심. 구내염 더 이상 재발 안 함. 

감기 기운도 없고. 1달분씩 더 사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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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간암환자입니다.

암환자인 경우에는 안티 111과 써클 222, 7개

월이 정량입니다.

이후에도 써클 222로 진행합니다.

그래도 암의 치유는 별개입니다.

참고하세요.

환자가 좋아져서 행복해하니 약사님도 행복

하시죠.

그 느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2월 20일 오전 12:05)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녜.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월 20일 오전 7:38)

③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아산병원에 보름 후 간 때문에 갑니다. 트리

돌도 안 먹은 환자의 무릎 상태에 어떤 반응

이실 지도 궁금합니다. 욕심 같아선 다른 검

사수치도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2월 20

일 오전 7:43)

④ 류형준 약사  

이명희 아마 병원에서는 아무 관심도 없을 것

입니다.

큰 기 는 하지마세요.

감사합니다.(2월 20일 오후 5:25)

⑤ 이명희(광민약국.광주)

2018년 2월 19일 오후 8:35 293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써클4.u체험사례

#무릎통증(간암환자)

나G임, 67세, 여자 

오래된 B형 간염으로 부터 시작된 간암환자. 전

병원과 삼성병원, 아산병원에서 7차례나 병든 조직

을 태우는 방법으로 수술하셔서 간의 크기가 1/2인 

상태. 지쳐있는데다 무릎의 연골이 닳아지고 붓고 

통증이 극심해서 걸음조차도 걷기 어렵고 겨우겨

우 지팡이의지하고 걷는다. 고통 때문에 아산병원

에서 수술 요구했다가 간 상태 때문에 거절당하고 

트리돌 처방만 받아 오심.

2/10 안티 111, 써클 222 각 20포, 40포 드림.

2/19 남편과 함께 지팡이 없이 훨씬 밝은 얼굴로 

들어오신다(감사). 설날 모친상까지 당해 허리 아

래 통증이 복용전보다 심한데 걸음이 걸어지는 게 

신기했다하심. 소변에 냄새는 지금도 심하게 나

고^^

안티 111, 써클 222는 당분간 더 하기로 함.

희망이 안보여 힘들었던 분이 희망이 보이니 얼굴

에 웃음이 보이고 남편은 내내 싱글벙글 웃으신다. 

아내가 걸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며, 하라는 로 

하겠노라며 6개월, 1년 쭉 해보겠다하신다.

기뻐하는 모습에 저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지~~.

이분으로 인해 힘든 월요일 필요한 에너지 충전 만

땅!!

모친상 때문에 각탕법도 한 번도 못한 상태 는데

도 효과 좋으니 각탕법하면 더 좋아지시겠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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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네!

환자의 치유 과정이 몹시 기 가 되어서

요^^(2월 20일 오후 6:02)

① 류형준 약사  

곽명애 약사님에게도 오시  약사님의 향기

가 나는군요.

한 사람의 힘이 여러 사람을 치유의 길로 인

도합니다.

건강이자 행복인 치유의 길을 가족만이 아니

라 환자들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그

날까지 모두 열심히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2월 21일 오전 5:54)

② 계효숙

저도 이런 체험례 쓰고 싶습니다. 근데 냄푠

이  말을 안 들어요. 먹다 말다, 제가 먹으라

는 잔소리해야 먹으니. 게다가 매주 회식 때

문에 술은 마셔야 하고. 읔! 근데 웃기는 게 

각탕은 안 하면서 虎步는 열심히 해요. 저녁 

식후에 배 넓게 깔고 드러눕던 사람이 좁은 

거실과 부엌 사이를 엉금엉금 기어다닙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2월 21일 오후 5:00)

2018년 2월 20일 오전 8:58 241 읽음

곽명애♡ 등포21세기약국(김정호)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52세, 남(남편)

안티, 써클 101로 3개월째 복용중입니다.

운동을 거의 안했었는데 2년 전부터 화목은 탁구, 

수금은 수 을 하고, 1시부터 10시까지 약국 근무

를 합니다.

운동 후 출근해서는 기운 빠져서 힘들어합니다. 수

을 하고 온 날은 더 힘들어합니다.

처음에는 강의를 못 들어서 약을 안 먹으려 하더니 

오시  약사님 특강을 듣고부터는 열심히 복용~

푹 자고 일어나도 늘 피곤해했는데 몸이 엄청 가볍

다합니다.

수 할 때 겨우겨우 따라했는데 체력이 급 좋아져

서 수강생들이 놀란다합니다.

밤에 늘 잠이 안 온다고 두 시 정도쯤 잤는데 요즘은 

12시정도면 잠듭니다.

일요일에는 오전엔 저랑 탁구를 치고 오후에는 저

랑 수 을 합니다.

그 전에는 꿈도 못 꿀 일이네요. 피부도 아주 고와

져서 이마 부분이 밴질밴질합니다.

체력이 되고 운동을 즐겨하게 되니 마음은 저절로 

유쾌해집니다.

안티, 써클은 딱 제 남편에게 맞춤형 약인 거 같습

니다.

안티, 써클은 가족의 건강이자 가족의 행복입니

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20일 오전 10:30 293 읽음

최현숙(세원약국. 전 서구)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체험사례

며칠 전 전화로 항문이 치질 때문인지 출혈이 심한

데 약이 있냐는 전화가 왔다. 난 당연히 안티, 써클

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조금 후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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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용권 (도아약국.대전서구)

저도 케이스가 있어 출혈, 코피 검색 중에 있

는데요.

마침 올라왔네요. 특이 케이스인데 참고 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2월 20일 오전 10:40)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저도 치질로 인한 항문 출혈에 안티 1, 써클 

2로 1일 3회 3일 투여로 좋아진 케이스있습니

다.

100kg 넘는 체격, 남자분.(2월 20일 오전 

11:33)

③ 류형준 약사  

그분이 아침에 전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2월 

20일 오후 5:27)

④ 류형준 약사 

최현숙약사님 

이제 겨우 출발입니다.

치질의 출혈만 줄었지 다 나은 것은 아닙니

다.

증상이 줄었으니 안티 101, 써클 201의 용량 

6개월 권합니다.

치유는 증상만 가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뿌리를 뽑고 스스로 깨끗하게 낫도록 하는 것

까지입니다.

스스로 증상 개선에 만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치유의 길을 완주하

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월 21일 오전 5:48)

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타이레놀 없이도 거뜬합니다~~^^

통증이 줄어든다는 느낌이 아니라 눈 녹 듯 

사라지는 느낌이랄까~, 저는 그러더군요.(2

월 20일 오후 6:03)

국을 방문. 그분은 환자가 누구인지도 말하려하지 

않고 효과가 있냐고만 묻는다. 

약사님들의 체험례로 간접 학습된 나는 확신을 가

지고 안티, 써클 20포씩을 드리며 각각 111로 드시

는데 써클은 좀 더 증량해 드시면 더욱 좋다고 안내

하고 책자를 드렸다.

오늘 아침 전화로 약국을 열었냐고 문의가 오고 방

문하신 분이 그 분이다. 써클을 좀 더 먹으면 좋다

고 했지요 하며… 써클만 20포를 구입하신다.

"책자를 암만 읽어도 출혈에 한 이야기는 없던데

요? " 

"네 ,그렇지만 노폐물을 빼주면 세포환경이 개선되

어 세포가 회복력을 가지므로 개선되어요. 좋아지

셨지요?" 

그 분의 표정과 말투가 개선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하며… 저의 선생님이 

되어주시는 모든 약사님들께 감사를 전한다 

2018년 2월 20일 오후 5:57 185 읽음

전기출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60 , 남성, 하루 일을 마치고 퇴근 중에 목이 점점 

아프더니 급히 오한이 겹치고 온몸이 쑤시고 ---- 

집에 보니 타이레놀 밖에 없어서 타이레놀과 안티 

1, 써클 2를 먹고 두 세 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거짓

처럼 증상들이거의 사라지고 조금의 기침과 목이 

쉰 증상만 남아서 늦은 밤에 안티1 써클2를 한 번 

더 레몬차와 함께 먹었더니 아침에 가볍게 일어나 

아침 운동하러 나설 수 있었습니다. 간접경험의 믿

음보다 직접경험의 믿음이 더욱 와 닿는 이 느낌 

자신감이 또 한 번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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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류형준 약사  

아하 본인의 경험이군요.

이런 상황이면 독감이나 다른 바이러스가 전

격적으로 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이

니 안티 333과 써클 333의 복용을 권합니다.

상황 종료가 되더라도 정량으로 3일 정도는 

더 권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21일 오전 5:34)

① 류형준 약사  

이명희 약사님의 여유가 눈에 선합니다.

같이 가고 함께 가니 조급해지지 않고 여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모이고 모여서 큰 산을 이루

고 큰 강을 이루면 그것이 바로 치유의 길이

고 도무문의 큰 길입니다.

이명희 약사님과 같은 많은 약사님들과 함께 

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22일 오후 8:09)

2018년 2월 21일 오후 10:06 255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간수치

2/13일 사례 보고했던 아로마피부샾 운 하시는 

62세, 장명0님.

1월 초부터 동네 내과에서 고덱스 2캅셀씩 bid 처방

받아 복용중이신데 40여일이 지나도 간수치가 

200 에서 움직이질 않으니까 2월 13일 상동 10일분 

처방하시며 설 지나면 바로 큰 병원가라고 했다고 

놀라서 오신 분.

2월 9일부터 안티 101, 써클 202 복용 중에 방귀가 

참을 수 없이 많이 나왔다하심(무릎 부종과 통증으

로 복용시작하신 분).

2월 21일 기독병원 검사결과 간수치가 200에서 80

으로 내려감.

15일후 다시 기독병원에서 검사해보기로 함.

** 고덱스 한 달 남짓 복용해도 변화 없던 게 안티, 

써클의  세포환경 정상화로 인해 13일에 200인 수

치가 8일후 80으로 내려간 걸까?(제 생각)

방귀로 간의 독성이 다 빠졌을까요? (환자분 생각)

오늘도 전과 동일 안티 소포장 1, 써클 소포장 2 

들고 가셨다.

무릎과 간을 위해 안티 101, 써클 202 하도록!

병원에선 모든 약을 끊으라고 했지만 환자도 안티, 

써클 먹은 후 부기도 빠지고 컨디션이 좋아짐을 느

끼고 내가 말하기도전에 중단하지 않고 

안티, 써클은 계속 복용하겠노라 하신다.

15일 후 간수치도 보고하겠습니다.

통증은 당근 사라지는 중!

#치유의 길은 하나!

며칠 전 어깨 통증으로 안티, 써클 가져간 50세(여) 

환자가 들어오는데 분노&설움이 섞여있는 얼굴이다.

내미는 처방전을 보니 은행잎 80mg 1일 2정, 인공 

눈물, 타프콤점안액, 가리유니 점안액이다.

백내장이 많이 진전되었는데 왜 이제 왔느냐는 의

사의 말을 듣고 난 후 실망가득.

구청 기자로도 활동하고 평소 긍정적인분이신데 

지금은 힘드시나보다.

힘든 마음 위로해주며 희망이 있으니 힘내라고 했

다. 그 희망이 다름 아닌 그 가 먹고 있는 안티, 

써클이다고~~.

치유의 길이 하나이고 밝은 길이므로 마음진정하고 

다시 방문하라고 처방약과 안약들을 챙겨주었다.

김j헌님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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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윤애숙

세심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2018년 2월 22일 오전 8:59 234 읽음

곽명애♡ 등포21세기약국(김정호)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56세, 여성분

오래된 기침, 가래

약국근처 식당에서 일하시는 조선족여성분입니다

2월초에 출근하며 약국에 처음 들렸는데 기침 가래

가 오래 되었다하네요.

말하는데 들어보니 약간 쌕쌕 거리시네요.

일반감기약을 드리려다 안티, 써클 말씀드리니 드

시겠다하여 안티, 써클 111로 7일분

복용 후 결과 꼭 알려달라고 하니 7일후에 다시 오심.

가래도 많이 나오고 코가 엄청나왔는데 하루는 코

에 피가 섞여 나왔답니다.

약을 잘 챙겨 드셔서 잘 치유되는 과정이라 설명 

드렸습니다.

안티, 써클 101로 한 달 치 드리고 계속 드시기로 

했습니다.

조선족아주머니들은 식당에서 거의 12시간 넘게 

근무하는 거 같아요.

불편한 기침, 가래 증상 외에도 몸이 날아갈듯 가벼

워지는 그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안티, 써클 덕분에 환자들의 얘기에 더 귀 기울이게 

되고 그 과정을 지켜보게 되고 같이 걱정하고 기뻐

하고… 상담 일지도 작성하고 건강요법도 알려드

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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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1번의 경우에는 이제부터 안티 111를 병용하

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22일 오후 8:18)

② 박향숙

아 네 잊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2

월 22일 오후 10:02)

③ 박향숙

이분도 소변 줄 빼고 탱탱 붓던 다리가 말랑

해지셨는데 금방이라도 모든 부종이 빠질 줄 

아셨나 봐요. 인내를 가지고 계속 드시길 말

씀드리겠습니다(2월 22일 오후 10:04)

건강 위한 쉬운 방법들은 환자들에게 출력해

서 나누어주시나요?(2월 22일 오전 9:03)

② 곽명애♡영등포21세기약국(김정호)

네~~~(2월 22일 오전 9:26)

③ 이명희(광민약국.광주)

곽명애♡영등포21세기약국(김정호) 약사님♥

잘 활용할게요~~^^

감사합니다.

약사님 것 사용해도 괜찮으실지 묻지도 않고 

잘 활용하겠다했네요~(2월 22일 오전 9:34)

④ 계효숙

어머나, 저 그림만 봐도 기분이 좋은데요? 족

욕하는 뇨자.ㅋ

저도 저 POP 컨닝할게요. 감사합니다.^^(2월 

22일 오전 11:15)

⑤ 유남희

그림에 팔은 안 집어넣었네요. 그것까지 그려

지면 완벽하겠네요.(2월 22일 오전 11:26)

⑥ 박향숙

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2월 22일 오후 

2:27)

⑦ 곽명애♡영등포21세기약국(김정호)

저도 선생님 책에서 보구 정리한 것뿐입니다.

책읽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계셔서 프린트해

서 책자에 끼워드립니다

그림을 보여드리며 팔도 꼭 담그시라고 말합

니다~(2월 22일 오후 3:32)

⑧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2월 22일 오후 6:18)

⑨ 류형준 약사 

약사님의 열정에 한수 배우고 갑니다.

저는 천기누설건강법을 만들고 시작했지만 

곽 애 약사님은 천기누설건강법을 꽃피게 

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22일 오후 8:12)

2018년 2월 22일 오후 12:42 224 읽음

박향숙 ♡♡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1. 37년생 할아버지 라식스 수년간 드신 분

얼마 전에 올리신 분이신데요 

급성으로 소변으로 못 보게 되어 소변줄 달고 오셨

는데 써클 111, 1일, 써클 222, 5일 드신 후  소변 

줄 빼셨습니다.

그 후 111로 용량 줄여 드시면서 큰 불편 없으시긴 

한데 부종이 생각같이 줄지 않는다고 하셔서 당분

간 222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 50  후반 경찰 

만성피로, 만성위염, 소화불량, 성기능저하 

안티, 써클 101 + 아르기닌 2달 복용

아주 만족해하십니다.

언제까지 먹어야하냐고 해서 6개월 + 6개월 

이해를 잘 하십니다♡ 결과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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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돌석공이면 매일매일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하

는 직업인데 통증이 개선되다니 놀라운 일입

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힘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22일 오후 8:26)

2018년 2월 22일 오후 2:40 161 읽음

최성순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58살 남자 돌석공이어서 무거운 것을 매일 많이 

들어서 팔꿈치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통증클리

닉 가서 주사 맞고 조인트맥스를 먹고 있는 분을 

써클 111과 안티 111일 7일 복용하고는 다른 것을 

먹는 것보다 통증이 잘 듣는다고 계속 복용하겠다

고 다시 재구매하 습니다 림프순환 촉진으로 통

증과 염증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2018년 2월 23일 오후 12:32 263 읽음

오시영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성인여드름 치유과정 2건 보여드릴게요.

1. 86년생 남성.

상 2개 - 복용 전

하 2개 - 1주일 복용 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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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말에 얼굴이 엉망이 되어 오셨어요.

전에도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은 후에 면종이 심

해지긴 했다는데 많이 심했습니다.

붉은 염증이 쫙~ 농도 잡히고. 피부과에서 여러 

날 치료받았다는데 나아지지 않았어요.

1월 30일 

안티 20(111), 써클 40(222)

가져간 후 무소식.

어제 다시 방문.

많~이 나았어요.

다시 같은 양 가져갔구요.

곧 예쁜 모습 되겠지요^^

실제론 얼굴의 붉은 염증색과 면종이 많이 없어졌

는데 약국용 구형 핸드폰의 카메라 성능이 따라주

질 못하네요~ㅋ

2. 92년생 여성.

과체중.

Hb 수치가 낮고 기름진 음식 좋아해요.

생리불순과 생리가 시작되면 멈추지 않고 2주 이상 

지속됩니다.

요거 바로잡아주고 여드름 탈출 들어갔습니다.

1월 18일 안티, 써클 111, 조혈 양제, 이담제와 콜

린성 약물 같이 20일.

2월 8일 모습입니다. 

20일 만에 많이 예뻐졌지요?

생리 때문에 처음 방문했을 땐 이마, 미간까지 여드

름이 더 심했는데 증거사진이 없네요~

이분은 여드름 때문에 거액을 썼다며 어머니가 더 

좋아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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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지연(부산)

시술보다 더 깨끗하네요(2월 23일 오후 3:56)

② 류형준 약사 

사진으로 보니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래도 여드름은 오래 걸리는 병입니다.

여드름은 초기 염증 개선에는 빠른 차도를 보

이지만 피부의 특징인 천천히 죽어가는 세포

이기에 손상된 피부세포가 바로 치유되는 것

이 아니라 염증 시작된 경계선의 정상세포부

터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아도 여드름상처는 오

래 걸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2월 25일 오전 6:41)

③ 오시

감사합니다.(2월 25일 오전 9:06)

① 류형준 약사  

코골이는 코와 목 사이의 점막이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으로 부어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안티와 써클의 병용이 필요한 증상이

고 점막 부위이니 경과는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래도 증상의 개선과는 관계없이 안티와 써

클의 6개월 병용이 원칙입니다.

증상의 개선과 치유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25일 오전 7:01)
2018년 2월 23일 오후 3:39 242 읽음

이진호 (진 한마음약국 김해)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양압기 2

비만형, 비염, 양압기 사용 두 달, 49세, 남

써클만 102 10일, 101 한 달

양압기 사용 중 코 막힘으로 써클만 쓰시던 환자분

이 한 달이 채 못 되어 방문하셨습니다. 연신 재채

기를 하시며 감기에 걸린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서 

오셨다고^^

방법이 없냐고 물어서 그냥 안티 20포 드리며 써클 

112, 안티 111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셨는데 설 쇠러 처가에 갔는데 양압

기를 못 가져가서 그냥 잤는데 코고는 소리도 수면

무호흡증도 현저히 좋아졌답니다(그분 장모님 말

씀^^ 전엔 시끄럽고 숨 안 쉬니 보기에 넘 불안해서 

못 주무셨답니다)

코골이에 효과가 있을 거란 기 는 했지만 생각보

다 빠른 반응에 놀랐습니다.

류 약사님 감사합니다^^

이분 이제 안티, 써클 팬 되셨습니다. 1년 후 완치를 

목표로 꾸준히 드신답니다^^

2018년 2월 23일 오후 8:11 248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써클4.u체험사례

#어깨통증 

2/20(월)저녁

안병K, 53세, 남.

경락받고 나서 근이완제, 소염진통제 사러 오심.

어깨가 많이 아파서 경락을 받았는데 지금은 받기 전

보다 더 아픈데 거기서 진통제 사서 먹으라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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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경락마사지를 받고 더 아픈 것은 사실 심한 

손상을 초래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를 여러번 확인했습니다. 

그러한 증상이 며칠 만에 개선되었다고 하니 

단합니다.

증상개선도 단하지만 치유의 길에 한 확

신을 갖고 원칙 로 안내하고 함께하는 모습

이 느껴집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25일 오전 7:19)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류형준 약사 

안티, 써클이 최고입니다.

개발해 주신 분은 더더욱 최고이십니다~~^^ 

(2월 25일 오전 8:45)

진통제와 근이완제 보여주며 이렇게 달라는건데

요~, 이건 최고의 방법이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있는데 설명해드릴까요?

병든 세포 치료하고 세포환경 치료하면 그 다음엔 

똑똑한 세포가 제 할 일 알아서 하게 되고 몸은 치유

의 길로 가게 되는 길!, 단 금전적인 부담은 발생한

다고~~^^. 

약사님! 경락도 1회 4~5만원 듭니다. 그럼 3일분

만 주셔요. 안티 111, 써클 222로 시작하자고 했는

데 약국에 써클이 부족해 2일분 드리고 수요일 오

라고 했다.

2/22(수)

다른 분 상담중인데 뒤에 오셔서 여유롭게 기다리

고 있다. 표정을 보니 안티, 써클 반응이 좋았나 보

다. 바로 한 박스 60포씩 달란다.

책 다 읽어보았고 정량 로 각각 101로 복용하겠다

고 한다. 

아직은 NO!

안티 111, 써클 222 며칠 더 하고 101, 202 하다가 

몸이 편안하다 생각될 때 101로 하자고 했다.

네~! 

웃으며 나서시네요.

***팔꿈치 아파서 위와 같은 용량으로 안티 111, 써

클 222 이틀분 가져가신 분이 이틀 훨씬 지나 오셨

어요.효과 못 보았다고~. 약 어떻게 드셨는데요? 

라고 묻자 안티, 써클 101로 드셨다고 한다.

제가 그렇게 복용하라고 할리가 없는데요~. 하자 

약값이 부담되어서 자기가 책보면서 101 먹었노라

고 실토.

초기 용량과 그 후 6개월, 1년~ 용량에 해서 또 

복용 중 몸 상태에 따라서 용량 달라지는 등 목 아프

게 설명해드렸다.

초기 용량 중요해요.

안티, 써클 만날 기회를 놓칠 수 있거든요.

다시 시작!

2018년 2월 25일 오전 12:12 271 읽음

오시영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피부염 치유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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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인설이 있는 것으로 봐서 바이러스와 진균이 

함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피부질환에서 많이 경험하는 경우입니다.

피부질환은 초기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바르

게 진정되는 것 같지만 피부세포의 특징상 생

각보다는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점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월 26일 오전 9:09)

② 오시영

감사합니다.(2월 26일 오전 10:30)

89년생, 여성.

양쪽 목(L>R)과 뒷목의 피부염이 수개월 지속되고 

있답니다.

처방약과 연고 쓰면 좀 낫는 듯 하다가 재발되다 

반복.

최근 새 회사로 옮긴 후 스트레스로 다시 심해졌답

니다.

뒷목 부위는 인설도 보 습니다.

안티, 써클, 조혈 양제, 이담제 복용 12일후 많이 

좋아진 모습입니다.

상관이 술을 좋아해 신입 입장으로 안 먹을 수 없어 

조금씩? 몇 번 먹었답니다.

그래도 여태껏 먹었던 약보다도 좋은 효과라며 감

사 또 감사^^

다리 부종도 덜 하고 술 먹어도 탈이 없고 좋은 컨디

션 유지할 수 있었답니다(요건 곤란?).

곧 예쁜 모습 되찾겠지요~

2018년 2월 25일 오후 4:16 383 읽음

윤애숙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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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국현

제가 기다리던 케이스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25일 오후 4:50)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효도하셨군요. 애숙 약사님!

발톱 까만 건 얼마나 된 거예요. 무좀 상관없

이 왜 까맣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2월 25일 

오후 5:41)

③ 윤애숙

이명희 

신발 작은 걸 신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무지외반도 심하고 엄지 외에 다른 작은 발톱

들도 까맣진 않은데 무좀 있어요.

아주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 학생일 때 피엠 심부름도 하고 그랬거든

요.(2월 25일 오후 7:10)

④ 조용권 (도아약국.대전서구)

윤애숙 혹시 관절 부위에 개선 효과는 없나

요?(2월 26일 오전 9:21)

⑤ 윤애숙

조용권 

허리, 무릎이 안 좋으시긴 한데요.

워낙 표현이 없으세요.

발톱도 제가 못 봤으면 지나쳤을 거예요.

그래도 주 1,2회 무등산도 가시고 합니다.

조 약사님이 올리신 무좀과 관절연골 관련 링

크 봤는데요.

관절 쪽이 엄청 심하진 않으세요.(2월 26일 

오전 9:25)

⑥ 류형준 약사 

가족이고 표현이 없으신 분이시니 원래 증상

이 어디까지인지 알기도 어렵고 어떻게 개선

됐는지는 더욱 어려운 경우일 것입니다.

가장 순환이 어려운 발끝이 좋아질 정도라면 

중간에 있는 증상의 개선은 미루어 짐작하시

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2월 26일 오전 9:44)

⑦ 조용권 (도아약국.대전서구)

윤애숙 그 연세에 무등산이라니 건강하시네

요. 무병장수하시길 기원합니다.(2월 26일 오

전 9:44)

⑧ 유남희

다나다라고 밖엔 무슨 말을 하리요.(2월 26

일 오전 10:00)

⑨ 신선희

윤애숙(2월 26일 오후 12:31)

86세, 아버지 발입니다.

플루코나졸 150mg 주 1회 요법 수개월 하신 적도 

있고 풀케어도 매일 취침 전 열심히 몇 달 발랐는데 

효과 없었습니다.

작년 11월 말부터 안티, 써클 정량 복용하고 계시는

데 새 발톱 자라고 예전 까만 부분도 옅어졌어요.

안티, 써클을 드리고 무슨 변화 없느냐고 여쭤도 

별로 모르겠다고만 하시더니 눈에 보이는 변화가 

몸 젤 끝에서 확실하게 보입니다.

원래 혈압, 전립선 처방약만 드시고 잔병치레도 없

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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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비슷한 케이스 환자분께서 오늘 다녀가셨는

데 치유의 길로 들어서기를 두 손 모읍니다. 

10일분 정량 로^^.(2월 26일 오후 6:55)

② 류형준 약사  

어려운 환자 쉬운 환자가 어디에 있겠습니

까?

박 약사님이 진심으로 동행하고 있는데 따라

오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렇게 한 사람 또 한 사람씩 치유의 길로 인

도하면 약국에는 파랑새가 가득해집니다.

감사합니다.(2월 26일 오후 7:22)

2018년 2월 26일 오후 6:30 243 읽음

박향숙 ♡♡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67년생, 여자, 당뇨, 혈압

정말 힘든 분이셨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 안티, 써클 101을 드렸습니다. 

근데 드셔도 별 차도도 없고 해서 안 드셨데요.

2~3달 후 속이 울 거리고 토하고 음식을 드실 수 

없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면서 각종 검사를 해도 

원인도 모르고 급기야 당 조절도 안 되고…

안티, 써클 드시길 권유했으나 효과 없다고 일축 

또 병원에 다녀오시면서 토하고 먹을 수가 없고 살

은 빠지고… 링거 맞고 다니시고…

드시다 만 안티, 써클 다시 드셔라고 설득

당신도 이제는 어찌할 수 없어 드시기 시작. 일주일

이 지나도 차도 없고 안 드실 거라고 또 다시 설득 

오늘 2주일째 드디어 식사를 잘 하신답니다. 

휴~~~ 

이제야 신뢰를 안티, 써클 6개월 복용 강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안티, 써클 점막 회복되면 식욕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일시적 메제트롤 트레스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

다♡

2018년 2월 27일 오전 9:29 260 읽음

정희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49년생, 저희 엄마세요^^;;

트윈스타 40/5mg, 크레스토 10mg 복용 중이시구요.

건식으로 비타민, 루테인, 비타민 D, 오메가3, 코큐

텐 복용중이시구요…

관절염에 효과 좋다고 엄마가 개인적으로 보스웰

리아환을 사서 드시고 계세요…

혈압과 고지혈증 증상을 개선시켜 보고자 18년 1월 

15일부터 안티 101, 써클 201로 복용중이시구요…

엄마가 추운 곳에서 일을 하셔서 피해야 하는 추위

에 많이 노출되는 상황이라 써클을 101아니라 201

로 복용케 했어요^^;;

안티, 써클을 엄마께 가져다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혈압계도 드리면서 혈압 자주 체크해보시라

고 했어요…

그동안 명현반응이나 부작용은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 말씀은 안티, 써클 1개월 정도 복용 후 혈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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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손바닥 변화가 동기부여!

세포의 정상화까지 가는데 힘이 되어줄 거예

요. 희망이 보이니깐 천천히 라도 치유의 길 

갈 수 있으실 겁니다~^^.

함께 기뻐합니다.(2월 27일 오전 11:27)

② 정희주

이명희 

동기부여!!!

감사합니당.(2월 27일 오후 12:03)

③ 장진숙(참좋은P 광주광역시)

엄마를 위하는 이쁜 딸♡♡(2월 27일 오후 

12:50)

④ 류형준 약사 

집에서 재면 내려가고 병원에서 재면 올라가

는 것은 이미 내려간 것입니다.

병원에서 혈압을 측정할 때 요즘 같은 날씨에

는 추위에 혈압이 올라가고 걷다보면 혈압이 

올라가고 병원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긴장되

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30분 정도는 경과하고 나서 측정

을 해야 정상적인 결과나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이면 발가락과 마찬가지

로 인체의 최말단입니다.

당연히 체액순환이 가장 힘든 부위이기도 합

니다.

이 부위에 증상의 차도가 보 다면 나머지는 

미루어 짐작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2월 27일 오후 3:27)

② 정희주

류형준 약사 

류 약사님 댓 로 더 힘이 솟네요(2월 27일 

오후 3:34)

③ 계효숙

제 생각엔 좋은 양제 많이 드셔서 혈압이 

차츰 떨어지고 있는 거 같은데요? 거기다 안

티, 써클까지 들어가니 효과가 상승하는 거 

같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어제(魚際) 부분이 

살아난다니 그게 오히려 획기적인 변화 같아

요. 저도 이런 변화를 느끼고 싶은데 저도 그

집에서 재면 내려갔는데, 병원 가서 재면 혈압이 

오히려 평상시보다 높게 나와서 이번 달에는 약이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여타 점막질환과는 다르게 혈압, 고지혈증은 1개월 

먹고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장기전으로 봐야겠

죠… 그래도 다음 달에 병원 가셔서는 혈압이 좀 

내렸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싶은데ㅋㅋ

그리고 좀 많이 놀라운 사실은 엄마가 작년 가을쯤

부터인지(정확하지 않음) 엄지손가락 thenar(무지

구, 손바닥에서 엄지 손가락 쪽 두툼한 부분, 정확

한 명칭을 몰라 찾아 봤어요ㅎㅎ) 부분이 신경이 

죽어서 푹 꺼져서 엄지손가락은 힘을 못 쓰시고, 

검지랑 중지는 손끝 감각이 없으신 상태, 통증은 

없구요… 큰 병원 신경외과 가서 수술해야 한다고 

소견서를 받아둔 상태이신데… 수술하고도 입원을 

며칠 해야 한다고 해서 엄마가 3월말 퇴직 날짜만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안티, 써클 복용 후 푹 꺼진 

thenar 부위가 조금 올라온 것 같다고 엄마 본인도 

느끼시고 엄마랑 같이 일하시는 친구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 요…

그런데 솔직히 전 잘 모르겠더라구요… 가끔씩 찾

아봬서인지ㅜㅜ

그래서 혈압약 변화가 없어서 마음이 좀 그랬는

데… 손바닥 변화로 엄마가 좋아하시는 걸 보고 저

도 내심 좋았습니당.

수술 안 하시고 안티, 써클로 엄마 손바닥이 치유되

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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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고 우리 집 식구들은 전부 무감각 마왕인

지 ㅋㅋㅋㅋㅋㅋㅋㅋ 반응이 없어요. 반응

이!!! 그래서 재미없떠요.(2월 27일 오후 

4:18)

④ 류형준 약사  

계효숙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양제를 많이 먹어서 혈압이 떨어지면 

이미 떨어져있어야 합니다.

좋은 양제의 성분이 우리 몸의 상태와 꼭 

맞는지?

필요한 만큼인지?

필요 없는 것은 아닌지?

과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 생각의 기본은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정

상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라면 모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전달체계의 문제로 원하는 부위에 원하

는 시간에 전달되지 못하니 확실한 림프순환

촉진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포 속에 숨어있는 바이러스의 문제

입니다.

바이러스는 양제로는 박멸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정학하게 처방을 구성하고 적정량

을 일정 기간 복용해야 박멸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루뭉술 적당히 될 거야 하는 생각은 

자꾸자꾸 복용하는 양제의 가지 수만 늘리

고 말 것입니다.

인체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

니다.

그래서 림프순환촉진과 항바이러스작용이 

인류가 앓고 있는 질환 중에 하위 80%의 질환

의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

다.

이것은 이미 20여년 동안 임상을 통해서 검증

하고 또 검증한 것입니다.

양제를 막연히 믿지 말고 세포의 위 한 능

력을 믿고 세포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월 27일 오후 5:31)

⑤ 계효숙

류형준 약사 네, 선생님의 기본 이론에 동의

합니다. 저도 양제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먹지 않고 살았기에 제가 '흡수불량'이란 것

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건강하다 믿었기에 건

강검진도 하지 않고 살았었지요. 그러다 50이 

되니 이제 건강검진을 해야겠더라고요. 더불

어 갱년기가 도래한 건지 몸이 힘들어지기 시

작했고요. 건강검진을 하면서 해마다 비교가 

되니 그제 서야 제 몸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

었답니다. 비타민D를 5년 넘게 함량을 증가

시키면서(1,000 --> 5,000IU) 먹었건만 처음 

결과가 혈중농도 22정도라서 결핍으로 나와 

더 열심히 먹었는데도 그 다음해에는 18로 나

오더라고요. 당연히 골감소증도 빠르게 진행

되고요. 요추 T레벨이 -1.7에서 -1.3으로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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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네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D 흡수불량임

을 알게 되었답니다. 비타민D 뿐이겠습니까, 

모든 지용성 양제는 다 먹어도 소용없는 거

죠.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의 조언을 받아 평생 먹

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제들을 먹기 시작했

는데 두 달 만에 액상 양제 빼고는 부분을 

중단했습니다. 먹을수록 속만 불편해져서 제

가 내린 결론은 합성 비타민 등 천연 그 로

의 모습이 아닌 것은 제 몸이 받지 않는다는 

거 습니다. 왜냐면, 제가 밥 먹고 나물 반찬 

먹고, 고기 먹고, 생선 먹고, 자연에 존재하는 

것을 먹고 소화시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

으니까요. 위장병도 없고요. 

이야기가 이상한 곳으로 흘 는데 마무리하

자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이 나이 들면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양소가 있다는 걸 인정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단적으로 CoQ10만 

봐도 이런 양상이고, 몸 속 호르몬 분비량도 

줄어들고요. 이걸 보통은 자연스런 '노화'로 

받아들이는 관점인데 선생님은 노화 현상마

저도 일종의 '세포 오염'이라 생각하시나 봐

요? 활성산소, 바이러스 등으로 오염된 세포

를 정화시키고 림프순환만 잘 되게 하면 탱탱

한 젊은 세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신가

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

하는데요. 

제가 작년 여름부터 이것저것 좋다는 것을 찾

아다니고 있는 중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

티, 써클 8개월 후 여름에 건강검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몸이 

차서 여러 장기에 물혹이 있는데 그게 싹 사

라졌으면 좋겠습니다. T레벨도 다시 올라갔

으면 좋겠고요. ㅎㅎ. 

항상 친절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 27일 오후 6:54)

⑥ 류형준 약사 

한번 제 생각 로 해 보실래요?

제가 볼 때는 흡수불량이기보다는 부신기능

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음식으로는 고콜레스테롤식인 계란을 반

숙으로 하루에 3개씩 드세요.

2. 썬크림은 한여름 외출할 때가 아니면 바르

지 마세요.

3. 안티 1, 써클 2씩 하루 두 번 드세요.

4. 찬 것, 매운 것, 튀김류는 당연히 피하세요.

5. 각탕법과 기어다니기는 하고 있다니 그

로 하세요.

그리고 세포를 믿고 기다리면 당연히 치유될 

증상이 늘어날 것입니다.

제 경우는 골다공증에도 칼슘제를 먹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정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림프순환이 안되면 칼슘이 뼈로 가

지 못하고 피부 밑에 근육에 염증 부위에 차

곡차곡 쌓여있어서 저절로 보충이 됩니다.

그럴 정도이니 다른 성분은 더 설명할 필요가 



00818  A BOOK OF EXPERIENCES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의약분업 이후로 제가 사용하는 제품

은 비타민C는 전 체질에, 로얄제리는 양체질

에, 스쿠알렌은 태음인에, 아로나민골드는 소

음인에 사용할 뿐입니다.

중추신경손상으로 발생하는 치매, 발달장애, 

우울증, 자폐증에도 신경 양제를 따로 사용

하지 않습니다.

100세 이전에 노화는 당연히 질병입니다.

바이러스감염이 주원인이고 그에 따른 염증

과 림프순환장애가 겹쳐져서 여러 가지 증상

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고 결론이 차

이가 있어서 많이 이야기하고 싶었고 유익한 

화를 하 다고 생각합니다.

의문을 제기해 주고 새로운 관점에서 답변을 

준비하다보니 많은 도움이 되어서 감사합니

다.

앞으로도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월 27일 오후 7:20)

⑦ 계효숙

류형준 약사 

네, 부신저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여름부터 

부신피로 관련 양요법 하다가 속이 안 좋아

져서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래도 피로감은 꽤 

줄어든 거 같습니다.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운

동을 못하고 살았었는데 작년 말부터 매일 운

동을 잘 하고 있거든요. 3kg 늘어난 체중은 

못 빼고 있지만. -.-

1. 달걀은 거의 하루에 2개 정도씩 먹어왔었

어요. 엄마가 점심을 싸다 주셨는데 꼭 여러 

야채와 함께 계란말이를 해주셨거든요. 반숙

은 아니었고, 물 하게 해서 먹었네요.ㅎㅎ 

이젠 반숙으로 삶아서 3개씩 먹어보겠습니

다.

2. 썬크림은 한여름에도 거의 바르지 않았어

요. 근데 햇빛 쬘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출근

해 밤 9시 넘어 퇴근하니까. 그래서 얼마 전부

터 점심시간에 약국 문 닫고 3분 거리에 있는 

집에 가서 먹고 나옵니다. 잠깐이라도 햇볕 

쬐려고요. 

3. 써클을 2개 먹으니 몇 번 먹고 나면 속이 

안 좋아요. 그래서 11로 하루 2번 먹거나 3번

까지 늘려 먹어요. 속이 안 좋아도 꼭 써클 

2포를 강행해야 하나요? 그렇다고 소화제를 

먹으면 효과가 떨어진다면서요? 그러면 안티 

101, 써클 111로 먹을까요? 

4. 찬 것, 매운 것, 튀김류 원래 안 좋아해서 

거의 안 먹어요. 

(안 매운 양념통닭 가끔 먹었었는데 이것도 

피해야 하나요?)

5. 각탕법, 호보법 애용자입니다.^^

저는 불안하니까(ㅠㅠ) 칼슘 및 종합미네랄 

제품을 종종 씹어 먹고 있어요. 모든 덩어리 

약은 씹어서 먹지요. 안티, 써클은 환 크기도 

작아서 먹기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세까지는 '노화'란 말 쓰면 안 되는 거군

요.^^잼 있어요.)(2월 27일 오후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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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류형준 약사 

계란노른자가 익은 것과 안 익은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계란말이는 노른자가 익은 계란입니

다.

안티 101과 써클 202가 힘들면 안티 101과 

서클 111로 드세요.

양념통닭이 튀김류이면 이는 경우에 따라 많

이 심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사용한 기름이 산패되면 

독성물질이 되고 이러한 것을 먹게 되어 체내 

흡수가 되면 염증 부위나 피하지방에 섞여서 

오래도록 독성을 발휘합니다.

보통은 3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 말 로 따라해 보시

죠?

감사합니다.(2월 27일 오후 8:03)

① 류형준 약사 

이는 처음 상담부터 제 로 된 상담이 이루어

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소변에만 초점을 맞추고 제품을 주었으니 소

변이 좋아지면 끝입니다.

이분은 오래된 질염이 있고 결혼을 앞둔 시점

이니 정상적인 부부관계와 임신 출산을 위해

서 자궁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원인이 바이러스감염증과 세포환경 정상

화에 해 천기누설건강법 책자를 활용해서 

알려줬다면 이러한 아쉬움을 없었을 것입니

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소변에도 같이 활용된다

고 설명을 하 다면 소변이 좋아진 것은 훈장

처럼 달아주는 믿음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증상에만 집중하지 말고 치유의 길에 안

내자가 되어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함께 가면 

환자들은 알아서 따르게 됩니다.

안순원 약사님의 체험사례 중에 나를 위해서

가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 안 팔겠다는 귀가 

생각납니다.

감사합니다.(2월 27일 오후 5:58)

2018년 2월 27일 오후 4:13 244 읽음

김영훈

#안티플러스와써클4.u체험사례

임00, 여, 32세

2/8 최근 보름정도 소변보면 거품이 많이 난다고 

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가렵거나 찌릿하다거나 이런 증상들은 전혀 없다

고 했고요.

평소에 질염은 가끔씩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결혼 준비로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는 상황

이어서, 스트레스로 인한 열을 내리기 위해 타회사 

제품인 토라타민 222와 오래된 질염을 바이러스 

원인으로 보고 안티플러스 111, 써클111 요렇게 하

루분 드렸습니다. 

다음날 와서 얘기해 보니 한번 먹고 바로 괜찮아졌

다고 하네요. 

하루분 복용을 끝내고 나니 저녁에 다시 좀 그러는 

것 같다고 해서 좀 더 복용하라고 하고 그러겠다고 

했는데, 그날 추가로 가져가지는 않으셨네요. 좀 아

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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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8일 오전 10:53 240 읽음

정태영(크리닉약국)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안00, 33세, 딸

지난 연말 휴가로 동유럽 다녀왔는데 여행 중 무릎

이 가려워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연고 몇 번 바르면서 지나다 연초에 집에 들려 말하

기에 엄마 무기를 꺼내 싸주었어요.

긁으면 붉게 올라오고 손을 뗄 수 없을 만큼의 가려

움…

가족은 시작 날을 정확하게 모르네요. 안티 101, 써

클 101로 복용중.

먹기 시작해서 이틀 후부터는 안 가렵고 상태는 이

제 원래 상태로.

안티, 써클 2번째 통 먹고 있으니까 1달 반쯤 될 

듯 합니다.

중간에 사위 목감기 기운에도 안티, 써클로~~~ 

딸집 비상약이네요.

위에서부터 변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 보이셔도 조금만 더 복용하면 세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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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남희

와! 단하다. 가족은 더 치료하기 힘이 드는

데요. 저만 그런가요?ㅎㅎ(2월 28일 오후 

12:18)

②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

정태  약사님이 해내신 일인데 제가 감사를 

받습니다.

정태  약사님은 더 행복할 것입니다.

저도 당연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2월 28일 오후 2:38)

③ 계효숙

저는 이런 그림 좋아해요. 안 믿는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니.^^ (이런 사례는 출력함당)

근디, 한 달 넘게 먹은 저는 가끔(!) 엉딩이가 

근질거리는 증상이 안 사라지네여. 으면 두

드러기처럼 돋아나요. 약국에선 괜찮고 퇴근

해서 옷 갈아입을 때 가려운 거 보면 콜린성

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운동해서 체온을 

더 올려도 더 가렵진 않은데? 보통은 약 쓸 

정도가 아니라서 그냥 두지만 가끔 연고를 바

를 때도 있어여.(2월 28일 오후 6:13)

④ 류형준 약사 

계효숙 그냥 계속 드시면 됩니다.

누구나 어느 증상이나 빨리 개선되는 것은 아

닙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먹는 많은 종류의 좋은 

양제를 끊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1일 오전 12:46)

알아서 원래 로 가는 거구요…

류 선생님… 그리고 이방의 모든 안티, 써클 선배님

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2월 28일 오후 3:58 233 읽음

김은실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과민성 장염 

47세, 남자, 뚱뚱한 편, 우리 신랑입니다

연애시절부터 과민한 장 때문에 본인 뿐 아니라 저

까지 늘 걱정이 많았어요.

유산균이랑 장편환 먹고 개선은 됐지만 워낙 술자

리가 많은 직업이라 큰 개선은 없었습니다.

나이 들면서 한번 건강을 다잡는 의도로 안티, 써클 

정량복용한지 두 달 됐는데 어제 그러더라구요.

설사 같은 변 보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다고… 당연 

복통도 덜 느끼고… 편하다고

6개월 복용의 의지를 다지더군요.

그리고 이건 제가 신기했던 건데 다른 약사님들 체

험 사례로 보긴 했지만 직접 체험하니 놀라웠어요.

신랑은 평소에는 괜찮은데 술 먹은 날은 코를 심하

게 곯아서 제가 잠을 많이 설치거든요.

두 달 복용하고는 술 마신 날에도 전혀 코 골지 않고 

쌔근쌔근 잠드네요.

저도 덕분에 숙면을 취하니 정말 안티, 써클에 고마

웠습니다^^

우리부부는 나날이 좋아지는 증상들이 많기는 한

데 석 달째 접어드니 안티, 써클만으로는 부족하고 

류 약사님께서 강조하신 로 각탕법, 호보법을 해

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쁘단 핑계로 게을리 했는데 이제 열심히 하면서 

복용해 보려구요.

감사합니다. 류 약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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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안티와 써클이 사랑이군요.

장 때문에 먹었는데 코골이까지 없어지니 부

부간의 사랑이 깊어갑니다.

치유는 언제든 어디서든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1일 오전 12:54)

2018년 2월 28일 오후 5:38 279 읽음

하현아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45세, 여자분, 168cm, 46kg

부정맥으로 인데놀 리보트릴 복용하시고 몸 떨림 

증상, 저혈압, 두통, 어지럼증, 가슴 답답, 수족냉

증, 소화불량, 설사(1일 4-5회), 안구건조, 알러지, 

생리불순, 온몸에 다한증, 원인미상의 혈뇨, 혈액

응고인자 장애증 ㅡ117초, 잦은 멍, 3년 전 자궁경

부암 이상소견으로 고위험군 51번 바이러스 발견, 

3개월마다 검진 받으며 두근 반, 세근 반 늘 신경 

쓰며 사셨다고 합니다.

제겐 좀 어려울듯하여 인천으로 가시라 했는데 책

을 얼마나 열심히 읽으셨던지 도표로 나온 체온의 

변화에 따른 건강상태를 자기경험으로 설명해주고 

제가 미처 못 본 부분까지 조목조목 따져가며 (책을 

쓰담쓰담) 본인에게 얼마나 꼭 맞을지 기 된다며 

제품만 주면 알아서 먹어보고 경과를 알려주겠노

라며 시작하신분입니다.

안티, 써클 정량복용으로 한 달 지났습니다.

그분이 전화하실 때마다 저도 덩달아 심장이 바운

스 바운스.

오히려 이 분이 더 여유 있게 저를 케어해주셨습니다.

자기는 어차피 더 나빠질 것만 남았던 사람이니 결

과에 연연해하지 말라고요.

이 분은 몇 개월 지켜보고서 포스팅하려고 했는데 

뜻밖에 너무 좋은 소식을 주셔서 가만있을 수가 없

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오늘 결과를 알려줬는데 51번 바이

러스가 안 보인다고요.

옆의 의사도 놀라시고 그간 자신을 늘 조마조마하

게 했던 바이러스가 없어지다니.  

들리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떨리던지. 

서로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했습니다.

한 달 복용하며 각탕하며 호흡하며 제품과 책에 

해 그리고 만드신 이에 한 신뢰를 보이시더니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ㅡ

선생님^^ 뭐라 표현해야 할까요?? 너무 놀라서 뭐

라 얘기해야 할지요~ 3년 전부터 자궁암 바이러스 

51번 고위험군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 3개

월 마다 검사하면서 변이될까봐 항상 노심초사 불

안증까지 생겼는데 지혈도 안 되어서 수술도 못하

는데 정말 감사할 따름이네요~ 믿기지 않고 신랑

도 너무 놀라하고ㅋㅋ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사랑해요♡♡♡ 선생님 만나게 해주신 것도 넘 감

사해용^^

바이러스가 없어졌다니^^ 너무 깨끗하다네요~ 염

증만 조금 있다고 하네요^^ 

ㅡ

개선된 다른 증상으로는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있

고 밤마다 괴롭히던 가려움증이 없어졌고( 신 낮

에 가렵다고) 설사는 2, 3회로 줄었고 이런 정도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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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와 환자분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제가 다 

뿌듯하네요. 축하드려요!(2월 28일 오후 

6:01)

②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용법을 어떻게 드셨는지 궁금합니다(2월 28

일 오후 6:03)

③ 하현아

최약사님. 감사해요.

그냥 안티, 써클 11예요.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 답답함, 증상개선은 좀 

시간이 걸릴듯하여 헴철제재를 추가로 드려 

볼까하고 있어요.^^(2월 28일 오후 6:07)

④ 최현정(천안 리치약국)

네 감사합니다.^^(2월 28일 오후 6:07)

⑤ 박원용

진정한 의미의 체험사례입니다~~^^(2월 28

일 오후 6:11)

⑥ 이선영

와~ 박이네요. 그야말로 '믿는 자에게 복이 

오나니(2월 28일 오후 6:12)

⑦ 이선영

입니다' ^^(2월 28일 오후 6:13)

⑧ 강경애

환자분에게 행복을 드렸네요^^ 

축하드려요~~(2월 28일 오후 6:26)

⑨ 권명선

소통이 주는 신뢰의 힘이 놀라워요.(2월 28일 

오후 7:01)

⑩ 류형준 약사 

하현아약사님이 또 한 건의 큰 사고를 쳤습니

다.

박입니다.

인간유두종바이러스 중 자궁경부암 위험군

에 한 항바이러스작용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자궁경부암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열렸

습니다.

자궁경부암의 역사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위 한 체험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체험사례를 최우수 체험사례로 추천합니

다.

우수체험사례는 제품 5개

최우수체험사례는 제품 10개의 원고료를 드

립니다.(3월 1일 오전 1:02)

⑪ 하현아

류형준 약사 

아침에 약사님 댓 을 읽고서 이렇게 엄청난 

일이 내 눈 앞에서 일어난 거구나. 

혹시 내가 리플리인가? 하고 자신을 의심까

지 했었…습니다.

그분이 동의하시면 진료기록을 얻어 보겠습

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분께, 좋은 곳에 사용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1일 오전 9:45)

⑫ 오시영

하현아선생님

큰일 내셨네요~

놀랍고 경이롭고 축하드립니다^^(3월 1일 오

후 12:27)

안티플러스라는 제품명을 보고서 안티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 아니냐며 네거티브함이 포지티브로 바

뀌면서 얼마나 긍정의 기운이 충만하냐고 저한테 

한 설교 하시더니 바이러스 퇴치의 약효가 제 로 

발휘되는 행복을 쟁취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면서 힘을 얻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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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정순용(김천 한독약국)

환자분이 믿어주셔서 빨리 좋은 소식이 나온 

거 같아요~

정말 박입니다.

축하드려요~~(3월 1일 오후 2:48)

⑭ 안순원

이 분 추적 60분 하셔서 이 후 상황 정기적으

로 알려주시길…^^(3월 16일 오후 11:07)

⑮ 류형준 약사 

안순원 이미 진료기록부는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17일 오전 9:19)

① 류형준 약사  

박향숙 약사님이 어르신께 효도를 했네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이 가는데 그 어려운 

걸 해내셨네요.

박향숙 약사님은 정말 약사가 되길 잘했다고 

생각하겠지요.

약사로서의 보람과 행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1일 오전 1:09)

2018년 2월 28일 오후 6:01 222 읽음

박향숙 ♡♡

#안티플러스와써클4.u체험사례

70세 할머니, 육체노동 심함, 옆구리통증

넘 과로한 후(돈이 눈에 보여 일을 쉴 수가 없답니

다) 옆구리 극심한 통증 앉을 수도 숨을 쉴 수도 

없고 돈을 계속 버실 거면 제가 드리는 약 드시고요. 

아님 일 안하고 푹 쉬셔야 해요. 

써클 222, 3일 드시고 효과 없음. 다시 써클 222, 

5일 효과 없음. 안티, 써클 111, 5일 조금 차도가 

있음. 안티, 써클 111, 3일 드디어 통증 해방. 물론 

병원약도 중간에 드심. 

저를 믿고 드셔준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더

니 당신도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오후 6:52 266 읽음

박향숙 ♡♡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63세, 여자, 만성식도염 

30년, 위장병 ppi 약국조제 기록에만도 복용4년  

그 전에도 계속 드셨다고 함. 

병원 약 답 없음 확인. 

본인도 인정

바이러스 감염증임을 인식시켜드리고 안티, 써클 

101 3개월째 복용.

모든 증상 거의 없어짐. 단지 가끔 아침에 속 쓰림 

있다고 하심. 

저도 속으로 깜놀 ̂ ^ 경험상 3개월이면 통상 제반

증상 사라지는데… 하지만 본인도 병원 약 안 먹어

도 견딜만해서 깜놀^^

아~ 이래서 만성병엔 안티, 써클 6개월이구나를 

새삼 실감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20일 복용 후

부터 위염의 모든 증상이 사라졌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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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그렇습니다.

증상이 다 사라진 것과 뿌리가 뽑히는 것은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래도 30년 된 위장병을 개선하다니 역시 위

장병전문약사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1일 오전 6:17)

① 류형준 약사  

전기출 약사님은 이미 훌륭한 치유전도사입니

다.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한 걸음씩 진화해 가는 

것입니다.

치유의 길에 함께하는 즐거움이 느껴질 때마

다 파랑새가 가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2일 오전 10:14)

4개월째 약 드시고 계십니다. 완전 치유를 향해

2018년 3월 2일 오전 6:43 218 읽음

전기출

#안티플러스와써클4.u체험사례

 

31세, 남성

안티와 써클을 101로 드시기로 하고 박스로 가져가

신 후 5일 정도 지나서 60 의 남성으로부터 전화 

문의가 왔다. 본인의 아들 녀석이 갑자기 심한 설사

와 복통이 있어서 정로환을 두 번 먹었는데도 멈추

질 않고 전신근육통까지 더해진다며 저와 상담 중 

많은 질환들이 거의 바이러스로 인한 경우이며 이

것을 몰아내고 림프순환을 시켜 세포를 정상화하

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어떤 질환이라도 치유에 도

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린 것이 생각나서 전화

했다며 아들도 먹어도 됩니까? 라는 것이다. 안티, 

써클을 111로 3회 먹고 다음날 조금은 덜 하다해서 

202로 증량하여 다시 하루 복용 후 어제보다 조금 

더 덜한데 아직 증상들이 남아있다고~~ 오늘 저

녁과 내일 아침에는 3포씩 먹으라고 했고 다시 다

음날 아침 모든 증상이 사라졌다며 주말이라 응급

실 신세질 뻔 했는데 고맙다고~~ 이번체험에서 

느낀 점은 용량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기보다 이런 

급성질환은 333으로 시작해서 감량해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2일 오전 9:48 300 읽음

김영훈

#안티플러스와써클4.u체험사례

김00, 여, 44세

2/26 넘어지면서 그랬는지 오른쪽 눈가가 퍼렇게 

멍들고 많이 부어서 정형외과에서 치료받고 처방

전 가지고 오셨습니다(처방전은 항생제, 소염진통

제, 위장약, 이뇨제).

약을 받으면서 바르는 걸 같이 달라고 해서 써클포

유 설명 드리고 방문 시간이 저녁이라 저녁에 2포 

드시고 주무시고 다음날은 아침 2포, 점심부터는 

계속 1포씩 드시라고 총 8포를 드렸습니다. 

타바겐겔(동국제약 헤파린성분)도 같이 바르라고 

하나 드렸구요.

2/28 이틀 후 다시 처방전 가지고 내방하셨는데 

눈가 부은 거는 확실히 다 가라앉았습니다. 

이틀 전 방문 시에 거즈 밖으로 보 던 멍도 많이 

사라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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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멍이 빨리 풀리도록 해 주셨으니 축하드립니

다.

이제부터는 사족입니다.

저라면 써클 333입니다.

그리고 계란이나 둥근 물건으로 살살 문질러

줬다면 이미 다 풀렸을 것입니다.

다음엔 그렇게 해보세요.

이런 경우는 파가 굳기 전에 처음부터 빨리 

최 용량을 써서 빠르게 풀어주는 게 정답입

니다.

감사합니다.(3월 2일 오전 10:25)

① 류형준 약사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11월 장암 수술 환자는 안티 111과 

써클 222가 적량입니다.

림프순환장애도 세포환경도 최악이니 충분

한 량의 안티와 써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3월 5일 오후 6:12)

써클포유 좀 더 달라고 해서 111로 2일분 더 드리고 

지난번에 사갔던 외용약도 같이 계속 사용하시라

고 했습니다. 

2018년 3월 3일 오전 9:12 280 읽음

곽명애♡ 등포21세기약국(김정호)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66세, 남성분

몸이 너무 무겁고 피곤함.

2월 24일 방문

처음 보는 분인데 젠빅을 찾으십니다(마그네슘제제).

마침 약이 있어 계산하기 전 어찌 드시려하냐 물으

니 다리가 저리고 눈도 좀 떨리고 다리에 힘도 좀 

빠지는 거 같은데 누가 이 약을 먹으면 좋아질 거라 

해서 먹어보려 한답니다.

그러면서 의자에 앉으시더니 너무 피곤해~ 몸이 

너무 무거워~ 

써클포유 설명 드리고 안티플러스도 설명 드렸네요.

화를 나누다보니 마그네슘제제는 이미 드시고 

계셨네요.

써클포유만 드셔보시겠다고 해서 안티플러스 5일

분만 우선 같이 101로 드셔보시라 함.

3일 후 약국 지나가시다 들렸는데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많이 풀렸다 하십니다.

2일 후 다시 오셔서 안티플러스도 같이 먹는 게 좋

겠다며 가져가셨네요.

본인이 복용 후 효과를 많이 보고 계신지 약국 근처 

카센터사장님께 소개해서 그분도 상담하고 치유의 

길을 가보자 했네요.

이분은 작년 11월에 장암수술을 하셨다는데 제가 

끝까지 잘 인도해드릴지 걱정도 됩니다.

밴드에 계신 여러 약사님들로부터 늘 큰 힘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3일 오후 8:07 282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54세, 강정h, 여자(사촌여동생, 제주 거주)

갑상선암수술, 가운데손가락 통증과 구부러짐, 손

발 끝 저림, 손목터널증후군, 만성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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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갑상선암수술자이니 안티 111과 써클 222의 

복용량은 당연한 선택입니다.

또한 각탕법하기, 기어다니기, 찬 것과 매운 

것 피하기는 당연히 설명하 을 것으로 짐작

됩니다.

그렇게 쓸 때는 확실하게 쓰고 명쾌하게 진행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지면 됩니다.

고맙다고 할 때 느끼는 그 기분이 저도 느껴

집니다.

감사합니다.(3월 5일 오후 6:35)

① 류형준 약사  

유방암 경력이 있고 타목시펜을 먹고 있던 환

자인데 안티와 써클을 111로 썼을까요?

암 환자의 병력이 있는 분은 안티 111과 써클 

222가 정량이라고 몇 번을 설명하고 또 설명

하는데 안 지켜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식당 일하다가 손가락 아파서 쉬고 있음.

2월 19일 안티 111, 써클 222 복용 시작. 복용 5일쯤 

손목과 부은 손가락이 더 많이 아팠으나 명현일수

도 있겠다라고 생각에 무조건 참고 복용.

3월 3일 집안 행사에서 만나자마자 덕분에 통증에

서 해방되어 살만하다고 고맙다한다.

쾌변, 소변, 시원감, 시리고 저림 사라짐, 붓고 아픈 

손가락 통증 80% 줄어듦.

당분간 용량 그 로 1~2달 복용 후 안티 101, 써클 

202 하기로. 그 후 5개월 정도 정량 복용. 이후 써클 

최소 6개월 복용. 각탕법 강조.

임플란트 시술중이라고 해서 그것도 도움이 될 거

라고 세포 리모델링 프로그램이라고 하니 기뻐하

네요. 손가락 통증에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고달픈 삶 살아가는 사촌동생에게 희망의 길을 안

내해 주는듯해서 저도 참 기쁩니다.

치유프로그램 함께 할 가족에 추가합니다. 한 사람 

더!!

2018년 3월 4일 오후 8:15 228 읽음

이정숙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50 , 여성,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 받았음. 

신장 일부 떼어냄. 

당낭 제거함. 

속이 쓰려 타목시펜 먹다 중단했다고 함. 

외출 후 피곤하면 아래가 헌다고 함. 

갱년기 증상으로 열이 오르면 윗옷을 벗었다 입었

다 함.

골다공증 있음. 

다른 증상도 너무 많음.

일단 위를 정상으로 해야 치료약을 받아들일 수 있

으니 위 치료를 우선으로 하자고함.

담낭이 없으므로 우루사하고 안티, 써클 111로 드시

라고 소포장 1통씩 드림.

다 드시고 와서 밑이 허는 것이 좋아졌는데 속이 

계속 쓰리다고 해서 반사심하고 같이 드림.

다시 소포장 1통씩 다 먹고 다시 와서 전체적으로 

좋아졌다고 계속 먹겠다고 하심.

다시 소포장 1통씩 가져가심. 

큰 통으로 가지고 가라니까 돈이 부담스럽다고 해

서 약을 떼지 말고 드시라 하니 6개월 계속 먹겠다

고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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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약사님 스스로가 느껴지는 경제적인 부

담이라면 삼가주세요.

만약 복용하게 된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 안티 111과 써클 222를 복용

하게 하세요.

그리고 충분히 림프순환촉진이 되었다고 느

껴질 때 용량을 조절하세요.

암 환자에게 어쭙잖은 써클의 복용은 최악의 

상황에서 부족한 림프순환촉진으로 인해 오

히려 몸의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바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3월 5일 오후 6:39)

① 류형준 약사  

그렇게 잘 따라오는 환자가 있다는 것은 박향

숙 약사님이 잘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길게 보고 여유 있게 생각하고 환자와 치유의 

길을 동반하면 착한 환자는 스스로 늘어갈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5일 오후 6:56)

2018년 3월 5일 오후 2:12 214 읽음

박향숙 ♡♡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67년생, 남자, 치질, 알러지비염

치질로 안티, 써클 드시면서 앓고 있던 비염이 좋아

진 환자입니다. 예전에 올리신 분인데요.

오늘 2개월 드시고 다시 오셨어요. 

치질은 원래 심하지 않았다고 잡아떼시네요. 첨에 

힘들다고 말하시면서 복용하셨는데… 지금은 아주 

좋답니다.

아무튼 비염이 아주 좋아져 상쾌하시답니다. 

미국 출장을 가시는데 시차 적응을 위해 늘려서 드

셔라했더니 어찌 아시고 이미 그렇게 드셨다고 합

니다^^ 피곤도 확실히 좋아지고 6개월 1년을 약속

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똑똑한 환자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3월 5일 오후 4:14 363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한D님, 여, 70세

파킨슨, 소뇌위축증, 거동 어려운 환자

2.26

항문 주위 염증이 심하셔서 병원에 항생제 처방받

으러 오신 분

상태를 좀 보면 좋겠다했더니 폰으로 찍어 오셨다.

써클, 안티 각 222 따뜻한 물로 복용케 함.

우선 소포장 20개 1통씩 드림(병원에선 아클라오 

625mg tid 3일분 받아옴)

찜질하고 각탕하고 안티, 써클 먹고 처음 하루는 

겁나서 항생제도 드셨다 함.

3/5 다른 약(엘도스) 받으러 오셔서 결과 물었더니 

20포씩 가져간 것 다 먹기 전에 나았노라 하신다.

가래에도 안티, 써클이라고 설명해드렸더니 남은 

것 먹고 다시 들러보겠다 하심. 가래엔 각각 111 복

용하라고 함. 아래 사진은 어쩔 수 없이 올바른 투

약을 위해 아저씨가 사진 찍어 오신 것이고 다 나은 

사진은 환자에게 요구하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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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아후

나이가 젊다면 다른 지병이 없으시면 수술을 

해야 할 환자 같습니다.

그게 열 번도 먹기 전에 다 나았다니 신기할 

뿐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다 가셔도 병의 뿌리가 다 없

어진 것은 아니므로 안티와 써클은 6개월 복

용은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5일 오후 7:04)

① 류형준 약사  

수고하셨습니다.

류머티스가 명현증상이 심한 질환 중에 하나

인데 명현반응도 적절하게 응해서 무난하

게 진행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류머티스는 안티와 써클의 복용 기간을 6개

월이 아닌 8개월로 늘리는 것이 더욱 좋을 것

입니다.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염증 깊숙이 있는 바이

러스는 처음부터 노출되지 않으므로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3월 6일 오후 7:19)

2018년 3월 6일 오후 3:41 169 읽음

송정숙(만수ㆍ부산)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60세, 여성, 류머티스관절염 앓은 지 20년 정도

안티, 써클 정량복용하고 중간에 심하게 아플 때는 

두 배로 증량해서 복용한지 한 달 10일째 재방문함.

얼굴빛이 탱탱해지고 맑아짐.

아픈 부위가 점점 밑으로 이동 중임.

지금은 목, 어깨, 팔을 거쳐서 손가락과 무릎 관절

로 내려옴.

그러면서도 하루는 손 쪽이 푹푹 쑤시다가 옆구리 

이동을 며칠씩 반복하고 있음.

처음보다 훨씬 덜 아프고 스테로이드를 점점 줄여

서 복용하다가 이틀 전부터는 끊어도 심한 통증 없

어 견딜만함.

류머티스관절염도 이렇게 치유의 길을 가고 있네요.

생각한 기간보다 더 빨리…

안티, 써클, 6개월 복용 후 써클 6개월 예약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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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앗 이게 아닙니다.

레몬차는 안티, 서클과 함께 먹는 경우는 명

현반응이 있을 때이거나 확실하게 예상될 때

만 이담작용으로 노폐물을 빨리 빼내려고 함

께 먹는 것입니다.

이담건위작용은 경우에 따라 안티와 써클의 

유효성분의 배출을 촉진하여 효능을 떨어뜨

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같이 먹는 경우는 오히려 피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7일 오후 10:05)

② 박향숙

앗 그럼 이담건위제를 예를 들어 우루사를 같

이 드리는 건 명현이 없을 땐 약효 감소가 우

려되는 건가요?(3월 8일 오전 10:27)

③ 류형준 약사  

예 그렇습니다.

이담건위제의 약효기전이 그렇습니다.

독성물질의 배출을 촉진하고 약효물질의 배

출도 촉진합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8일 오후 4:31)

2018년 3월 7일 오후 9:18 184 읽음

최성순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일본에 사는 동안 뇌경색으로 신경세포의 손상으

로 팔다리의 통증으로 고생하는 65살 여자 혈압약

과 리보트릴정과 익셀과 뉴론틴과 빅손약을 처방

받아서 약을 먹기 싫다고 한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는 한약을 달라고 해서 안티와 써클을 111 같이 

레몬차를 따뜻하게 먹기로 하고 먹으면서 림프순

환도 잘 되는 것 같고 몸도 가뿐해지는 것 같아서 

계속 복용해서 신경세포의 손상도 나아진 것 같다

고 열심히 복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8일 오전 9:04 168 읽음

곽명애♡ 등포21세기약국(김정호)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입안 염증, 70세, 여성분

오랜 단골분께서 아내분이 입안 염증으로 오랫동

안 고생중이라며 어찌할지 모르겠다하십니다.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아도 별효과 없다하네요.

엄청 꼼꼼한 분이라 아내분 복용약까지 다 메모해

두고 다니시네요.

천기누설 책자를 잘 읽어보시고 같이 나오시라했

네요.

다행히 책을 꼼꼼히 보시고 명현반응도 알아들으

시고 용기 내어 시작해 보겠다하십니다.

2월 5일 안티플러스와 써클포유 111로 시작

각탕법 설명

7일이 지났는데 별 차도 없습니다.

그 후로는 염증이 더 심해지고 목구멍 근처 입천장 

부위도 부어서 고통스럽고 약 먹기도 힘듭니다.

레몬차, 이담소화제, 각탕법 강조

구정 때 제일 심한 고통 찾아옴.

자주 통화해서 격려 드리고 며칠에 한 번씩 방문하

면 또 격려 드리고~  그 와중에도 병원서 비상약으

로 준 소론도는 안 먹고 꾹 참으시며 이번에는 꼭 

고쳐보리라는 의지가 넘치십니다.

옆에서 남편분이 격려해주고 약에 한 강한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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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향숙

약사님도 환자분도 단하십니다.(3월 8일 

오전 10:21)

② 오시영

곽 선생님

사랑의 힘 !

환자분, 곽 선생님 행복하시겠어요^^(3월 8

일 오전 11:56)

③ 곽명애♡영등포21세기약국(김정호)

제 자신이 명현반응을 심하게 당해봐서 그 고

통을 조금이나마 알 거 같아요~

그전에는 제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드리지 못했을까…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3월 8일 오후 

1:45)

④ 류형준 약사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환자를 끌고 가려면 스스로도 강한 신

념이 있어야하고 그 신념이 몸에서 마음에서 

말에서 풍겨져서 환자의 믿음을 얻어야만 가

능한 일을 하셨습니다.

믿어줘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것이니 더욱 감사합니

다.

단 사족을 달자면 이렇게 명현이 심하고 오래

간다면 처음부터 혹은 명현이 심해졌을 때 안

티 111과 써클 222 혹은 333으로 복용하도록 

했으면 명현반응의 강도도 줄고 그 기간도 줄

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3월 8일 오후 4:48)

⑤ 곽명애♡영등포21세기약국(김정호)

네~ 저도 써클 용량을 222로 권했었는데 약 

먹는데 애로사항이 너무 커서 증량을 못했습

니다.

다음 사례부터는 잘 활용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9일 오전 8:36)

을 심어주는 게 큰 힘이 되는 거 같네요.

어제 방문하셨는데 큰 고통 후에 염증의 빈도나 강

도가 줄어들고 있답니다.

앞으로는 101로 복용

큰 고통을 받았는데도 저한테 계속 감사하다고하

네요.

저를 믿어주시니 제가 더 감사한 일이죠~

2018년 3월 8일 오후 1:00 160 읽음

신선희

#안티플러스와써클4.u체험사례

1) 50  중반, 키가 크고 얼굴에 기름기 흐르는 분

복부에 가스가 찬다고 호소하기에 복부비만으로 

생각되어 써클 202, 안티 101로 소포장 드림. 지금 

나타나셔서 써클 2통, 안티 2통 달라신다. 집이 잠

실이라 지나가다 도로에 차 세워두고. 우리 약국 

위치를 몰라 다른 집에 들 다고 한다. 바쁘다며 

여러 가지 병력 체크 할 겨를도 없이 최소 6개월 

내지 1년 드시면 핸섬하고 젊게 된다고 말하면서 

자세히 상담 못한 아쉬움. 그동안의 경과도 여쭤 

보진 못했으나 환자 자신이 느낀 점이 있으니 먼 

곳에서 오신 것이겠지요?

2) 김 s, 71세, 여, 456번 디스크 수술 2번, 만성설

사로 장폴립제거, 골다공증, 추위 심하게 타고 발

이 시림. 

수술 후에 약 조금 드시고 비타민, 칼슘, 순환제, 

평소 장복하심. 몸이 차서 장이 냉한 탓에 써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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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수고하셨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함께 하면서 

가다보면 함께하게 됩니다.

김00 여성분은 바이러스 감염이 여러 군데에

서 의심되는데 개선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지난번에 약사님 중에 수 장에 다니시다가 

추위로 현훈이 심하게 와서 까스활명수로 개

선된 경우가 있는데 수 장 물 온도를 체크해 

주세요.

지금은 수 장 물이 차서 추위를 느끼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3월 8일 오후 7:42) ① 류형준 약사  

이 약사님의 믿음과 따뜻한 마음이 환자의 마

음과 함께하니 힘들어도 버티고 끝까지 해 볼 

엄두가 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남편분까지 함께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티 101로 13일째 드심. 춥다는 소릴 달고 살았는데 

그러지 않다. 추워서 수 장에도 못 갔는데 이젠 

수 도 하고 단감도 쓰다며 식욕부진 했는데 이젠 

밥 반 공기는 드신다. 설사는 아직도~

복용량을 조절하고 싶지만 꾸준히 드시면 좋아 질 

것으로 생각되어 식사관리와 건강플러스 편을 성

경처럼 읽고 실천하시라고 다짐 또 다짐해본다. 디

스크 수술환자의 신경도 호전되길 기 하면서

2018년 3월 8일 오후 1:36 170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정S정, 54세, 여, 학병원 수간호사

늘 힘이 없다. 피곤, 두통, 축 쳐져있는 간호사님.

2/10 안티, 써클 정량복용 시작.

2번 복용 후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머리가 꽉 찬 느

낌 호소(각탕법, 따뜻한 물, 레몬차 권유).

2/24 머리 아픈 것은 약간 좋아진 듯 하고, 손발 

혈액순환이 안 되어 각질이 생겨 뜸 치료하셨다 한

다(본인이 침뜸 공부하신 분). 나중에 명현인 듯 생

각되어 스스로 처리하셨다하심.

이번엔 남편(당뇨, 과로)과 함께 정량복용해 보시

겠다고 하셔서 안티, 써클 2세트와 남아있는 두통

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 훼마틴앰플 함께 드림.

3/8 문자, 통화

두통 사라지고 몸이 가볍다하신다.

1년 치유프로그램 함께 가실 또 다른 가족이십니다.

57세 남편분은 초기 혈당 수치가 많이 올라 잠깐 

망설 으나 그것도 미리 예상한 일이었음에 오히

려 믿고 함께 하기로 하셨습니다(초기 당 수치 올라

감을 미리 말해주었고 책도 보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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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시니 기쁘고 행복합니다.(3월 8일 

오후 8:14)

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우리 약국 치유프로그램 함께 가시는 분들 2

가정 제외하곤 다들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셔

2018년 3월 8일 오후 10:10 223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이S강, 여, 58세

갑상선기능저하증, 편두통, 어깨무릎 통증, 발바닥 

통증, 시리고 저림.

안구건조증, 만성피로, 파스 량구매자

2/15

안티, 써클 먼저 접한 딸 때문에 딸 소개로 복용하

기 시작

안티 101, 써클 222, 10일분

10일 복용 후 소식이 없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3월 

8일 약국에 파스랑 다이어트 약 사러 오셨다. 안티, 

써클 가지러온 게 아니라~ 에공 이를 어쩌누.

복용 3일째부터 온몸이 3~4일 아파 죽을 뻔 했다

고 하심. 먹는 동안 변을 아주 시원하게 보시

고~. 편두통약을 한 달분씩 처방받아 먹는데 안티, 

써클 10일 먹고 두통이 사라져 조제약 그 로 가지

고 있다하신다.

3/8 안티, 써클 재교육!!

뱃살 빼는 약 찾으러 오신 승희 엄마에게 아플 때만 

찾지 말고 꾸준히 안티, 써클만 복용해도 위에 아픈 

증상 하나씩 사라지게 될 거고(덤으로 뱃살도 빠질 

가능성 있으므로), 6개월, 1년 치유프로그램 함께 

가자고 했다. 눈이 동그래지며 하는 말씀 "안티, 써

클 덕분일까요? 몸무겐 그 로인데 옷이 여유가 있

어요~"

힘든 상황 벗어났기에 안티 101, 써클 201로 복용.

다시 한 번 마음먹고 안티, 써클 정량 1달분씩 챙기

신다.

각탕법 다시 강조! 찬 것과 매운 것 피하기를 녹음

테이프 틀듯이 강조!!

미리미리 챙겨서 안티, 써클 떨어뜨리지 말고 드셔

야 해요~~

문 닫을 무렵 다시 방문

남편에게 우리 몸부터 건강하고 봅시다했다며 남

편 것도 한 달분 가져가신다. 1년 함께 하기로^^

문성M, 남, 61세

다리가 시리고 저리고 공사장에서 일하는데 다리

랑 허벅지를 자주 두드려가며 일한다하심.

2월 15일 아내랑 같이 복용시작

써클만 60포 202로 복용하도록 했다.

202로 1주일 정도 드시다가 편해져서 101로 드셨다

고 한다.

오늘은 남편도 치유프로그램으로 들어가기로 했

다. 안티, 써클 101 정량으로~^^.

각탕법, 찬물 안 먹기 강조

승희네 3식구 모두 치유프로그램에 합류하게 된 날

입니다. 행복하기를~~-()-

시집간 딸도 데리고 오겠다하십니다. 딸도 림프순

환 문제 있다 하면서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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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육체노동으로 생계 꾸려나갈 때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으려면 치유과정 꼭 함께 가야

하는~~,

이런 이야기하는 이유는 안티, 써클이 오히려 

이런 분들이 간절히 찾는 제품이란 걸 깨달았

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안티, 써클 만난 건 

저에게도 저를 믿어주는 동네분들에게도 행

운입니다. 기쁨입니다.(3월 8일 오후 11:17)

② 심기정

이명희 약사님의 환자들에 한 애정이 느껴

져서 올려주신  읽을 때마다 저도 기분이 

좋고, 많이 배우게 됩니다…(3월 9일 오전 

9:15)

③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심기정 좋게 봐주시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3

월 9일 오전 11:24)

④ 계효숙

몸무게가 그 로인데 옷이 여유 있다는 건 그 

분 몸의 변화가 있는 거네요. 지방이 근육으

로 바뀐 거. 같은 몸무게라도 지방은 근육보

다 부피가 커서 몸집이 커 보이고 근육으로 

바뀌면 슬림해지는 거. ^^(3월 9일 오후 1:04)

⑤ 류형준 약사 

이명희 약사님이 체험사례와 댓 을 보면서 

제 생각과 같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일수록 안티와 써클이 더 필

요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결국 몸이 재산

인데 몸을 잘 챙겨야 일도 할 수 있고 생활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약사님을 믿고 따라오니 이는 

이 약사님의 마음이 서로 통하고 느끼기에 가

능한 일입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힘이 된다고 하니 보람되고 

감사합니다.(3월 9일 오후 2:49)

⑥ 장진숙(참좋은P 광주광역시)

이명희 항상 따뜻한 마음이 가득하십니다(3

월 9일 오후 4:51)

⑨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류형준 약사 선택은 환자의 몫이고 약사는 안

내자라는 선생님의 말씀 로 행하니 결과가 

이렇게 나오네요.

한 곳에서 30년 약국을 하다 보니 환자들의 

집안 사정을 너무 잘 알아서 부담되겠다싶으

면 말씀도 못드렸던 게 저의 모습이라, 이번

에 이것 고치느라 애썼습니다. 이런 모습이 

환자를 위하는 게 아니란 것도 깨달았습니

다^^.

두루 감사합니다.(3월 9일 오후 5:56)

⑩ 류형준 약사  

이명희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동네분들의 경제적 사정이 빤하니 어려운 분

들을 위한다는 마음에 가려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깨

닫고 그 후로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안내하고 

선택은 환자들의 몫으로 남겨드립니다.

그게 정답인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10일 오전 8:23)

⑪ 김형균

류형준 약사(3월 10일 오후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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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갱년기장애에도 생리가 끊어진 것을 잇는 것

도 안티와 써클의 몫이네요.

세포가 활성화되면 우리 몸은 활성화되고 증

상은 눈 녹 듯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무병장수의 꿈을 이뤄 봅시다.

감사합니다.(3월 10일 오전 8:24)

① 류형준 약사  

우리 몸의 리모델링이 바로 치유의 길이네요.

이제까지 아끼지 않고 제 로 관리도 안 해서 

병들고 아픈 몸을 리모델링해서 건강하게 행

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과학적으로는 125세라는데 성

장하는데 25년 늙는데 25년이면 100세까지

는 팔팔하게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리모델링하면서 살아보

시죠.

2018년 3월 8일 오후 11:49 257 읽음

이나주

#체험사례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52세, 여성, 약국직원

4개월 전 생리가 끊어진 후에 열감이 심해서 추운 

겨울인데도 얼굴에 땀이 나고 홍조가 심하고 덥다

고 히터를 자꾸 꺼버려서 써클 111, 안티 101로 복용 

시작

일주일 복용 후 상열감, 홍조 땀나는 게 다 좋아짐.

그 후 두 달간 계속 복용한 후에 정상적인 생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속 복용 중

2018년 3월 10일 오전 8:59 215 읽음

곽명애♡ 등포21세기약국(김정호)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40 , 남성분

약국 근처 보험회사에 아내분이 근무하는데 남편

분 약을 늘 사가십니다.

종합 양제, 간 양제 등등

2월 1일에 오셔서 양제를 먹어도 별 효과 없다며 

더 좋은 게 있을까하네요.

안티, 써클 설명 드리고 이번 기회에 세포를 재생시

켜 몸을 리모델링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일단 가져가겠는데 잘 먹을지 걱정이라며~

약을 드리며 남편도 주고 본인도 같이 복용해보라 

권유

아내분은 42세인데 혈압, 고지혈증, 심장약을 먹고 

있고 몇 년 전에 쓰러진 적도 있답니다.

아내분이 오히려 이약이 더 필요할 거 같다며 꼭 

드시라고~

며칠 후 남편은 약 먹고 감기기운 같은 것을 느끼고 

밤에 잠을 엄청 일찍 자며 약 먹기 힘들다며 투덜댄

답니다.

아내분도 같이 먹고 있는데 몸이 좀 가벼운 느낌이 

있다하네요.

두 분 다 안티, 써클 101로 복용

보름마다 오셔서 약 구매중

올해는 우리 모두(저도 포함) 몸을 리모델링해보자

며 서로 격려하며 잘 복용해보기로 했네요~

아내분은 일반인밴드에도 가입해서 틈틈히 사례들

을 읽어보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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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3월 10일 오후 8:16)

② 김영희(한가족약국.여수시)

일반인 밴드도 있나요?(3월 11일 오후 

12:23)

③ 곽명애♡영등포21세기약국(김정호)

네~(3월 11일 오후 9:16)

① 류형준 약사  

고혈압 약은 줄이지 않았나요?

이 정도면 혈압약이 줄거나 끊어져야 할 것 

같은데 콜레스테롤 정상, 피로회복, 고혈압 

정상이면 건강이 회춘하는 것이죠.

가족이 좋아지면 기쁨 두 배, 행복도 두 배인

데 맞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13일 오후 7:18)

① 류형준 약사  

잘 하셨습니다.

오시  약사님의 팬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신규 약사님들이 많았는데 모두가 오시

2018년 3월 12일 오후 9:53 141 읽음

최성순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61살, 개인 택시하는 제부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는데 운동 부족

으로 배가 나오고 집에 들어오면 술을 먹고 스트레

스를 많이 받아서 피로가 많고 감기를 걸리면 잘 

낫지 않아서 써클 111과 안티 111일 복용하면서 피

로도 없어지고 콜레스테롤도 정상이 되고 혈액순

환도 잘 되는 것 같아서 계속 복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13일 오전 12:12 207 읽음

오시영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김00, 90년생, 여성

피부염 치유예입니다.

161cm, 57kg

북경  졸업하고 일본에 취업해 일본에 살고 있는 

중국교포 수재 아가씨가 한국에 부모님 뵈러 왔는

데 피부가 엉망이에요.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는 딸 뒷바라지위해 부모님

은 한국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식당직원으로~ 자랑

스런 딸 꼭 예뻐질 수 있냐하네요.

턱 > 볼 > 이마

어깨R, 쇄골, 겨드랑이, 팔꿈치 안팎(여기만 봐서

는 건선 + 아토피)이 붉은 발진 쫙. 

팔꿈치 바깥쪽의 인설동반 발진, 소양감

1월 17일 안티, 써클 101, 콜린제, 이담제 2개월분.

1월 27일 엄마가 전화로 피부염이 심해지고 엄청 

가려워 한다네요.

명현 충분히 이해시킨 터라 레몬 착즙에 더운물 섞

어서 자주 먹도록 + 음식 주의 강조.

오늘 세 식구 오셨는데 딸의 피부가 80% 정도 좋아

졌어요.

사진 찍어 비교해 보자고 하니 아버지가 반 . 딸이

라 조심스러운지 촬  반 . 아쉽~~

다시 1개월분 주고 식생활 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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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강의에 감명을 받아서 가입하 다

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13일 오후 7:24)

② 오시영

류형준 약사 

정말요?

기쁘기도 하지만

부담도 크네요^^(3월 13일 오후 7:51)

② 류형준 약사 

오시영 약사님은 그냥 있는 그 로 하시면 됩

니다.

감사합니다.(3월 13일 오후 8:22)

③ 곽명애♡영등포21세기약국(김정호)

(3월 14일 오전 9:40)

2018년 3월 13일 오후 1:44 190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박S희, 여, 50세

팔꿈치 통증

(림프순환 체크 사항 14개, 면역력 향상 9개 항목 

체크)

2/26

안티 101, 써클 202 10회분

3/10

5일분 가져가셔서, 일주일이 지나서 나타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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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송광륜

림프순환과 면역력 리플렛을 업그레이드 중

에 있습니다. 혹시 체크리스트에 넣었으면 하

는 항목이 있다거나 표현을 고쳤으면 하는 사

항이 있으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3월 13일 

오후 1:52)

② 조용권 (도아약국.대전서구)

송광륜 

편두통, 눈떨림, 어지러움이 있다.

두피질환과 탈모가 늘었다.

불면증과 이명이 있다.

땀이 많이 난다. 손, 발, 머리

식욕, 성욕 등 매사 의욕이 없다.

생리 주기이상과 통, 양의 변화가 있다.

눈이 아프고 건조하고 안압변화가 있다.

참고해서 더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

고하세요(3월 13일 오후 2:31)

③ 조형이

송광륜 체크리스트는 어디에 있나요? 다운 받

아 복사할려구요(3월 13일 오후 4:12)

④ 박향숙

만성위염 소화불량이 있다(3월 13일 오후 

6:54)

⑤ 류형준 약사 

송광륜이사님 

현재도 체크리스트에 내용이 너무 많다고 줄

이려고 하는데 약사님들은 더 많은 항목을 원

하시니 고민되시겠습니다.

수고하세요.(3월 13일 오후 7:40)

⑥ 송광륜

이번에 발행된 사례집에서 체크리스트 항목

을 추출하여 집계 후 정리하겠습니다.(3월 13

일 오후 8:17)

하루 2번 온수 복용을 착각하고 하루 1번 물도 신경 

안 쓰고 복용했다고 하네요. 다행히도 복용 중 별 

불편함도 없었다고 함. 본인의 팔꿈치는 좋아졌는

데 이번엔 남편이 팔꿈치 통증 호소해서 좋은 약 

가져다준다며 약국에 다시 온 것. 

이분은 친구분이 아파서 제품 구매할 때 옆에서 기

다리면서 체크리스트 작성해보더니 본인도 같이 5

일분 달라고 가져갔던 분인데 제 로 복용 못했음

에도(하루 1번 안티 1, 써클 2)

팔꿈치 회복에 컨디션 회복까지 되었으니 안티, 써

클 무한신뢰! 하네요.

안티 20포, 써클 40포로 챙겨가서 둘이서 사이좋게 

복용하고 또 오겠다하심.

6개월 리모델링 그 후 써클4-U로 조금 더 세포환

경 마무리하기. 

이해도 빠르고 긍정적이십니다.

2018년 3월 13일 오후 5:58 203 읽음

박향숙 ♡♡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48세, 여성

아주 심한 냉증, 유방, 갑상선, 자궁에 물혹 다수, 

하지정맥류, 손발 경련(쥐) 극심

생활상: 아이스크림 많이 즐기고 과로

처방 첫 달 써클 한 포씩 써가면서 증량하여 222

둘째 달 안티 111, 써클 222

각탕법 매일 하시고 차가운 것 절  안 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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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예전 같으면~~^^.미투!!입니다(3월 13일 오

후 6:57)

② 류형준 약사 

박향숙 약사님의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습니

다.

믿고 흉내내고 경험을 통해 확신하면 그만큼 

진화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약사님들의 체험사례가 또 다른 

약사님에게는 좋은 교재가 되어 가르침을 줍

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

이 주고받는 이곳이 새로운 의학의 산실이 되

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3월 13일 오후 

8:11)

① 류형준 약사 

오늘 또 한 번 진화를 하셨습니다.

천식은 점막질환이라 경과가 빠른 만큼 온도, 

습도, 미세먼지, 흡연 여부에 많은 차이를 보

입니다.

그 점은 곡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3월 13일 오후 8:12)

② 박향숙

마약을 넣었냐고 의심하시네요 ^^(3월 15일 

오후 3:47)

③ 류형준 약사 

박향숙 빨리 낫게 해줘서 고맙다고 칭찬을 하

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15일 오후 7:11)

한 달에 한번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아팠으나 

약 먹는 동안은 한 번도 안 아팠다합니다. 컨디션도 

좋고 아직 냉증은 시간이 필요할 것임을 본인도 잘 

아십니다.

셋째 달 오늘도 안티, 써클 111 처방으로 이어갑니다.

예전 같으면 손도 못 될 환자 요즘은 이런 환자들만 

왔으면 합니다♡

2018년 3월 13일 오후 6:17 238 읽음

박향숙 ♡♡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37년생, 남자, 만성 천식 

액시마, 아스테롤, 싱귤레어, 설포라제, 프리비투

스 처방약으로 드심. 

효과 없으면 환불해주겠노라고 장담하고 안티, 써

클 101드렸습니다. 고령 환자라 용량을 적당히^^

한 달 후 조금 나아졌다고 고백하십니다. 

근데 지인이 도라지 더덕 좋은 엑기스를 가져와서 

더 먹으면 오겠노라고 추가 구매는 없었습니다.

이 치험례는 개인적으로 놀라운 경험인데요. 고령

에 이 정도 처방약을 드시는 분이 효과가 있다면 

천식 해볼만하다고 혼자 생각했는데 오늘 확실한 

답은 얻는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류 약사님 점막질환은 경증에 속한다 하신말씀이 

충분히 이해가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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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 정도면 한사람의 인생을 구원한 것입니다.

병마에 찌들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

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 그 

분은 얼마나 좋을까요?

옆에서 보고 있는 약사님은 또 얼마나 흐뭇할

지 그려집니다.

저도 역시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3월 13일 오후 8:16)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류형준 약사 안티, 써클 덕분에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꾸벅^^(3월 13일 오후 9:40)

③ 류형준 약사 

저는 단지 도구를 만든 것이고 그 도구를 이

용해서 한사람을 치유의 길로 안내한 것은 이 

약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14일 오전 8:24)

2018년 3월 13일 오후 6:33 255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오O주, 61세, 여(동서)

몸이 종합병원, 어디 하나 안 아픈 곳이 없다. 머리

에서 발끝까지

집안 살림도 할 수 없어 딸이 다 해야 할 정도로

복용중인 약: 혈압약, 역류성식도염약

1/22

용량은 처음부터 안티플러스 111, 써클4U 222로 하

기로 했다.

괴롭혔던 증상 중 사라진 증상

1. 복용 7일째부터 귀 뒤에서 맥박 뛰듯 움직거림이 

신경 쓰 는데 사라짐.

2. 역류성식도염으로 아침 기상 시 상복부 통증 심

해 일어날 때 항상 기분 나빴는데 어느 때부턴가 

사라짐: 역류성식도염 약 중지

3. 머리에서 목으로 내려오는 통증 사라짐.

4. 자궁 쪽 욱신거리고 잦은 염증으로 산부인과 들

락거리는데 한 번도 안감.

생활의 변화

복용 한 달 정도: 교회 화장실 청소도 하고 주방에 

들어와 일손도 거드는 모습이 주일마다 계속 눈에 

뜨인다.

부지런한 사람인데 목디스크, 허리, 어깨, 무릎 통

증이 심하고 몸이 힘드니 바라보기만 하고 봉사에 

참여는 할 수 없었는데~~가볍게 움직일 정도는 

되었다.

얼굴빛이 전처럼 어둡지 않고 밝아진 느낌이다

1년은 함께 가보자고 했다. 각탕법 등 림프순환촉

진을 통해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도 게으르지않다. 1년 후 반드시 좋은 결과 있

으리라 믿는다.

3/10

많이 편안해져서 안티 101, 써클 201로 용량 줄임.

감사하다~

2018년 3월 14일 오전 9:00 190 읽음

곽명애♡ 등포21세기약국(김정호)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79세 남성분

피부가려움증

고혈압,당뇨병약을 먹고



 제6장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00841

① 윤애숙

약사님  읽으니 저는 약국을 너무

쉽게하고있다는 생각이드네요.(3월 14일 오

전 9:57)

② 유남희

정성이 단하시네요.(3월 14일 오전 10:03)

③ 곽명애♡영등포21세기약국(김정호)

저는 상담은 많이 못하고있는데 제가 상담해

드린 분이라도 잘 격려해드리고 용기를주자 

그런생각을하고있어요

깔딱고개를 넘기직전 서로 잡아주고 어주

고 그러면서 명현이라는 큰 고개를 같이 넘어

보자고~

이방에서 저는 많은 용기를 얻습니다~~~♡

(3월 14일 오후 2:09)

불면증약을 오랫동안 복용중입니다

아주 예만해서 약이 하나라도 바뀌면

잠을 못잡니다

2월26일 오셔서 피부가려움증 호소

몇년동안 피부과약 먹었는데

종합병원근처 약국서 약을타서

그사실은 몰랐네요

용기내어 안티플러스와 써클포유 설명드리고 올해

는 신경안정제도

조금씩 줄여보시는게 좋겠다했습니다

다행히 한번 시도해보자 하심

안티플러스1-1-1

써클포유 2-2-2

명현반응 설명

3월1일 아침일찍전화옴

너무가려워 잠도못자고 약을 못먹겠다함

명현반응 다시 잘설명드리고

이담소화제와 레몬차드시고

각탕법 꼭하시라고 함

아침 8시출근하면 친정엄마께 전화드리는데 9시

에는 이분께 매일 전화드려 변화과정 매일듣고

잘 이겨낼수 있다고 격려드림

3월9일 방문

가려움증 덜하고

잠도 좀자는편

바리움5mg 1정씩 먹었는데

며칠전부터 0.25정으로 줄임

앞으로도 차차줄이고

데파스도 줄일예정이라하심

피부과약에서도 메치론은 빼고드심

이번기회에 몸을 리모델링하려는 의지가 강하시네요

제가 잘도와드릴테니 같이 해보자했네요

저도 감사해하고

환자분도 감사해하고~

안티플러스10-1

써클포유 2-0-2

쭉 복용해보기로 했습니다

2018년 3월 14일 오후 1:13 163 읽음

정태영(크리닉약국)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김00 56세 여성

1월에 감기로 계속 감기약 복용하던중 코막힘이 너

무 심해 안티1 써클 2로 3회복용.

약국 근처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퇴근하며 확

인하니 코가 뚫려 너무 편하다고 하심.

감기증상으로 코막힘은 증상개선이 빠른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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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정태  약사님도 이제 많이 익숙한 안내자가 

되어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경과를 확인하고 기 가 믿음

이 되고 확신으로 바뀌면 치유의 길의 안내자

가 되는 것입니다.

환자와 함께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환자가 차

도를 보이면 얼마나 보람되고 행복한지 아실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3월 14일 오후 9:28)

짧게 본인이 효과를 본 경우는 상담시 훨씬 편하게 

상담이 진행되는거 모두 아시죠?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데 하지정맥 수술받으시

고 다리가 너무 무겁고 변비증상 호소.

안티 써클 101로 정량 복용하게 했어요.

구정 지나 전화로 확인하니 다리도 가볍고 변비 완

전히 좋아지고 얼굴도 밝아졌다고 하시네요.

안티 써클 다 드셨을 시간이 훌쩍지나 그제야 오셔

서 좀 좋아진 후 한번씩 드셨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런분들 많죠?

책은 열심히 읽으셔서 따님 얼굴 뾰로지 난거에 피

부과 다니다 안티1 써클2로 먹게하시고…

어제 오늘은 아침 출근에 오른쪽 발바닥에 너무 심

한 통증이 있었는데… 이거 명현이죠?

하시네요.

저도 이게 명현일지 아닐지는 모르겠고 혹시 예전

에 안좋았던 곳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니까 써클

을 222로 몇번 먹어보자 했어요.

#경과보고

곽00 64세 여자

천식환자로 1월 26일부터 드시고 계시는분.

처음엔 안티 111 써클222로 시작하여 101로 지난 

한달 드시고 월요일 재 방문.

이분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잘 드셨네요.

기간은 2달이 채 안되었는데 이제 흡입기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가끔 밤에만 기침하신다고…

너무 좋아지셨고 이제 날씨가 풀리는 계절이라 훨

씬 좋아지실텐데 …

그래도 6개월 꼭 지켜주시라고 신신당부했어요…

2018년 3월 14일 오후 3:16 189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김연J.약사.67세.여.

주증상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고 혈압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됨. 안압 ,뇌압도 높다하신다.

붓고 무겁고 피곤하다.

2/26:안티111.써클222로 시작

평소 해독등 자연치유법에 관심갖고 사시는 분이

라 그런지 별 명현증상없이 복용하심.

안티60포.써클120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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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초기 과감한 용량의 증량과 확실한 치유의 길

을 안내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혈압이 잡혔으면 안압과 뇌압은 따라내려갑

니다.

부종과 피로감도 함께 개선되는 것이 다연한

데 어떤지요?

참 많은 다양한 사례를 올려주시니 정말 고맙

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3월 14일 오후 

9:35)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류형준 약사 부종 많이 좋아지시고 피로를 모

르겠다고 하셔서 둘이서 한참 웃었습니다.신

기하지요 하며~^^(3월 14일 오후 9:38)

③ 류형준 약사 

ㅎㅎ

그래도 너무 좋으면 아무 말 못하고 얼굴만 

보고 웃게 됩니다.

정말 행복하고 또 행복합니다.

약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행복한 직업인지 느

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3월 14일 오후 9:48)

3/8 

다시 지나가는길 더 가져가노라~^^.

안티60.써클120포

아직은 혈압 반응없고 몸은 좀 편해짐.

3/14일 통화함!

혈압이 2~3일전부터 정상화되고(올메텍10복용

중).붓는게 많이 사라지고 ,몸이 가볍고 피곤치않

다하심.

4월 여행다녀와서 아토피, 간쪽에 약점많은 아드님

도 이 방법 생각해봐야겠다고 하십니다.

책 열심히 보시고 림프쪽 문제가 많으니 당분간 

111.222 하시겠다고.

본래 컨디션 돌아오면 복용량 줄이고 6개월 1년 하

시도록 함

2018년 3월 15일 오후 3:48 243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환불해주려다가~^^.

조Y실.50세여.

2/24일 

주소:만성 두통으로 게보린 다량복용(시장에서 장

사하심).빈혈

남편과 함께 게보린사러왔다가 안티써틀 소포장20

포씩 가져간분인데 저녁에 1번 (안티1써클2) 그것

도 찬물로 먹고 속이 뒤집어지심.

무서워 못먹고 있는걸 동네 안티써클전도사? 가 설

명과 설득을 했으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내어 내가 찾아가서 아까운 안티써클 찾아올 

생각을 하고있었다.

3월6일 

이번엔 남편이

잇몸이 많이 부어오르고 열도 있고 통증이 있어 응

급실 가야할듯하다며

도움요청.

ㅎㅎ 걱정하고 있는 분 앞에 두고 웃으면서 말함.

그 가 가지고 있는 안티2써클2 먹이시라고 ~,좋

으면 그 로 나을때까지 2~3일 먹게하고, 상황이 

급박하면 안티3써클3 먹게 하라고, 이보다 좋고 빠

른방법을 나는 알지못하노라~~하고^^.

 단 따뜻한물로 먹고 찬것 매운것금지 각탕하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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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찬물은 건강에도 나쁘고 안티와 써클을 먹을 

때도 나쁘지요.

찬물은 역시 나쁜 물입니다.

안티써클은 쓸 때가 많다보니 여기저기 가족 

모두 필요한 일이 생깁니다.

안티써클을 접하고 효과를 보신 분들은 상비

약통에 당연히 있을 날이 오겠지요.

감사합니다.(3월 16일 오전 7:20)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16일 오늘 조Y실 님.

딸 다래끼약 사러오셨어요.

그것도 안티1써클2.

집에 있는것 먹이라고 했더니 만병통치약이

네요~.근데 염증엔 짱!이었어요.남편분 2번

먹고 좋아져서 3회째부터 각 1개씩 먹고 있다

며,상담중인 환자를 향해서 소리치네요.그약 

짱이예요~~.ㅎㅎ

사울이 바울되었어요(3월 16일 오후 7:21)

① 류형준 약사 

와우

이렇게나 많이 힘들었던 분이 첫날부터 효과

를 보기 시작했다니 신기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좋아지는 사례를 보면 보람 

가득 행복 만땅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시 약사님이 애용하는 조혈 양제의 활

용은 참 좋은 역할을 하는 것같습니다.

빈혈을 항상 체크하고 조혈 양제를 첨가하고 

과 더 좋다까지.

결과는

전화위복인셈!.남편이 안아팠으면 안티써클 놓칠

뻔했으니까요~~

2018년 3월 15일 오후 9:28 252 읽음

오시영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이00 58세 여성의 허증 치유과정입니다. 

(150cm51kg)

1.3년전 가중풍 경험

2.부종:얼굴 특히 눈이 많이 부어

기상시 눈에 풀 붙여놓은 듯 안떠짐.

3.가슴이 두근,벌 .

4.숨참

5.어지럽고 메스거움.

6.목,허리디스크

7.발뒤꿈치 갈라터짐

8.소변불리-힘이 없어 소변보려면

소변이 다리를 타고 내려옴.

9.Hb10.3

10.식후 팽만감 

이 분 어찌 살았을까 안타까웠습니다.

2월23일

안티 1-0-1

써클 2-0-2

조혈 양제

이담제. 10일 복용하고 오셔서

첫날 점심에 먹고 저녁부터 소변이

시원해졌다네요.

몸이 가볍고 아침에 눈뜨기 쉽고

웬만큼 걷거나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다세요.

이제 시작이지만 곧 건강해지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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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약사님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3월 16일 오전 7:45)

② 김 훈

조혈 양제는 어떤제품을 사용하시는지 궁

금합니다~(3월 16일 오후 1:04)

③ 오시

김영훈 상당환자에게는 천연철단백(페리친) 

액제를 주로 씁니다.

조혈 양제를 써서 세포에 산소공급을 원활

히 하면

부종,빈맥,숨참,무력감,피부건조등이 빨리 

해소됩니다.(3월 16일 오후 5:49)

① 류형준 약사 

7년 전 폐암환자인데 항암치료를 안 했음에

도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는데 정말 신기한 일

입니다.

생명의 신비입니다.

폐암환자이니 안티111과 써클222은 기본양

이고 추가는 증상에 따라하시면 됩니다.

암을 치유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암으로 생긴 

암을 생기게한 변덕 상황을 개선하는데는 도

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17일 오전 8:35)

2018년 3월 16일 오후 4:36 167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박B옥.남.81세.7년전폐암판정.항암치료 1회 받고 

몸이 치료를 못이겨 중단함.본인은 아직도 모름.

2/15.얼굴전체에 고름같은 농이 얼굴전반에 퍼져

있고 피부색이 염려될정도로 건강치못한빛이다.

안티 써클 각 111 복용케하고 소포장 하나씩 가져가셨다.

할머니도 체구가 크고 관절이 아파 걷기 힘든 환자

인데 병원을 몇차례 다녀도 설사가 멎지를 않는다

며 손녀딸이 할아버지랑 모시고 온것.

안티 111 과 유산균.10회분량드림.

그후 걱정반(상태가 안좋아보여서)기 반 (안티써

클)기다렸는데 오늘 오셨다.

아파서 힘은 없어보여도 피부가 깨끗하다.할머니

도 바로 좋아지셨단다.

오늘은 몸살처럼 아파서 병원에서 양수액 하나 

맞고 오는데 처방약을 안주었단다(폐암환자임을 

아는 병원쌤이 약 안주심.신중한 성격)

안티써클2포씩 딱 1회분 드림 ㅎ

할아버지가 그 약 효과 좋아서 1번먹으면 되겠다고 

혹 필요하면 가까우니 다시 오겠다고 하신다.

2018년 3월 16일 오후 8:17 234 읽음

오시영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김춘0 61세 여성.

하지정맥염외 말초순환장애 치유과정입니다.

핏기없는 누르스름하며 푸석한

얼굴 모습.160cm5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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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오시영 약사님의 지난 강의가 왜 그렇게 뜨거

운 호응이 있었는지 알겠습니다.

사진자료첨부. 처방에 한 해설과 아낌없는 

비법의 공개에서 느껴지는 동료애이고 사랑

이었습니다.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약사님들을 안내해주

시니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3월 17일 오전 8:58)  

1.양쪽 다리 정맥염(사진)L>R

2.왼쪽 발가락이 쥐나거나 저린건 아닌데 불편

3.왼손 장지와 약지의 근육이 위축됨

4.손끝 마디 통증 R=L

왼쪽의 약점이 더 많습니다.

역시 Hb 11.3

VOI( 정맥산소포화도) 83.

 -90이상이 정상입니다.

팔다리 림프순환,정맥순환이 문제인데 산소공급,

양소공급이

오랫동안 안되다보니 손끝의 근육세포가 쪼글쪼글

해지다가

줄어들었답니다.

안티 1-1-1

써클 2-2-2

조혈 양제.이담제와

단백질 공급위해 계란반숙 

하루 두개.

보름만에 지나다 인사하러 들렸다며 그 사이

발가락감각 이상이 사라졌고

손가락마디 통증도 줄고

다리가 가볍고, 통증 강도가 줄었답니다.

예뻐진 다리 사진 올릴날이 어서 오면 좋겠어요^^

2018년 3월 17일 오후 1:49 277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웃게 하는 안티써클♥

이S옥.여.57세.

허리 어깨 무릎통증.역류성식도염.우울증.스트레스.

통증보다 심각한건 짜증난다.죽고싶다.

약국에 들어올때 모습이 항상 삶에 찌든 모습.웃는 

모습 본적이 없다.

1/24.

안티 111써클 222 

10일분 드리고 몸 가벼워지면 하루 2번으로 줄여도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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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용권 (도아약국.대전서구)

노화방지 케이스 같습니다.

웃게 만들고 

일소일노 인가!(3월 17일 오후 2:21)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조용권 도아약국.대전서구 약사도 환자도 함께 

웃는~~(3월 17일 오후 2:25)

③ 류형준 약사  

이명희 약사님의 활약이 단합니다.

저도 가서 안티와 써클로 처방을 받고 싶습니

다.

사실 제가 요즘 워낙 과로를 해서 피로가 많

이 쌓여있거든요.

저도 이명희 약사님께 가서 처방을 받으면 풀

리겠지요.

감사합니다.(3월 17일 오후 10:18)

④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류형준 약사 

제가 푹 빠져버렸어요.

앉으나 서나,환자뿐아니라 동료약사들에게

도 안티써클!! ㅎ.(3월 17일 오후 10:43)

⑤ 류형준 약사  

이명희 감사합니다.(3월 18일 오전 12:06)

⑥ 하현아

류형준 약사 

옆집에서 처방해드립니다.

휴 폰을 하루정도 꺼두셔서

자신에게 잠시의 휴식을 선물하세요.

주무실땐 써클 세봉지.

중국일정으로 제 로 쉬지 못하셨나봅니다. 

ㅠ

다른 약사님들의 빤따스띡 처방도 기다립니

닷.(3월 18일 오전 7:12)

워낙 심각했던 상황이라 명현도 염려되고 걱정했

던 환자인데 오실날이 지나도 안나타나니 기다리

고 있었다.

3월초에 약국을 방문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줄 알았다.

밝아지고 생기있고 긍정의 마인드로 확 바뀌어진 

태도에 그녀가 아닌줄 착각할정도.

3일복용후 좋아져서 하루2번으로 먹었고 피곤치 

않고 몸이 가벼운 느낌은 정말 오랫만에 느끼는 경

험이라고. 

지금 당장 치유프로그램 못하지만 치유의길 있다

는것 안것만으로도 마음에 평화를 느낀다 하신다.

언제든 의지할 구석이 생겨서 든든하다 하신다.

몸상태가 본래의 상태를 경험하니 마음도 본래의 

상태를 기억해내었나싶다.

3/13일 

단골환자 한분이 입에 거친말(욕)을 써가며 신세한

탄하며 들어오신다.재수없게 눈오는날 버스에서 

내리다 쭉 미끄러지는데 뚝 소리가 2번 나더니 두

달이 되도록 허리고정기만 차고다니는데 앞으로 

두어달 더 차고 다녀야한다고 짜증스러워 하신다(2

번이 좁아졌다함).

상담후 안티써클 정량 로 천천히 6개월 1년 치유

프로그램 가기로 했다. 성질급한 분이 약국에서 당

장 한포씩 복용하신다.30분넘게 반복 설명해드렸

다.민감한데다 오래된 당뇨환자라~ 초기 혈당 오

를수 있음도 주지시키면서^^

오히려 내게 감사하다고 하며 가신다. 저도 감사해

요~~ 화답하고

5분쯤후에 다시 약국문이 열린다.

약사님! 벌써 기분이 좋아요~,웃으신다.

방금전 화난 그녀는 어디로 갔나? 마음에서 이미 

받아들여졌으니 효과도 훨씬 좋으리라 기 된다.

믿음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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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이명희(광민약국.광주)

하현아(빛고을.광주동구) 하약사님처방위

에 + 각탕법보다 반신욕을 꼭 함께 하시고+

밴드안의 치유의길 동행하는 약사님과 환자

들의 기뻐하는 마음도 한아름!!까지(3월 18

일 오전 7:45)

⑧ 류형준 약사 

하현아(빛고을.광주동구) 

좋은 처방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부터 피로가 쌓여서 중국에 왔습니다.

어쩌지요.

어제밤도 가슴 벅찬 일이 생겨서 잠 못들다가 

두시간 자고 또 깨었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자려고하지 않고 눈꺼

플만 무겁게 내려옵니다.

20여년을 꿈꾸던 일이 드디어 조금씩 운명같

은 필연이 되어 다가오고있는 것이 느껴집니

다.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을 밤세우면 즐겼습니

다.

덕분에 써클4.U가 아니라 다크써클과 친해졌

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18일 오전 7:51)

⑨ 류형준 약사 

이명희 어떻게 하나요?

중국베이징숙소에는 욕족가 없어요.

귀국하면 하겠습니다.

반신욕으로 냉온탕하고 기어다니기하고 한

잠 푹 자고나면 풀리겠지요.

감사합니다.(3월 18일 오전 8:54)

⑩ 김동순.365무등약국

이번주목요일에.약받아…

응용하기시작한약사입니다…

저희약국은일요일이손님이더많은데.진짜안

티써클…모든질병분야에적용하기.딱좋은성

분의약인것같습니다…

안티7개.써클4개왔는데…이시간현재.안티2

개.써클1개남고다판매했습니다…20포짜리

로는딱4개정도판매하고.다낱포로판매했는

데…ㅎㅎ약국근무하기가재미날정도입니

다…저도공부도더해서체험사례도많이올리

도록애쓸랍니다…(3월 18일 오후 7:49)

① 류형준 약사 

불면증과 무릎관절통이 좋아졌다니 축하드

립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비염과 부종이 먼저 좋아져야

하는데 빨리 좋아질 증상은 남아있고 나중에 

좋아질 증상이 먼저 줄었습니다.

2018년 3월 18일 오후 7:53 235 읽음

정혜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본인 55세 불면증 무릎관절통증이 있습니다

안티 101 써클 101 1개월 복용중인데

두 증상 모두 증상이 개선되고 

아침에 가볍게 기상합니다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비염과 오전의 부종은 좀더 복용하면

좋아지겠죠?

111로 늘려볼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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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좀더 정확히 설명하면 전체적으로는 지

속적으로 좋아지는데 음식이나 환경에서 방

해요소가 있어서 예민한 증상에서 매일매일 

개선되는 것을 방해하고 좋아지는 만큼 악화

시키는 것입니다.

찬것, 매운것, 추위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있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증상이 여러 군데 있으면 처음부터 용량을 

늘려 먹다가 증상이 줄면 용량을 줄이는 것이 

더 좋은 복용법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19일 오후 8:27)

② 정혜림

제가 불편했던것에 효과가 있어

그부분을 먼저 쓴거예요^^

부종은 늘 그렇다기보단

피곤했을때 느낀거라서…

찬것 추위는 주의하는데

매운건 좀처럼 피하기가 안되네요…용량은 

각각111로

늘려서 복용중입니다

감사합니다~더 주의하며 

건강을 찾겠습니다.(3월 20일 오전 9:33)

① 유남희

진짜,선생님 단하세요.한사람의인생이아

니라 한가정의근심까지거둬주셨네요.(3월 

19일 오전 12:11)

② 권명선

이희곤약사님의 행복이 제게로 전해집니다

2018년 3월 18일 오후 11:34 321 읽음

이희곤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세상에 이런일이

지난번 2월19일에 올렸던 피부이식후유증환자의 

아버지가 약국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동안 

얼마나 아들에 한 안타까움이 크셨을까를 짐작

해볼 수가 있는 말씀이지요.

허벅지옆부분은 약 3주정도의 안티와 써클의 정량

으로 진물이 잡혔었으나 정강이부분의 듀오덤을 떼

어냈을 때는 하루만에 진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듀오덤을 붙이고 안티 111 써클 222로 

증량하여 열흘간을 복용했는데 진물이 여전하 습

니다. 이십여년을 진물로 고생하 다면 그에 따른 

바이러스도 많을거라 생각하고 다시 안티 222 써클

222로 증량하고 일주일을 복용한 후에 이번에는 

아예 듀오덤을 허벅지까지 전체적으로 떼어 보았

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드디어 열흘이 지난 오늘까지

도 진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약국을 방문하여 이십여년을 가려움과 

진물때문에 종합병원과 피부과 한의원등을 전전하

으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이제 진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아들과 통화하고나서 너무나 고

맙다며 세상에 이런 일이 하십니다. 

저도 해보자 했을 때 믿어줘서 감사하다고 하며 이

제 아드님이 목욕탕도 마음껏 다니고 결혼도 해야

죠 했습니다. 

용량은 이제 안티111 써클222로 줄여서 복용하도

록 하고 피부색깔을 포함하여 경과를 지켜보자 했

습니다. 무엇보다 안티 써클을 만들어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정을 치유의 길로 만드신 유약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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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치유제와

신뢰와 소통이 이룬 아름다운 결과네요(3월 

19일 오전 1:04)

③ 박향숙

모든 피부재생회복의 명백한 완결판입니다(3

월 19일 오전 7:57)

④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천기누설! 이름에 걸맞는 사례입니다.약사님

도 환자분도 그 가족도 모두 함께 치유를 믿

고 걸어가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가슴벅찬 기

쁨 전해주시는군요.애쓰셨습니다.고맙습니

다 (3월 19일 오전 8:05)

⑤ 정국현

놀랍습니다 약사님! 환자분가족의 행복이 전

해옵니다.(3월 19일 오전 8:14)

⑥ 하현아

오늘 오전 피부명현반응때문에 확인차 오신

분께 사진 보여드렸습니다.

백마디 말보다 낫습니다. 엄지척!

3월 19일 오전 11:53)

⑦ 김동순.365무등약국

진짜놀라울따름입니다…

(3월 19일 오후 2:47)

⑧ 강경애

보고도 믿기지 않네요ㅎㅎ

단합니다^^(3월 19일 오후 4:00)

⑨ 류형준 약사  

이희곤 약사님이 전생을 나라를 구하신 것 같

습니다.

한가정을 구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약국이 일터가 아니라 행복이 넘

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파랑새가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족을 달자면 

저라면 이정도의 환자라면 아니 나중에 정강

이에서 다시 진물이 나는 것을 확인했다면 안

티333과 써클333을 복용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빠르게 증상을 개선하고 난 후 

진물이 마르면 안티222 써클222로 줄이고 피

부가 아물면 안티111과 써클222로 줄여갔을 

것입니다.

모든게 다 좋았습니다.

초기에 더욱 과감하게 용량을 증량하 다면 

기간을 더욱 줄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19일 오후 8:34)

⑩ 이희곤

너무 과찬이십니다. 

더욱 공부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다양하게 적용을 해보니 용량의 중요성

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우는 처음 정량으로 옆부분이 잡혀서

인지 안티111 써클 222로도 기 를 했었습니

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되어 말씀하신

로 바로 안티333 써클 333으로 가자고 했

는데 의사전달이 잘못되어 222로 되었고요 

그래도 다행히 결과가 좋았습니다. 

더욱 열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19일 

오후 10:17)

⑪ 류형준 약사 

이희곤 이미 알고 계셨는데 환자가 잘못 알아

들어서 333이 222로 된 것이군요.

감사합니다(3월 20일 오전 5:01)

⑫ 류형준 약사 

이희곤약사님 2월19일 체험사례와 사진 그리

고 3월18일 체험사례와 사진을 하나의 체[험

사례로 묶어주시면 더욱 보기 좋을 것입니다.

혹시 못하시면 다른 약사님이 도와 주시면 좋

겠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20일 오전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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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럴 때 일수록 정말 조심해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음식조절을 잘 못하면 한번에 망칠수 있습니

다.

저는 병원에서도 포기한 죽도 못먹어서 거의 

죽어가는 크론병환자 습니다.

두달만에 한번에 두끼를 먹어도 소화가 되도

록 되었습니다.

그리고나니 매운것을 먹고 싶은데 못먹으니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고 해서 매운것을 

먹으면 죽을수도 있으니 죽고 싶으면 먹고 살

고 싶으면 먹지 말라고 본인과 아버지에게도 

경고를 했었습는니다.

그런데도 그날 매운 것을 먹고 저음처럼 약회

되고 그에 좌절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돌

아오지 못한 곳을 간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까불 때 봐주면 안됩니다.

다잡고 확실하게 다시 경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3월 19일 오후 9:02)

② 박향숙

전 2달간 안티 드시고 위가 나았다싶어 다른

곳 정형외과 소염진통제를 처방으로 2달 드

시다 오늘 다시 병원 위장약 처방받아온 환자

를 봤습니다(3월 19일 오후 9:21)

③ 오시영

아~네.

음식 주의 꼭 당부하고 꼭 완치되때까지 손잡

고 가겠습니다.(3월 19일 오후 11:17)

④ 류형준 약사 

박향숙 오시영 감사합니다.(3월 20일 오전 

6:31)

2018년 3월 19일 오후 7:47 257 읽음

오시영

#안티플러스와써클4.u체험사례

3월14일 올렸던 30세 여성의

위장장애등 치유 과정입니다.

안티 떨어졌다며 방문했는데

3월3일부터 보름만에 이 젊고

예쁜 아가씨 너무 행복하다네요.

"약사님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음식 조절을 해야하는 줄 알지만

그동안 못먹은거 먹고싶어 조절이 안돼요.막 먹어

도 이젠 안아파요~"

오래된 위장장애로 잘 먹지못해

누렇고 무표정하던 이 같지않아요.

아직 아픈곳도 많고 갈길이 멀지만

잘먹고 안티,써클도 열심히 먹으면

크게 큰소리로 웃을수 있겠지요?

안티 1-0-1

써클 1-0-1

조혈 양제,이담제 쓰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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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간암환자에게 안티111과 써클 222는 기본처

방이니 당연한 것이고 산소호흡법은 특히 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요법인데 그걸 찾아서 권

하여 하게 했다는 것에 칭찬에 칭찬을 더합니

다.

한사람 한사람 함께 하는 치유의 길이 더욱 

보람되고 행복한 길임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3월 20일 오후 7:43)

2018년 3월 20일 오후 4:18 310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2/20 사례 올렸던 나0임님.(간암환자)

2월10일 첫방문부터 지금까지

7일 단위로 약국에 방문해서 안티111써클222 로 복

용중.

1주일마다 변화가 놀랍다.

처음방문때: 유모차의지(명현반응 요통3일 격하게 

아픔)

2번째 :지팡이 없이 조심스레 방문.

3번째: 천천히 일반인처럼 걸어 들어옴.

(이날 오셔서 가족분들 제품상담)

4번째: 씩씩하게 들어오심.목소리도 힘차게 .안티

써클 복용후 지금까지 이번주 딱 하루 아팠지만 다

시 좋아졌다함.

전에는 얼굴빛도 거무스름하고 부어 있고 삶의 기

쁨이라곤 찾아보지 못할 상태에서 얼굴색도 밝아

지고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

한달남짓 시간에 이렇게 큰 변화를 보게 되니 약사

인 나도 가슴이 벅차다.

그후론 날 못만나도 생명의 제품들 챙겨들고 가신다.

물론 각탕법도 열심히!!

이젠 산소호흡법도 추가

3/5일 

43세 아들.박C구.

엄마의 놀라운 변화를 옆에서 지켜보고 합류.

요통.간염환자

3월4일 엄마것 3포 먹고 가려움증과 불면으로 잠

못이루었는데 엄마의 치유과정을 눈으로 보았기에 

포기하지않고 시작에 들어갔다.

아들은 안티써클 101 로 쭉~!

믿는 마음이 먼저 자리잡아서인지 순항이다.

제품에 한 믿음과 확신이 서서 어떤 몸의 명현반

응이 와도 그 고개 넘어갈 친구다.

육체노동으로 사는 젊은이에게 치유의길 활짝 열

리기를-()-

3/15

남편 73세 박H순님.

무릎통증.처방으로 간장약 복용중.

워낙 술을 가깝게 하고 사는분이라 염려는 되나 자

꾸 아주머니약을( 안티1써클2) 몰래? 먹는다고 해

서 오늘부터 안티써클 101 정량으로 가자고 했다.

이렇게 엄마로 인해 온가족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좋습니다.

모두 간에 약점이 있는터라 더욱더

안티써클가족이 된게 동네약사로서도 참 기쁘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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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연일 좋은 사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3월 

21일 오후 12:16)

② 류형준 약사 

사진으로보니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구안와사까지 역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약사님이 구안와사에 도전하고 

해내면 모두가 해내게 됩니다.

2018년 3월 21일 오전 11:13 212 읽음

이희곤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구안와사

78세 여 고혈압 고지혈증약 복용하고 있음

1월말경 자고 일어났더니 눈과 입이 돌아가고 발음

이 불분명한 구안와사(벨마비)가 발생하여 바로 신

경외과 치료를 시작하면서 후배인 그 환자의 아들

이 걱정하면서 문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7~80%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나머지

는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안티 써클을 쓰자고 권유하

습니다. 

안티 써클을 정량으로 복용토록 했고 처음 발병시

의 사진은 찍지 못했지만 략 복용3주정도 될 무

렵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지요. 병원에서는 한달 정

도 지나서는 약은 이제 더 이상 필요없다며 중단했

으나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 한의원에 다니

며 침치료를 병행하 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안와사하면 침을 맞아야 한

다는 생각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침치료를 하지 않고 안티 써클만으로도 충분

하다고 하 는데 오늘 사진을 보내왔는데 거의 정

상의 모습이네요.

 

이제 구안와사에는 안티써클이라는 생각이 사람들

의 머리속에 자연스러워지기를 기 해봅니다. 

2월 28일

3월 9일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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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3월 21일 오후 11:12)

③ 변윤식(서울사당동 화천약국)

안녕하세요 ?

인사드립니다 회원가입3일되어여쭤봅니다

써클ㆍ안티최소량주문하여오늘 도착합니다 

68 세 여자분 고혈압ㆍ고지혈약드시는데 … 

구안와사치료(신경정형외과)다닌다며 마스

크를 하셨더군요

좋아졌다가 본인이 컨디션나쁘면 다시 불편

하다는데(마비감)

제가 알기로 7 개월정도

지난분인데도 권해도 될런지요 용량ㆍ기간

은 어떻게하는지요 ?(3월 23일 오전 11:08)

① 류형준 약사 

담배도 많이 피고 오랫동안 기침으로 고생했

다고 하는데 안티와 써클 2일분으로 나아지

다니 

저는 이러한 체험사례가 나올 때마다 신기합

니다.

안티와 써클이 정말 좋아서인지 아니면 세포

의 능력이 위 해서인지 구분이 안될 때가 있

습니다.

어떤 이유든 치유가 되는 것은 매우 좋은 일

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21일 오후 11:19)

2018년 3월 21일 오전 11:44 203 읽음

최성순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48살 제품공장에서 일하시는 중국교포 담배를 많

이 피는분 기침감기로 고생하셔서 기침약을 양약

으로 드려는데 잘 나아지지않고 기침감기가 계속

떨어지지않는다고 좋은약을 달라고해서 기침약2

알과 안티1포와써클1포를 드시면 나아진다고 2일

분을 드시고 나아졌데요 감기뒷끝으로 병원약을 

먹어도 마무리안되는것은 안티와써클로 염증과 병

적산물을 배출을 촉진해서 세포의 활동을 정상화 

하는데는 최고입니다

2018년 3월 21일 오후 11:04 184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51세 남 임라J.

평소 위염.과민성 장염.어깨통증.요통.만성피로.

탈모.두통으로 자주 고생.

한달전부터 안티써클주변 멤돌다!

심한하복통으로 병원다녀도 소용없이 어제는 하복

통에 위통,거기에 요통까지^^ 죽겠다며 왔다.내일 

큰병원 가야겠으니 오늘밤이라도 우선 먹을약좀 

달라고~.

딱2번 먹게 안티2써클2 (2회분량) 드림. 저녁에 약국

에 와서 아무소리 안하고 60포 한통씩 달라고한다.

어제 저녁 4포먹고 한시간동안 떼굴거리게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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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축하드립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찾아오게 되어있습니다

여덟포 먹고 죽을 지경으로 아픈 증상이 사라

지다니 이명흐 약사님은 요술쟁이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거듭할수록 치유에 한 믿음

과 확신이 진화됩니다.

이명희 약사님을 치유의 길의 요술쟁이로 입

명합니다.

감사합니다.(3월 21일 오후 11:46)

① 류형준 약사  

몸이 병적 증상을 한꺼플씩 벗겨내는 것입니

다.

비건강 상태에서 건강상태로의 전환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23일 오후 9:24)

② 유남희

네.선생님.(3월 24일 오후 6:13)

가 2시간지나면서 사르르 가라앉고 아침에 4포 먹

고 병원갈 필요없이 증상이 사라져서 놀랐단다.

어제 딱 8포가 제 로 역할을 해서 치유의길 결심

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다.

안티써클 주변에서 이 환자분이 망설일때 한번도 

강요하지 않았다.그러나 설명을 요구할때마다 처음

처럼 이야기해주었다.필요한분이라 때가 오면 하겠

지 했는데 의외로 그 시간이 빨리 와서 감사하다.

의심많은 어머니 설득해서 함께 먹어도 되지요?

당근입니당

안티 101 써클202 로 시작해서 경과보며 줄여보기

로!

2018년 3월 22일 오후 10:01 243 읽음

유남희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이침 기상시 몸이 가벼워 지고  항문주위에 알러지

도 조금 개선 되었고 방귀 냄새도 호전되었고 호르

몬 불균형으로 자궁에 미라클을 사용했서 생리가 

없는데 11일날 조금 있었고 생리 있기전에 냉도 조

금 있었고 소화가 잘되고 어깨 아픈데는 거의 나았

습니다. 

처음에써클3포씩하루3번5일드시고그뒤2포씩2번

드시기시작했어요.2통씩사갖고가서다먹고다시2

통씩사가고보낸문자입니다.

2018년 3월 23일 오후 3:17 249 읽음

서진혁(울산서진약국)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55년생 여자분입니다.

종기같은 것으로 시작된 정강이 부분 염증이 1년여

가 되었답니다. 병원도 여러곳 전전하면서 항생제

도 오래 복용했는데, 효과도 없고 해서 항생제를 

복용하기 싫다고 하시더군요.

안티+써클 아침 저녁 각 2포씩 복용하시라고 각각 

20포를 5일분으로 드렸는데 환자분이 잘 못 알아

듣고 아침 저녁 각 1포씩만 복용해서 10일을 드시고 

오셨는데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복용 전 후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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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남희

참좋은약이네요.용량을반밖에안드셨는데도

요.이렇게좋아지셨네.이제부턴2포씩드실건

가요?(3월 23일 오후 3:21)

② 윤애숙

완치가 멀지 않은듯하네요.

넘 잘됐어요.

한민국약사가 이정도는 가볍게 한다는걸 

보여주셨어요.

축하드려요.(3월 23일 오후 3:25)

③ 윤준호

ㅊ(3월 23일 오후 4:45)

④ 류형준 약사 

아니 이정도라면 안티222써클222입니다.

그걸 101로 먹었으니 아직도 많은 염증이 남

아있는 것입니다.

열흘이면 다 아물 것을 환자가 뭇 알아들어서 

오래동안 고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3월 23일 오후 9:36)

2018년 3월 24일 오후 3:26 184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치은염치료가 계기가 되어 안티써클 전도사가 된 

분 소개

조J희.여.61세

2월14일 치은염으로 안티써클과 인연맺음(사례발

표함)

2월말부터 정량복용

3/20일 : 왼손 새끼손가락이 몇해전부터인지 굽어

져서 펴지지도 않고 굳은듯 움직임도 안되었단다.

그 새끼 손가락을 수술해야하나 어쩌나 하고 있었

는데 요근래 손가락도 움직여지고 굽은것도 거의 

돌아와서 이것도 안티써클의 효과인지 전화로 물

어왔다.

이런 유사한 경험을 3건정도 한뒤라 확실히 그렇다

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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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ㅎㅎㅎ

맞습니다.

아픈 것을 안 아프게 하니

안티써클은 환자의 성격도 좋아지게 만듭니

다.

그것만인가요?

안티와 써클은 

약사님을 미소짓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사실 치유의 길이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저도 많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3월 25일 오후 3:27)

손가락도 좋아졌지만 몸이 항상 찌뿌등하던게 맑

음으로 바뀐게 더 감사하다고~~.

옆에서 과정을 지켜본 친정어머니와 여동생도 22

일 치유프로그램 참여로 안티써클가족을 이루더니

오늘은 본인과 유사한 아픔을지닌 목디스크로 인

해 손가락불편한 친구에게 강추!!

상담후 제품도 희망도 한아름 담아갔다.

참 좋은제품 권해줘서 넘 고맙다며~~^^.

"약사님! 

안티써클은 성격도 좋아지게 만드나봐요.

인상쓰며 들어오던 분들이 안티써클 복용하면 며

칠 안되어 표정이 온유하게 바뀌어져 들어오세

요~."

약국안에 있던 모두가 까르르 웃음

(우리약국 전산직원 아가씨의 말이다)

식품이라 효능효과 적어넣을순 없지만 모든 효과

위에 요것도 하나 더 추가합니다~~

2018년 3월 26일 오후 4:30 250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52년생 김약사님(선배 여약사님)

혈압조절 안압 뇌압 좋아지신분(사례발표함).용량: 

(2/28)부터 안티111 써클222 복용.

30년을 넘게 간염을 비롯해 두루 고생하신 약사님

이십니다.

광주에서 진맥 잘하고 처방도 꺌끔명확하다는 명

성이 있는 한의원엘 몇년째 다니고 계신다.이번에 

미국 장기여행가야해서 한의원에 들러 진맥을 하

는데 한의사가 몇일후 다시 방문하라고 했단다.

몇해를 치료차 다니시는데 상태가 급격히 좋아져

서 한의원치료를 그만해도 될듯싶다며 갸우뚱거리

며 다시한번 진맥후 판단하시겠노라 하셨답니다.

(세포가 제기능 할수 있는 환경이 되어간단 말씀이

겠지요~).참고로 1월 한의원방문때 "약사님! 앞으

로도 한참 치료하셔야합니다" 했다는데~~^^ 

학때부터 40년가량 다니던 미용실원장님이 약

사님 ! 머리카락이 윤기가 나네요. ~해서 기분 up

약사님이 저에게 안티써클 노인들 살빼는약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며 추천하십니다. 오늘 방문하셨

는데 부종없이 컨디션 좋고, 혈색도 건강색^^.

별별 방법으로도 한치도 움직일줄 모르던 선배의 

살이 드뎌 움직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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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미세먼지와 안티써클 좋은 궁합니다.

감사합니다.(3월 27일 오후 9:49)

① 류형준 약사 

미세먼지와 안티써클 좋은 궁합니다.

감사합니다.(3월 27일 오후 9:49)

① 류형준 약사 

ㅎㅎ

안티와 써클의 가족이 늘어갑니다.

치유의 길에 동반자가 늘어갑니다.

우리의 행복지수도 늘어갑니다.

저도 더불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3월 26일 오후 9:54)

못입던 바지 다시 입게 되었다며 바지를 들춰가며 

좋아하시네요  미국갈때 안티써클만 챙겨가신다

네요. 다녀와서 치유프로그램 함께 한다던 아드님,

미룰수 없다며 오늘부터 시작하신답니다.

안티써클가족 한분 더!!

출산율 저조한데 안티써클 가족은 늘어가네

요~~^^

2018년 3월 27일 오후 4:30 111 읽음

최성순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본인 64살 요즈음 미세먼지로 목이 칼칼하고 콧물

이 줄줄나오기 시작해서 안티와써클1포와 생강쌍

화탕을 같이 2일을 먹으니까 나아졌어요 미세먼지

로 마스크를 많이 사러오고 목이 안좋은 사람은 안

티와 써클을 복용하면 세포 사가 활성화되고 노

폐물도 걸러주는것 같습니다

2018년 3월 27일 오후 4:30 111 읽음

최성순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본인 64살 요즈음 미세먼지로 목이 칼칼하고 콧물

이 줄줄나오기 시작해서 안티와써클1포와 생강쌍

화탕을 같이 2일을 먹으니까 나아졌어요 미세먼지

로 마스크를 많이 사러오고 목이 안좋은 사람은 안

티와 써클을 복용하면 세포 사가 활성화되고 노

폐물도 걸러주는것 같습니다

2018년 3월 27일 오후 9:30 229 읽음

오시영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76년생 170cm 75kg 남성.

2월초 다리 아프다?며 진통제 달라고 방문.

원하는 진통제와 안티,써클 요점 빠른 설명후 리플

릿 약봉투에 넣어 줬어요.

2월9일 부인이 리플릿 사진찍어서

요거 달라며 방문.

남편이 다리에 너무 힘이 없다고 한다네요.

술,담배는 안하나 복부비만이 있고,잇몸 출혈이 늘 

있고,아랫배

우측이 아프답니다.

BMI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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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오시영 약사님의 체험사례는 저도 많은 공부

가 됩니다.

BMI를 측정하고 빈혈수치확인하고 간단한 

것이지만 매우 적절한 조처를 합니다.

그러한 점검들이 많은 우수한 체험사례를 양

산합니다.

감사합니다.(3월 27일 오후 10:03) ① 류형준 약사  

수고하셨습니다.

꼬리뼈, 허벅지, 종아리까지 연결되는 통증입

니다.

상열로 잇몸출혈이 생기고

수승화강이 안되니 다리힘이 없겠지요.

담즙분비 불량으로 우측복통이 생긴듯합니다.

안티,써클 1-1-1

이담제1-1-1 

요건 어떻게 나아지나 기 하며~~

보름후 부인이 방문하여

안티,써클 2박스씩 중국에 계신 이모부께 보낸다고 

달라네요.

남편이 많이 좋아졌다며 이 제품이

여태 먹어본 것중 가장 좋다고 했답니다.

3월3일 

우측 뒷목과 우측 다리만 불편하다고 하더니

3월26일

다리 힘없는것 해소

우측 뒷목 뻐근 해소

잇몸 출혈 완전 해소

얼굴 상열로 인한 붉은색 감소

복부비만도 50%해소된듯 하네요.

중국 이모부도 참좋다며 잘먹고 있답니다.

리플릿을 잘 활용하니 좋네요!

2018년 3월 28일 오전 8:59 146 읽음

곽명애♡ 등포21세기약국(김정호)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57세 남성분

왼쪽허벅지통증

종아리통증

꼬리뼈통증

2월19일방문

남편분이 매일 통증을 호소한다며

약국단골 여성분께서

어찌하면 좋겠냐하십니다

정형외과통증약을 달고 산답니다

안티써클 설명드린후

안티플러스 1-1-1

써클포유 2-2-2

7일간복용

안티써클 1-1-1 7일간복용

그후로 안티써클 1-0-1로 봅용중

중간에 병원서 검사해보니

허리디스크가 약간있고

골반이 약간틀어졌다함

안티써클복용후 허리굽은것이 약간씩 펴지는느낌

이 있다함

아내분이 남편 약 챙겨주기 너무 힘들지만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보며

계속 챙켜준다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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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이 줄고 있으니 참 좋은 일입니다.

허리 굽은 것이 조금씩 펴지고 있다니 이역시 

좋은 일입니다.

이때 꼭 계단에서 기어다니기를 하게 하면 골

발과 허리가 정위치에 가도록 돕게되니 더욱 

빠르고 확실하게 좋은 치유 결과를 확인할 것

으로 예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족이지만 저 같으면 환자와 상의해서 초기 

안티111과 써클222의 용량으로 확실하게 통

증의 치유를 확인하고 용량을 줄 으면 어뗗

게 했을까 생각해봅니다.

감사합니다.(3월 29일 오전 8:57)

② 곽명애♡영등포21세기약국(김정호)

네~ 감사합니다~~~(3월 30일 오전 8:13)

① 류형준 약사  

최윤정 약사님이 오랫만에 체험사례를 올려셨

네요.

감사합니다.

작정울 휴직할 정도의 허리통증이 써클만으

로도 좋아져서 직장을 휴직하지 않고 다닌다

니 좋은 일입니다.

또 10년 된 구내염이 안티로 10알 만에 좋아

진다고 하니 이 역시 참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환자들이 좋아진다고하니 참 좋은 일

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귿이 사족을 달자면 

1. 40  어성의 경우 

오래된 증상이니 초기안티111과 써클222로 

증상을 빠르게 치유되도록 도와주고 증상이 

많이 개선되면 안티101과 써클201로 6개월 

복용을 복용하도록 처음부터 설명하고 그렇

게 진행하 으면 더 빠르고 확실한 치유과정

을 되지 않았을까 생걱해봅니다.

2.60  남성분의 경우

구내염이 10년 넘게 지속되었다는 것은 이미 

면역기능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28일 오전 9:39 178 읽음

최윤정

#안티플러스와써클4.u체험사례

40  초반 여성

주증상: 허리를 필수없고 다리가 저리고 아픔 

자궁근종 물혹수술 위무력소화불량 .

기력감퇴 

예전 다른것복용: 녹용먹고 크씨슬 비타민 먹는

중이었고 녹용한재먹으면 거뜬했는데 이번엔 안된

다고

투여: 써클 하루3포 20일 1월17일부터투여

많이 호전됨

이후 2월5일 하루2포 30일 

많이 나아져서 직장을 휴직할려다 

다니고있고 

이어서 3월에 하루2포씩 복용중 입니다ᆞ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0세 남자분

주증상: 입안이 헐고 염증이 심한지 거의 10년

투여: 안티 하루2포 10일 후에

조금씩 나아지면서 좋아지는 것 같다고

15일 추가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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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플러스로 염증을 개선하는 것은 우선이

지만 이경우에도 써클과 안티의 병용이 더 좋

은 치유의 결과로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됩니

다.

현재 증상을 개선하는 것도 물론 좋은 것입니

다.

병의 원인을 뿌리 뽑아서 앞으로의 건강을 지

켜주는 것은 더 나은 치유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29일 오후 12:45)

② 최윤정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ᆞ잘 참고하겠습니

다ᆞ(3월 29일 오후 3:30)

① 류형준 약사  

이명희약사님은 효녀입니다.

85세 되신 어르신의 삶을 행복하게 하셨습니

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환자는 증상이 없

어지면 다 나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숙제이지만 끝까지 치유의 길로 손잡

고 가시지요.

감사합니다.(3월 29일 오후 3:52)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류형준 약사 할머니가 안아프시다고 약 고만 

사와도 된다고 하신답니다 ㅎㅎ(3월 29일 오

후 3:58)

③ 류형준 약사 

이명희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3월 29일 오후 4:23)

2018년 3월 28일 오후 12:05 186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85세 정홍N.여.

어깨통증 인 끊어짐.허리뼈가 어긋난 상태.다리 

저리고 통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일하심.

(약국 전 직원 외할머니)

2/24

일을 놓지 못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아픈지 농사일

을 못하고 있다며 딸이 상담하러 오심.

안티101.써클202 로복용.소박스로 안티1통.써클2

통드림

3/12 어머니가 효과 있다고 더 가져오라고 했다고 

오심.안아프시니 다시 농사일 하신다고 딸이 한숨 

푹~

다시 15일분

3/28

이젠 안먹어도 좋다하신다함.각 1통씩!

101로 더 드시도록 말씀드리고 치유의길 안내해드

렸습니다.

오늘은 본인도 힘들다며 써클2포씩 10회분량 챙겨

가시네요^^

2018년 3월 28일 오후 2:28 258 읽음

최혜원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본인사례. 추운기 얼마나 무섭다는것 알게되었습

니다. 64세.여.혈압.당뇨없음.보통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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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송정숙(만수ㆍ부산)

혜원샘 답게 맛있는거 나눠먹다가 허리병 나

솄구만요 ㅎㅎ(3월 28일 오후 2:42)

② 최혜원

아입니더. 파값 천원아낄려는 욕심에 많이 사

서~~(3월 28일 오후 7:19)

③ 류형준 약사 

최혜원약사님이 추위에 고생을 하셨습니다.

추위가 이렇게 심한 증상을 야기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심하게 아플 때에는 써클333

과 반신욕을 하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바로 

풀릴 것입니다.

용량을 조금 올리고 반신욕을 하면 바로 풀릴 

것을 오래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29일 오후 4:56)

① 류형준 약사 

다친지 30년 정도된 턱관절이 보름도 안되어 

80%가 좋아지다니요?

교정에 양악수술까지 필요한 상활일터인데 

믿기도 어렵지만 오시 약사님이 올리신 체

별로 아픈곳은 없지만 8년전 큰교통사고를겪음. 담

석있음

11월부터 안티1.써클1 하루2번먹고

즐겁게 약국하는데 밖에서 쪽파장사가 밭에서 바

로 가져다 팔길래 2단사면 싸게 준다길래 사서 15

도추운곳에서 이틀동안 약1시간반씩 손질를함. 

맛있게 친한약사님. 동네분.동생들 

파전잔치하고나니 허리가 꼼짝도못해 써클2.2.2증

량 3일먹고 조금나아111로 10일복용.다시 정량복

용중 하루하루 조금씩좋아짐을 느낌니다. 각탕법

만하다가 급해서 호보법도 했습니다.소염진통제는 

안먹었음. 열심히호보법하겠습니다.

2018년 3월 28일 오후 9:45 234 읽음

오시영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3월14일 올렸던 30세 여성의

위장장애외 또 다른 증세-턱관절통 치유과정입니다.

3월3일부터 안티,써클의 치유여정 시작했어요.

여러 증세중 제일 큰 약점이라 여겨졌던 위장장애

는 거의 없어졌고~(음식은 절제해서 조심조심)

2살 아기때 2층에서 떨어진 이후

생긴 턱관절 증후-크게 웃을수도없고,입을 크게 

벌리고 양치도 할수없고,하품도 참아야했고,밥도 

작은 수저로

조금씩 먹어야 했고,턱에 손을 고 확인해보니 뚜

걱거림이

심해 걱정스럽고 안타깝던 그 증세가

한달이 되기도전에 80%가 나아졌어요.

3월27일 방문시 환자와 같이

체크리스트의 증세 확인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본인도 턱이 이렇게 편해진 줄 깨닫지 못하다가 귀

옆 턱관절 붙 잡고 웃었어요.

또 고장날까봐~

세포 환경의 정상화가 예쁜 아가씨

인생도 정상으로 변화시키는것 같아요.

안티,써클 1-0-1

조혈 양제,이담제 썼습니다.

류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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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사례이니 안 믿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허기사 본인도 믿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런 환자들이 약국에 와서 좋아져

서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약사님의 기분을 어떨까요?

약사인 것이 보람되고 행복하겠지요.

저도 항상 그렇게 행복합니다.

오시  약사님이 또한번 치유의 길을 단단하

게 다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29일 오후 5:12)

② 오시영

선생님

정말 병원에서 양악수술 권유하 다고 합니

다.

이런 좋은 결과 나올때마다 숨어서 춤추고있

답니다^^(3월 29일 오후 6:46)

① 류형준 약사 

이명희 약사님은 명현반응이 일어나도 우군이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아진 체험사례로 작용합

니다.

여기저기 환자들과 우군들이 서로 손잡고 치

유의 길을 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정도면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3월 29일 오후 5:21)

2018년 3월 29일 오전 10:51 252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조00.50세.여.

오래된 편두통.변비

2/24

안티101 써클222 로 시작했는데 1회복용으로 속이 

다 뒤집어져서 먹기 두려워 못먹고 있던 그녀 는

데 ~ㅎㅎ.

남편이 치은염으로, 딸은 다래끼로 빠른효과 체험

한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듯 안티써클에 반해버

린 분.

3/29 세번째방문

그동안 안티101.써클222로 ,며칠후 안티101.써클 

201로 조절하다가 지금은 각각 101로 복용중인데

예전같으면 게보린 여러통 먹을 시간인데 한번도 

안먹고 몸도 가볍게 일할수 있다고 부부가 웃는다.

오늘은 화상을 입어서 메디폼사러 오셨다.안티써클 

111로 복용(화상 나을때까지)하신후 다시 정량으로 

복용하라고 했다.1년 쭉~~가시겠노라며 손으로 

짱!! 하십니다.그모습에 피로가 확~ 가시네요.

2018년 3월 29일 오후 3:15 198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50년생 장00.여

(혈압 정상으로 혈압약 중단한 사례보고)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무릎통증.

비염.만성피로.(사례발표)

2016년 11월부터 최근2월까지 암로스핀.아토반복

용중.

1/31일 무릎통증으로 인연맺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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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혈압환자중에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다를 반

복하는 분은 있는데 이분은 혈압약 중단후 20

일가량 되었는데 정상이십니다…정량복용

중^^

추후 관찰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3월 

29일 오후 3:18)

② 류형준 약사 

한번 먹기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하는 

혈압약을 저혈압이 와서 끊은 것이죠.

혈압이 이렇게 빠르게 좋아지고 있으니 참 신

기할 뿐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방에 계신 약사님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방에 안 계신 다른 약사

님에게 이야기 하면 믿기는 할까요?

치료가 아닌 치유가 우리가 가야할 길임을 알

려주는 멋진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3월 29일 오후 5:26)

③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류형준 약사 

좋은 제품.양손에 들려주셨으니 열심히 전할 

따름입니다.감사합니다~^^(3월 29일 오후 

6:02)

안티111 써클222(무릎통증은 1주일도 채 안되어 바

로 좋아지기 시작.무등산 산행도 가볍게 다녀오셨다)

20일정도 후 각 111 드시다가 몸상태 좋으시니 정량

로 각각 101로 복용.

본인이 넘 좋아서 아들 딸것까지 사가시는분.

3월29일 방문.

안티써클 가지러 오셨길래 왜 혈압약을 안타러 오

셨나 여쭈었더니~.

3월초 갑자기 어지럽고 힘들어서 혈압 체크하니 연

달아 혈압이 저혈압으로 떨어져서 혈압약을 중단

했단다.혈압약 안먹은지 20일쯤 되었고 110 에서 

120 .극히 정상수치.

"고혈압 평생 갖고 가야 하는가" 천장걸이 배너에 

쓰인 글을 보더니 안티써클 덕분인가보다 하시며 

넘 좋아하십니다.처음 안티써클 소개할때에 혈압

이나 당뇨도 좋아지는 사례있음을 말씀드려서 기

는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줄은 몰랐다.

당분간 매일 체크해보고 병원에 가서 고지혈증도 

체크해 보시라했네요.서로 감사~~

2018년 3월 29일 오후 4:46 172 읽음

최성순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87살 여자 젊었을때 일을 너무 많이해서 허리도 많

이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밥맛도 없으신분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단골할머니이니까 허리염증약을 조

제해달라고해서 염증도 치료되고 세포도 재생시키

는약인 안티ㅣ포와써클1포과카덱신2알씩 하루에 

3번씩 2일을 잡수시고 오셨는데 허리는 더 아프신

데 약값하루치가 12000원씩 6개월을 어떻게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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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저도 이런 경우가 참 안타깝습니다.

돈이 있어도 아까와서 못 먹는 분은 상관없지

만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먹는 분은 체험사례

를 올려서 받는 안티와 써클을 활용하시면 되

지 않을까요?

가격을 깍아주는 것은 안되지만 선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가격난매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선의의 선물은 언제든 

환 합니다.

김사합니다.(3월 29일 오후 6:28)  

야 하는가 걱정을 하고 가셨습니다 효과가있어도 

돈이 없어도 치료를 못하시니까 안타깝습니다

2018년 3월 29일 오후 6:55 221 읽음

오시영

#안티플러스와써클4.u체험사례

58년생 여성의 하지정맥류 치유과정입니다.

근 한달만에 

1.잠 못들정도로 아픈 증세 해소.

친구분 말로는 밤마다 아프다고 징징 댔답니다.

2.왼쪽 허벅지 정맥류 심한 부분만 가끔 조금 아프고

3.밤에 숙면

4.다리 쥐나는것 해소

5.피로감도 없을 뿐 이니라

아픈 곳이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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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 사진2개 

후: 아래 사진 2개

안티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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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와우 

혈관의 또아리가 풀리는 것이 확실히 보입니

다.

정맥류는 바이러스감염이 의한 혈관염으로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것입니다.

안타로 바이러스를 줄이고 써클로 염증으로 

인한 혈관벽의 부종을 줄이면 정맥류는 저절

로 개선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이런 정맥류가 하니까 아니라 뇌동맥류

라면 뇌출혈의 위험이 있는 것이고 관상동맥

이라면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의 해결방법으로 가능성을 확

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3월 29일 오후 10:50)

① 류형준 약사 

항상 세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면 여기 계신 약사님들 중에 림프순

환촉진과 광범위 항바이러스제에 한 이론

을 처음 듣고 한번에 믿은 약사님들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처음부터 이거다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하신 분도 계시지만 부분 약사님들은 처음

에는 재미있는 그럴싸한 이론인데 정말 그럴

까하고 하고 망설이다가 체험사례들을 하나

둘 읽으면서 확인해보고 싶어하고 하나씩 확

인해가면서 확신이 생기고 다시 확신이 신념

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성질환환자들의 경우 이제까지 아무 것도 

안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을 해봤

지만 결국 별무 소용이 없었으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망설이고 효과를 보면서 조

금씩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결국 환자가 치유의 길을 함께 하게되

니 서로가 믿고 의지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세

상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3월 30일 오전 6:25)

써클 2-2-2

조혈 양제 썼습니다.

2018년 3월 29일 오후 11:34 201 읽음

전기출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60세 여성 속이 편한날보다 불편한날이더많다고 

호소하던분인데 써클20포구입해서 111로 드시고 

일주일후에 다시들려서 속이많이 편하다하시며 좀

더먹어보겠다고하길래 전번에 부족했던 세포에

한설명 바이러스에 한 설명하고 안티와써클 함께

드시라고 했지만 써클만 60포가져가시네요  설명

열심히 했으니 선택은 환자의 몫이겠지요  한달쯤 

경과후 다시방문했을때 돌발적으로 문의를합니다  

한주먹씩 빠지던 머리카락이 거의안빠지는데 써클

과 관계가 있냐고 ㅡ   다시세포정상화에 한것을 

설명하고나서 안티와 써클을 다시드리니 이번에는 

열심히 정성껏 먹어 보겠다고ㅡ 기 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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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번에 찍은 사진에서 다음번에는 더 나아진 

사진이 올라올 것을 기 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역으로 치유의 길을 넓히

고 계신 오시  약사님을 비롯한 많은 약사님

들께 감사드립니다.(3월 30일 오후 8:57)

2018년 3월 30일 오후 4:34 317 읽음

오시영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익상편 치유과정입니다.

40세 여성의 익상편이 붉고 두꺼우며, 눈동자를 침

범했습니다.

통증이 있고 불편하답니다.

수술로 걷어내도 또 자라나오고

병원에서는 그냥 살아야지 

별 수 없다고 했답니다.

4년정도 되었답니다.

우측이 더 심했습니다.

3월22일

안티,써클 1-0-1로 20포

3월29일

익상편 크기와 두께와 통증이

줄었다며 환자가 놀랍답니다.

처음 사진이 없지만 붉은 염증이

줄어든것 같습니다.

안티,써클 1-0-1로 쭉 적용시키고 지켜보겠습니다.

2018년 4월 1일 오후 10:43 272 읽음

오시영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반복되는 방광염 치유과정입니다.

58세 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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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제 환자중엔 출혈 없었는데~~,출혈이 있을 

수도 있군요!(4월 1일 오후 10:47)

② 하현아

전립선비 증환자도 복용 두달전후로

출혈이 며칠동안 있었습니다.(4월 2일 오전 

7:28)

③ 류형준 약사 

이명희 하현아 출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도 있습니다.

염증으로인한 울혈상태가 심하면 출혈이 있

을 수 있습니다.

출혈있더라도 경과를 보면서 판단하고 걱정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출혈이 없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2일 오전 8:20)

④ 이민

저희시아버님도 전립선약드시는데 사타구니 

부분에 통증이 있어 여러과에서 항생제를 타

드시고 계시네요 우선 써클 용량을 101에서 

121로 올리시고 안티는 101로드시라고 했는

데 잘 지키실지 걱정입니다(4월 2일 오전 

9:33)

밤,낮이 바뀐 생활.

직업상 음주 잦고 스트레스와 과로.

방광염 생길때마다

프로폴리스제제와 한방과립제로

모면했으나 치유여정에 동행하기로~

만성방광염환자에게 안티,써클을 주면 50% 이상

이 출혈이 생기는것같아요.

그래서 치유과정중 출혈가능성을 미리 말씀들렸

고,5분간격으로 같은 증세로 안티,써클 먹는중 출

혈생긴분이 약국에 오셨어요.

방방뜨며 계속 복용해도 되느냐고

묻고 또 묻는 환자보다 5분 뒤에 오셔서 저 신 설

명해주신 분이에요.

당신도 3~4일 먹은후 출혈생겼는데 그냥 쭉 먹으

니 일주일되기전에 출혈이 멈추더라네요.

20여일 되었는데

몸이 엄청가벼워졌고

부종도 거의 안생기는데

체중은 1kg 정도만 줄었다고

이상하답니다.

처음부터

안티,써클 1-0-1썼구요,

Hb수치도 낮고

정맥산소화지표도 바닥이어서

페리친제제 조혈 양제 같이 썼습니다.

2018년 4월 2일 오후 2:01 207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3월말 2박3일 여행을 하며 룸메로 함께 보낸 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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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약국에서도 약국밖에서도 치유의 길은 계속 

됩니다.

주변 분들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데 자연

스럽게 치유의 길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이명희 약사님과 같은 약사님들 덕분에 치유

의 길이 더욱 단단해지고 넓어집니다.

감사합니다.(4월 2일 오후 2:38)

의 약사님이야기.

1)하약사님.59세 .여.

알고 지낸지 9년 된 약사님. 

목을 자꾸 주무르며 고갤 움직이신다.평소 항상 목

주위에 피로가 몰리며 힘들다 하신다.가방속에 있

는 써클 2포를 따뜻한물로 드시도록 했다.조금 있

으니 편해지고 몸도 가벼운 느낌이라고 해서 저녁

에 한번더 2포 드림.여행일정이 좀 빠뜻해서 몸살

기운에 나도 안티써클 복용하면서 하약사님에게도 

써클 2포씩 3회 2일분 복용.

평소 왼쪽 가슴부위에 짓누르는 통증이 늘 따라다

녔는데 써클 먹은 3일 동안 그 통증을 처음으로 못

느꼈다며 안티써클에 해 궁금해하신다.점심식사

하며 약사님들께 잠깐 소개한터라 저녁에 방에 들

어와 안티써클에 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렸다.

미국에서 자녀들을 출산하면서 그쪽 병원의 냉동

맛사지 처치?로 인해 하체가 너무 냉해짐으로 인해 

시작된 통증과 시림으로 30년,다리저림.하지정맥

류등으로 고생중, 폐검사.심장쪽 검사등 여러검사 

다해도 아무 이상없다는데도 가슴주위의 뻐근한 

통증은 약사님을 늘 괴롭혔다고 하신다.그 불편한 

느낌이 몇일 먹지도 않은 써클로 인해 느끼지 않으

니 넘 신기해하신다.그외에 아픈 이야길 쭉 하시는

데 치유프로그램 참여하면 치유될수 있음을 설명

드렸고 약사님도 확신이 온다 하신다.

]

안티111 써클222 로 시작하길 권했다.책과 사례집 

받아서 공부도 하시겠노라 하시며 이번 여행에 치

유의길을 알게 되어서 더욱 감사하다고 하신다.^^

타지역 약사님이시라 예스킨연락처 알려드렸고 1

년 프로그램 강권하니 꼭 하시겠다 하신다.

2) 이약사님.50  중반.

비염과 감기증상심함에도 오래전부터 계획된 여행

이라 아픈몸을 이끌고 참석하심.챙겨온 일반약 

신에 안티써클3포씩1회 복용 좀 나아졌다하시니 

그후 2포씩 하루 3번 2일분 드림.

덕분에 여행 잘 마침.

가족중에 치유프로그램 필요한 딸이 있어서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하다며 예쁜 모자까지 저에게 선물

해주시네요.

두분의 약사님께는 꼭 필요한 안티써클이 기에 의

미가 더 크게 느껴진 2박3일 남도여행이 습니다.

2018년 4월 3일 오전 6:37 239 읽음

전기출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60 남성 매달 한번씩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입니

다 일에서 벗어나 사람들 만나 다른환경 좀즐겨볼

려고 모임에 나가면 꼭 제옆에 다가와서 내몸이 어

디가이렇고 저렇고 ~~ 연장근무(?) 시키는 친구

입니다 전번달모임에서도만나 제게 난요즘 혈압이 

좀씩 오르기 시작 했다고~  갑상선에 물혹이생겨 

주사기로 물빼고 조직검사해보니 암은 아닌데 좀

지켜보자고한다  다리에는 건조해지면서 얼룩얼룩

하게 반점이 몇개생기고 가끔조금은 가렵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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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치유의 길은 약국에서도 약국밖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안티와써클만 아니라 찬것과 매운것 

안먹기, 따뜻하게하기, 각탕법, 기어다니기, 

산소호흡법 등등 설명할 것도 있고 같이 하면 

더욱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와 내가 건걍해지고 우리 모두가 건

강하고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4월 3일 오후 5:30)

① 류형준 약사  

암병력에 수술 8번 모든 관절에 퇴행성 관절

염

처음부터 안티111과 써클222는 탁월한 선택

입니다.

증상이 줄어도 당분간은 이 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참 힘들게 지내시는 약사님인데 도움이 되고 

있다니 축하드립니다.

특히 동료약사님들에게 인정벋고 칭찬을 받

으면 더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느 당연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3일 오후 5:49)

고~ 목부위에는 쥐젖이 자꾸 많아진다고~ 세포가 

이상화되면 어떤문제도 발생할수 있고 또한 세포

를정상화 시키면 어떤병도 치유의길로 갈수있다고

하며 그날 가지고있던 써클한달분을주고 한달이 

지나 이번에 만나 확인하니 써클101로 먹은결과 다

른증상들은 아직 모르겠으나 피부의 얼룩한 반점

의색이 옅어지기 시작했고 변이 너무잘나오고 

무엇보다 덜피곤하고 컨디션이 좀 좋아진것 같다

고 합니다 오래된 녹을 벗기고 벗긴 지꺼기를 배출

시켜야 된다고 설명하고 지금부터 안티 써클육개

월로 가기로하고 가져갔으며 변화될 과정들이 궁

금해집니다 가족회원들의 체험을통해 많은것을 배

우고 조언받고~~ 행복합니다^^

2018년 4월 3일 오후 3:42 154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손약사님 .46년생.여.

모든 관절 퇴행성으로 무릎통증.손가락 붓고 아픔.

고혈압.고지혈증.당뇨.폐기능약함.평소 잘 지치시

는편.

암수술포함 수술8번.

3/20 안티111 써클222로 복용시작

명현증상도 가볍게~복용하셨고 1주째; 몸이 가볍

고 컨디션이 좋다

2주째 ;늘 이하선염(볼거리)처럼 몽우리가 턱과 목

사이에 크게 잡혀서 남에게 살찐것처럼 보이는데 

크기가 줄었고, 무엇보다 피로감이 없고 몸이 가벼

워요~하시네요.

 안티써클 소개하니 복용전부터 느낌이 좋다며 좋

아하신 선배약사님이 1년 치유의길 함께 가보겠노

라며

1달분 챙겨가시네요.

선배약사님께서 건강하게, 활발하게 노후를 보내

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례집.책과 제품을 권해드

렸는데 2주복용후 좋은 제품 소개해 주어서 고맙다

는 말씀을 격하게 표현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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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암병력에 수술 8번 모든 관절에 퇴행성 관절

염

처음부터 안티111과 써클222는 탁월한 선택

입니다.

증상이 줄어도 당분간은 이 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참 힘들게 지내시는 약사님인데 도움이 되고 

있다니 축하드립니다.

특히 동료약사님들에게 인정벋고 칭찬을 받

으면 더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느 당연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3일 오후 5:49)

2018년 4월 3일 오후 3:42 154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손약사님 .46년생.여.

모든 관절 퇴행성으로 무릎통증.손가락 붓고 아픔.

고혈압.고지혈증.당뇨.폐기능약함.평소 잘 지치시

는편.

암수술포함 수술8번.

3/20 안티111 써클222로 복용시작

명현증상도 가볍게~복용하셨고 1주째; 몸이 가볍

고 컨디션이 좋다

2주째; 늘 이하선염(볼거리)처럼 몽우리가 턱과 목

사이에 크게 잡혀서 남에게 살찐것처럼 보이는데 

크기가 줄었고, 무엇보다 피로감이 없고 몸이 가벼

워요~하시네요.

 안티써클 소개하니 복용전부터 느낌이 좋다며 좋

아하신 선배약사님이 1년 치유의길 함께 가보겠노

라며 1달분 챙겨가시네요.

선배약사님께서 건강하게, 활발하게 노후를 보내

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례집.책과 제품을 권해드

렸는데 2주복용후 좋은 제품 소개해 주어서 고맙다

는 말씀을 격하게 표현하십니다.

2018년 4월 4일 오후 6:10 228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이 S.61세.여.(고교동창)

소화안되고 음식을 잘 먹지도 못하고 늘 지쳐 쓰러

질듯한 상태로 급기야 작년엔 유명하다는 서울에 

있는 한의원에 몇개월 입원치료까지 받았다.퇴원

후 조금 나아지긴 했으나 먹질 못하니 갈수록 약해

져간다.여기저기 아프다.

3/20일 안티써클을 소개해주고 복용케 했다.워낙 

예민해서 101 정량으로 서서히 쭉 가보자고 했다.

15일 정도 복용후 근육통이 줄어들고 소화가 잘된

다며 본인에게 잘 맞는다한다.

결혼한 딸이 생리도 불순하고 임신을 기다리는데 

책을 읽어보니 먹이면 자궁의 환경도 정상화시키

게 되니 딸에게도 먹이면 어떻겠냐고 묻는다. 똑똑

한 친구여~ 그 말이 옳도다~^^.

딸도 편안한 마음으로 1년 몸 만든 다음에 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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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경아(대구, 논공약국)

약사님 체험사례는 재미난 얘기 듣는 것 같아 

항상 보면서 웃게 됩니다.

저도 그런날을 기 해 봅니다~~(4월 4일 오

후 6:15)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조경아 좋게 봐줘서 감사해요~(4월 4일 오후 

6:32)

③ 류형준 약사  

그렇지요.

이명희 약사님의 체험사례를 보고 있노라면 

환자의 희노애락이 느껴집니다.

용케도 잘 이끌고 가십니다.

감사합니다.(4월 5일 오전 12:12)

④ 류형준 약사 

조경아 그냥 따라쟁이를 하다보면 어느새 그

날이 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5일 오전 12:13)

갖게 하면 좋겠다고 말해주니 ,친구거랑 딸거랑 한

달분 챙겨간다.

좋은 제품 소개해줘서 고맙다며 ~^^

친구랑 친구딸이랑 안티써클 가족으로 등록합니다.

이글 쓰는 동안에도 써클 1~2포 먹고 무슨약이 이

리도 좋냐고 오신 할머니때문에 약국에 웃음이 ~

2018년 4월 5일 오후 3:21 203 읽음

오시영

#안티플러스와써클4.u체험사례

27세 여성의 여드름 치유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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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우기

약사님 약국전화번호 좀 찍어 주세요. 문의 

드릴게 있어서요.(4월 5일 오후 3:28)

② 오시영

장우기 

010-6232-6397입니다.(4월 5일 오후 3:35)

③ 박향숙

콜린제제가 뭘까요?(4월 5일 오후 4:18)

④ 오시영

박향숙 

콜린,메치오닌,베타인,이노시톨을 함유한 제

제 총칭이구요.

콜린제제는 지방으로부터 Lipoprotein 을

만듭니다.

Lipoprotein 은 세포막 구성성분이고

LDL을 HDL로 만듭니다.(4월 5일 오후 

7:32)

⑤ 류형준 약사 

상기의 여드름은 상처가 피부에서 위로 올라

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기에는 많이 심해보이지만 상

처의 깊이는 깊지않아서 비교적 빠른 치유를 

보입니다.

반 로 염증은 피부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는 겉에서 보기에는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

지만 실제로는 상처가 깊어서 오히려 오래 걸

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4월 6일 오전 3:05)

1월18일부터 여드름 본격치료했는데 이젠 흉터 회

복단계입니다.

안티,써클 1-0-1

조혈 양제

피부재생 위해 콜린제제 쓰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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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와우

손가락이 구부러졌던게 펴졌습니다.

이 사진으로 인해 잘 낫지 않는 손목터널증후군

이 좋아진 것은 묻혀버렸네요.

단합니다.

누가 약도 아닌 그냥 식품으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할까요?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결과로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4월 6일 오전 3:09)

2018년 4월 5일 오후 3:44 190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54세. 강00.여(사촌동생).

2월19일~현재까지 안티111 써클222 복용

손가락 중지 염증으로 통증.부종 심했던 게 3월초 

통증은 사라졌고 3월말경 구부러짐까지 좋아짐.

치은염도 좋아짐.

손목터널증후군.시리고 저림.피로 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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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윤성미

이명희 회장님^^ 반갑습니다(4월 5일 오후 

6:47)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윤성미 여기에서 뵈니 더 반갑습니다(4월 5일 

오후 7:49)

③ 조순희 광주 동천

(4월 5일 오후 9:03)

④ 류형준 약사 

불과 열흘인데 혈당을 변화가 눈에 띄게 보입

니다.

처음에 올랐다가 떨어졌습니다.

발바닥 통증은 당뇨로 인한 말초신경염이라

면 쉽지않은 증상인데 그것도 열흘만에 차도

를 보입니다.

이 정도라면 가성비는 최고입니다.

결국 가성비가 낮으면 비싼 것이고 가성비가 

높으면 싼 것입니다.

안티와 써클은 어디에 속하는지 환자분이 먼

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6일 오전 3:25)

⑤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제 환자중 당뇨환자 두 분은 체크불가상태에

서 ,350,290… 요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더라

구요 /복용후 5일에서 15일 사이에^^.

미리 설명드려서 놀라진 않았지만요.(4월 6

일 오전 7:48)

2018년 4월 5일 오후 5:55 235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김00.61세.여(고교동창)

간수치 높고 당뇨약복용중.5년된 원형탈모(여러곳 

전전하다 포기상태).몸이 약해 쉽게 지침…

3월25일 정량 로 각각 101 시작함.

4월5일 체크하려고 제가 보낸 문자랑 

답글 그 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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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인한 증상이 열흘만

에 이렇게 좋아지다니 와우입니다.

돈을 쓰니 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시  

약사님을 만났으니 행운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만난 환자분 중에는 작년 3월부터 

갑자기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서 일산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입원하여 3개월 동안 온

갖 종류의 검사로도 원인불명 병명없음 처방

은 달랑 혈행개선제로 조제료는 2700원이라

고 합니다.

오시 약사님을 만나는 환자분들은 행위입

니다. 감사합니다.(4월 6일 오전 3:32)

2018년 4월 5일 오후 7:06 225 읽음

오시영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51세 여성의 하시모토병이 의심되는 갑상선기능저

하증

치유과정입니다.

155cm 50kg

Hb 11.9

씬지로이드 0.05mg복용중.

1.부종호소

2.추워죽겠다.

3.위장장애-소화장애,팽만감

4. 변-연변

5.기운이 없는것이 주증상입니다.

안티 1-0-1

써클 2-0-2

조혈 양제,이담제 드렸어요.

이틀후 두통이 생기고 편도선염도 생겼지만 약사

님 말씀하신 

명현이구나~했답니다.ㅋ 

열흘후 오셔서

돈을 쓰니 몸이 이렇게 달라지네요~하세요.

부종 해소

까라짐 해소

소화장애 해소

희망이 추운 몸도 덥히고^^

이분 중국교포신데 한10년동안 돈모으는 재미와 

건강을 바꾸셨나봐요.

중국에 계신 어머니 불면증과

관절통증도 이 약으로 낫지요?

하시네요.

똑똑한 아주머니 낫고말고요^^

와~

이분 이렇게 큰 돈 쓰실

줄도 아네요~^

2018년 4월 6일 오후 1:30 173 읽음

곽명애♡ 등포21세기약국(김정호)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69세 남성

발바닥염증

발바닥에 수포가 생기더니

가려워서 긁어서 염증이 심해진상태

2년정도 됨

며칠전 아침에 출근하다 들러

연고달라며 발바닥 보여줌

안티와 써클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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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곽명애♡영등포21세기약국(김정호)

오늘 오셔서 한마디하시네요~

오래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이약의 효과를 피

부 깊숙히 느낄수있다~~~

멋집니다~(4월 7일 오전 9:57)

② 류형준 약사  

우리가 치유의 길을 함께 해야할 이유가 한마

디로 정리가 됩니다.

오래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치유의 효과를 피

부 깊숙히 느낄 수 있다.

감사합니다.(4월 9일 오후 2:26)

하루치주며 조금이라도 차도있음

다음날 또 오라함

차도를보이자 매일 하루치씩 가져가고

있네요

첫날은 보험도안되고 비싸다 투덜댔는데

다음날부터는 신통한 약이라며

좋아합니다

첫날복용후 다리와 두피쪽

가려움이 심해지고

소화가 너무잘되어 배가 몹시고픔

천기누설책 드리고

각탕법 설명

그다음날 족욕을하니 더좋다고하네요

첫날은 초면이라 사진못찍음

첫번째사진-복용 1일

두번째사진-복용 2일

2018년 4월 6일 오후 4:34 251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너무 피곤해서 가장

좋은 양제 찾으러 오신분께 안티써클 소개하다

가 세포이야기 나오니 본인이 건선때문에 고생한

다며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60세 심목사님.

건선 10년됨(유명 병원 다 전전하셨다함.오히려 병

원에서 약 그만 먹고 몸 돌보라했다고)

장 선종.역류성식도염.백내장수술함.

복용중인약:메가비타민씨.

오메가3.드시모네 유산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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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심할때

옛날 심했을때 사진↑(환자가 카톡으로 보내준것)

3월12일 약국방문시 찍은 사진↓이때 발은 양호한편.

12일 방문시에도 손은 위와 비슷한 상태.

3/12

안티111.써클222 복용시작

명현에 해 미리 숙지시켰으나 힘들어하심

명현증상

1) 복용 2일째부터 귀 뒤쪽에 농포발생 3일정도지

나 사라짐.

2) 위통과 함께 오후만 되면 위속에서 불이 난듯 

뜨거워 견디기 힘듬.

3) 작년 스트레스심한후 상포진 앓았던 부위에 

다시 상포진 나타나 병원치료함.

4) 제일 견디기 힘들어 한건 지독한 방귀가 때를 

가리지 않고 많이 방출되어 본인은 물론 주위사람

들이 다 힘들정도( 장암검사 받으란 충고를 여러

번 주위에서 함)

4/5일 방문 재구매시.

지독한방귀로 사회생활 어렵다하시길래~

화재발생시 화상으로 사망하는 경우보다 가스질식

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고, 안티써클이 몸속에

서 방귀를 생산하는게 아니고 몸속에 있는 독소를 

밖으로 배출시키는거니 중단하지말고 복용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림.

몸속에 독소가 그동안 목사님 몸을 얼마나 괴롭혔

겠는지~ 상상을 해보시라! 라구요. 

오늘도 2번과 4번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허나 손과 

발은 깨끗하다.

환자는 그어떤 치료보다 깨끗하게 빠르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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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심할 때 사진을 보니 정말 바이러스 감염증의 

특징을 그 로 갖고 있습니다.

염증으로 인한 발적은 있지만 농포는 없는 전

형적인 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9일 오후 2:42)

① 류형준 약사 

지난번 조용권약사님이 부종 한 여러 가지 

원인을 설명한 을 읽었지만 결구 부종의 직

접적인 원인은 림프순환장애입니다.

림프순환이 되니 저승꽃도 지고 생명의 동아

줄이 연결됩니다.

감사합니다.(4월 9일 오전 8:24)

상태의 변화가 반복될수 있음을 환자도 약사인 나

도 경험으로 알기에 감사~ !체크함.

2년 정도 걸릴지도 모른다고 하니

치유프로그램 끝까지 함께 가겠노라 하신다 ^^

방귀때문에 상담이 길어지는 바람에 사진을 못찍

어서 문자드렸다 (맘에 여유있을때 찍어놓으셔

요~~)

2018년 4월 6일 오후 6:22 220 읽음

오시영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50세 남성의 이유없는 부종 치유예입니다.

3월20일 얼굴 전체가 붉으스레, 눈뜨기도 불편한 

모습으로~~

이런 부종이 15일 되었다네요.

첫날 써클 2-2-2 이틀분 가져가시더니 이틀후에 

군말없이 한통 집어오시네요.

카드 내미는 손톱이 까맣게 변색되고 울퉁불퉁,쪼

개지고. 스토리 알아보려니 바쁘다며 쌩~~

오늘 말끔히 깨끗해진 모습으로 방문.

여유롭게 상담중 손톱색이 미황색으로 바뀐것 발견^^

환자 스스로 손등의 저승꽃도

얼굴의 저승꽃도 없어지거나

색이 옅어졌다고 

"선생님 이거 보세요~"하시네요.

써클의 세포재생능력에 또 감탄.

오늘은 전신의 리싸이클위해

안티플러스 추가.

1년후의 건강해진 모습 기 합니다^^

2018년 4월 7일 오전 8:49 222 읽음

곽명애♡ 등포21세기약국(김정호)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35세 남성분

손목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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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아드님도 좋아지고 이불집 어머님도 좋아졌

다는 이야기이지요.

손목통증과 허리통증이 직업병으로 일시적

인 증상이 아니라면 안티써클로 치유의 길을 

함게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9일 오전 8:12)

① 류형준 약사  

여전히 과로가 심하여 감기가 낫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용량부족이 있는 것같습니다.

안티써클111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을

듯 보입니다.

아직 과로로 인해 체내환경이 나빠지는 것까

지 계산하여야 하니까요.

감사합니다.(4월 9일 오전 8:01)

단골손님의 아드님

손목통증때문에 불편호소

평소 고함량비타민B군과

마그네슘제제 복용중

정육점운 중이라 구정때 

더힘들까봐 써클60포구매

써클 2-2-2로 3일간 복용후

2-0-2로 3일간복용후

정량복용

4월2일 엄마분 자고일어나니 

허리 너무 아프다함

이불집사장님이니까 빨리 풀어줘야하기에 써클 

2-2-2로

하루치 드림

다음날 오셔서 써클이 참좋은 

약이라며 아드님걸루

60포 가져가심

아드님이 비염, 천식도 있다길래

다음달부터는 안티랑 같이 먹어보자했습니다~

2018년 4월 7일 오후 2:29 191 읽음

박향숙 ♡♡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50년생 여자

과로 만성위염 소화불량 위장약 달고사심

하지 정맥류

안티 써클 첫달 111

두째달 101

여전히 과로중 

속이 너무 편하고 다리도 정말 편해지셨답니다 

어쉬운것은 과로가심해 감기를 앓고 계시네요

2018년 4월 7일 오후 2:37 234 읽음

박향숙 ♡♡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초등학생 여자 4 5학년 두자매

속이 울 거리고 토하고 머리아프고 

예전에 제딸 치유된 경험이 있어

그린큐+ 안티 써클 1/2 포  +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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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박향숙약사님은 역시 소화기질환 전문약사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9일 오전 7:59)

① 류형준 약사  

배달의학이 세상 모든 고통을 모두다 돌볼수

는 없지만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스스로 

건강해지는 길로 안내합니다.라는데 함께 해

주시는 이명희약사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약

사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4월 9일 오후 

7:39)

① 류형준 약사  

최성순 약사님이 체험사례를 올리시고 원고료

로 받는 안티와 써클을 선물하면 어떨까요?

부족하면 저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좋아지는 결과를 체험사례로 

올리고 안티와 써클을 받으면 환자분께 선물

을 하고 좋은 선순환의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할마니 오셔서 넘 효과 좋다고 상비약으로

더 챙겨 가십니다

당신이 넘 피곤해 각탕은 안시켰답니다 

참고로 위 아이들은 백초를 달고 사는데 그날은 아

무 소용없어 할머니가 오셨네요

아이들에게도 명약입니다♡

2018년 4월 9일 오후 12:00 211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이맹S.62세.여.

결혼한 딸 출산으로 아이 돌보고 계심.

피로, 입이 가뭄에 논바닥 타는듯한 느낌호소.

3/16일 안티 써클 정량으로 101 시작함.

10일분드림

3/27일 .별다른 불편도 ,나아짐도 없다고 함.

다시 정량 10일분.

4/6일 .입마름이 없다 .다 좋아졌고 전에 소변이 

항상 갈색이던게 맑아졌다. 피로함도 조금 나아짐

(아이 돌보는게 중노동이라).

세포의 정상화 프로그램에 고개 끄덕이며 안티써클 

1달분 챙기신다.점막세포라 빨리 반응을 보게 되고 

이를 계기로 환자는 제품에 확신을 갖고, 본인의 몸

을 돌볼 기회를 접하게 되고~~, 모든게 감사^^

2018년 4월 9일 오후 3:47 164 읽음

최성순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86살 옅집지하에사시는 수급자할머니 혈압약과 

심근경색약과 배도 자주아프다고하시고 작년1년

전에 퇴부쪽으로 상포진이 와서 신경통으로 

다리가 톡톡쏘고 아파서 매일 파스를 다리를 도배

하는분 안티1포와써클1포씩 3번씩을 잡수시라고 

해서 3일 잡수시고 덜아픈것같은데 돈이 너무많이

들어서 못먹겠다고합니다 다리가 아파서 파스를 

다리에 붙어도 근본치료가 안되는 병원진통제를 

먹고 계십니다 상포진에는 면역성를 올려주고 

세포를 재생시키는데는안티와 써클을 돈이 없어서 

못잡수시니까 저도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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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는 노력의 댓가를 받고 정말 어려

운 분이 계시면 도우면 사는 것도 좋은 약사

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좋은 일과 동료를 사기꾼으로 만드는 난매

와는 철저히 구분하려고 합니다.

주제넘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9일 오후 7:48)

② 박완수

- 저도 원고료로 받은 게 많지 않지만…

- 수급자 중 어렵다 하면… 구입한 만큼 보태 

주기도 합니다. ㅎ(4월 9일 오후 11:22)

① 류형준 약사  

건초염은 우리 패치와 찜질 그리고 안티와 써

클 복용의 종합세트가 딱인 증상인데 아직은 

거기까지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난 후에 약국이 아닌 힐링센터의 

개념이 되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는 건초염 부위를 붙이는 핫팩으로 찜

질해 주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9일 오후 7:52)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류형준 약사 

아 그렇군요~~^^.

안티써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거군요.(4월 9

일 오후 9:55)

③ 박완수

{안티써클 먹고 달라진건 하나 있어요.

얼굴 이마에 건선이 사라졌어요.

건선때문에 항상 머리 내리고 다녔는데 ~.}

- ~박 입니다… 건초염도 문제지만… 건선

이 좋아졌다는데…

- 그럭구도… 아직 효과가 없다니… 누굴 속

태울 일이랑가요??(4월 9일 오후 11:18)

2018년 4월 9일 오후 3:52 194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건초염치유과정중에

정화0 38세 여.

2017.7월에 출산,에어컨에 노출된 환경.

2월부터 동아병원에서 건초염 치료시작했으나 효

과 못느낀다 하길래 안티써클 소개해드림.

3월6일부터

안티101 써클202로 10일 투여

아무런 효과 없다며 다시 10일분씩 가져간다.

이번에도 반응 아직 없다며 다시 10일분.

그런데 아무런 불평이 없어서 내가 의아해서 물었

더니 한두달은 먹어봐야지요~ 한다.

아무런 변화도 없나요?

피로라든가~,

저 원래 피로같은건 없었어요.그런데

안티써클 먹고 달라진건 하나 있어요.

얼굴 이마에 건선이 사라졌어요.

건선때문에 항상 머리 내리고 다녔는데 ~.

건초염효과는 아직 못보았으나 건선이 좋아져서 

매달리고 있구나~ .고맙다 건선!

네 주인이 건초염 치유의길 가는데 끈이 되어주어서

나가면서 고백!

실은 바쁘다는 핑계로 각탕법 못했어요.이젠 한번

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찬것.매운것.튀긴것.추운환경 피하기!! 도 명심하

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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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지루성피부염에 의한 탈모는 잘 치유되는 탈

모군입니다.

두피와 모근의 염증을 제거하고 모낭충을 없

애면 됩니다.

모낭충을 없애는 샴푸는 오분애 샴푸가 있는

데 품절이군요.

안티와 써클 액상화 작업에만 신경쓰다보니 

품절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8:50)

2018년 4월 10일 오전 11:54 190 읽음

박향숙 ♡♡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94년생 여자 

모델 두피 아토피로 10년째 고생중 팔 무릎 접힌곳 

아토피

아무래도 외모에 신경쓰는 직업이라 피부 고민이 

많음

안티,써클 보름 101 보름 111 한달 먹고 시간없어 

약 떨어진지 10일만에오심 다시 약간 안좋아지는

듯하다고 음식 철저히 조심했답니다 두피가 많이 

좋아졌고 설사를

흔히 했는데 장이 좋아져 살이 올라 체중관리를 위

해 운동을 더 한다고 합니다 

위 사진은 먹기전 사진입니다 오늘은 엄마가 오셔 

사진이없습니다

2018년 4월 10일 오후 12:25 164 읽음

오시영

#안티플러스와써클4.u체험사례

65년생 여성의 만성위장장애

치유과정입니다.

소화안되고 속쓰림때문에

라니티딘복합제 계속 가져가는 분.

식도불쾌감 호소하셔서

안티,써클 치유여정에 손잡고 동행하셨어요.

단 5일만에 정말 편하다며

안티,써클 광팬이 되셨네요.

안티 1-1-1

써클 2-2-2로 식도불쾌감,속쓰림,소화장애 해소.

더불어 피부에 빛이 나네요.

위장관 감염증엔 

안티만한게 없는 듯^^

2차 안티 1-0-1,써클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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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또한 분의 박향숙약사님 따라쟁이가 탄생하

습니다.

위장관은 점막이라 치유의 속도도 빠르지만 

음식으로 인한 악화의 속도도 빠릅니다.

매운 것과 찬것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8:52)

① 류형준 약사  

또한 분의 박향숙약사님 따라쟁이가 탄생하

습니다.

위장관은 점막이라 치유의 속도도 빠르지만 

음식으로 인한 악화의 속도도 빠릅니다.

매운 것과 찬것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8:52)

1개월후가 기 됩니다.

"박향숙약사님 따라하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10일 오후 12:25 164 읽음

오시영

#안티플러스와써클4.u체험사례

65년생 여성의 만성위장장애

치유과정입니다.

소화안되고 속쓰림때문에

라니티딘복합제 계속 가져가는 분.

식도불쾌감 호소하셔서

안티,써클 치유여정에 손잡고 동행하셨어요.

단 5일만에 정말 편하다며

안티,써클 광팬이 되셨네요.

안티 1-1-1

써클 2-2-2로 식도불쾌감,속쓰림,소화장애 해소.

더불어 피부에 빛이 나네요.

위장관 감염증엔 

안티만한게 없는 듯^^

2차 안티 1-0-1,써클 1-1-1

1개월후가 기 됩니다.

"박향숙약사님 따라하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10일 오후 9:03 196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80년생 백00.남.

오랫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중.2016년엔 이유도 

모르는 고열로 전 병원입원을 2차례 1~2주씩 

함.(바이러스감염일거라고 했다함).B형간염.

엄마(선배약사)가 10일먼저 안티써클 복용하기 시

작했고 본인이 느낌이 좋아서 아들에게 권함.

3월8일경 처음부터 계속 각각 222(하루 12포)로 시작.

선배가 오늘 약가지러 와서 전해준이야기다.

시작한지 한달 조금 지났는데 피부가 깨끗해진것

뿐 아니라, 그동안 좋아졌어도 조금만 음식이 이상

하면 바로 재발해버리곤 해서 밖에서 식사를 못했

는데, 학교쌤이라 학교급식을 몇차례 먹어도 괜찮

더라고 전하신다.세포가 건강해지는중인가보다 하

신다.

건강때문에 해독쥬스를 2년넘게 먹이고 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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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앗 해독쥬스를 안티써클과 함께 계속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 복용량이 많아서 효과를 유지할 수 있었

습니다.

해독쥬스의 강력한 이담작용이 안티와 써클의 

유효성분까지 배출을 촉진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9:26)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함께 먹진 않고 하루 1잔 2년째 먹고 있어요.

용량은 줄이라곤 말씀드렸는데~ 약사님이시라 

^^(4월 11일 오후 9:32)

③ 류형준 약사 

용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끊을 때가 

지난 것 갑습니다.

지나친 이담작용은 오히려 몸에 필요한 지용성 

물질까지 배출해서 부신피질호르몬의 합성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10:29)

④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써클용량을 줄이라고 했어요~.

해독쥬스는 간식처럼 드셔서.

해독쥬스에 한 선생님의 의견 전달하겠습니

다.(4월 11일 오후 10:31)

① 류형준 약사  

안티와 써클이 엄한 선생님 같습니다.

평생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나쁜 친구들을 떼

어줍니다.

이제 나쁜 친구들은 멀리하고 건강과 행복을 

벗삼아 치유의 길을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9:29)

용량 낮추어 먹이라 했더니 명현도 없고, 몸에 많이 

숨어있을 바이러스 빨리 퇴치하고프다며 평생 먹

이겠다하신다.

ㅎㅎ

제품에 한 믿음이 좋아선지 계속 해독쥬스 복용

해선지, 명현도 없고 효과는 좋고, 감사할뿐입니다.

2018년 4월 10일 오후 9:21 262 읽음

오시영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67년생 여성.

넘어져서 무릎 다치고,

병원에서 근막이 찢어졌다는 진단받고 올 1월 처방

약 복용중에

써클 2-2-2 단 이틀 먹고

"약사님 나한테 뭐 줬어요~?"

외치며 약국문 벌컥 열고 들어오신 자그마하고 얌

전한 분.

오늘 세번째 안티,써클 가지러 오시네요.

사뿐사뿐 잘~~걸어서^^

가만히 물어보니 처방약 수일 먹어도 차도 없던 무

릎이 써클로 이틀만에 통증이 줄어 너무 놀라웠답

니다.

안티,써클 두달 먹는 동안

심심하면 생기던 위장장애가 한번도 안생겨 신기

했고,

변도 술술,피로감도 없고

이불에 걸려 따갑고 아프던

발뒤꿈치 각질은 어느틈에 사라졌다며~~

무릎 통증과 함께 평생 같이 갈것같던 여러 친구 

없어져 홀가분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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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4개월이면 염증은 제법 빠지고 있을 것입니

다.

부분 단기 사용에 한 체험사례가 많은데 

장기체험사례를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4

월 11일 오후 9:51)

① 류형준 약사  

축하드립니다.

손가락인 의 염증은 쉬운 것같으면서도 어

려운 증상인데 결구 안ㅌ와 써클로 해결하

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10:12)

2018년 4월 11일 오후 2:31 137 읽음

최현숙(세원약국. 전 서구)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본인 4개월 복용중 1.0.1로…

2월 13일의 체험례를 쓴 이 후에 저의 변화를 적어 

봅니다.

흰 가래가 많아졌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가래의 상

태는 달걀의 알 끈 같은 가래가 튀어 나옵니다. 그

런데 그러고 나서는 코 속 부터 가슴까지 뻥 뚫린 

듯 하여서 내 안에 점막이란 점막은 다 청소 되는 

느낌입니다.

가끔은 가래가 목을 막아 탁한 소리를 내서 뱉어주

면 목소리가 돌아오고… 가슴과 림프선을 쳐 주면 

가래가 더욱 쉽게 나오기도 합니다. 아주 가끔 노랗

고 진한 가래가 조금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B형 간염 보균자여서 더욱 이런 현상이 있는 

듯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래의 정도가 조금은 불편

합니다. 

피부는 지난번에 올렸듯 밝고 맑아지고 처진 피부

가 생기가 좀 생겼고 

 허리는 좀 더 짱짱하게 … 힘이 생겼습니다. 허리

가 아팠던 것은 아니나… 힘이 생기니 알겠네요 ̂ ^

간염 보균의 완치를 목표로 열심히 복용하고 있습

니다. 

안티 써클로 함께 하는 하루 하루 활기찬 일상입니다.

2018년 4월 11일 오후 5:24 163 읽음

김혜자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55세 여. 손가락관절통       

2년전 운동하다가 손가락 관절인 가 늘어나서 통

증과 붓기로 고생하다가 결국 정형외과에서 스테

로이드주사 1회와 관절 부목 2주후 정상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딱 2년만에 그 손가락이 다시 붓

고 아파서 고생하다가 써클 1 1로 5일, 써클 111 로 

5일, 써클 안티 111 로 3주가까이 복용중인데 붓기

와 통증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진통제없이 치

료가 잘 되는 신통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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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단순한 판매성공사례는 체험사례로 분류ㅜ

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판매성고사례보다는 증상개선에 

한 체험사례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11일 오후 10:20)

2018년 4월 11일 오후 6:06 184 읽음

최성순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4월5일에 제품을 밤늦게까지하고 우울증있고 피곤

해서 써클을 주었는데 효과있다고 와서 손가락도 

붓고 무릎도 씨큰거린다고해서 저번에는 많은약을 

먹기싫다고하면서 써클만 가져가는데 이번에는 써

클111와 안티111를 같이 복용하면 염증도 빨리치료

도되고 세포재생효과로 설명해주어서 써클과 안티

를 같이 복용하기로하고 사갔습니다

2018년 4월 11일 오후 11:45 253 읽음

오시영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65년생 여성의 손가락 관절통등 

치유과정입니다.

맛사지하는 분입니다.

손끝에 힘을 주고 맛사지를

늘 해서인지 손가락 관절이 좋지않습니다.

특히 오른손 검지손 첫마디가

발그레 붓고 통증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안티 1-0-1

써클 2-0-2

연골 양제 드렸습니다.

한달되기 전에 손가락 자랑할겸

떨어지기 전에 안티,써클 가지러 오셨다네요.

손가락통증,어깨,목통증,발목부종

다 좋아졌지만 속이 편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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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직업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손가락 관절

이 좋아지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열배는 

더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용량의 증량과 오시  약사님의 확실한 치유

의 길 안내가 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13일 오후 12:41)

정말 행복하답니다.

빨갛게 통통 부었던 오른손 검지 마디는 누르면 찌

릿하지만 일하는데 많이 불편하진 않답니다.

2018년 4월 12일 오후 5:51 171 읽음

정태영(크리닉약국)

#안티플러스와써클4.u체험사례

73 세 남자 000

3월 23일 질의응답으로 의견 물었던 분입니다.

10년 세월 거꾸로에 동참하셔서 안티 써클 101로 

드시고 계시는데…

지난번 방문하셔서 손가락 관절부위에 반복되는 

염증을 말씀 하시네요.

정형외과 진료로 손가락 모두 관절염이 많이 진행

된 상태라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본인은 통증도 없

고 불편함은 없는상태이고요.

그런데 검지 손톱 첫 마디 부위에서 2~3년전부터 

물집이 잡혀 터트려서 딱지가 잡히면 또 부풀어 물

집이 잡히면 터뜨리고를 반복하셨답니다.

병원에서는 관절막이 터져서 관절액이 새고 있는 

것으로 치료 방법은 없고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그

냥 살라고 하셨다네요.

안티. 써클을 드시던 분이어서 안티 써클을 111 222

로 드시게 했습니다.

3월 22일 모습 

3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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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앗 아직은 적량복용보다는 안티111 써클222

로 한달은 채워서 먹게 하세요.

그리고 안티써클111로 줄이고 한달 

이후에 적량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

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4월 13일 오전 5:49)

② 정태영(크리닉약국)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하라 전하겠습니다.(4월 13일 오전 

10:27)

4월6일

그리고 오늘

제게 자랑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십니다

병원에서도 그냥 살라던 것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상으로 돌아온것이 저도 믿기지 않아요.

오히려 제게 사진찍어서 홍보하라 하시네요.

이제부터는 101으로 드시기로…

원래 안티 써클을 101로 드시던 분 이었는데 결국 

용량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준 경우

입니다.

2018년 4월 13일 오후 4:00 201 읽음

윤애숙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안티,써클 복용중인 지인들중가장 좋아지길바랬던

34세 남자조카입니다.

애기때부터 천식때문에 지엄마 애를 좀 끓 는데

성인이된이후로도 허약체질에 천식,비염,잦은설

사로 고생합니다.

법 졸업후 몇년째 수험생 신분이라 스트레스도 

많구요.

도서관에서 깊은 한숨을 몰아 쉬어서 핀잔을 들을

정도.

그 조카가 안티,써클 정량3달복용했는데 비염이 거

의 좋아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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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화이팅! 응원할께요.조카의 합격!(4월 13일 

오후 4:13)

② 하현아

합격, 기원합니다.(4월 13일 오후 4:19)

③ 강경애

저희 작은 딸도 써클 먹고 국가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었어요

조카분 화이팅입니다(4월 13일 오후 4:33)

④ 류형준 약사 

천식. 비염. 잦은 설사까지 점막마다 바이러

스가 가득했었군요.

다행히 개선되고 있다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13일 오후 8:37)

① 류형준 약사  

높은 간수치. 폐부석회화. 만성위염. 역류성

식도염. 급성미란성위염. 당뇨. 고혈압. 고지

혈증. 만성피로 등 증상을 모두 합치니 아홉

가지입니다.

이 모든 증상을 개선하려면 치유의 길이 필수

인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13일 오후 8:44)

언니가 제품 주문하며 전해줍니다.

하루7,8 번 화장실가게했던 장도 편해졌다고하구요.

이제 합격만하면 훨 단박 좋아질텐데요.

안티,써클이 그것까지 해줬으면…

2018년 4월 13일 오후 6:25 183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59세 임갑0. 여

간수치높고(GTP 120),우측 폐부에 석회화결절.만

성위염 .역류성식도염.급성미란성위염.

당뇨.혈압.고지혈증약 복용중.피곤호소.

2/26.

안티101.써클101 10일

3/7 몸이 좀 가볍다고 20일분 가져감.

용법운 각각101로 동일.

3/26일 상동+가네진60정

4/7.간수치 31로 내려감.위편안함.몸 가볍다.

한달분 가져감.

치유프로그램 합류하고 건강챙겨보겠노라 하시네

요~^^

1년 함께 쭉~~가기로

2018년 4월 13일 오후 6:25 183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59세 임갑0. 여

간수치높고(GTP 120),우측 폐부에 석회화결절.만

성위염 .역류성식도염.급성미란성위염.

당뇨.혈압.고지혈증약 복용중.피곤호소.

2/26.

안티101.써클101 10일

3/7 몸이 좀 가볍다고 20일분 가져감.

용법운 각각101로 동일.

3/26일 상동+가네진60정

4/7.간수치 31로 내려감.위편안함.몸 가볍다.

한달분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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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높은 간수치. 폐부석회화. 만성위염. 역류성

식도염. 급성미란성위염. 당뇨. 고혈압. 고지

혈증. 만성피로 등 증상을 모두 합치니 아홉

가지입니다.

이 모든 증상을 개선하려면 치유의 길이 필수

인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13일 오후 8:44)

① 유남희

부럽슴다.(4월 14일 오전 9:50)

② 류형준 약사 

보톡스 후유증. 자궁의 6센티 물혹과 많이 불

편했을 몸상태를 안티111과 써클222로 해결 

했다니 용량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합니다.

부분 환자분들은 확실하게 복용하고 확실

하게 낫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가격만 비싸고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 불신이 쌓여서 가격을 문제삼고 제품을 

문제삼은 것입니다.

같이 운동하는 친구분한테 이야기하기 쉽지 

않았을텐데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 축하드립

치유프로그램 합류하고 건강챙겨보겠노라 하시네

요~^^

1년 함께 쭉~~가기로

2018년 4월 14일 오전 9:29 181 읽음

곽명애♡ 등포21세기약국(김정호)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52세 여성

일주일에 두번 체육센터에서 같이 탁구치는 운동

친구

2월한달 안나왔는데 그때 

요실금수술 받음

같은건울에 피부과있어서 보톡스주사도 맞음

3월에 다시 만났는데 

탁구회원들이 모두 얼굴에 풍이왔었냐

오른쪽 뺨이 이상하다고 함

보톡스주사맞고 얼굴 땡땡붓고

후유증 심했다함

요실금수술전에 멀쩡했는데 수술후

자궁에 물혹이 6센티정도

더커지면 수술해야한다고함

운동가서는 약이야기 잘안하는데

이래서는 안되겠다싶어

림프순환개선으로 염증물질을 빨리

내보내자하며

안티플러스 1-1-1

써클포유 2-2-2

한달복용후 병원서 검사해보니

아무이상없다고~

얼굴도 다시 조막만하게 이뻐지고

몸이 가벼워져서 훨훠날으며

즐겁게 탁구치고있네요

다행입니다~

짧은 동 상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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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감사합니다.(4월 14일 오전 10:35)

③ 류형준 약사 

지금 준비하고 있는 천기누설건강법 만화가 

완성돠면 만화를 활용해서 약국에 있는 티비

에 틀어놓을 수 있는 동 상을 만들 예정입니

다.

조금 많이 기다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4월 14일 오전 10:38)

④ 곽명애♡영등포21세기약국(김정호)

만화 기 됩니다~~~(4월 14일 오전 10:47)

① 류형준 약사 

지적 장애가 있는 친구이면 한번 머리카락을 

보내주세요.

제가 하는 중요한 일이 발달장애나 발달지연 

등을 치유하는 것인데 어디까지 회복이 가능

한지 확인해 보시죠.

하하하

의심을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많은 분이 한 번 믿게되면 한

없이 믿게 됩니다.

본인이 판단하고 결절을 내릴 시간을 주면됩

니다.

2018년 4월 16일 오후 7:24 195 읽음

송정숙(만수ㆍ부산)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10년된 요통

42세 남자 6촌동생임

약간의 지적 장애가있는데 10년전 베트남 산부와

결혼하여 순천에 살고 있는데

신부에게 과일따준다고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후 허리가아파서 누워서 지내는 일이 많고 결과적

으로  체중이 증가하고 날궂이를 많이해서 당숙의 

근심거리가되므로 안타까워서 전화해서 안티써클

을 소개하 습니다

천천히 가기로 하여서. 안티써클 정량으로 6개월복

용 계획으로 현제 약 20일 복용중입니다

전화로 물어보니 첫날 하루 두통. 둘째날 많은양의 

변을보았다

전보다 몸이 훨씬 부드러워졌다

아픈 허리부분이 따뜻해졌다

그래서 좋아지는 중이니 열심히 복용하라고 격려

하고

호보법도 해보라고 하 습니다

또한사람은 60  중반의 자칭 똑똑. 까다로운 남자

입니다

정형외과 처방가지고와서 말하기를 자다가 옆구리

가 알수없는 통증으로 진통제를 추가로 먹어야 잠

을잔다하셔서. 조심스럽게. 써클을 소개했더니 의

심이많아서 네포만 가져갔습니다

제 말 로 진통제를 먹지 않고 저녁에 두포 한꺼번

에 복용하고. 자다가 한포 더복용 아침에 또 한포 

복용했다합니다

오늘 저녁에 약국에 오셔서 하는 말이 이상하게 조

그 덜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네포만 달라고 

합니다

의사 말 외에는 잘 안믿는 이 아저씨가 재구매하는

거 보니 효과를 보긴했나봅니다

제가 우리 밴드 체험례를 조금 보여드리니 세상이 

하도 댓글 조작을 많이해서 안믿는답니다^^

이 콧 높은 아저씨가 조금씩 먹어보다가 안티써

클의 세포환경.정상화 열에 곧 합류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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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4월 16일 오후 7:40)

① 류형준 약사  

아니 40  50 도 아니고 82세되신 어르신의 

퇴행성 관절염이 2개월만에 많이 줄어서 좋

아지고 있다니 이런 가능하지 않은 일이 가능

해지는 것이 바로 치유의 길입니다.

이렇게 좋은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해서 치

유의 길을 넓히고 단단히 다지면 작게는 나와 

내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해지고 넓게는 지구

촌 전체가 건강하고 행복해지겠지요.

지구촌 모두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날

까지 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4월 17일 오전 8:23)

① 류형준 약사  

김태환 약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 환자들을 보면서 안티와 써클의 

장기복용이 단순히 판매를 위한 행위가 아니

라 환자를 위한 치유의 길이고 함께 가야하는 

길임을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마음이면 뭔가 꺼름직하지만 치유

의 안내자의 마음이면 당당하고 따르지 않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4월 18일 오전 9:36)

2018년 4월 16일 오후 10:20 143 읽음

정혜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82세 제어머니 입니다 2개월 째 안티 써클 111드십

니다

무릎관절통증이  많이 줄어 좋아하십니다

7일전 무지외반증 엄지발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빨

갛게 부어올라 안티써클 222 복용하니 3일후 가라

앉았습니다

이 좋은걸 왜 이제알았냐고  타박하십니다^^

건강하게 걸어다니실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2018년 4월 17일 오후 1:25 164 읽음

김태환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하단의 류약사님에게 온 문자내용에 한 저의 의

견입니다.

이분은 제가 관리하던 환자 같습니다. 우선 저에 

한 믿음이 부족하여 류약사님께 문자를 보냈는

가 봅니다.이분은 결절성홍반,간염으로 인한 수치 

상승,전신 통증,피로감,부종,등으로 내국하여 안

티,써클 각각1,1로 3개월 복용후 모든게 좋아진 상

태에서,복용을 중단 후 몇개월 지났는데,몸이 예전

처럼 나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내국하여 

많은 질문을 하는데, 이제까지 먹은건 아무 소용이 

없느냐? 6개월 복용후 또 나빠지면 어떻하느냐?등

으로 참 난감했습니다.결론은 모든게 좋아진 상태

에서도 예전처럼 혹사하면 그 병이 처음 생길때 처

럼 다시 올수 있다, 하니 실망하면서도 안티와써클

을 구입해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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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명희(광민약국.광주)

혹 남편?(4월 17일 오후 4:34)

② 장진숙(참좋은P 광주광역시)

이명희 

ㅋㅋ(4월 17일 오후 6:32)

③ 류형준 약사  

그라제

가볍게 가볍게 좋은 경험이 쌓이면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고 신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 갈 힘이 생깁니

다.

감사합니다.(4월 18일 오전 9:44)

2018년 4월 17일 오후 1:39 160 읽음

장진숙(참좋은P 광주광역시)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50 후반 남자 오00

혈압약과 고지혈증약복용

비타민 오메가 유산균복용중

어제 목부분에 종기가 자리잡음

써클2봉안티1봉 어제저녁먹고

아침에보니 팽팽하던발적주변이

힘이없이 작아져있음

아침에 써클두봉 안티한봉다시투약

ㅡ밤에 환제를 못삼켜 초딩약먹는것처럼

물만 많이먹어서 힘들게먹음ㅠㅠ

종기가 생길때는 

엄청 통증이있는데 아마 통증은가신듯~~^^

아침에약먹겠냐고 물어보니

먹는다고 하는것이 편한가봅니다

약먹는 수고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느끼나봅니다

좋은약맹그러주신류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17일 오후 4:05 186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잇몸질환에 효과 탁월합니다~^^

60세 나00 님.여.

어깨관절통증.무릎통증으로 

2월초부터 복용중.

3월20일부터는

각각202 쓰다가 류선생님이 안티111.써클222로 해

보면 좋겠다는 조언 로 

4/7일 용량변경함

4/17 방문

팔의 움직임의 범위가 전보다 약간 좋아짐.

어깨 무릎은 1년 갈거 예상했기에 무조건 하란 로 

할거란다.당신 어깨는 병원에서도 포기한거라서^^

다른 손님들과 약사인 나에게 "염증에는 최고"라며 

말문을 여신다.

수술을 하도 많이 해서 수술이라면 지겨운데, 안티

써클 덕분에 수술 하나 안하게 되어서 감사하다

고~~^^.

잇몸 수술 날짜잡아 놓고 있었는데 어느날 하루 잇

몸이 견딜수 없게 붓고 열이 나고 아파서 수술날짜 

앞당겨서 수술하려고 했는데 다음날 말끔히 나았

다는것과 그래서 치과에 수술도 일단보류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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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역시 이명희 약사님의 치유의 길은 탄탄 로 

입니다.

환자들이 모두 전도사가 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아픔과 함께 하니 모두가 행복해집

니다.

감사합니다.(4월 18일 오전 11:49)

① 류형준 약사 

열심히 치유의 길을 안내하시는 모습이 보입

니다.

감사합니다.

사족을 달자면 전체적으로 용량부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여러 군데이면 초기 용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1. 이상0님은 안티써클 111로 1-2개월 

2. 박무0님은 처음 1개월 안티111과 서클 222

로 진행하다가 점진적으로 줄 으면 하는 생

각을 하 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18일 오후 12:00)

극 칭찬을 하신다.(하루는 각각222 복용하셨단다)

용량조절도 알아서 잘하고 계신다.

2018년 4월 17일 오후 6:24 132 읽음

신선희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이상0 52년생 남

독거남, 우울증, 협심증, 혈압, 통풍. 치매등 여러종

류의 약복용, 말도 없고 표정도 없다. 약은 제 로 

먹는지? 걱정된다.끼니를 외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안쓰럽고 ~

 안티 써클 11 2개월 복용중 멋진 봄옷 한벌 사입고 

나타나서 웃으면서 말한다. 그간 몸이 무겁고 하지

에 힘이 빠져서 가까운 거리도 택시에 의존했는데 

어지러움 때문에 괴로왔는데 몸도 가볍고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걸어다닐 자신이 생겼다면서 공원에

서 운동해야겠다 면서 말문이 트이셨다. 병원약으

로 해결하지 못한 어지러움도 없어지고, 이젠 좋아

하는 술 한잔 해도 되냐고? 물어시네요.술 신 약1

년 드시고  결과에 따라 술 사드리겠다고 했다.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박무0 72세 여

2016년에 교통사고로 입원중에 변비, 장에 기포가 

생겨서 수술하고 환자말에 의하면 장주머니를 만

들고 3개월후에 다시 복원수술했다고 함. 그 여파

로 2017년에 상포진으로 고생, 그 휴유증땜에 상

담하고, 예민하고 약한 몸이라서 안티 써클 11로 

시작한지 7일후에 몸이 가렵고 더 아프다고  짜증

폭발. 애초에 설명했던 명현이니 걱정마시라고 다

독 다. 3월27일 병원에서 바난과 노르믹서 처방 

1개월 받아오심. 약 드시고 잘 낫지 않으면 다시 

수술하자고 하면서 수술하면 복부굴신이 불편하다

면서 안티 써클 3달째 드신다. 상포진휴유증은 

좋아지셨는데 수술부위는 따끔거리고 불쾌하다고 

함. 환자본인이 항생제처방 복용않겠다며 중단한 

상태.안티 써클의 세포복원력을 믿고 계속 먹으면 

좋아지겠지요?호보법과 각탕을 꼭 하시라고 부탁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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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몸소 심한 명현반응을 겪었음에도 계속 복용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현반응을 몸으로 깨달으니 확실히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명현반응은 무서워할 증상이 아

닙니다.

끝까지 믿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4월 

18일 오후 12:05)

2018년 4월 17일 오후 6:45 208 읽음

박현희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본인.50세

작년11월천기누설강의시간에 안티 써클샘플복용

후 명현반응일어남. 온몸에 두드러기. 따뜻한물먹

고 써클2포 추가로 복용해도 진정안되고 밤새고생

함.구토하고나서진정됨. 고생될까봐 더복용못하

다가 용기내서 꾸준히 복용해봄. 중간중간에 3회정

도 두드러기발생했으나 이담소화제 복용하면 좋아

짐. 약3개월 안티.써클포유.1.1복용중

.1) 오랫동안 힘들었던 알러지비염증세 개선됨. 처

방약없이 겨울을지냄. 

2)1주전에 왼쪽 서혜부안쪽으로 단단하고붉은 종

기가 크게생겻엇는데 배농산. 소염제먹어도 잘듣

지않았음. 안티.써클.1.1.1.복용후 1일만에 통증가

라앉고. 3일정도에 흔적만남음

3)알러지두드러기로 응급실 간적 여러번있엇는데 

지금은 두드러기가 없어짐

4)정수리쪽머리숱이적엇는데 머리숱이 굵어지고 

많아짐. 

2018년 4월 17일 오후 8:51 175 읽음

최승희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김oo 68세. 여. 어머님.

협심증. 3년전 척추후만증 수술후 혈전성혈소판감

소성자반증(자가면역반응)으로 급성신부전.뇌경

색. 사지 혈관막힘. 폐부종. 시각장애 등의 증상 있

었음. 7개월간 입원 치료 및 재활 후 회복.

현재는 후유증으로 각 장기 기능 저하. 불면, 불안

감, 입떨림, 손떨림과 저림증상 있음. 혼자 걸어 다

니시고 일상생활 하시는 정도.

항경련제. 아스피린. 고지혈증약. 협심증약 복용.

항산화제. 혈액순환제. 유산균. 비타민디. 효모제

제. 피크노제놀 등을 복용하셨음.

수술후 갑작스레 얻은 병으로 지금까지 많이 힘들

어하셨고 항상 허리아프고, 몸이 가라앉듯 쳐진다

고 오래 앉아있지도 많이 걷지도 못하셨고. 수시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셨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유

난히 추워서 그나마 조금씩하던 산책도 못나가셨

구요. 그래서 2월에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인한 뇌

에 저산소증으로 발작과 마비가 와서 한차례 입원

하셨습니다. 퇴원후

2월 14일부터 써클포유 222 1달복용

3월 16일부터 안티11 써클22 복용중

며칠전 어머님께서 몸이 너무 가볍다고.

집 근처 야트막하긴하지만 산에도 다녀오셨다고. 

눈 앞에 왔다갔다하던 별들도 많이 사라지고 입떨

림 증세도 개선되었다고 아주 밝은 목소리로 전화

하셨습니다.

오랫만에 듣는 어머님의 밝고 상기된 목소리에 감

사하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경과를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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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남희

빨리회복되실꺼예요.치료약을만나셨으니

요.(4월 17일 오후 9:05)

② 박진선

(4월 18일 오전 7:37)

③ 류형준 약사 

어머님이 많이 회복되고 계시다니 축하드립

니다.

첫달 써클222의 복용이 정말 좋은 선택인 것

으로 생각됩니다.

둘째달 처방도 아직은 안티101과 써클202도 

나쁘지는 않은데 안티111과 써클222로 진행

해도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믿어주시고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승희 약사님 덕분에 많이 행복합니다.(4월 

18일 오후 2:15)

④ 최승희

류형준 약사 네. 용량은 조절해 보겠습니다.(4

월 18일 오후 3:57) ① 류형준 약사 

오시영 약사님 최고입니다.

90세 되신 어르신의 폐렴성 감기를 일주일 안

에 좋아지다니 역시 최고입니다.

이런 을 보면서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행해

지는 많은 치료법이 꼭 효과적이라고는 결론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제 로 치유의 길로 안내하면 이렇게 쉽게 개

선되는데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독점하는 치

료법이 때로는 의료독제의 폐단으로 다가옵

니다.

감사합니다.(4월 18일 오후 2:49)

좋은 약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18일 오전 10:41 170 읽음

오시영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90세 어르신의 폐렴 치유예입니다.

작년 12월 폐렴의심성기침 치유예 올린 적이 있지

요?

17세기 여인같이 살고있는 분의 치매 시어머니

습니다.

이번엔 90세 요양병원에 모신 친정어머니께서 폐

렴에 걸려

기침을 자지러지게 하시며 고열에 시달리신다며 

시어머니 드신 그약 달라고 하세요.

멀리 계시니 나을 만큼~

안티,써클 1-1-1.

시호탕 6g#3 일주일분 드렸어요.

어제 오셔서 약드린후 이틀간은 병원에서 못먹게

해서 안드렸더니

병원처방만으론 도저히 안될것같아서 간병인이 몰

래 드렸답니다.

그후 급속 좋아지셨다며

"약사님이 최고"랍니다. ㅎㅎ

제가 최고가 아니고

안티,써클이 단한거라 했죠~~

요즘 너무 바빠 치험례 정리도 못했는데 오늘 아침 

이 예가 딱

떠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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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부능식의 증상이 안티써클로 풀렸다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이러스성 염증에 의한 위장의 경련이겠지

요

그게 안티로 바이러스를 잡고 써클로 위장근

의 경련을 풀어주면 가능한 이야기인 한테 빨

라도 많이 빠릅니다.

어쩌면 어머님의 명 잇기를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18일 오후 5:27)

2018년 4월 18일 오후 4:48 173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87세.안정0.여.

이틀먹고 입맛회복하신분.

그래서 쉽게 치유의길 가기로 결심하신분!

두끼 식사 거른후 침 에서 굴러 떨어져 요양병원

에 입원중.

다리에 힘도 없고

허리 도수치료 1주일에 3회. 양수액 1회를 몇달째 

행하고 있으나 차도는 없고 식사를 못한다고 딸이 

식욕촉진제 사러오심.

4/9

약국에서 사용하던 식욕촉진제가 요즘 잘 공급이 

안되어서 안티써클을 소개해드렸다.

세포가 회복되고 세포환경이 정상화되면 점막세포

도 제 기능을 회복하게 되고 몸 전반적으로 체력도 

회복되므로 이 방법을 해보자고 했다.

우선 각각 101 로 소포장 드림.

4/18 딸의 재방문

입구에서 부터 약사니~임 부르며 들어온다.엄마

가 식사를 못한게 오래 되고 전복죽이든 뭐든 준비

해가도 한술 뜨면 그만이었단다.속상했는데~,이

번에도 별기  없이 그래도 약사님이 권한거라 책

도 읽어 보고 천기누설 카페에도 가입하고 인터넷

에서도 정보를 살펴보는등 적극적으로 희망을 찾

으려고 노력중에 있는데, 이틀만에 요양보호사에

게서 전화가 왔단다.밥을 한그릇씩 싹싹 비우신다

고~~.

딸이 엄마 얼굴본지 며칠 안지났는데 얼굴이 확 달

라져있더란다.할머니로 인해 요양병원 입원실안이 

다 들 놀라고, 이 딸은 그동안 얻은 정보를 다 전하

느라 열변을 토하고~~, 병원안이 안티써클로 인

하여 놀라움에 시끄러웠단다.

입원중인 다른분들이 아들오면 사달라고싶은데 비

싸서 어쩔랑가 모르겠네 하시더라며 기뻐 어쩔줄 

모른다.

비싼 병원비를 지불하고 와도 엄마가 건강해진 얼

굴보니 병원비도 기쁘게 지불했단다.

약국에 들러 자랑도 하고 감사인사도 하고, 이번엔 

한달분 챙기신다.

오늘은 효성지극한 딸들의 총 출동이다.

같은 처방, 같은 증상인 경우에도 10일 먹고 효과없

어서 포기한분들도 여럿 계신다.

이분 같은경우엔 딸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아

서일까~ 이틀만에 !! 감사!!

약국을 벗어나서도 손을 흔들며 가신다.

약국안에 웃음꽃 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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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일단 나프록센은 안 먹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풍이라고 하니 아픈 부위를 요산이 

녹도록 온도를 올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안티와 써클을 단순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통제 끊고 아픈 부위를 데워주세요.

감사합니다.(4월 19일 오전 7:16)

① 류형준 약사  

저보다 낫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치질환자가 없어서 해보

지 못한 경험인데 이명희 약사님을 통해서 경

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4월 19일 오전 7:27)

2018년 4월 18일 오후 9:20 136 읽음

최성순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체험사례

52살 남자 제품집에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술도 좋

아하고 담배도많이 피고 허벅지가 독독쑤시고 아

파하면서 통풍이라고해서 3차 신경통으로보고 안

티111과써클111와나프록센2알씩 하루3번씩 복용

을 7일간 먹고와서 통증도 개선되고 림프순환도 잘

되는것같다해서 술과 찬것과 매운것은 피하고 안

티와써클을 6개월을 계속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4월 18일 오후 10:12 216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취업준비생. 남.27세.친구아들

서울에서 학원다니고 있음.

치질, 치핵이 커져서 앉기가 불편하다.피곤하다.

친구가 지난 금요일 서울 올라가면서 약국에 와서 

상담후 효과확실한 처방요구!

안티 써클 권함.

안티플러스와 써클을 각각111 2주분을 챙겨갔는데 

오늘 오전에 아들에게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니 아

들에게 서 온 메세지라며 보내왔다.

치질, 항문주위염.모두 치유효과가 탁월하네

요~~^^

치핵크기도 줄고 공부하는 아들이 컨디션이 좋다

고 하니 친구의 맘이 편안하다고 멋진 시도 카톡으

로 한편 보내준다.ㅎㅎ

도종환의 종례시간을

2018년 4월 19일 오전 8:52 162 읽음

곽명애♡ 등포21세기약국(김정호)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60세 남성분

어깨통증

3월3일에 치험례 올렸던 분이

몸이 너무 피곤했는데 피로회복에

너무좋다며 카센터사장님께 소개

이분은 작년11월쯤 장암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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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암수술 후 환자이니 안티111 써클222로 시작

하 습니다.

한달먹고 어께통증도 많이 줄고 잠도 푹 잤다

고 하니 좋은 결과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안티써클로 암의 증상

은 개선할 수 있지만 암을 개선하기에는 한계

가 있는 제품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19일 오후 4:27)

초기에 수술해서 경과좋으심

몇년전부터 어깨통증 있었는데

암수술후에 통증이 더심해짐

안티플러스1-1-1

써클포유 2-2-2 로

2월 28일부터 계속 복용중

4월4일에 오셔서

어깨통증이 많이 좋아졌다하고

그러니 잠도 푹자서 좋다고함

처음 상담때는 어두운 얼굴로

60넘게 일만했는데 왜이런 불행이

나에게 왔냐하며 우울해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밝아지심

지금부터라도 나자신을 잘아끼고

사랑하다보면 건강하게지낼수 있을거라

말씀드렸네요~

제오래된 차수리는 사장님께 맡기기로

했네요~

3월3일 치험례 남성분

피로는 많이 개선되고

손가락 통증도 많이 좋아짐

다리저림은 아직 남았음

이분은 지방사는 지인에게도

약을 알려서 그분도 2달째

안티써클 1-0-1로 드시고계심

2018년 4월 19일 오전 11:11 189 읽음

성선경

#안티플러스와써클4.u체험사례

안녕하세요?

류약사님께 감사인사 드리려고 몇자 적습니다.

51세 여 본인입니다. 스쿼시를 수년간 치다보니 

2년전부터 오른쪽 어깨가 고장나서

뒤로 잘 안돌아가고

옷입을때나 샤워할때 불편하고

오른쪽으로 누울때 많이 아팠어요.

2월 21일부터 써클 안티 각각 111로

계속 복용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체험하시듯이

일단 피로가 현저히 개선되고

몸이 가볍고 아침에 일어나기쉽고

배변활동이 활발해지고

온몸이 세포세포마다 리모델링되는듯

유연해지고

젊어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현재 어깨는 90%정도 좋아져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운동하는게 겁이 안나고

자신감이 생겨서 참 좋습니다.

꾸준히 복용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좋은 치유제를 연구개발해주신

류형준약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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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스쿼시로 손상되었던 어깨가 회복되고 피로

도 개선되고 몸이 날나마 리모델링이 되고 있

다나 축하드립니다.

안티 써클의 효과로 직접 몸으로 확인하고 있

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이 회복되는 것을 직접 경험

하면 믿음도 두배 신념도 두배 확 됩니다.

감사합니다.(4월 19일 오후 4:31)

② 성선경

류선생님덕분입니다~^^((4월 19일 오후 

6:25)

① 류형준 약사 

퇴행성관절염.다리저림.손가락모양 변형되

고 구부러짐.통증으로 보내신 인고의 세월을 

이제부터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증상에서 차도를 보이고 있으니 정말 좋

습니다.

작은 것을 크게 활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4

월 20일 오후 4:51)

2018년 4월 20일 오후 2:58 209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80세 이00.고모.

퇴행성관절염.다리저림.손가락모양 변형되고 구

부러짐.통증.인고의 세월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

신분.

그런 힘든 몸으로 지금도 목욕봉사 다니시는 분.

3/12 안티111 써클 222 복용시작.

이틀후 컨디션 좋고 안아프다고 전화오더니 5일쯤

되자 전에 아팠던 곳곳이 신호가 온다고 하신다.

너무 힘들어하셔서 써클용량 333으로 늘리고 각탕

법 하시라고 함.3~4일후

상태 좋아지셔서 다시 안티111,써클 222 하시도록함

4/7 서울 결혼식에서 만난 고모님.젊은 아낙네처럼 

고운 한복 차려입고 손님 맞으신다.손녀딸 결혼식 

마친후 본인 팔순잔치까지 2박3일 가족여행해야하

는데 무릎이 편하고 몸이 가벼워지니 불편함없이 

일 치를수 있다며 고맙다고 하신다.

고모도 1년 치유프로그램 함께 가자고 부탁드렸지요.

건강한 모습 뵈야지요~^^

4월15일 부터는 저림증세 사라지고 각종통증? 도

많이 편해지셔서 안티101 써클 202 로 복용중.

용량 줄 다 늘 다 잘 하시면서 감사하게 복용중이심

먼저복용한 딸이 손가락도 제 로 돌아오고 손목

통증, 관절통증이 사라져 좋아히는걸 보고 뒤따라 

하심.조카에게 민폐끼칠까봐서도, 오래 먹어야 한

다니까, 당신은 안아프다고 안먹겠다고 하시더니

만 지금은 너무 좋아하십니다.

2018년 4월 20일 오후 7:35 168 읽음

전기출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30 초반 남성 계속되는 여드름으로 피부과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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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증상이 심할수록 병원치료를 많이 할수록 환

자는 생각보다 잘 따라옵니다.

감사합니다.(4월 21일 오전 6:24)

① 류형준 약사 

용량에 따른 문제를 확실히 보여주는 체험사

례입니다.

써클을 101. 202. 303으로 복용할 때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4월 21일 오전 6:27)

니면 좀덜하다 1~2주일 지나면 다시반복됨을호소

ㅡ   증상에 따른 증요법을 설명하고 근본적인 

세포환경을 개선해야 진정한 원인치유임을 알리고 

써클 안티 101로 복용 일주일후 50%정도 없어졌는

데 여드름 비슷한 발진이 목 가슴 팔 등에 몇개생겼

다고 다른곳으로 이사간것(?) 아니냐고 되묻길래 

세포가정상화되면서 생긴 노폐물이 몸밖으로 배출

되면 괜찮아질거라고하고 써클은111로 늘리고 집

에 우루사가 있다길래 같이복용케하고 따뜻한 레

몬차를 마시게했더니 일주일후 몸에생긴 발진은거

의없어지고 여드름도 1주차때보다 제법줄어들어 

만족스러워하네요 필요한 치료기간도자세히 설명

했으니 제가 해야할 몫은 다한것같고 지금부터의 

선택은 환자의 몫이겠지요^^

2018년 4월 20일 오후 7:56 179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임00.51세.남.

복통.극심한 위통.거기에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의 

허리통증에 안티와써클2포씩 2회 복용에 빠른 효

과보고 동기부여받고 본인의 오래된 무릎통증은 

물론 ,몸도 돌보는 치유의 학교에 입학하게 된분.

(사례보고함)

주증상; 무릎통증심하고 작업후 무릎을 굴신하기

도 어렵다.오른쪽 뇌혈류속도 느림.눈충혈.안구건

조.피로.

역류성식도염.과민성 장증후군.탈모.복부비만.

3/21

안티101 써클101 10일분복용.

아무런 반응없어 성질급한 사람이 마음이 급하단다.

4/2.안티101 써클202 10일

(무릎통증심해서 용량증가)

4/10 조금 편해짐. 그 로10일 투여.

4/20 무릎통증 많이 좋아졌다.팔꿈치통증 새롭게 

호소하며 이것도 좋아지겠지요 하신다.1~2회만 

써클용량 3으로 복용후 다시 

안티플러스 101, 써클 202 드시라 함.

이번엔 15일분 챙기신다.

노총각 얼굴에 웃음 활짝 피는 그날까지 GO GO !!

본인위해 비타민 하나도 안먹던 사람이다.

단한 결심했다. 

2018년 4월 21일 오후 4:47 280 읽음

김정원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신 ㅇ 60세남 헬스장운  후루성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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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정원

방금 아들보내서 써클안티 24만원 결재했네요 

아들이 묻네요 아버님 드시는 약이 어떤약이냐

고 또 자세히 설명해 줫네요(4월 21일 오후 

6:45)

② 류형준 약사 

주변에 좋은 분들이 계시니 김약사님이 복을 받

으신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 나니 그 향이 주변분들에게 

퍼져나갑니다.

그렇게 약사님의 향력도 능력도 커져갈 것입

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23일 오후 2:13)

③ 김정원

감사합니다(4월 23일 오후 2:26)

① 류형준 약사 

이비인후과 처방으로 항생제 복용하십니다 

위장관계가 약해서 지난주 안티11써클11 3일분 복

용하시고 이번주 똑같이 3일분 드시고 헬스장 회원

4분 동행하셔서 안티써클 극찬하시네요 여성회분

도 상포진예방접종 하시고도 상포진 왓다고 

구매하심 

헬스장서 안티써클 복용하시는데 회원 남자분이 

보시고 좋은약 드신다고 여행가서 피로했는데 같

이 오신 약사님이 나눠주신 안티써클 먹고 피로가 

싹 가셨다고 헬스장 사장님께서 더 신뢰감을 갖으

시네요 저희동네 헬스장에 안티써클 꽃이 피게 생

겻어요 오너분이 드시고 비염 피로 소화불량이 좋

다고 극찬을 하셨으니까요

2018년 4월 23일 오전 10:53 136 읽음

최승희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김OO 46세. 여. 

20  중반 아이 낳고부터 어지럽고 몸이 붓기 시작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증상이 더 심해짐. 머리도 

아픔

그동안 병원. 한의원. 약국 등에서 약 먹음. 먹을때 

잠깐 좋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감.

최근 종아리 붓는게 너무심하고 서혜부 통증 느껴

짐. 왼쪽으로 통증이 더 심함. 운동도 힘들어서 못함

속도답답 더부룩함. 

3/13 안티111.써클222 

명현반응 설명하고 이담제, 천기누설 책자도 드림.

3/24 안티써클 1번 먹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고, 소변이 많이 나오면서 몸이 가벼워졌다고. 안

티 하루에 4포도 먹었다고 함. 종아리 부은것도 많이 

가라앉음. 

서혜부 통증은 남아있음.

안티111. 써클 222로 더 드시게 함

4/21 몸무게가 5kg이나 빠졌다고 이제 몸이 가벼

워져서 운동도 한다고 함. 예전엔 살빠지라고 운동

하면 몸이 더 부어서 운동도 못했다고… 속 더부룩

하고 불편한 증상도 개선됨. 주변에서 얼굴 좋아졌

다고 해서 안티써클덕이라고 홍보하고, 증상이 비

슷한 친구분도 모시고 옴.

책자보고 안티11.써클11로 용량을 줄여서 드셨음에

도 본인은 만족. 아직 서혜부 통증 남아있다고하여 

안티11.써클 22 드시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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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20년 된 증상이니 초기 용량을 강

하게 갖고 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막힌 부위를 뚫어놓고 용량을 조절하

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안티111과 써클 222로 한달은 

끌고 가서 이후에 줄이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

니다.

감사합니다.(4월 23일 오후 2:27)

① 류형준 약사  

참 신기합니다.

이명희 약사님 근처에 계신 환자분들은 치유

의 길에 함께하는 것이 쉽게 느껴집니다.

증상개선의 진행도 별탈없이 잘 진행되고 있

습니다.

매번 좋은 체험사례에 감사드립니다.(4월 23

일 오후 2:46)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류형준 약사 이 친구 어렵게 끌고? 가는 중이

랍니다.ㅎ(4월 23일 오후 2:49)

③ 류형준 약사 

ㅎㅎ(4월 23일 오후 4:36)

④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이 친구가 얼음을 먹기 좋아해서 그것때문에 

힘들게 갑니다.달래고 때론 협박도 하고, 그

2018년 4월 23일 오후 1:14 190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29세.남 .새내기약사(조카)

아토피.비염.목표로~!!. 체력도 약한편.

군 입  앞두고 몸 좀 만들어 보내야할터인

데~~^^.

2월 한달동안 안티를 먹다말다 해서 일단 중지.

필요할때만 단기적으로 경험하게 함.

감기, 피로.허리삐끗등.그때마다 효과 놀라워 스스

로 제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함.

본인 스스로 결단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

3월 써클만 202 또는 222 

한달정도 복용함.

복용하자마자 등뒤 한줄기 길게 느낌이 이상하다

(가렵다? 저린다?.지압봉으로 누르거나 자꾸 몸을 

움직임).

이게 힘들어서 써클 복용을 잠시 중단 하면 괜찮음 

반응이 있다는것은 역사?가 일어날 징조라며 함께 

기다려보기로 ㅎ

본격적으로 

4월7일 안티202, 써클202 때론 써클 222 복용시

작.

복용1주째: 왼쪽코 속에서 큰 덩어리(근)이 빠지면

서 코가 뻥 뚤리다.

2주째: 오른쪽 코속의 오랜염증상태가 가라앉다.

어제 각탕법도 하고 목욕탕에서 냉온욕 반복후 많

은 양의 쾌변 본후 요즘 느꼈던 얼굴 부종까지 한꺼

번에 해결된 느낌이란다. 그와동시에 등뒤쪽 보

던 한줄기 반응이 이젠 안느껴진단다.

그동안 비염이라 항상 코막힘증세가 있었고, 근무

중 코를 자주 풀고 그러더니 오늘은 참 조용하네요.

코로 숨쉬는걸 오랫만이라고 하니 ㅜㅜ.

아토피 해결되는 그시간까지.

6개월 1년 해보겠단다.벌써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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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느라 2월 3월 보내고 4월부터 안티! 가 들

어간거랍니다.

4월 23일 오후 5:22  

① 류형준 약사  

김정원 약사님 감사합니다.

30년된 정맥류를 4개월만에 이별에 성공 했

군요.

압박스타킹이 얼마나 림프순환을 방해하는 

녀석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박스타킹을 하고 지내

시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짐작이 됩니다.

정맥류에서 벗어나신 것을 정말로 축하합니

다.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방에 계신 여러 약사님들도 정맥류는 이제 

내 손안에 있소이다 생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23일 오후 4:41)

② 김정원

네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에 날개를 달아주셧

네요 스타킹 신고 벗는게 참 고행 이엇습니다

(4월 23일 오후 5:38)

③ 김정원

김정원(4월 23일 오후 5:44)

2018년 4월 23일 오후 2:44 160 읽음

김정원

#체험사례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올해54세 저의체험례 입니다 1989년 큰아들 출산

후 정맥류가 왓습니다 약국생활을 하고 바지를 입

고 사니까 불편함을 못느끼고 지내다 10년전 큰맘

을 먹고 정맥류수술을 했는데 마찬 가지더군요 다

리는 붓고 밤에 쥐도나고 수술1년후 하와이사는 언

니가 정맥류 압박스타킹을 5개씩 사서 주며 하와이

는 마트계산  여직원도 압박스타킹 신고 일한다

고해 저도 올3월까지 압박스타킹을 9년간 신엇네

요 써클11안티11복용후 4월1일 부터 압박스타킹에

서 해방이 됐습니다 출근때 신을때 씨름을 하고 더

울땐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요 퇴근후 집에가면 스

타킹 조이는 부분이 가려워서 엄청 긁엇던 기억이 

납니다 써클안티 복용후 바디로선을 안발라도 가

렵지가 안아서 너무 좋습니다 약사라는 직업이 환

자의 건강은 돌보면서 제일 소중한 약사님들 건강

지킴에는 바빠서 소홀하신거 같아 저의체험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먹고 좋아서 남편 30살 큰아

들까지 같이 먹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18년 근무하

는 여직원은 비염으로 이제 복용한지 5일 됐습니다

요 직원의 체험례는 다음번에 올려드릴께요 어제 

서울강의장서 류형준선생님께 감사인사 드렸습니

다 스타킹서 해방되어서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23일 오후 4:29 135 읽음

박향숙 ♡♡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57년생 여자 

10년전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 

무릎통증 물이찼다고함 어차피 빼야 또차니 포기

발시림 정강이 말로표현하기 어러운 감각이상

설것이정도 간단한 집안일도 무릎통증으로 괴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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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아니 다른 병도 아니고 류마티스로 간단한 집

안일도 힘들어서 괴로와앴는데 불과 40일 만

에 베드민턴 회에서 우승을 하다니 믿기도 

안 믿기도 어렵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현재 용량으

로 유지하고 나아지면 안티101과 써클202로 

용량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23일 오후 4:48)

③ 박향숙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찬물한잔 매운것 하나

를 안먹었답니다 단하죠^^(4월 23일 오후 

9:52)

식생활이 아주 좋아 충분히 차도가 있을것같은 확

신이들음

써클 222 +안티111 20일복용

전혀 차도 없음

밴드에 들어오셔서 글읽으시면 믿고 드시겠다고 

하심 

하지만 전혀 차도없음에 낙심한 얼굴이 안타까움

다시

써클 222+ 안티111 20 일 

오늘 활짝 웃으시며 오셨어요 많이 좋아졌다고 친

구랑 베드멘턴 회 나가서 우승했다고 

앗 넘 무리는 안되죠 라고 스스로하시네요 

혹시 써클222를 111로 줄일까요?

아니요 스스로아무 통증이 없으실때까지는 안됩니다

위 환자는 밴드를 활용한 좋은 케이스 습니다 여

러 약사님 글을 읽으면서 계속 먹을수있는 용기를 

가지셨습니다 아마도 밴드가 아니면 진작 포기했을

환자인데 쭉~완치까지 이끌수있게 될것같습니다 

입원을 면하게 해주었다고 감사하다고 하시고 가

십니다♡♡

2018년 4월 23일 오후 7:45 188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63세.오빠

2017년 기침으로 몇달 고생.지금도 여전히 고생중.

병원도 두루두루 다녀봄.

무릎과 어깨통증.성 쪽 성가  찬양할때 목소리

가 예전처럼 안나온다(테너솔로 는데~).

2월 건강한 삶 위해 안티 써클 101로 한달복용.

3월3일. 피로감이 없다.기관지쪽엔 아무런 반응 없다.

안티111써클 222 로 증량하여

50일가량 복용중.

현재 무릎 상태도 ㅇㅋ,어깨도 어느순간 불편함 모

르겠더라고 ㅇㅋ,팔이 고개 뒤로 안넘어갔는데 쉽

게 불편없이 사용한다고 한다.

ㅜㅜ 근데 기침은 아직도 오빠를 힘들게 하네요.

삼나무알러지라고 했다던데 집앞 가로수에 삼나무

가 있었다고 해요.현재는 없어졌으나.

방금 약국에 방문한 선배약사님 부군께선 약먹기 

거부하시다 어제 새벽4시 딱 1포씩 한번먹고 오전

10시까지 기침 한번 안하셨다고 신기해하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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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성련

더 복용해보시면, 효과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한약과립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이밴드에 한

약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말을 쓰는것이 부끄럽습니다 

테너라면 보통사람보다 체격이 좋고 (통통이

상), 찬물을 좋아하는 체질(속이 뜨거운체질)

이라 생각됩니다 

몇년씩 기침하는 사람중 이런체격의 소유자

인경우, 땀구멍이 막힌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더워도 땀이 잘 안나요. 이런 사람은 청룡

탕을 먹어야해요 .

그리고 이런 체형인데, 땀이 잘 나는 사람은 

월비가반하탕, 과립이 없어 월비가출탕 먹으

면되구요. 

땀이 잘나는데 가래 끊은 기침을 하면 마행감

석탕을 투약해요. 마행감석탕은 체격이 작아

도 사용가능해요

모두 속이 뜨거운 사람일때, 사용해요. 보통 

한번 먹으면 기침이 줄어들게 되요. 

2일정도 복용하고도 효과가 없으면 다른 처

방을 찾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땀이 막혀 청룡탕을 사용한다면, 1-2

달 복용하면 땀이 잘 나게되요. 기침은 멈췄

는데, 땀이 그래도 잘 안나면 또 다시 기침하

게 됩니다. 월비가반하탕도 호과가 있다면 2

주정도 복용하셔야 할듯해요. 

청룡은 현재 구하기 어려운데, 

마황탕 량에 백호가인삼탕 혼합하여 마황

과 석고 계지 용량을 비슷하게 맞춰 사용하세

요, 약사님^^

저도 한약을 하다가 안티와 써클의 효과를 접

하고, 매우 놀라워요 .제가 많이 부족했구나 

생각도 많이 들었구요 ~~(4월 23일 오후 

11:11)

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최성련 관심의 긴  감사드립니다.내일아침 

오빠에게 몇가지 체크해보겠습니다.체격은 

표준형입니다 군살 뱃살없는 .가래없는 건기

침소리.(4월 23일 오후 11:16)

③ 최성련

이런체격일때, 땀구멍 막혔으면 마황탕(열증

자), 뜨거운체질인것 같은데 의외로 냉증이 

있으면, (땀은 더우면 잘나고)후박마황탕 (소

청룡+마행감석), 이도 저도 아닌것 같으면 신

비탕(땀 난다)

음이 부족한 사람 (진액부족자, 갈증느낌)은 

맥문동탕, 자감초, 팔미등 에서 찾아보시구요

시호증(구고, 인건, 한열왕래등)있으면 소시

호탕 사용하세요. 

보통 오래 기침하면 약국에서 맥문동 사용하

니, 해보셨을거구, 계속 기력도 좋고 밥 잘드

시면 시호도 아닐거라 생각은 들어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구요.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치가 않으면, 한가지

씩 복용해보시면 되요. 안 맞는것은 하루정도 

먹으면 효과 없거나, 더 심해지거나 해요. 그

럼 예상되는 다른약으로 바꿔서 복용하면되

친정동생 기침약으로 안티써클 가지러 오셨는데 

말입니다.

울 오라버니 당분간 222 해보자고 했습니다.

다른분들보다 무릎과 어깨 효과는 빨리 보았는데 

기침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동료약사님의 조언의 말씀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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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4월 23일 오후 11:57)

④ 권명선

마른기침인가요?(4월 24일 오전 1:30)

⑤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최성련 정말 감사합니다~^^(4월 24일 오전 

7:55)

⑥ 이명희(광민약국.광주)

권명선 개인 톡으로 문자와 관심과 사랑에 감

사드립니다.(4월 24일 오전 7:57)

⑦ 류형준 약사 

점막질환은 사실 증상의 악화나 개선이 빠른 

부위입니다.

즉 환경의 여부에 따라 쇱게 향을 받는 부

위입니다.

기관지에 중요한 환경이라면 항상 이야기하

는 찬것, 매운것, 추위 그리고 미세먼지, 흡연, 

과도한 성 사용 등입니다.

다른 부위는 좋아지는데 성 만 좋아지지 않

는다는 것은 이러한 향들에 성 가 민감하

게 작용하는데 환자분의 환경 중에 이런한 요

소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감사힙니다.(4월 24일 오전 8:45)

⑧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류형준 약사 녜~^^.감사합니다(4월 24일 오

전 10:44)

① 류형준 약사 

그래도 환자가 많이 좋아졌으니 잘 하셨습니

다.

축하합니다.

박향숙 약사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위장전문

2018년 4월 24일 오후 2:07 155 읽음

박향숙 ♡♡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59세 여자 

만성위염 하루 한끼소화도 버거움

하루종일 끅끅거림 복부 가스참

어느날은 폭식 그후엔 더욱 증상심해고생(어쩐지 

약간 통통)

2~3일 한번 겨우 보는 변비 

습진 무릎통증 손발차가움 몸이 무겁다 소변염증 

찌릿찌릿

그날도 병원 다녀오면서 위장약 가지고오심 

하지만 안드실거란다

써클 111 +안티 111 15 일 

소화잘되고 가스도 안차고 변을 시원하게봄 소변

불쾌감해결

다른증상은 아직…

16일째 3일간 변비온다고 난리난리 명현이라 설명

해도 난리 난리… 그간 좋아진걸 생각하시라 설득

써클101+안티 101 5일 

알아서 줄여드심

며느리가 서울 의사라고 여러 좋은걸 많이 먹어

서 좋아진거라고 횡설수설  그간은 왜 차도가 없으

셨는지…

이런환자 있지요^^ 

저도 그간 어려 이중적인 제 모습을보며 반성했답

니다♡♡♡ 



00910  A BOOK OF EXPERIENCES

약사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24일 오후 5:23)

① 류형준 약사 

운동을 하고 찬것과 매운것도 가리고 술도 가

렸다면 몸 안의 환경은 베스트이겠지요.

그럼 단순히 비염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컨디

션도 많이 좋아졌겠지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24일 오후 5:26)

① 류형준 약사 

행복한 약사 행복한 약국으로 여기 계신 약사

님 모두가 꿈꾸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새삼 약사가 좋은 직업이고 약국을 하는 것이 

행복한 일임을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4월 24일 오후 6:32)

2018년 4월 24일 오후 2:41 189 읽음

장진숙(참좋은P 광주광역시)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송 ㅇㅇ 만49세 남자

고지혈증약복용

별다른질병은 없고 50 되어서

피로감이 조금 ~~

하루에 13층계단을 오르는 운동과

날마다 한시간반정도 걸어다님

4월초부터 써클과 안티101로복용

따뜻한물로 약먹기

매운거찬거,술안먹기 실천중

오늘은 오셔서 비염땜에 킁킁거리는

기침비슷하게 했었는데

본인도 모르게 그게없었졌다고 자랑 ㅎㅎ

(후비루증상)

20일만에 증상이 없어지는걸 보면

확실하게 점막에좋은효과를가진걸

알수있네요

(안티6개월 써클1년 예약한 사촌동생)

류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24일 오후 6:28 206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61세.여.조00.초딩친구

치유프로그램 도중 받은 선물

안티써클 101 복용 한달 무렵 눈밑에 비립종이 없어

지기 시작 하더니 2달째 복용후 아예 흔적이 없어

졌다고 하네요.쥐젖도 거의 사라지고~.

그동안 서너차례 피부과에서 오징어탄내 맡으며 

치료받았다네요.아프고 불쾌하게^^.

안티써클은 소리 없이, 말없이 조용히 .냄새도 없이 

비립종과 쥐젖을 물러가게 하네요.

잇몸 건강, 비립종 사라진 고운 얼굴로 안티써클 

팬이 되었고 주위에 감기로 아픈 친구있으면 본인

의 안티써클 아낌없이 선물하며 홍보하는 착한 친

구랍니다.

3개월째 복용중인 친구.1년후 받은 선물이 바구리

에 가득 하기를~~^^.

그친구랑 밥먹으러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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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행복하게 해주셔서(4

월 24일 오후 6:55)

③ 류형준 약사 

이명희 모두다 이명희 약사님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25일 오전 6:18) ① 류형준 약사 

암환자는 기본적으로 안티111과 써클222를 

권합니다.

치질개선을 위해 먹었는데 체중도 늘고 체력

도 좋아졌다니 축하합니다.

먹는 것은 같아도 림프순환이 촉진되면 장에

서 양분의 흡수가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4월 25일 오후 10:31)

2018년 4월 25일 오전 11:45 96 읽음

김민하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수술부위 불편감 개선.

40 중반 여. 보통 체격. 예민한편. 씬지로이드 복용.

3월중순 갑상선암으로 전절제후 수술부위 딱딱하고 

약한 통증지속. 음식 삼킬때도 불편느낌. 피로감.

지난주 안티 써클 111 복용 일주일째 통증과 삼킬때 

이물감 줄었고. 절개선 아래쪽 약간 말랑해짐. 위쪽

은 아직 딱딱함. 표정 밝아짐 피로감도 덜하다함.

1주분 더가져가셨고 동위원소치료 다음달 앞두고 

있어서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복용하기로함.

50세 남. 체중증가.

180센티 57킬로. 평시 복용약없음.

치질개선 목적으로 안티 써클 111 10일 그후 11 드시

는 분인데 생각지않은 체중증가한 케이스임.

70킬로 던 몸무게가 30 초반부터 줄기시작해 

56~7킬로 유지한게 십년 넘었다함.

체중 늘이기위해 별 짓 별 약을 다먹어 봤다함. 평

상시 소화기능은 양호한편이라 했고. 

안티 써클 복용후에도 특별히 식사량이 많아지거

나하진 안았다고함.

두달 동안 3킬로 가까이 늘고 몸에 힘이 받는 느낌

이라 만족해하심.

다음달에도 좀더 늘길 바라봅니다.

치질증상은 좋아진후 재발은 아직 없는 상태임.

2018년 4월 25일 오후 1:52 155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73세. 박00.남.

무릎통증.

당뇨약복용중. 술을 즐겨하심.

아내가 1달 먼저 안티써클 복용시작했고, 좋은 효

과 보고 있는터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됨.

3월 5일 

안티101 써클 101 로 시작해서 10일후 바로 안티101 

써클 202으로 용량증량시킴.

복용 20일째 무릎이 가벼워진다고 표현하심.

4월 13일 

그동안 쉬었는데 몸 좋아지시니

막노동현장에 일하러 가셔서 탈진되어오심.

일주일정도 복용할 보기제와

안티101 써클 222 7일정도 복용후 다시 써클 20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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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소득이 낮을수록 몸이 재산인데 몸은 아끼지 

않고 막쓰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된다고 하니 기쁘

고 행복합니다.

항상 유익한 체험사례에 감사드립니다.(4월 

26일 오후 1:41)

조정함.

처음부터 이 제품에 한 고마운 마음과 신뢰를 가

지고 시작한터라 반응도 훨씬 좋은것 같다.

같은 제품이라도 감사와 신뢰하는 믿음이 함께 하

니 효과는 배가 되는걸 경험한다.

1년 프로그램중 곧 2달이네요.

감사~~^^.

우리같은 서민은 건강이 재산이라며

웃으시는 아저씨모습이 귀여우시다.

2018년 4월 25일 오후 3:39 200 읽음

최현숙(세원약국. 전 서구)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59세 여자

4월 17일 

오랫동안 피부 때문에 고생하시고 계시다고 오셨다. 

안티와 써클을 염두에 두고 걱정마시라고 하며 밴

드에 올라온 사례들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첫 날의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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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권명선

본인이 너무 무리해서가 맞을것

같네요(4월 25일 오후 4:18)

② 박완수

과로, 찬 것, 날 것, 매운 것… 모두 악 향이 

당연해요…(4월 25일 오후 6:00)

③ 류형준 약사 

2주간이 아니라 한달 정도 그 용량을 유지하

면 좋을 듯합니다.

방광염이 심해진 것은 권명선 약사님이나 박

완수 약사님의 의견을 참고하세요.

결국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26일 오후 1:48)

써클 2-2-2 안티 1-1-1로 1주일로 드렸다.

4월 25일 

오늘 1주일 먹고 온 사진이다.

용량을 줄일까 하다 같은 량으로 1주일은 더 먹기로 

했다.

본인도 육안으로 좋아짐을 확인하니 그렇게 따르

기로 하는듯…1주일을 더 먹고 용량을 줄이기로 하

고…

그런데 오늘 방광염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다녀 온

다고 하니 소변에 출혈의 증상도 있단다…

그 부분도 좋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본인은 너무 

무리해서라고 하신다.

안티 써클 먹고 컨디션이 좋아져서 무리한 것은 아

닐까? 그런 의문을 가져본다. 아니면 명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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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그냥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니 시간만 기다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4월 26일 오후 1:55)

2018년 4월 25일 오후 5:55 152 읽음

윤애숙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55세 여.

안티,써클 정량복용한지 1달만에 폐경인줄 알았던 

생리가 시작됐다고 저번에 체험례 올렸던

언니입니다. 그후로도 계속 규칙적이라고 합니다.

정량복용 중 앉았다 일어설 때 다리가 아프다고 하

여 안티 1 1 써클 2 2 증량하여 먹으라고 했습니다.

정량복용 2달, 2배로 증량 2달 복용했습니다.

몸은 가볍게 느껴지는데 생리가 있으면서 갱년기 

증상 다시 나타나 힘들고 지금도 앉았다가 일어설 

때 다리가 굳은 듯 아프고 바로 펴지지 않아 구부정

한 자세로 조금 걷다보면 풀린다고 합니다.

써클을 333으로 늘리라고 하고 각탕, 호보법 열심

히 해보라고 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백혈구수가 약간 높고 요산도가 8로 

이것도 좀 높게 나왔습니다.

제 말 듣고 안티, 써클 꾸준히 먹고 있는데 몸이 

뻣뻣하고 아프다고 해서 개발자 약사님께 문의해 

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2018년 4월 25일 오후 6:51 262 읽음

박향숙 ♡♡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63년생 여자 

밤낮 주기바뀜 평균 4시간 주무심

넘 피곤 어지러움 두통

안티 써클 111 한달째 

손관절이 부어 주먹이 안쥐어진다고 전화가 왔어요.

일지적 현상일 수 있으니 찬 것 주의

알고 보니 쉬는 날마다 사우나에서 3~4시간 있으

신다고 

예전 류약사님 열독 말씀해주셔서 각탕으로만 하

시길 당부 

찰나에 몸 어떠세요?

어머 피곤이 사라지고 두통도 없고 어지럽지 않답

니다. 그전에는 힘들게 화장실 갔는데 변이 넘 시원

하고 변량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곧 약 가지러 갈께요 감사해요 

이분은 매일 밴드에 들어오셔 약사님 치험례를 읽

으신답니다. 밴드활용 좋습니다.♡ 

6개월~1년 아시죠? 밴드에서 읽었어요 하신다♡

♡

효과를 보셔서 그런지 친구약 안티써클을 택배로

도 보낸적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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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서로 배우고 익히고 있으니 많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26일 오후 2:02)

② 박향숙

오늘 오셨어요. 골프를 치면서 약간 손목에 

이상이 있는 듯 했는데 손가락이 붓고 열나는

건 첨이라고 근데 스스로 바이러스니깐 나으

려고 그런다고 하시네요. 밴드를 매일 본답니

다. 안티111 써클 222 나을 때까지 처방을 해

주었습니다. 안티를 먹으면서 잠복된 바이러

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나중에 후기 올리겠

습니다.(4월 26일 오후 5:21)

① 류형준 약사 

본인이 효과를 잘 모르겠다고 할 때 써클의 

용량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먼저 상담할 때 차트를 만들어서 호소

하는 증상을 자세히 적어놓았으면 비교하면

서 확인하면 많은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그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4월 26일 오후 2:13)

2018년 4월 26일 오후 12:12 161 읽음

이희곤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66년생 남자

전립선염과 빈뇨로 학병원에서 1년 동안 처방을 

받아 복용중이나 큰 호전을 보이지 않고 더구나 심

하지 않지만 양반자세로 앉기가 약간 불편한 정도

의 통증도 호소를 하 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하고 한의원에 가

볼까 한다고 하여 안티와 써클을 소개하고 증상의 

정도에 따라 용량의 가감을 설명한 뒤에 우선 소포

장으로 각각 1.0.1로 10일 동안 복용케 하 습니다. 

정확히 10일 후에 오셔서 증상을 물어보니 아직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좀 나은 

느낌이다라고 하 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티 1.0.1 써클 2.0.2로 증량하면 

지난 번 설명드린 것처럼 더 좋은 효과를 본다고 

하니 흔쾌히 따라 주면서 그렇잖아도 인터넷 검색

을 해보았는데 다른 약사님들의 블로그를 보았다

며 더 확신을 갖는 것 같았습니다.

열흘 후에 훨씬 좋아져서 오는 모습을 기다립니다.

2018년 4월 26일 오후 3:23 134 읽음

송정숙(만수ㆍ부산)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얼굴 여드름

30  초반 여성

다른 약 사러왔는데 보니 얼굴에 굵직굵직한 여드

름성 발진에 전체가 붉게 상기되어 있었음.

이건 바이러스 감염으로 보고 (생리는 정상)

안티 111 5일분드리고 재방문 시 안티 써클 정량으

로 10일분씩 3~4회 사갔습니다.

중간에 왜 빨리 안 낫느냐 하길래 (사실 조금씩 좋

아지고 있었음) 몸 속 어딘가의 더 급한 증상을 치

료중이라서 얼굴이 덜 급하므로 차차로 나을 것이

라고 얘기해줬습니다.

오늘 또 10일분 사러와서 보니 이제 여드름은 거의 

가라앉았고 붉은기는 아직 남아있네요~

피곤한 직장을 다니는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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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심한 염증은 잘 줄어들지만 얼굴의 붉은기는 

생각보다 오래갑니다.

그리고 여드름은 만성염증이니 6개월은 꼭 

지키도록 안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4월 27일 오후 4:27)

② 송정숙(만수ㆍ부산)

네~ 알겠습니다(5월 3일 오전 9:53)

다음번에는 붉은기도 사라질 것으로 기 합니

다.^^

2018년 4월 26일 오후 5:29 212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드러난 염증은 바로 잡고

세포속 숨어있는 바이러스는 찾아서 박멸시키는 

~~,

멋진 친구 안티*써클!!

오00.피팅모델.여. 26세.

여드름치료가 목표.

4/12

안티111 써클 222 로 한달 간 복용 후 정량요법으로 

몸만들기로 처음부터 설계도를 마친 상태.

복용 4일째

입안 전체에 구내염이 심하게 발생(평소 구내염으

로 고생 자주함)해서 음식 먹기 힘들 정도로 고생

(명현)

복용 9일째 여드름피부 상태는 많이 호전됨.

복용후 제일 빠른 느낌은 피곤하지 않다!

복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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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국현

굿입니다!(4월 26일 오후 7:17)

② 류형준 약사 

역시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사진으로 보여주니 명확하게 차이가 느껴집

니다.

감사합니다.(4월 27일 오후 4:51)

① 계효숙

잇몸질환에도 잘 듣는군요. 용량도 증량하지 

않았는뎅. 참고하겠습니다. 사실 자신있게 권

하진 못했었거든요. 재미난 에피소드는 있어

요. 어떤 젊은 할배가 치과 다니는데도 아프

다 하셔서 안티 써클을 드린 적 있어요. 3포씩 

하루분 정도만 드렸을거에요. 그런데 2~3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게 체 뭔 약이냐고? 

잇몸 얘긴 안 하고 위장이 편하더라면서. 전

화로 설명드렸는데 약국 내방은 안 하네요.ㅋ

(4월 27일 오후 12:40)

② 송정숙(만수ㆍ부산)

위염에도 잘들어요~

공부는 팜스에서 많이 하는데

복용9일째

재미있는건 

이친구 언니도 정량으로 안티*써클101 복용중인데 

똑같이 구내염을 심하게 5일정도 겪네요.

찾아가는 서비스처럼~~^^ 안티가 몸의 약점들을 

찾아가며 치유의 역사를 만들고 있는듯해서 넘 기

특하고 이쁘네요^^

2018년 4월 26일 오후 5:37 172 읽음

김정원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88세여 혈압당뇨 10가지 드십니다. 잇몸이 아파서 

치과 3일분 처방약 드시고 통증이 안가라 앉는다고 

월요일 저녁에 진통제를 찾으셔서 잇몸에 세균이 

있어서 세균치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안티 

11 써클 11 3일분 드렸네요. 방금 오셔서 안티 20 

써클 20포 드렸네요. 진통제를 안드셔도 통증도 없

으시다네요. 제가 진통제 항생제 안드리니 너무 맘

이 편합니다. 계속해서 드시기로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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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안티 써클이 더올려줘요^^(4월 27일 

오후 2:25)

③ 계효숙

송정숙(만수ㆍ부산) ㅋㅋㅋ 아니 이런!!! 

아닌 게 아니라 약간의 딜레마가 있죠? 양

요법의 한계점… 아쉬움이 있어요.(4월 27일 

오후 3:40)

④ 류형준 약사 

잇모질환에는 효과가 짱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염증부위에 부종을 동반한 통증에는 림

프순환촉진이 효과적이니 써클이 효과를 발

휘하는 것이겠지요.

또한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바이러스

이니 안티도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27일 오후 4:57)

⑤ 류형준 약사 

송정숙(만수ㆍ부산) 계효숙 감사합니다.(4월 

27일 오후 4:57)

① 류형준 약사 

안티와 써클 6일로 치과증상이 가라앉았습니

다.

그렇다고 치과질환의 원인이 없어진 것은 아

닙니다.

윈인이 남아있으면 결국 자꾸 재발하고 치유

의 방법 역시 이제까지와 같은 그저그런 방법

이 되는 것입니다.

증상개선과 치유의 완성과는 많은 차이가 있

습니다.

그 차이를 상담으로 연결하여 치유의 길로 함

께 가야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28일 오전 7:49)

2018년 4월 27일 오후 6:56 169 읽음

김정원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60년생여 혈압약처방 가지고 오셔서 안티 20, 써클 

20구입 4월24일 치과처방전(아나프록스 알마겔

TID) 가지고 오셔서 써클 11, 안티11 3일분 드시고 

똑같이 3일분 더 드시고 오늘 오셨습니다. 치과에

서 잇몸수술 하자고 했는데 써클·안티 드시고 안

하신답니다. 

50 여 코가 막혀서 잠을 못 잔다고 하셔서 안티11 

· 써클11 2일분 드시고 오셨네요. 코가 뻥 뚫리고 

시원하다고 안티20 써클20포 구입하십니다. 의료

보호 1종이신데 약값 상관 안하십니다. 얼마를 더 

드시냐고 묻길래 책을 드리며 각탕법 하시고 만성

병 치료하시자고 했네요. 혈압 당뇨 산부인과 호르

몬제 드시는 분입니다. 써클·안티로 세포정상화 

시키자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2018년 4월 27일 오후 7:37 205 읽음

김정원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67세여 혈압당뇨 고지혈증약복용 막내아들이 의사 

ㅡ 지난 토요일 밭에서 곡갱이로 밭 매고 어깨 아프

시다고 오셔서 안티 11 써클 11 2일 진통제 이즈펜 

1포만 드시고 어깨가 올라갔다고 오늘 오셨네요. 

제가 문을 일찍 닫아서 못사셨다고 오늘은 오셨는

데 아드님이 상포진 처방약 그만 드시라고 했다

고 말씀 하십니다. 안티 20 써클 20 구매 상포진

후유증 말씀드렸네요. 친구분도 사드시라고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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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견비통과 상포진 후유증만 아니라 혈압과 

당뇨까지 치유의 길로 안내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요?

단기적인 증상개선도 좋지만 장기적인 치유

의 길로 환자의 전체적인 증상개선은 물론 건

강수준의 향상까지 진행하게 도운다면 더 큰 

보람과 행복이 다가옵니다.

감사합니다.(4월 28일 오전 7:52)

① 류형준 약사 

위장은 명현증상이 평소 병적상황이 악화되

는 것처럼 나타나서 설명하고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명현증상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좋아질 일만 남은 것이지요.

친구들에게 강권하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습니

다.

저도 주변 친구들에게 강권합니다.

직원들에게도 강권합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제는 알아서 찾아 먹고 

있고 몸도 건강해졌으니 고맙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4월 28일 오전 7:56)

② 윤애숙

저는 사실 지인들한테는 일반환자들에게 보

다 제품설명을 더 못했어요.

부담느낄까봐서요. 마침 얘기할 기회가 있어

서 안티, 써클 설명했더니 먹어보겠다고…(4

월 28일 오전 7:58)

③ 류형준 약사 

저도 사석에서 건강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듣

고만 있고 물어볼 때만 답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먼저 물어봐줍니다.(4월 28일 

오전 8:02)

하고 가십니다. 상포진균을 없애고 균의 독소를 

없애야 통증도 가라앉는다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2018년 4월 28일 오전 7:37 202 읽음

이명희(광민약국.광주)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61세.친구(고교동창)

민감하고 위가 넘 약한 친구.

3/20 복용시작 안티*써클 각각 1.0.1

음식을 제 로 먹지 못하고 약도 함부로 복용할 수 

없는 친구.

좋은 결과를 기다리기 이전에 이 제품을 몸에서 잘 

받아들일까? 염려하며 권했던 친구.

먹기만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으면서.

결과보고:

4/5일 : 소화도 잘되고, 늘 목 뒤 등쪽이 아팠는데 

그게 없어졌다.(보고함)

4/27 : 왼쪽 눈밑 기미가 거의 없어졌다.

피부톤이 밝아지고 맑아진 느낌. 다른 사람들로부

터 얼굴 좋아졌다고 인사받는다.

먹을 때 늘 긴장하고 먹었는데 맘에 여유가 좀 생겼다.

변이 아가변처럼 황금색이고 굵어졌다.

소화는 잘 된다

기뻐하며 돌아가는 모습에 피로가 풀리네요~.

약간은 얼굴살도 붙어 보이고, 위기능이, 세포가, 

제 역할 찾아가는게 느껴집니다. 학 때 통통했던 

그녀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기

해 봅니다.

현 44사이즈.

약국 30년 넘게 하는 동안 친구들에게 제품이야기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나 는데, 요즘은 강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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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중요한 것은 환자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

음부터 천식의 치유의 길을 정확히 설명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며칠분을 사가던 상관이 없고 증상의 

차도가 보이면 그 결과를 믿고 천식의 치유의 

길을 시작하게 되고 천식 뿐 아니라 건강의 

등급이 몇 단계 오르는 일을 도와주게 될 것

입니다.

아직도 약사님들 안티와 써클을 스스로가 치

유의 길을 돕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능 좋은 치료제로 생각하고 당장 증상개선

만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제 로 받아주지 않

으면 아무 소용없는 진주목걸이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4월 30일 오후 7:57)

② 김정원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4월 30일 오후 

8:00)

① 류형준 약사 

잘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미리 설명을 하 기에 가능한 일입

니다.

④ 이명희(광민약국.광주)

류형준 약사 윤애숙 

내가 복용 후 넘 좋으니까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더라구요. 나만 건강해지면 안되니까요. 

하여 가족 친척들은 1년은 강제투약(?)으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스스로 합니다. 모두 벌써 

3개월 지나갑니다.(4월 28일 오전 8:04)

2018년 4월 28일 오후 3:34 174 읽음

김정원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60 조선족여 23일 종병에서 천식약을 1개월 처방

받아 드시는데 위가 아파서 드시기 힘들다고 상담

을 하게 됐습니다. 써클 11 안티 11 위제로 11로 3일

분씩 두번 드시고 똑같이 3일분 구매 나가시려다 

POP로 확인 하시더니 써클 20 안티 20 더 구매 

하십니다. 면역력 저하로 천식이 오신걸 얘기해 드

리니 계속 복용하시겠답니다. 안티로 바이러스 잡

고 써클로 세포청소 건강한 세포환경 꼭 만드실거

라 믿습니다. 찬거 매운거 튀김음식 술 드시지 말라

고 얘기했네요.

2018년 4월 29일 오후 9:39 171 읽음

전기출

#안티플러스와 써클4.u체험사례 

(60 초반 여성 항상 위가 더부룩하고 체증자주 가

끔구역 위통속쓰림 있는환자) 써클과 안티에 한 

설명을 듣고 써클만 구입하여 111로 드시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으며 가끔 좋지 않으면 2포씩 증량

하면 다시 편해지던 이환자가 입술포진으로 제법 

많이 부었길래  안티 101과 써클 202를 같이 드시게 

했더니 2일만에 많이 나아서 오셨네요. 다시 설명

드리고 한 두달 후부터 같이 복용키로 했던 안티를 

함께 구입해가셨습니다. 이왕 드시기 시작했으니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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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치유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함께하

면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4월 30일 오후 8:17)

① 류형준 약사

참 잘 하셨습니다.

걸으면 숨이 차고(심장), 배에 가스가 차고(소

화기계), 천식(호흡기계), 무릎통증(근골격

계) 등으로 네 군데 병증이 있으면 초기 복용

을 적량으로 하기보다는 안티OOO 111과 써

클OO 222로 일정기간 병독과 바이러스를 빼

내고 나서 안티OOO 101과 써클OO 201로 마

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증은 여러 군데 많은데 적량복용은 복용량

이 적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5월 2일 오전 8:06)

② 정OO 약사

류형준 약사 네 알겠습니다!(5월 2일 오전 

8:31)

2018년 5월 1일 오전 10:24

정OO 약사 

#체험사례 

천식.

73세 남, 보통체형.

걸으면 숨이 차고 배에서 가스 차고 무릎통증 있답

니다.

천식으로 고생하셔서 써클OO 복용 전에 한약을 드

셨답니다.

그때 오셨을 때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설명 드렸더니 

다시 오셨습니다.

4월 2일ㅡ 써클OO 안티OOO 11 11 정량복용 시작.

4월 30일ㅡ어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걸으면 숨이 차는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시험 삼아 동네 뒷동산을 올라보셨는데, 예전에는 

못 넘어가던 고개를 요즘에는 넘어가신다.고 하시

면서 효과가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배 가스 차는 것도 약간 좋아지셨다고 하시고

무릎은 변화가 아직 없다고 하셔서,

꾸준히 드시면 좋아지실거라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분 재구매하시는 발걸음이 경쾌해 보이시더

군요!

2018년 5월 1일 오전 10:37

정OO 약사 

#체험사례 

통풍.

79세 남. 통통한 편임.

약국 동네분입니다. 직업은 어부시구요.

통풍약을 지으시러 한 달에 두 번 정도, 

가끔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셔서

진통제약 받아가시는 분입니다.

처음 상담 시에 믿어보고 먹기 시작하셨습니다.

1월31일ㅡ써클OO만 한 달.

3월4일ㅡ써클OO 안티OOO 우루사 한 달.

그동안 진통제 지어가신 날은 3월4일 한 번 5일분 

뿐이었습니다.

4월29일 내국하셨을 때,

진통제 지어가신지 거의 두 달이 되어가신다.고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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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저도 명현에 해 시간에 쫒기면 간단하게 말

합니다.

부작용 Zero.

단 명현 있을 수 있음. 책 꼭 필독!

사람 얼굴 다른 만큼 다양하게 일어나니 작은 

불편함도 변화도 다 꼭 얘기하라고~

어떤 증상도 다 지나가는 거니까 겁 먹을 필요

는 없다. ok?

오히려 명현이 없으면 서운해 하는 분도 있어

요 ㅎ(5월 1일 오전 11:07)

② 김OO 약사

저도 어제 명현으로 환불해드렸어요. 써클OO

만 먹었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돼서 

출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미리 명현을 

말씀드렸지만 출근을 못하겠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더라구요.(5월 1일 오후 5:49)

③ 박OO 약사

저는 써클OO 한 포 먹고 토하고 출근을 못해

서 환불해 드린 적 있는데요. 다 경험이 됩니

다.(5월 1일 오후 6:54)

④ 이OO 약사

제 환자 80이 다 된 아주머니.

타이밍이 그랬는지 응급실 가셨어요. 저도 그

다음엔 딱 필요한 환자신데, 워낙 민감한 분이

라 그냥 두고 보고 있네요.

먹을 수 있으면 좋을 터인데~라며 그 분도 

바라만 보고 있어요. 다른 분이 써클OO 가져

가는 걸 보면서.

60  환자는 몇 번 토하면서까지 복용할 때 

확실히 좋으니까 참고 복용 중인 분도 계시지

만~~(5월 1일 오후 7:34)

⑤ 류형준 약사

명현반응에 해 자세히 설명을 드려도 의아

해 하고 받아드리지 못하면 그것은 환자분의 

선택이겠지요.

실제는 잘 듣고 개선될 수 있는 좋은 신호이지

만 그것을 미리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

하지 않으신 분들은 팔자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인연이 안 되었거나 그렇게 사셔야 하는 

분들인 것이지요.

감사합니다.(5월 2일 오전 8:53)

⑥ 류형준 약사

통풍에 한 좋은 체험사례를 올려주셔서 감

사합니다.

통풍은 결국 환부에서 결정화된 요산을 녹여

서 빼내야 하는 것인데 요산을 녹이는 것은 

각탕법이 최고입니다.

이후 녹은 요산을 써클OO로 빼내면 되는 것

이지요.

크해드리고 말씀드리니 본인께서 약간 놀라시며

한 달 더 달라고 하셨네요.

병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빼먹지 마시고 

꼭 이어서 5개월 더 복용하시자구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이후는 써클OO만 드시면 된다고 말씀드렸

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이 쌓이고 신뢰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명현반응으로 컴플레인 들어와서 기분이 

그랬는데요. 

사실은 설명해드렸는데도 너무 놀라셔서 아무리 

말씀드려도 믿지 않으시더라구요!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꼭 명현에 해 좀 더 자세

히 설명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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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클OO만 사용하고 각탕법을 안하면 써클

OO로 요산을 녹여서 빼내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각탕법과 써클OO를 같이 활용하면 요산을 녹이

는 것은 각탕법으로 미리 충분히 녹여 놓고 이후 

써클OO의 림프순환촉진으로 환부에서 빼내면 

훨씬 확실하고 신속하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오래된 증상이니 안티OOO와의 병용은 필수

이겠지요.

감사합니다.(5월 2일 오전 8:59)

⑦ 정OO 약사

류형준 약사 자세한 설명 감사 드립니다!(5월 

2일 오전 9:07)

① 권OO 약사

축하드려요.(5월 1일 오후 12:25)

② 안OO 약사

쌍두마차 뒤. 흙먼지 마시면서 열심히 따라갑

니다. 감사합니다.(5월 1일 오후 12:34)

③ 류형준 약사

긴긴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을지 환희에 넘칠지 느낄 수 있습니

다.

특히 딴 분도 아니고 아버님이 그렇게 앓고 

계시니 안티OOO와 써클OO의 끝 모를 한계

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님이 좋아지시니 그러한 한계가 한꺼번

에 모두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싸움은 아마도 약사인생에 새로운 전환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2일 오전 9:28)

2018년 5월 1일 오후 12:12

안OO 약사 

#체험사례

87세 아버님.

2년 이상 경과된 얼굴의 악성종기(암이 의심스러워 

조직검사 하나 이상 무)로 작년 12/3부터 정량으로 

시작하여 안티OOO 써클OO 각 333까지 찍고 2/20 

부터 안티OOO 11, 써클OO 21로 복용 중이었습니

다.

고향에서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20 확인 시 서서히 농이 줄어드는 것 같다는 얘기 

듣고 오늘 첨으로 농이 스톱하 답니다. 그간 피부

과, 의료원, 종병의 진단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요지

부동이던 활화산이분화 활동을 멈춘 겁니다. 

물론 아버님도 몸과 맘이 힘들었겠지만 약사자식

인 저의 부담감도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맘에 얹혀져 있던 바윗돌을 안티

OOO 써클OO란 지렛 를 이용하여 비탈길로 어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안티OOO 마지막 달인 5월까지도 변화가 없다면 

제가 백기를 들고 인천 류약사님께 직접 치유 시도

를 해보려했는데 다행이 오늘 악성종기가 백기를 

들었네요.

자연치유는 참으로 위 합니다. 그 행보에는 믿음

과 인내가 반드시 기본바탕이 되어야겠지만 가족

들을 통해 지켜 본 치유의 과정과 희열을 환자들에

게 전하렵니다.

감사합니다. 류약사님.

아버지 기뻐해주세유. 돌 굴러가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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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몸을 계속 힘들게 하는 분 아니실까요?(5월 

1일 오후 12:38)

② 권OO 약사

김OO 약사 컴퓨터 학원장이고 이분이 일은 

기쁘게 하시나 넘치게 일을 만들어 할지도 모

르죠. 다음에 확인해 볼게요. 감사합니다.(5월 

1일 오후 12:53)

③ 김OO 약사

권OO 약사 아 주제넘은 말인지도요. 스트레

스가 많아 보인다고 느껴져서요.(5월 1일 오

후 1:05)

④ 류형준 약사

날마다 심해지던 증상이 일단 줄어든 것으로

도 좋아진 것입니다.

직접 증상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전신의 

소관절이 모두 통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용

량의 조절이 더 필요하거나 처음 용량을 조금 

더 길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2일 오전 10:50)

⑤ 권OO 약사

양요법제가 있어서 증량을 못했는데 담에

는 그렇게 해볼게요.(5월 2일 오전 11:00)

2018년 5월 1일 오후 12:24

권OO 약사

#체험사례

4월 10일 만난 53세 여성. 학원장.

2016년에 오셔서 3개월 케어로 호전 후 재발된 전

신의 소관절통 즉 무릎과 어깨와 손가락 통증으

로 그때는 제게 오지 않고 병원에서 류머티즘 관절

염 판정 받고 아래처방 계속 복용함에도 점점 근육

이 약해지고 살이 빠지고 통증소실에 차도가 없어

서 다시 내방하심.

오셔서는 이젠 병원서 류머티즘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함.

다시 예전에 드셨던 양요법과 새롭게 구비한 안

티OOO 써클OO를 함께 복용하자며 책자 드리고 

기전 설명함.

안티OOO에 해당되는 증상이 50% 이상이고 써클

OO는 95% 이상 해당된다고 체크합니다.

그래서 안티OOO 111 한 달, 써클OO 10일 222 그 

후 111 드림.

“일찍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변화는 더 심

하게 진전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것만도 다행이

겠죠. 앞으로 변화 있음 톡할게요~~”

복용 20일 만에 보낸 카톡입니다.

직접 오셔서 다시 체크해 보면,

이전에 체크한 많은 항목에서 변화를 보이리라 확

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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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림프사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에 있는 

사진 찍어서 쓰고 있었거든요~(5월 1일 오후 

3:45)

② 양OO 약사

컬러프린터로 바로 인쇄했습니당^^

감사합니다~(5월 1일 오후 4:46)

③ 이OO 약사

핸드폰으로 다운받아 써클OO 복용 중 환자에

게 사용해보렵니다. 책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복용 잘하고 계시는지 체크하면서 함께 사용

토록^^

잘 쓰겠습니다.(5월 2일 오전 8:35)

④ 류형준 약사

멍이 3일 만에 없어졌다니 축하합니다.

멍의 전후 사진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2018년 5월 1일 오후 3:13

박OO 약사

#체험사례

저의 체험사례

-55세 여성 160/62 무릎을 찧어서 멍들다 [써클

OO]

-타박상에 한 처방전을 들고 오시다.

-혈전과 림프순환에 해 설명하고, 써클OO를 같

이 복용해 볼 것을 권유.

(사실 처방전 가져 오시는 분은 설득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처방약 먹어 보고 안 되면 오겠다.” - <그러나 

거의 안 오신다.>)

-4월 26일 일단 3일분만 같이 복용하겠다 하여, 

써클OO 1포 tid 3일분 드림.

-5월 1일 방문. 통증/멍/외상 모두 깔끔하게 해결됨.

-왜 오셨느냐니까 혹시나 하여 3일 더 복용 희망.

-그리고 진열된 책과 책받침을 보시더니, “면역증

강도 되나요?” 물어 봄.

-“물론이죠. 여기 <안티OOO>라고 많이 부족한 분

은 큰 통으로.”

-“저는 <안티OOO>도 3일분만 더 주세요. 같이 복

용해 보게요.”

-써클OO/안티OOO 1포 tid 각 3일분(저는 웬만하

면 초기엔 tid로. 장기땐 bid로)

※ ̀림프순환에 하여 그림으로 설명하실 분은 컬

러프린터로.

(저는 컬러프린터가 없어서 그냥 폰 그림으로 하나

씩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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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면역력 증강은 3일도 아니고 큰 통 하나도 아

니고 전체적으로 1년 반이고 안티OOO 써클

OO 병용 6개월, 이후 써클OO만 1년입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설명은 약사님 몫

이고 선택은 소비자 몫입니다.

소비자가 쉽게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줄

여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5월 2일 오후 12:31)

① 류형준 약사

잘 하셨습니다.

비타민D가 부족하다면 부신피질호르몬 합성

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신피로증후군이구요.

부신피로를 줄이는 법으로 냉온탕요법이 있

습니다.

저하된 부신기능에 ON스위치를 눌러주는 것

입니다.

인슐린수치가 정상 이상인 것은 어떤 의미인

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5월 2일 오후 3:39)

② 서OO 약사

류형준 약사 인슐린 수치가 높은 것은 심각해

진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냅니다.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혈당관리를 하는데 상당

한 인슐린이 가동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진행되어서 내당능장애가 생기

고 나면 더욱 어려워집니다.(5월 2일 오후 

4:53)

2018년 5월 1일 오후 5:01

서OO 약사 

#체험사례 

51세 남성.

증상:

만성피로 깊은 잠을 못 잠. 두통. 혈액검사에 서 인

슐린 수치 54.7(정상범위는 2.6-24.9). 비타민D 수

치 10.3(정상범위는 30-80).

오래전부터 양제를 드시는 분이신데

18년 3월2일부터

써클OO 1.1

안티OOO 1.1

추가로 드려본 사례입니다.

써클OO와 안티OOO 외에

비타민D 유산균 오메가3 크롬제제 부신피로증후

군 양제를 같이 드렸습니다.

경과반응:

써클OO와 안티OOO 들어가기 전과 함께 드셨을 

때의 차이점을 물어보았습니다.

몸이 훨씬 더 가볍다, 머리가 맑다라고 답하시네

요.

오늘도 써클OO 안티OOO 둘 다 아침1포 저녁1포

정량으로 드렸습니다.

2018년 5월 1일 오후 5:48

권OO 약사

#체험사례 

3월 23일. 



 제3장 체험사례 00927

① 류형준 약사

수고하셨습니다.

한약의 경우 증상이 사라지면 더 이상 안 드리

는 경우가 부분입니다.

그러니 정작 병의 뿌리는 뽑지 못하고 증상만 

사라지면 복용을 줄이거나 끊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티OOO와 써클OO의 복용법을 처음부터 

6-8개월로 정하는 이유는 병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입니다.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정해야 

그렇게라도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상기분은 이제 모든 증상이 편해졌으니 적량

복용으로 전환하여 끝까지 진행하면 될 것입

니다.

항상 정확한 판단과 동행이 감동을 줍니다.

감사합니다.(5월 2일 오후 3:52)

평소처럼 한약을 지어 먹으러 온 56세 여성. 

20년 동안 제 한약을 10재 이상을 드신 분입니다.

일평생 반복되는 방광염과 골반염과 갱년기와 과

도한 신경으로 인한 불면도 호소함.

하이네콜 하루날디 가스모틴 처방약을 보름 이상 

복용해도 차도가 없어 한약복용을 결심했으나, 책

자 드리고 안티OOO 써클OO 설명하고 안티OOO

와 써클OO 111로 1주일.

이후 정량복용으로 한 달.

천연 여성호르몬제와 간장약 드림.

오늘 오셔서 한약보다 먹기도 편하고 효과도 좋다

면서 이제야 병의 뿌리를 뽑아내는 치유여정을 결

심하십니다. 불면도 사라지고 골반통도 사라져 책

상다리가 되고 소변도 아주 편해졌답니다.

오늘은 안티OOO와 써클OO로만 정량으로 한 달분 

드렸어요.

2018년 5월 1일 오후 6:07

안OO 약사 

#체험사례 

남 73세.

정신, 신체장애인. 전립선 증상(야간6~7회)과 수

족저림, 기력저하로 한약 지으러 오셨길래 안티

OOO 써클OO 소개했습니다.

실내에서만 생활하니 약한 하체는 더 쇠약해 보이

고 의사소통이 안 돼 부인 통해 증상을 전해 들으니 

딱한 생각이 들더군요. 악조건인 신체 상황 때문에 

음식만 주의를 드렸습니다.

안티OOO 11, 써클OO 21/한 달.

부인이 처방전 받아 오셔서는 약 먹이느라 애를 먹

었다며 그 간 고충 털어냅니다.(부인도 신체장애를 

갖고 있어 이해가 가더군요) 과거 사레로 인한 폐렴 

경험이 있어 매번 녹여서 먹 다며 더 먹이는데 불

가 선언!

야간뇨 횟수 1~2회 감소하고 저림 덜하다네요. 이

상한 건 매일 드시던 6잔의 커피가 1잔으로 줄었답

니다. 음식과 기호 식품에 한 욕구도 조절 하나보

죠? 안티OOO 써클OO의 약효도 있겠지만 줄어든 

카페인도 수면과 배뇨의 질을 업 시키지 않았나 하

는 추측도 해봅니다.

각탕법과 호보법이 전무인 상황 감안하면 좋아지

셨죠. 안으로 시럽 말씀드리니, 콜~

저의 시럽 예약1호 환잡니다.

이 환자 기나긴 텀 없이 치유의 숲으로 들어갈 수 있도

록 시럽제 출시일인 5월의 어느 날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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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갈아서 물에 타 먹으면 될 터인데요~^^.

가정집에 있는 믹서기로도 잘 갈아져요. 실제

로 그렇게 하는 분 계시거든요.(5월 1일 오후 

8:04)

② 김OO 약사

이OO 약사 아~ 잘 갈리는군요~ 팁 감사합니

다.(5월 1일 오후 8:43)

③ 류형준 약사

시럽제는 기일 내에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

니다.

감사합니다.(5월 2일 오후 3:53)

① 류형준 약사

그렇겠지요.

눈 다래끼의 치유에도 안티OOO와 써클OO가 

작용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2일 오후 3:54)

2018년 5월 1일 오후 7:02

권OO 약사

#체험사례 

지난 토요일 남편이 눈 다래끼로 병원을 못 갔으니 

약 달라고 오신 부인께 안티OOO 써클OO 111로 2

일분 드림. 

어제 월요일 다시 부인이 와서 호전된다며 3일분 

더 가져감.

오늘 남편이 직접 와서 고름이 터져서 농이 흐른다

며 병원 안가도 되겠다며 안  사러 오심.

눈 밑에 농이 흐른 것 보이시죠?

그래서 안티OOO 써클OO 222로 용량증량해서 드

시라고 드렸는데,

낼 아침이면 아마도 지금 복용 후 취침 전 한번 더 

복용으로 말끔해지지 않을까요?

2018년 5월 1일 오후 7:21

박OO 약사 

#체험사례 

50년생 여성. 

하지부종으로 써클OO 111 복용으로 효과 크게 보

신 분.

7일 전 방광염 오줌소태로 산부인과 약 먹어도 뿌

리가 안 뽑힘. 조금만 스트레스 받고 외식하면 소변

이상.

이번에 뿌리 뽑자고 안티OOO 202 5일간 복용. 

5일복용후 증상개선.

그 이후 5일간 111.

재발방지 위해 안티OOO 101 써클OO 101.

6주 지난 후 재발없이 웃으며 방문.

그 비싼 감자 1박스를 주고 가십니다.^^

감사합니다.



 제3장 체험사례 00929

① 김OO 약사

방광염 용법용량 감사합니다~(5월 1일 오후 

8:42)

② 류형준 약사

일단 방광염이 좋아졌다고 하니 축하드립니

다.

방광염이 자주 재발하는 방광염이면 재발방

지는 안티OOO 써클OO 6개월 병용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5월 2일 오후 3:57)

① 김OO 약사

전신적으로 염증반응이 있는 건데 혹 병명이 

2018년 5월 1일 오후 7:32

박OO 약사 

#체험사례 

이 환자만큼은 명현반응이 있다고 하시고 언제든 

방심하면 다시 뒤집어진다고 예의주시한 분입니

다.

5일의 사진으로는 아직 판단하기에 이르지만 13일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보입니다. 얼굴색이 완전 변

했습니다.

가렵지 않고 잘 수 있답니다. 이제야 살만하답니다.

팔다리 피부병변은 아직이지만 긍정의 마음과 신

뢰 속에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안티OOO 111 써클OO 222로 계속 가기로 했습니

다.(사실 명현반응이 오면 써클OO 333 생각했는데 

예후가 좋아서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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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나요?(5월 1일 오후 8:40)

② 박OO 약사

김OO 약사 병명은 물어보지도 않고 중요하지

도 않은 것 같습니다. 병명이란 나무에 숲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서요^^(5월 1일 오후 

9:07)

③ 김OO 약사

박OO 약사 아~ 그렇군요^^(5월 1일 오후 

9:28)

④ 류형준 약사

지난번 사진 올린 건선환자 같은데 맞지요?

5일 후 사진이고 13일 이후에는 가렵지 않고 

잘 수 있다는 이야기이군요.

초기에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가 주효

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일정기간은 처음용량을 유지하면서 

증상개선에 확실한 증거들이 확인되면 안티

OOO 101 써클OO 201로 줄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5월 2일 오후 4:01)

⑤ 박OO 약사

류형준 약사 네 맞습니다. 5일 후 사진은 저번

에, 13일 후 사진은 이번입니다.

명심하고 잘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5월 2일 오후 5:26)

2018년 5월 1일 오후 9:01

조OO 약사 

체험사례

무릎통증.

30세 여. 요양병원 행정근무. 사회복지사.

지난 1월 계단 오르다 넘어져 왼쪽 무릎 통증.

X레이 이상 없고 무릎 위쪽으로 저리고 아픔.

전문병원 가기 전에 들림.

인 , 근육, 어혈로 염증, 통증.

다크서클, 불면, A형간염 보균. 체크지 거의 전부.

스트레스, 늘 피로. 저혈압. 소화불량. 빈혈.

4월 5일.

써클OO 222 3일.

써클OO 201 7일 복용.

림프순환으로 염증물질, 독성물질, 어혈을 배출해

서 조직세포환경개선해서 면역력을 키워보자고 책

을 주고 건강법을 지키라고 말함.

4월 복용. 체험사례.

개선사항.

무릎통증 확실히 경감.

무릎 위에 차고 저린 증상이 없어짐.

명현증상은 딱히 없었는데 나른하고 졸린다 함.

아무래도 근무지에서 스트레스와 남친의 공무원 

준비로 기운이 달려서 그런 듯합니다.

다크서클은 좀 좋아짐. 불면, 소화불량개선, 피로

감 줄음.

멍은 들긴 드는데 좀 줄음.

생리혈,통은 아직 안 한 상태임.

간염보균도 있고 안티OOO 복용 필요성을 강조.

5월 1일.

써클OO 11, 안티OOO 11 30일분.

무리하지 말고 건강법 지키고 면역력을 키우자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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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OO 약사

졸린 이유가 뭘까요? 일시적인 것인지요?

아래 사례도 그렇구요.

낮 시간에도 졸리다하네요.

우리 환자는 빈혈과 혈,기허상태에서 순환시

켜 어지러움이 졸리움으로 표현되는 게 아닌

지요? 아님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의견 부탁드려요.(5월 2일 오전 5:52)

② 이OO 약사

조OO 약사 저도 제 환자 중 2명도 3일 정도 

쏟아지듯 몰려오는 졸음 있었어요. 명현이다 

생각했어요. 전 낮잠이란 건 모르는 사람이고 

3일 정도 급 퇴근했습니다. 빨리 가서 자려

고~^^.(임신초기 몰려오는 잠처럼~)

또 한 사람 근무약사도 근무가 힘들 정도로 

졸려하길래 10분 정도 눈감고 쉬라고 할 정도

로 몰려오는 잠이었어요. 따뜻한 커피까지 마

시며 잠 쫓더라구요. 잠오는 건 길게 가지 앉았

습니다.

세 사람 경험 후 요것도 명현이겠구나 했습니

다.(5월 2일 오전 8:29)

③ 권OO 약사

독성물질이 일시에 몰려 간에서 해독되는 과

정에서 오는 졸리움이고 이땐 푹 쉬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이 또한 지나가지요.(5월 2일 

오전 9:24)

④ 조OO 약사

권OO 약사 이OO 약사 두 분 덕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5월 2일 오전 

9:48)

⑤ 류형준 약사

잘 하셨습니다.

초기 써클OO 222 복용, 이후 써클OO 201 복

용, 이후 안티OOO 써클OO 적량복용.

모두 좋은 복용량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치유의 길은 동행자로 가득

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5월 2일 오후 4:10)

⑥ 류형준 약사

써클OO 복용 후 졸린 증상에 해서는 이OO 

약사 권OO 약사 님이 모두 다 설명하셔서 생

략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2일 오후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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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참 좋은 길동무를 만들었습니다.

한 명 동행하더니 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다시 또 한명의 길동무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치유의 길에 지병으로 고통 받는 모든 

이들이 함께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2일 오후 4:20)

① 김OO 약사

단 하십니다.

제 환자는 속이 너무 쓰려 포기 했는데요ㅠㅠ

2018년 5월 2일 오전 9:49

권OO 약사

#체험사례 

어제 교회가족 어른들과 아이들 양제를 5월 가정

의 날 선물로 구입하신 여자 목사님.

안티OOO 써클OO 보자마자,

“이 약 아주 좋아요. 저도 복용했지만 제가 데려와

서 복용한 6명 모두 여전히 쌩쌩하게 잘 지내고 있

어요.”

작년 가을에 목사님이 로스쿨, 2명의 박사과정, 2

명의 외국유학생, 의전학생에게 원래는 한약을 복

용 시키려 했으나 제가 설득시켜 안티OOO와 써클

OO로 양요법제와 함께 복용하게 했는데 모두가 

고맙게도 싱싱 날아다닌다니 기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꼭 이 약이 필요한데 엄한데 돈을 

쓰고 아직도 오지 않고 있는 성도에게 이번엔 선물

을 주어서라도 복용 시킨다며 구입하시네요.

메니에르로 고통 받는 50  초반의 남성 공무원이

랍니다.

책자와 리플릿 드리며 스스로를 돌보는 건강플러

스지침 확인시켜 주시라 당분하며,

안티OOO 111 써클OO 222로 드시라했어요. 

어서 빨리 기쁜 소식이 날라 오리라 믿습니다.

2018년 5월 2일 오전 11:50

권OO 약사 

#체험사례 

4월 16일.

2달 이상의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는 50세 여

성.

1. 증상: 가슴답답으로 브래지어 착용을 못하시며 

헛배 가스 더부룩 후중감이 심한 배변과 속쓰림 

위통 등이 바른 통증과 헛기침.

2. 원인: 흉협고만의 고통이 젤 힘들어 하셨는데 

이 여성의 경우 후다닥 급히 먹는 식습관과 폭

식, 지속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증상악화를 가

져옴.

3. 일단 15일분의 안티OOO 써클OO 111과 함께 명

현을 줄이기 위한 한방소화제와 간장약 드림.

4. 재구매하러 오신 얼굴에 행복감이 가득합니다.

일단은 숨이 덜 막히고 배변이 너무 잘 되어 좋다네요.

식습관을 바꿔 꼭꼭 씹어드시고 긍정적인 마음으

로 스트레스를 다스리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것도 노력하셔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네요.

오늘은 안티OOO 101 써클OO 111로 한 달분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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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오후 1:45)

② 권OO 약사

그래서 제가 이담제와 한방소화제를 같이 드

렸어요.(5월 2일 오후 2:40)

③ 류형준 약사

김현영 약사님 권OO 약사님의 방법이 맞습니

다. 초기 함께 복용하면서 명현증상을 이겨내

면 차후 진행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5월 2일 오후 4:31)

④ 류형준 약사

축하드립니다.

소화기질환은 김현  약사님처럼 처음 나타

나는 명현증상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부터 처방을 보강해서 쉽게 이겨내도록 

하 습니다.

그러니 환자분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점점 많은 동행자들이 생겨나서 약사님의 어

깨가 무거워집니다.

감사합니다.(5월 2일 오후 4:38)

① 류형준 약사

정OO 약사님의 안티OOO 써클OO의 용량조

절은 이제 선두입니다.

결국 적게 길게 먹을 것이냐 많게 짧게 먹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좋은 사용법을 배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5월 2일 오후 4:40)

② 정OO 약사

류형준 약사 환자분들은 비용이 문제가 아니

2018년 5월 2일 오후 2:30

정OO 약사 

#체험사례 

목 간질간질 기침. 제 체험례입니다.

10일 전쯤 목이 간질간질한 기침이 참을 수 없이 

나오더군요.

약도 지어 먹어보고 써클OO 안티OOO 111 111 같이 

먹어보았지만, 조금은 좋아졌지만 기침은 계속되

었습니다.

그래서 써클OO 안티OOO 333 333으로

복용 3번만에 기침이 떨어졌고, 목 간질간질함이 

없어졌습니다.

밤에 가슴이 참으로 편안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2주 이상된 환자분들 오시면 

조제약 3일 4천원과 따로 드시는 약 하루분 36000 

원 말씀드리고 여러 명에게 드렸습니다.

사실 기침하나만 잡아줘도 유명해지지요!

엊그제는 그렇게 약을 드렸던 남자분이 오셔서 그 

약 효과 있다고 너무 많아서 조금 줄여서 먹었다고 

했었습니다. 역시 효과가 있었구나, 속으로 생각했

습니다.

오늘은 30일 날 기침으로 오신 여자분께서 오셨습

니다.

하시는 말씀이, “저번에 따로 주신 것 2번 먹을 것 

더 주세요!”

그때 가격부담이 있어서 한번 먹을 것만 가져 갔는

데 효과가 정말 좋았다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되뇌입니다.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은 써클OO 안티OOO의 문

제가 아니라 용랑의 문제라는 것을요!

써클OO 333 안티OOO 333. 

두려워 마시고 오래된 기침에 적극 처방해주시면 

고맙다는 반응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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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효과에 더 큰 비중을 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선생님.(5월 2일 오후 4:42)

③ 최OO 약사

저도 꼭 적용해봐야겠네요.(5월 2일 오후 

5:00)

④ 이OO 약사

저도 현재 333요법 3일째입니다.ㅎㅎ(5월 2

일 오후 9:20)

① 김OO 약사

저도 지난 토욜 밤에 갑자기 잇몸이 아프고 

우측 턱이 네 개가 된 듯 부어서 안티OOO 

써클OO 222씩 먹여서 이틀만에 가라앉혀 놨

더니 병원약 먹는다며 팽개치길래 환자들 나

무랄 거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5월 

2일 오후 2:44)

② 류형준 약사

그렇지요.

가족, 특히 배우자는 가장 힘든 환자입니다.

감사합니다.(5월 3일 오후 3:17)

2018년 5월 2일 오후 2:38

권OO 약사

#체험사례 

4월 13일. 

체험례 주인공인 제 남편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임플란트 한 개를 어금니에 시술 후 제가 

사용하지 말라고 한 이쑤시개를 열심히 함. 그리고 

치간칫솔과 식후 가글과 함께 사용 후 결과는 잇몸

이 점점 벌어져 음식 찌꺼기가 더 끼고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아무리 가글을 철저히 했어도 치조농

루와 염증에 의한 치조골의 손실뿐.

그래서 의사로부터 벌어진 잇몸 사이의 회복을 위

해 한번에 3개의 이를 연결하는 브릿지 치료를 권

유 받았고 개당 이백만씩인데 2개 시술 후 3번째 

시술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약으론 가라앉지 않는 치

조농루치유를 위해(평상시 안티OOO 101 써클OO 

202로 복용 중이었음) 각각 333요법으로 반강제로 

복용시켰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갔더니 염증이 또 

다시 재발되어서 10일 가량을 다시 333으로 복용

하라고 했건만 제 남편의 이성이 도무지 333요법

이 약물남용 같아서 아침 저녁으로만 복용했다는 

사실을 어제 저녁에서야 알았음.

오호통재라!

어떡하면 좋을까요?

소를 물가로 억지로 데려가도 소가 물을 안 먹으면 

못 먹이듯...

아무튼 제 피부발진이 어떻게 치유되는지를 생생

하게 본 남편의 지성이 브릿지가 끝나고 5일 정도

라도 333요법을 따라주길 기도합니다.

2018년 5월 2일 오후 3:49

이OO 약사 

#체험사례

20  중반, 위층 병원 막내 간호 조무사입니다.

병원 원장님이 깐깐하시고 아랫사람을 좀 쪼는 스타

일이라, 병원 근무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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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우리 몸이 저절로 알아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몸이 알아서 저절로 풀리고 스스로 개선

되는 것이 치유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5월 3일 오후 3:19)

병원 심부름으로 약국에 내려올 일 있으면, 

“약사님 저 조금만 있다 갈게요.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병원을 그만 둬야지 못 살겠어요”하

며 농담 아닌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저번 주에 약국에 와서 자기는 병원에서 실수하면 

지적질 당할까봐 항상 긴장돼 있어서 그런지 두통

약을 동네 약국에서 자주 사먹는다길래 써클OO 2

포를 지금 따뜻한 물로 먹어보라고 주었습니다. 

오늘 심부름으로 약국에 내려왔길래 그 약 먹은 후

느낌을 물으니 잘 모르겠지만 그날 잠은 잘 잤다고 

합니다.

항상 밤에 그날 병원에서 생긴 일을 생각하느라 잠

을 잘 못 잤는데 그날은 좀 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써클OO 줄 때 림프순환제라는 설명 

없이 그냥 먹어보라고 줬는데 오늘 잠 잘 잤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하는 말이 그 약을 먹으니 순환이 

잘 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서 순간 깜짝 놀랐습니

다. 글구 담날 아침에 일어날 때 뭔가 깨끗해진 기

분에 머리가 맑아서 좋았답니다. 오늘 조무사의 말

을 듣고 정신적 긴장이 림프순환에 얼마나 나쁜 

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018년 5월 2일 오후 5:13

이OO 약사 

#체험사례 

63세. 김00. 여.

심장내과, 신장내과 치료 중.

당뇨약 복용 중. 전반적으로 부종 심함.

건강기능식품 먹고 응급실 실려가 

20일 입원한 경험자라 써클OO부터 시작함.

이뇨제 사러 약국에 오신 분.

“임시로 증상개선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부종의 

원인을 다스려보자, 몸속에 버려져야 할 쓰레기가 

쌓인 것을 버리자, 병적 사산물들을 림프순환촉

진 시켜 밖으로 빼내는 방법을 선택해보자.

써클OO로 미리 길 만든 후에 안티OOO랑 병용해

서 이번 기회에 건강한 세포만들기 해보자.”

3월 6일. 

써클OO 101로 시작.

5일쯤 얼굴이 터질듯 팽팽하게 붓는다 호소(써클

OO 용량 202로 늘임).

열흘 정도 지나자 속이 답답하고 변도 가늘어진다

고 호소(각탕법 온수복용 권함).

20일 병원에서 검사수치가 처음으로 좋게 나와서 

기분이 up.

한 달 동안 약국엘 10번도 더 방문하신 분.

불안불안한 성격이시라 약국 다녀가면 안심이 된

다고 하심.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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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치유의 길에 동참하

는 모습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사람 또 한사람씩 치유의 길에서 함

께하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치유의 길이 됩

니다.

감사합니다.(5월 3일 오후 3:21)

① 류형준 약사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써클OO로는 4주 동안 차이를 모르던 것이 안

티OOO로는 1주만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5월 3일 오후 3:28)

치유프로그램 시작하다.

안티OOO 써클OO 101 우선 10일분씩, 워낙 겁이 

많은 분이라 상태 살피려고 그랬음.

4월 30일. 

몸 가볍고 변상태도 좋아지다.

제품에 한 믿음도 생겨 천천히 가보겠단다.

환자가 명현도 잘 극복하고 치유에 확신도 생기는

듯해서 프로그램 잘 마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겠노

라 했다.

건강염려증이 있는 분인데, 안심이 되는 제품을 만

나서 맘이 편하다 하신다.

4월엔 제품 가지러 올 때만 딱 3번 방문하셨다.ㅎ

2018년 5월 2일 오후 6:55

박OO 약사 

#체험사례 

42년 여성 김길O.

지팡이도 힘들어서 유모차에 의지해서 한걸음 한

걸음 오시는, 혼자 사시는 의료보호환자 분.

믿고 의지할 데는 병원 약국 한의원 뿐.

뇌경색 후 말도 어눌. 손발 사용 불편. 밥이 돌 같음.

병원치료도 물리치료도 통증클리닉 주사도 마지못

해 하심.

인연이 되어 하루에 써클OO 101만 4000원 주고 

매일 오시는 것이 어느덧 4주.

매일 봐서 그런지 약복용 전후 차이를 모르던 중 

안티OOO를 101 드려봤는데 5주부터 눈에 띄게 반

응이 나타남.

말도 잘하시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리고 유모차보다 지팡이를 짚고 오십니다. 이보

다 더한 보약은 없다고 하심.

매일 오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하게 웃으며 오시면 

제가 더 행복합니다.^^

2018년 5월 2일 오후 11:07

권OO 약사

#체험사례 

75세 친정어머님이 상포진으로 1달 가량의 병원

치료 중에 넘어져서 종아리에 금까지 가는 어려움

에 처하셨다며 도움을 청하신 서현이 지현이 어머

님을 돕기 위해 2월 중순,

안티OOO 111 써클OO 222로 1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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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제 누구나 시인이 되어갑니다.

권OO 약사님도 시인이 되어갑니다.

체험사례를 쓰면서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니 

체험사례 모두가 행복한 시구로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5월 3일 오후 3:35)

그 후 안티OOO 101 써클OO 201로 1달,

2달분을 청주에 계신 어머니에게 보내드렸답니다.

워낙 어릴 적부터 면역결핍으로 호흡기질환을 달

고 살았던 두 아이를 한약과 양요법으로 도와드

려서 절 신뢰하시는 분인지라 한번에 두 달치를 드

렸는데 오늘 오셔서 주신 약 열심히 복용하시고 친

정 엄마가 초기에 상포진 후 신경통이 나타나 걱

정했으나 완치되셨고 다리도 잘 회복되셨다고 기

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아래 사진 주인공인 9살 지현이가 병원서 

2달째 원형탈모 치료 중에 점점 환부가 커져 500원 

동전크기로 확 되었다고 오셨네요.ㅠㅠ

안타까운 마음과 지친 엄마에 한 연민으로 제 맘

이 울먹울먹~~

안티OOO 써클OO 101과 늘 복용하는 건조효모의 

양을 늘려서 함께 복용하라고 1달분 드렸고 떠나 

보내는 제 눈엔 벌써 솜털 같은 머리카락이 돋아나

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 모두의 바램 로 기쁜 소식이 전해오겠지요?

2018년 5월 3일 오후 3:33

강OO 약사

#체험사례 

33세 남자, 이00.

베트남에서 직장 다니는 지인의 아들.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푸는데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해서인지 온몸 통증이 심하고 피로도 심하다고 함.

설사도 자주 함.

써클OO 11 유산균 한 달분.

한 달 복용 후 통증과 피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한 달분 재구매. 3개월 이상 된 통증인 경우 바이러

스가 의심되므로 안티OOO도 복용해야 한다고 설

명했구요. 책자도 같이 넣어서 보냈어요.

엄마 되시는 분도 써클OO 복용으로 심한 담결림이 

좋아지셔서 계속 먹여보시겠다고 하십니다.

① 류형준 약사

만성피로와 통증에는 안티OOO와 써클OO가 

좋겠지요.

먼저 써클OO로 길을 넓히고 안티OOO와의 

병용으로 길을 다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5월 3일 오후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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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맞습니다.

상담의 요령은 자세히 꼼꼼히 기록하는 것입

니다.

그것도 환자가 표현하는 방식으로 적는 것입

니다.

그리고 비교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니 정확한 경과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5월 3일 오후 7:01)

2018년 5월 3일 오후 3:37

서OO 약사 

#체험사례 

63세 여성. 약국직원 부인.

증상: 머리에 항상 쥐가 나고 쉴 새 없이 땀이 흐른다.

허리(척추)신경이 아프고 발과 손이 뒤틀리고 쥐가 

잘 난다.

발끝까지 당기고 허리를 잘 펴지 못한다.

신장이 투석하기 2단계 전이고 방광염이 자주 걸린다.

갈증이 심하다

귀에 이명이 있다(양 쪽 다).

가지고 있는 질병, 심장약 먹고 있음.

지방간, 갑상선기능 저하. 

당뇨약 13년째 복용 중입니다.

말초신경염.

앉았다가 일어서면 어지럽다.

몸 전체가 붓는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악몽을 꾼다.

투약: 18년 4월 23일.

써클OO 3.3.3.

10일 먹어도 별효과 없다(?)고 해서

약국에 나와 보시라고 했음.

상담지를 놓고 하나하나 체크해보았습니다.

경과반응:

손 발 저림이 좋아짐.

몸이 붓는 증세가 좋아짐.

악몽을 꾸는 게 줄어듦.

상담차트 아니었으면 환자 말만 듣고 효과 없는 것

으로 인식(?) 할뻔했습니다.

엄청 심한 환자분이라서,

당분간 써클OO만 3.3.3 더 가다가

안티OOO도 같이 복용하자고 말씀 드렸습니다.

2018년 5월 3일 오후 3:49

서OO 약사 

#체험사례 

67세 여성.

신장 투석 중이신 분.

교회 내에서 같은 소그룹모임 어르신이심.

증상: 

3년 전부터 신장투석중입니다.

Hb 8.9.

한쪽 눈이 안 보임.

나머지 한쪽 눈도 희미하게 보임.

귀가 짜릿하게 아프다(신경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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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1주일에 3번 투석하는 사촌동생은 써클OO 복

용만으로도 숨쉬기 힘들고 눕지도 못하고, 가

래가 너무 많이 차올라 몇 번 쉬고 다시 시작하

고를 반복하다 본인이 못 견디고 도중하차 했

는데요ㅜㅜ, 그 분 꼭 완주하시기를 기도합니

다.(5월 3일 오후 6:46)

② 류형준 약사

이OO 약사 투석환자는 단순히 안티OOO와 

써클OO보다는 한단계 높은 처방이 필요한 경

우가 많을 것입니다.

현재 주3회 투석 중인 환자분이 한단계 높은 

처방을 복용하고 있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습

니다.

추후로 투석횟수가 줄어들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5월 3일 오후 7:06)

③ 이OO 약사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

사촌동생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픈데, 

가까이 없고 멀리 있는데다 제 힘으로는 역부

족이라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ㅜㅜ(5월 3일 오

후 7:09)

④ 서OO 약사

이OO 약사 네.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

고 있습니다.(5월 3일 오후 9:51)

기운 없다.

허리 아프다.

추위를 많이 탄다.

입이 쓰고 텁텁하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

배가 차다.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잘 난다.

18년 4월 12일 투약시작 함.

투약: 써클OO 2.2.2 안티OOO 1.1.1

경과반응:

피로감이 덜하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쉽다.

일시적으로 당뇨수치가 오른다 해서

명현반응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음을 주지시켜 드렸

습니다.

워낙 오래된 환자분이라서 천천히 저랑 손잡고 완

주하자고 말씀 드렸습니다.

2018년 5월 3일 오후 3:52

권OO 약사

#체험사례 

이틀 전 체험례 주인공인 눈 다래끼 남편의 눈이 

말끔하게 치유되었다며 오늘 이번엔 여드름으로 

고생하는 중학생 아들에게 복용 시킨다며 다시 오

신 엄마. 

역시 좋은 것 알아보시는 눈이 있으셔서 자신이 알

아서 용량조절도 합니다.

“울 아들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아무래도 하루 3회 각각 1봉씩 먹어야겠죠?”

“치유프로그램 하다보면 아드님이 집중력이 생기

며 총명하게도 됩니다.”란 말과 함께 안티OOO 써

클OO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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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치유의 길은 처음에는 혼자하지만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다음은 모임이 스스

로 커져갑니다.

얼마나 마음을 다해 치유의 길을 함께 하느냐

가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5월 3일 오후 7:08)

① 류형준 약사

어느 정도 차도가 있을 때까지 현재 용량을 

유지하다가 확실히 증상개선이 나타나면 1-2

주 후에 용량조절을 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5월 3일 오후 7:09)
2018년 5월 3일 오후 4:02

서OO 약사

#체험사례 

71세 여성.

증상: 

교통사고를 2번 겪으신 분.

다리통증, 어깨통증, 엉덩이부터 발바닥까지 통증

이 왔다 갔다 함.

왼쪽 다리가 아프다.

허리를 펴기가 어렵다.

날씨가 춥거나 걸으면 더 아프다.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

앉았다가 일어서면 어지럽다.

얼굴이 자주 붓는다.

몸 전체가 붓는다.

속이 메스껍고 구역질이 난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

투약:

18년 4월 7일 시작.

써클OO 2.2.2

안티OOO 1.1.1

경과반응:

다리통증이 조금 줄어들었다.

발바닥 통증이 조금 줄었다.

연세가 있으셔서 치유의 길로 오랫동안 같이 손잡

고 가자고 말씀 드렸습니다.

2018년 5월 3일 오후 4:15

안OO 약사 

#체험사례 

이O화, 여 83세. 

혈압, 당뇨, 간장약.

좌측 눈 밑 경련, 저림, 눈꺼풀이 힘없이 떨어짐(1년

경과).

한의원 치료 무효.

같은 연세인 어머님의 치유과정 말씀 드리며, 병들

어 쇠약해진 몸 10년만 되돌립시다 하면서,

안티OOO 11 써클OO 22 한 달, 그리고 건강법과 

눈 주위 온찜질 권유.

일단, 눈 밑의 저린 증상 30% 감소. 

경련과 눈꺼풀 떨어짐은 불변. 

두통, 피로, 불면, 손저림, 외음부 소양감 감소는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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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양 겨드랑이에서 악취가 나는 땀이 흘러내렸

다니 참 신기합니다.

명현의 종류가 어디까지 다양하게 나타날까요?

그래도 83세 어르신께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5월 3일 오후 7:12)

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와 써클OO 그리고 근육이완제의 조

합도 매우 훌륭합니다.

그리고 안티OOO와 써클OO의 조합도 큰 차

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 효과를 보신 분들은 다음에 꼭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연이 되면 치유의 길을 함께 갈 것입

니다.

감사합니다.(5월 3일 오후 7:16)

동네분이라 착관찰. 보름 간 명현, 호전 없다가 

이후 전신통 생김.

그리고 양 겨드랑이에 악취나는 물방울이 한 번 흘

러 내렸답니다. 두 증상 모두 노폐물 배출되는 청신

호라 말씀. 그래도 포기 않고 명현을 잘 견뎌내시네

요. 각탕법 더 자주 하라 권유.

안티OOO 서클이 4일분 있지만 미리 오셨네요. 

첨 오실 땐 긴가민가하던 분이 몸의 변화가 생기니 

더 적극적으로 챙기십니다. 주 증상보다 부증상 호

전이 더 신기하신가 봅니다. 주소증의 치유 위해 

11개월 더 가기로 했습니다.

안티OOO 11 써클OO 21 근 양제 한 달.

2018년 5월 3일 오후 4:39

서OO 약사 

#체험사례 

40세 남성.

증상:

어깨 아픈데 진통제 주세요! 해서,

근육이완제와 써클OO 1.1.1 안티OOO 1.1.1을 

3월 13일 드렸던 분이 감기 처방전 들고 오셨길래 

물어봤더니

그때 효과 끝내줬어요! 하시네요.

어깨결림 근육통에는 근육이완제와 써클OO 안티

OOO 병용이 아주 좋습니다.

오신 김에 상담차트를 봤더니, 어깨결림, 발 밑바닥 

아픔이 있어서 발 밑바닥 통증은 그냥 방치하면 족

저근막염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 드리고, 이 증상은 

좀 장기간 복용해야 한다고 설명드렸는데 아직은 

나중에 생각해본다고 하네요.

2018년 5월 3일 오후 7:25

권OO 약사

#체험사례 

세어보니 모두 8가지 건기식을 복용함에도 도무지 

피곤해서 힘들다 호소한 45세 여성에게, 

3월 말경 안티OOO 111 써클OO 222로 1주일분 드

렸더니 신기하게도 피곤이 멀리 도망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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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심전심일까요?

권OO 약사님의 에 댓 을 달려고 하는데 

바로 권OO 약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항상 반갑고 배우게 되는 약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5월 3일 오후 7:50)

① 이OO 약사

복용기간은요?(5월 3일 오후 8:09)

② 김OO 약사

현재도 복용 중인데요, 2주 정도 안에 나타난 

결과입니다.(5월 3일 오후 8:13)

③ 유OO 약사

몇 살인지요?(5월 3일 오후 9:26)

④ 김OO 약사

50입니다.(5월 3일 오후 11:36)

⑤ 류형준 약사

제가 생각하는 갱년기는 단순히 특정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력이 줄어들어 노

인의 시기로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체력이 좋아져서 몸이 젊어지면 생리는 다시 

나옵니다.

제 경우에는 생리가 끝난 지 8년 지난 경우에

도 생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4일 오후 2:01)

⑥ 김OO 약사

류형준 약사 안티OOO 써클OO 복용 이후 2번

째 생리했답니다~(5월 29일 오후 3:50)

약 떨어지자마자 오셔서 1달분 재구매.

하루 3회를 복용하면서 써클OO는 몸이 요구하는

로 용량을 조절하며 드시라고 했음.

오늘 남편과 함께 먹었더니 빨리 떨어졌다며 약 먹

기 무척이나 싫어하는 것도 환제라 더 먹기 힘들 

텐데도 주는 로 열심히 먹고,

생기가 나서 보약 삼아 함께 더 복용하려고 오셨다 

합니다.

웬만한 보약 이상으로 우리 몸의 기혈을 증강시켜 

뽀빠이처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안티OOO와 써

클OO입니다.

2018년 5월 3일 오후 8:00

김OO 약사 

#체험사례 

제동생. 

갱년기 진행 중입니다.

안티OOO 써클OO 각 111 복용 후,

생리도 다시 나오고, 저녁에 잠도 잘 잡니다.

손이 자고 일어나면 부었는데, 

붓기도 빠졌습니다.

 

2주 정도 지난 후에는 겨드랑이 조그만 사마귀가 

샤워할 때 손으로 뜯겨졌답니다.

2018년 5월 3일 오후 8:02

안OO 약사 

#체험사례 

저에겐 안티OOO 써클OO에 한 트라우마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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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수입즉토 상황이면 약입즉토가 되는 것은 당

연합니다.

환제이고 딱딱하니 녹고 풀려서 약효성분이 

흡수되어야 효과를 보는데 그 전에 위벽을 자

극하니 약입즉토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 상황이 아니면 림프순환촉진

과 항바이러스 효과가 발휘되면 숙취 따위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5월 4일 오후 3:20)

죠.

안티OOO 써클OO를 통한 치유 의욕이 넘치기 시

작하던 1월 어느 날 저녁.

저의 집 주변에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수입즉토

로 오도 가도 못하니 약 좀 갖다달라며 전화가 와 

퇴근 길에 안티OOO 써클OO 들고 찾아갔죠.

30여분 후의 드라마틱한 결과를 기 하며 온수와 

함께 드렸죠. 

허나 약입즉토. 

안티OOO 써클OO가 채 넘어가기도 전에 고통스레 

토하십니다. 잠시 전열을 정비 후 상비군 재투입. 

역시나...

결국 119 신세를 지셨답니다. 그 후론 경우는 틀리

겠지만, 타 약사님들 술약으로 안티OOO 써클OO 

활용한 사례를 따라잡지 못하겠더라구요. 약입즉

토 모습 떠올라서요.

근데 오늘 술약 트라우마 깨졌네요~ 언젠가 안티

OOO 써클OO 술약으로 줬나부죠? 그.. 그.. 길쭉.. 

6000원짜리.. 말 더듬었지만, 그 느낌 알고 바로 

꺼내 드리니, 

그거다라며 그 자리에서 드셨네요. 저 정도 숙취 

상태면 오심이 상당할 텐데요.

독거 어르신에게 받았던 부정적인 연하곤란 인상 

때문에 술약으로서 평가절하 받았던 안티OOO 써

클OO.

미안타... 4개월 만에 너희들의 새로운 가치를 뒤늦

게 발견했으니...

2018년 5월 3일 오후 8:03

정OO 약사 

#체험사례 

건선.

이00, 60세 남, 보통 체형.

손가락 건선으로 몇 년째 고생하심.

병원치료 포기상태 습니다.

언제나 그때뿐이었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도 포기!

술을 금기시 해드렸지만, 이장님이셔서 여전히 술

을 자주 드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건선은 개선되고 있으니!

써클OO 안티OOO 전에 양제를 통해 조금은 개

선되었지만 술 때문인지 조금 좋아졌다 다시 재발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써클OO 안티OOO를 권유해 복용 시

작했습니다.

12월 13일ㅡ위염과 건선을 위해 써클OO 안티OOO 

정량복용 시작

그 후로 3달 정도는 꾸준히 열흘씩 사 가셔서 복용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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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예전에는 건선은 난공불락이었는데 요즘은 

피부병처럼 쉬운 게 없네요. 하는 문구가 제가 

약사님들과 함께 꿈꾸는 치유의 길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치유의 길 안내자로 행동하면 

병은 세포가 스스로 이겨내고 증상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감사합니다.(5월 4일 오후 3:26)

그 후로 드문드문 오셨다가 오늘 오셨기에 손가락 

어떠시냐고 여쭤보고 꾸준히 드셔야 완치된다고 

말씀드리니 다시 재구매하셨습니다.

예전에 건선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같았는데 

요즘은 피부병처럼 쉬운 게 없네요.

써클OO 안티OOO 덕분입니다!

<12월 13일 사진>

<5월 3일 사진>

2018년 5월 3일 오후 8:14

류형준 약사

#공지사항

4월 체험사례에 한 답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봄꽃이 축제의 향연을 여는 따뜻한 봄날입니다.

따뜻한 봄날만큼 함께 하시는 치유의 길이 보람되

고 또 행복하게 지내시겠지요.

저도 하루하루 행복한 날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체험사례를 정리하여 명단과 수

량을 올립니다.

이번 체험사례의 원고료로 드리는 답례품은 제품

의 재고가 부족한 관계로 내일 보내지 못하고 다음 

주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천기누설건강법 약사모임 밴드에 올라온 체험사례

를 확인해 보니 2018년 4월에는 73분의 약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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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수체험사례 1건을 포함한 333건의 체험사례

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명희 약사님, 권명선 약사님, 안순원 약사님, 강

경애 약사님, 서원모 약사님, 최현정 약사님, 박향

숙 약사님, 정국현 약사님, 노동원 약사님, 박완수 

약사님, 오시  약사님, 조용권 약사님, 김정원 약

사님을 포함하여 체험사례를 올리신 73분의 약사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5월에는 100분 이상의 약사님이 올리신 체험사례

가 500건 이상이 되길 바랍니다.

4월 체험사례에는 체험사례당 1개씩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집계 시 누락되어 빠진 약사님이 계시면 절  

고의(?)가 아니오니 서운해 마시고 개인톡으로 알

려주시면 사과 드리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2018년 4월 체험사례 답례품 명단과 수량(총 73명 

: 337개)

1. 이명희 총 1명-46개 합 46개

2. 권명선 총 1명-23개 합 23개

3. 안순원 총 1명-17개 합 17개

4. 강경애 총 1명-15개 합 15개

5. 서원모 총 1명-13개 합 13개

6. 최현정 총 1명-12개 합 12개

7. 박향숙, 정국현 총 2명-10개씩 합 20개

8. 노동원, 박완수 총 2명-9개씩 합 18개

9. 오시 , 조용권 총 2명-8개씩 합 16개

10. 김정원 총 1명-7개 합 7개

11. 강은희, 강평화, 조형이, 강시현(우수체험사례

1+1) 총 4명-6개씩 합 24개

12. 곽명애, 김 희, 김현 , 송정숙, 이송락, 장진

숙, 최현숙(24시통 약국) 총 7명-5개씩 합 

35개

13. 김은실, 김희철, 이선 , 최성순, 한진용, 최현

숙(세원약국 전) 총 6명-4개씩 합 24개

14. 박재익, 우숙희, 전기출, 정 선, 정원호 총 5명

-3개씩 합 15개

15. 계효숙, 김동순, 김상범, 신선희, 양지 , 윤애

숙, 이민 , 이희곤, 장은선, 정제규, 정태 , 조

윤선, 최승희, 한현주 총 14명-2개씩 합 28개

16. 권재진, 권지 , 김금희, 김민하, 김선희, 김

훈, 김재정, 김정랑, 김중수, 김태환, 김혜자, 박

경화, 박덕순, 박현희, 손판순, 심 자, 심현지, 

우 균, 이진호, 장산옥, 정혜림, 최재윤, 최혜

원, 하현아 총 24명-1개씩 총 24개

총 73명-합3 37개

그동안 많은 약사님들이 전해주신 생생하고 흥미

진진한 체험사례를 통해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여

기 계신 약사님들도 많이 배웠을 것으로 생각합니

다.

또한 환자의 치유를 보면서 약사로서 보람되고 행

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천기누설건강법’ 책자를 보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심들이 ‘천기누설건강법 약사모임 

밴드’의 생생한 체험사례를 한두건 씩 읽으면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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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심으로 바뀌지요.

그리고 어느새 따라잡이가 되어 한두건 따라하다

가 동일한 효과를 느끼게 되면 처음 품었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은 당연히 흥미진진한 체험사례를 올려주

시는 약사님 열에 동참하시는 것이지요.

또한 천기누설건강법 체험사례 e-book은 매달 체

험사례를 정리하여 보강을 할 것입니다.

e-book은 찾아보기 기능이 있어서 증상별로 올리

신 약사님별로 검색하여 볼 수가 있어서 매우 편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체험사례 기본양식

앞으로 새롭게 체험사례를 올려주시는 약사님께서

는 많은 동료 약사님들이 보고 배우고 계시니 명확

하고 세세하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양식으로 예를 들면,

먼저 맨 처음에 #체험사례 

를 꼭 달아주세요.

1) 성명(예:김00), 성별, 나이, 병명

2) 병력과 현재 문제가 되는 증상과 심한 정도

3) 이전 복용 중인 약물의 유무와 경과

4) 써클OO와 안티OOO의 복용여부와 추가 제품의 

여부

5) 복용기간과 경과 등으로 내용을 적어주시면 읽

으시는 약사님들이 조금 더 내용파악이 쉽고 같

은 경우에 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기누설건강법 약사모임’ 밴드에 올라온 체험사

례들을 함께 하는 약사님들과 서로 공유하고 폭넓게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기누설건강법’은 항상 여러 약사님과 함께 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3일 오후 8:23

이OO 약사 

#체험사례 

84세 부친. 

심한 어지럼증, 당뇨, 전립선 있으심.

일 년 정도 전부터 가끔 어지럽다 하셔서 은행잎제

제 드시고 그럭저럭 지내셨는데, 얼마 전 다리가 

휘청 면서 어지럽고 주저앉을 듯한 정상이 자주 

일어난다 하셨는데, 너무 심해지셔서 학병원 응

급실에 입원 MRI, 혈액검사하 으나 정상이시고, 

귀 전정기관염 의심이라고 특별한 약 없이 스테로

이드 보나링 3일 처방전 받고 나오셨는데, 계속 어

지럽고 몸을 못 가누고 휘청 셔서 안티OOO 11, 

써클OO 11 복용 후 전혀 어지럼증이 재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4개월째 복용 중이신데, 전립선으로 소변보는 회수

도 많이 좋아지시고, 숙면 좋아지심. 

심하게 코 고는 것도 50% 좋아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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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 정도 여러 증상이 있고 심했다면 또 그 환자

가 아버님이라면 초기 용량을 안티OOO 111

과 써클OO 222로 1-2달 먹고 증상이 확실히 

개선된 후 안티OOO 101과 써클OO 201로 먹

게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한두 달은 안티OOO 써클OO 111

로 적용하는 게 어떨까요?

감사합니다.(5월 4일 오후 3:47)

① 류형준 약사

차후 안티OOO는 병용하실 것이지요?

바이러스 냄새가 물씬 나는 분이고 서OO 약

사님이니 당연히 안티OOO는 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훌륭한 체험사례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5월 4일 오후 3:50)

② 서OO 약사

류형준 약사 당연히 안티OOO는 병행할 예정

입니다. 

감사드립니다.(5월 4일 오후 9:04)

안티OOO 6개월 써클OO 1년 복용계획입니다.

2018년 5월 4일 오전 10:05

서OO 약사 

#체험사례 

57세 여성 권OO.

증상: 

어깨 결린다, 허리 아프다, 손목 아프다.

만성피로. 눈 떨림, 입술 떨림.

(병원에서는 신경선이 좁아져서 이런 증상이 온다

고 설명 들었답니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아랫배 아픔.

속이 메스껍다.

투약: 18년 4월25일.

써클OO 2.2.2.

경과반응: 

5월4일.

변비가 해결됨. 

잠이 잘 온다.

14시간 서 있는 직업이라서 앞으로 체질향상을 위

해 장기간 같이 가자고 했음.

2018년 5월 4일 오전 10:08

박OO 약사

#체험사례

저의 체험사례 018번째=[써클OO]+[안티OOO]

- JJH 女 59세 162/53 마른 편 / 피로, 입마름 심함 

+눈 건조 심함.

- (혓바닥 갈라짐) 내과 처방약 소용없고, 인공눈물 

달아놓고 산다.

- (OT2배/PT4배=항체 있음)_간염 지나간 듯하고, 

virus와 그 후유증으로 판단.

- 2018.04.14 써클OO+안티OOO 각60포(각1포 

tid) (보너스=레몬차 4개)-1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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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레몬차 어떤 걸로 드리세요?(5월 4일 오전 

11:05)

② 박OO 약사

박OO 약사 인터넷구입 [꿀 레몬차] - 개당 350

원?

(보통은 안 드림. 명현예상 시 1~2개. 많이 

허약 시 3~4개) (5월 4일 오후 12:46)

③ 류형준 약사

안티OOO에 자일리톨이 있는데 어쩌죠?(5월 

4일 오후 3:52)

④ 류형준 약사

상기인의 경우 상기 증상만 있다면 안티OOO 

써클OO 111로 충분하여 시간만 기다리면 되

지만 다른 여러 증상이 함께 있다면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로 변경하여 초기 증상을 

확실하게 개선한 후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어

떨까 생각합니다.

시간을 갖고 천천히 여유롭게 치유의 길을 함

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5월 4일 오후 3:54)

- 경과=입마름/눈건조_조금 낫기는 하나 아직 심

함.

- 환자=(아들과 반반 나눠서 먹다)

- 약국장=(엥? 아들은 젊으니, 나중에 따로 하고, 

엄마부터 고칠 것!!!)

- 환자=(네~~~ 그리 하겠습니다.)

- 2018.05.01 써클OO+안티OOO 각60포 (각1포 

tid) (보너스=레몬차 4개)

참고: 간염을 일으키는 virus 6종류들.

Hepatitis A= picorna-viridae - (후유 적다)

Hepatitis B= hepadna-viridae - (간암 가능)

Hepatitis C= flavi-viridae - (간암 가능)

Hepatitis D= viroid (viroid=B형의 위성

virus) - B형 없으면 증식불가

Hepatitis E= hepe-viridae - (생굴,생간,생고기 

감염)

Hepatitis G= flavi-viridae - (연구중)

[강아지를 키우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다 아는 자료

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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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와 써클OO를 제 로 활용하고 확실

하게 체험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체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믿고 따라 주시고 체험사례까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5월 4일 오후 3:57)

① 류형준 약사

서OO 약사님의 아내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사인데 아무리 배우자가 약사이지만 의약

품도 아니고 건식도 아니고 단지 식품인데 그

럴 걸 믿고서 먹고 효과까지 확인해주니 감사

2018년 5월 4일 오전 10:27

송OO 약사 

#체험사례 

피로회복. 본인 56세.

피로 할 때 가끔 써클OO 안티OOO 복용했었는데

감기에 걸려서 안티OOO 써클OO 111로 복용한 지 

삼 일째.

어제 아침 뒷산에 가서 운동기구로 몸을 푸는데

그간 관절이 약해져서 천천히 다녔거든요~

어제는 제 발걸음이 빨라지고 운동기구로 운동할 

때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예요.

아~ 이것이 바로 피로회복효과로구나, 실감했답

니다.^^

어제까지는 기침이 다 낫지는 않았는데 약국에서 

일할 때 피곤하지 않더라구요~

어제 저녁에는 스터디 모임이 있어서 12시쯤 잤는

데, 보통 이런 날은 다음 날 아침운동 안 하고 더 

자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아침에 일찍 눈이 번쩍 

떠져서 운동하고 출근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힘이 생긴다고나 할까~

새벽에 짙은 가래 두 번 뱉고 나니 목소리도 돌아오

고 기침이 거의 다 나았네요.

그래서 감기가 나으려면 최소한 삼 일은 먹어야 한

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로회복, 감기, 활력 충전에 안티OOO 써클OO 도

움 되네요.^^

2018년 5월 4일 오전 10:38

서OO 약사 

#체험사례 

53세 여성.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제 아내입니다.).

재미있는 체험례입니다.

증상: 

환절기 감기 도는 철이면 환자 많아서 아내 자신이 

목 아픔이 오곤합니다.

두통 목 아픔 약간의 쉰 목소리.

평소에 목 아프면 항생제를 2-3일 정도 먹어야

겨우 목 아픔이 해결되는데, 이번에는 안티OOO 

2.2.2 써클OO 2.2.2로 복용해봤는데 하루만에 좋

아졌다고 출근길 차 안에서 말하네요.

평상 시에는 써클OO 1.1 안티OOO. 1.1 복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써클OO 안티OOO는 건강지킴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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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뿐입니다.

처음 안티OOO와 써클OO를 개발하여 제품으

로 만들 때 과연 약사들이 써줄까? 먹어는 볼까? 

많은 걱정을 하고 망설 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주시는 여러분들이 고맙고 감

사한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5월 4일 오후 4:01)

① 류형준 약사

씬지로이드와 씬지록신을 복용 중이라면 갑

상선 기능이상이 있는 것이겠지요.

단순히 안면홍조, 발한의 문제가 아니라 갑상

선기능이상증이므로 갑상선기능이상이 어떻

게 치유되나 잘 관찰하고 치유의 길을 함께 

완주해서 갑상선기능이상을 깨끗이 치유하는 

체험사례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5월 4일 오후 4:04)

2018년 5월 4일 오전 10:58

박OO 약사

#체험사례 

주 호소증~안면홍조. 발한. 땀.

70년생 여성. 통통한 체형.

씬지로이드+씬지록신 복용 중.

가사일과 늦둥이 육아 때문에 몸이 무겁고 늘 피곤

모드.

스트레스 강도도 높아지고 점점 더워지는 날씨로 

인해 여름나기가 걱정 고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안티OOO와 써클OO

설명 후 한 달 전 써클OO만 111 복용 후 몸이 너무 

가볍고 좋음.

홍조에도 효과는 있으나 땀은 반반.

이번 달에 안티OOO 111+써클OO 111 재구매.

생약제제 과립조제 

복용 일주일 후 확인 결과 만족.

여름 폭염에도 써클OO와 안티OOO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4일 오전 11:01

최OO 약사 

#체험사례 

이성O(여. 70세. 165cm. 66kg 정도)

앓고 있는 질환: 무릎연골 닳아서 6개월마다 주사 

맞고 있음. 혈압약 복용. 탈모가 심해서 머리 속이 

많이 보임

내방이유: 1달 전쯤 회를 먹고 난 후부터 배가  

안 좋다며 먹을만한 것 달라고 오심.

평소에 듀오락 골드랑 효모 등 몸에 좋은 걸 자녀분

들이 잘 챙겨드리는 어르신임.

4.23.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원인을 치료하자고 말씀드

리며 써클OO 안티OOO 드리려고 말씀을 나눠보

니, 무릎이랑 혈압, 탈모도 얘기해주셔서 치유를 위

해 복용기간을 설명 드림.

일단 지금 불편한 배를 위해 조금씩 먹어본 후 효과

를 보고 생각해보겠다고 하셔서 각각 소포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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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지금처럼 하면 됩니다.

설명은 약사님의 몫이고 선택은 환자의 몫입

니다.

그리고 약사님의 마음이 치유의 길을 안내하

려는 마음이면 환자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감사합니다.(5월 4일 오후 4:05)

② 최OO 약사

류형준 약사 네 감사합니다.^^(5월 4일 오후 

4:22)

① 류형준 약사

하지 정맥류와 만성피로에 한 체험사례

언제보아도 반가운 체험사례입니다.

처형에게 좋은 선물을 하 습니다.

감사합니다.(5월 4일 오후 4:07)

한통씩 드리고 111로 드시되 따뜻한 물 최 한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3.

배는 어떠신지 전화로 여쭤보니 이젠 편안해지셨

다고 답하시네요.

나머지 오래된 질환들도 치유해보자고 말씀드렸답

니다.

선택은 환자의 몫이고, 일단 효과를 보셨으니 믿음

이 생기셨을 거란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2018년 5월 4일 오전 11:03

서OO 약사 

#체험사례 

58세 여성 이OO.

처형입니다.(울릉도 교육공무원)

증상:

하지 정맥류. 만성피로

투약: 3개월째 복용 중입니다.

써클OO 1. 1

안티OOO 1. 1

경과반응:

어제 교육받으러 육지에 왔다고 

저희집에 왔길래

다리좀 보자고 했어요

하지정맥류가 흔적만 조금남아있고 실지 이가 없

어졌네요.

덤으로 얼굴이 더 예뻐(?)졌네요.

2018년 5월 4일 오후 12:53

최OO 약사

#체험사례 

70  여.

심근경색 기왕력으로 처방약 복용 중.

3월초에 항문 위쪽에 7~8cm 정도 종기 생겨서

항생제 5일분 처방 받아서 복용.

더 딴딴해지고 앉을 수 없을 정도의 심한 고통.

배농산급탕 용량 조절해서 거의 한달 복용하면서

항산화제 쓰고 고약 붙여도 곪지 않음.

2cm 정도 줄긴 했으나 딴딴한 종괴는 여전.

고민 많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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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와~ 약사님 기가 막힌 감이십니다.♡(5월 

4일 오후 2:16)

② 류형준 약사

찌지뽕~

맞습니다.

화농되지 않는 염증은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주변 세포 안에 숨어 

있는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는 써클OO 101

과 안티OOO 101을 6개월 먹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4일 오후 4:10)

③ 박OO 약사

멋진 치험례이십니다.

강의 듣기 전엔 답을 못 찾았다가

강의 듣고 [심장이 순간 멈췄습니다.] 서광이 

비쳤네요.(5월 4일 오후 5:26)

④ 류형준 약사

박OO 약사 박OO 약사 감사합니다.(5월 4일 

오후 5:52)

⑤ 김OO 약사

고수 약사님 이제 발동 걸리셨네요~(5월 4일 

오후 7:12)

⑥ 이OO 약사

심장이 멈추다.

1월에 공감!(5월 4일 오후 7:32)

⑦ 최O 약사

명O 언니 현O 언니!

좋은 약 좋은 곳에 열심히 쓸게요. 늘 존경하고 

감사해요!(5월 5일 오후 11:32)

① 류형준 약사

물론 안티OOO 써클OO 6개월, 써클OO 1년

이란 치유의 길을 설명하셨겠지요.

병증이 심하지 않지만 바이러스 냄새가 물씬 

납니다.

치유의 길에 끝까지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5월 4일 오후 4:11)

3차 약공 강의 듣고 있다가 심장이 순간 멈췄습니다.

답이 보여서요.

그 다음 날 주문해서

안티OOO 111 써클OO 111 10포씩 드렸는데

하루 두 번 드셨는데도 그 딱딱한 종괴가 말랑말랑

해지고 거의 줄어 있었어요.

10포씩 더 쓰고 완치.

지금은 혈압약 고지혈증 요통 지병 치유를 위해

안티OOO 써클OO 계속 복용 중입니다.

화농되지 않는 염증은 바이러스다!

명언! 감사합니다~

날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4일 오후 2:27

우OO 약사

#체험사례 

55세 보통체격 여성.

평상시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잠잘 때 가슴이 눌리

는 감이 있으며, 불안한 마음이 생김.

약간에 속쓰림과 가벼운 오심 있음.

심장에 순환장애와 점막에 오는 바이러스로 인한 

걸로 판단되어 4월 12일, 써클OO, 안티OOO 1-0-1 

2일분 드림.

2일 드시고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심.

그 후로 꾸준히 가져가셔서 드시고, 많이 호전되어 

가고 있다고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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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4일 오후 3:01

정OO 약사 

#체험사례 

3월25일 흑설모 결과사진입니다.

오늘 찍은 사진입니다.

검은 것이 다 없어지셨다고 좋아하십니다.

계속 복용하신다.고 하시네요.

전 이럴 때는 꼭 환자분과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3월25일에 올렸던 체험사례입니다!

#체험사례 

흑설모.

58 세 여, 보통체형.

몇 년 된 흑설모.

처음 접하는 증상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병원가면 약도 없이 가글액만 준다고 

불평하셔서 3월18일, 안티OOO 써클OO 111 7일분 

드셔보시라고 했습니다.

3월25일, 오늘 오셨습니다. 

6개월 복용 당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정량복용하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2장은 3월18일 사진입니다.

첫 장이 오늘 5월4일 사진입니다.

<5월 4일 사진>

<3월 18일 사진>

<3월 18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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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OO 약사

기립박수를 보내드립니다.^^(5월 4일 오후 

3:48)

② 류형준 약사

와우~ 한 달 만에 굉장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른 약사님들도 쉽게 알기 위해 그 동안 약력

을 상세히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5월 4일 오후 4:14)

③ 최OO 약사

와! 정말 최고네요!(5월 4일 오후 4:27)

④ 정OO 약사

류형준 약사 넵 알겠습니다.(5월 4일 오후 

4:39)

⑤ 박OO 약사

정OO 약사 축하 축하할 일입니다. 약국도 탄

탄 로로 가시겠습니다.(5월 4일 오후 5:32)

① 류형준 약사

이제 써클OO와 안티OOO를 입 안에 혀처럼 

자유자재로 활용하십니다.

상기와 같은 증상에 진통제가 아니라 써클OO

를 주고 어떤가 물어보는 그 마음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5월 4일 오후 4:17)

<3월 24일 사진>

2018년 5월 4일 오후 3:41

서OO 약사 

#체험사례 

52세 여성 장OO.

증상: 

5월1일. 

머리가 너무 너무 아프고 어지러운데 한번 먹을 약

만 주세요?

상담지 체크 해봅시다, 하고 체크해보니 아침에 일

어나기 힘들다, 쉽게 피로해진다, 어깨, 허리가 아

프다, 체크하다가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

요.

우선 써클OO 2.2.2 먹고 내일 와보세요, 했습니다.

5월2일.

어떠셨습니까? 했더니, 좋았습니다, 해서 더 자세

히 상담했는데 다음에 온다네요.ㅎㅎ

다음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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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2018년 5월 4일 오후 4:57

노OO 약사 

#체험사례 

1. 정선O, 60  여성

만성비염 만성위염 역류성 식도염 등 모든 점막염

증을 달고 사는 여인으로 알약을 먹으면 토할 것 

같아 산제로만 복용 가능.

두통 수족저림도 오래됨.

4월 25일.

안티OOO 111 써클OO 111

7일 복용 후 먹기 너무 힘들어 간신히 먹었다 함.

증상은 조금씩 개선되는 듯해서 다시 내국. 

이번에는 따뜻한 물에 녹여 드시라 함.

손발부종 개선.

수족저림 개선.

피로감 감소.

변 황금색으로 시원하게 봄.

비염 위염은 워낙 오래돼서 진전이 느림.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기미가 보여 먹기 힘들지만 

치유프로그램 참가 확정. 

안티OOO 써클OO 동량 7일분 가져가심.

2. 20  여성

엄지발가락 옆에 생긴 작은 상처가 생인발이 되어 

곪아 통증이 심한데도 참다가 그 어머니가 신 내

국하심.

병원에도 가지 않고 병을 키우는 중이라고 그녀의 

어머니가 타박하심 

진물도 나오는 걸로 보아 바이러스와 염증물질 배

출하면 빨리 호전될 거라 얘기하고 배농산급탕과 

써클OO 111 4일분 드림. 

그 어머니가 오셔서 염증부위가 부기도 빠지고 진

통도 가라앉았다고 얘기하심.

3. 유동O, 60  후반 남성

목 디스크로 10년 간 안 다닌 병원이 없을 정도로 

온갖 치료를 받았고 한 에 16만원 주사도 맞아보

았지만 무효. 

병원에선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 하는데 수술 후유

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쉽게 보아온 터

라 수술은 절 로 안 하신다.고.

우선 찬 것, 매운 것 조심하고 각탕법 주지하면서 

안티OOO 써클OO 111 222로 3일 드리고 오셨는데 

전혀 차도가 없어서 못 먹겠다고 하심.

10년이나 된 녹을 치우는데 그 정도는 감안해서 천

천히 기다리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설득하며 다

시 5일분 동량 드림.

5일 후 나타나서 반응 없다 다른 약 달라 설쳐 서 

근육약 소염진통제 힘 드시면 드시라고 권유하고 

최소 한 달은 진행하자고 함.

이틀 후 다시 출현. 

좀 반응이 있다, 다시 더 먹어보자 하며 근육약과 

진통제는 전혀 먹지 않았다고.

다시 3일분 동량 드리며 건강플러스 주지함. 

추후 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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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체험사례를 올려주셨습니다.

모두가 잘 개선되고 있는 사례이니 축하합니

다.

사족을 달자면,

1. 부위가 여러 군데이고 심한 것으로 생각됩

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는 초기 1-2개월은 안

티OOO 111과 써클OO 222로 확실하게 증상

을 개선하도록 도와주고 용량을 조절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써클OO와 배농산급탕의 복용으로 심한 생

인발이 좋아졌다니 다행입니다. 만약 안 들었

다면 안티OOO와 써클OO로 복용하셔도 됩니

다.

3. 10년간 어떤 치료를 해도 차도가 없었던 

목 디스크라면 또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로 증상의 호전이 안 보일 정도라면 정OO 

약사님처럼 안티OOO 111과 써클 333으로 용

량을 늘려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된 목 디스크의 증상개선을 

3일 5일 5일 3일 단위로 드리고 효과를 확인하

는 것은 너무 조급한 확인이 아닌가 생각됩니

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정상적인 치유의 길을 자

세히 설명하고 나서 천천히 길게 가야 합니다.

용량을 늘리고 효과가 있으면 증상개선이 확

실해질 때까지 2-3주간 용량을 유지하고 이후 

용량을 조절합니다.

이미 잘 하시고 계신데 더 확실하게 진행하시

라고 사족을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5월 4일 오후 6:07)

② 노OO 약사

네 감사합니다.(5월 4일 오후 6:52)

2018년 5월 4일 오후 7:47

권OO 약사

#체험사례 

장기복용 중인 환자들은 이젠 증상에 따라 용량을 

자유롭게 조절을 하시며 복용하십니다.

소변자리 소변불리로 치유 중인 40  여성.

비용문제로 2달 복용 후 증상이 개선되자 1일 1회로 

2달간 복용하여서 증상이 다시 심해졌고 이것의 이

유를 알고 난후에는 내성문제로 안티OOO는 꼭 2

회로 먹어야 한다 하니, 1달가량 안티OOO만 복용

하다 이후 크게 결심해서 안티OOO와 써클OO 함

께 정량복용한 지 2달 반 지난 여성입니다.

이번 생리 중에 아랫배가 유난히 묵직하고 생리혈

도 덩어리가 많이 나오고 힘들어서 돈 걱정은 잊고 

자신도 모르게 안티OOO 써클OO 222로 복용했답

니다.

이번 생리 때 그동안 복용했던 안티OOO 써클OO

의 치유작용으로 어혈덩어리 같은 생리혈이 많이 

나았다 했는데 이는 병들었던 자궁 점막세포가 장

기복용으로 치유되는 과정에서 증가된 노폐물과 

병적산물로 말미암아 생리를 유독 힘들게 한 것으

로 보여지고 또 환자가 슬기롭게 처를 잘하셔서 

그래도 편히 지나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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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처음에는 말 안 듣는 동행인이었는데 이제는 

알아서 척척하는 우등생 동행인이 되었습니

다.

환자들이 스스로 치유의 길에서 성장하고 있

으니 권약사님은 보람 있고 참 행복하겠습니

다.

저도 물론 행복합니다.(5월 5일 오후 10:49)

후굴되었던 자궁근육의 회복으로 야간빈뇨도 없어

졌고 소변도 첨 시작은 약간 불편하나 아주 시원하

게 잘 나온다고 하며 이번 생리 후 몸이 가벼워졌다

함.

이 여성의 치유여정의 절반은 저와 함께 으나 마

무리는 능히 혼자서도 잘 할 수 있게 성장하고 계셔

서 행복합니다.

2018년 5월 5일 오후 2:11

권OO 약사

#체험사례 

20년 이상 환자들 만나며 함께한 치유기도 후 10여

년 전부터 저의 오른쪽 목 뒤에 탁구공 크기의 원형

으로 뭉쳐진 단단한 염증이 자리잡게 되었고 이의 

치유를 위해 혼자서 목 뒤의 심층 사혈을 해서 어혈

을 풀어내도 난공불락 요새처럼 좀처럼 부서지지 

않았어요. 정말 10년을 끈질기게 이 친구와 씨름했

답니다.

지금은 사라져서 없어졌지만, 오른쪽 견갑골 부위

에 점점 커져서 50원짜리 동전 크기로 자라나서 

흑색종일까 두려웠던 점도 안티OOO와 써클OO 복

용 중에 저절로 떨어져서 사라졌어요.,

 

최근 삼사 년을 절 힘들게 한 염증부위입니다.

최근에 나타나 20일 이상을 절 괴롭혔던 팔과 종아

리와 겨드랑이 부근의 가려움은 무심결에 긁으면 

피가 나고 딱지가 생겼으나 위의 사진은 호전된 후

의 사진입니다.

앞의 체험례에서 심층부의 감염된 세포와 조직이 

치유되면서 나타난 명현으로 이해했습니다.

화농되지 않고 오래된 염증은 분명한 바이러스감

염이 원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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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목에 저 정도 크기의 자국을 남길 정도의 염증

이 피부 속 깊이 있었다면 염증은 얼마나 크고 

단단하고 말썽을 많이 부렸을까 충분히 느껴

집니다.

그러한 염증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밖으

로 려나와 피부까지 나왔습니다.

계속 려나오고 또 려나와서 없어지면 피

부는 정상으로 되겠지요.

작은 염증은 염증이 없어짐과 함께 바로 없어

지지만 큰 염증과 켈로이드가 형성된 염증은 

쉽게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티를 내며서 없어

집니다.

이렇게 염증은 참 무섭습니다.

오랜 동안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권약사님이 스스로 좋아지니 더욱 기쁩니다.

살신성인으로 본인의 치부까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권약사님의 이번 치험사례는 우수체험사례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5일 오후 11:08)

② 류형준 약사

권OO 약사님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있으면 좋을 제품을 두 가지 만들어서 세상에 

내 놓았는데 권약사님을 비롯한 여러 약사님

들이 널리 유용하게 써주시니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5월 5일 오후 

11:30)

③ 권OO 약사

류형준 약사 모든 체험사례에 매번 댓 로 어

긋나지 않고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해주시는 수

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5월 5일 오후 

11:40)

④ 류형준 약사

권OO 약사 감사합니다.(5월 6일 오전 6:19)

⑤ 정OO 약사

좋은 체험사례 감사 드립니다!

하늘의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기도 드리겠습

니다!(5월 6일 오후 1:29)

이를 모른 채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듯 헛수고 헛발

질만 했어요.

그런데 가뭄에 단비처럼 안티OOO와 써클OO가 바

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겉보기엔 멀쩡하나 만신창

이가 된 제 육신을 멋지게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 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 목과 등을 장식

한 하느님께서 제게 주신 훈장 같은 위의 상처들이 

말끔하게 정리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기에 창피함

을 뒤로 하고 이글을 씁니다.

제 몸이 교재가 되어 저를 치유한 방법으로 환자들 

또한 도왔던 저의 일생의 치료법과 안티OOO 써클

OO를 복용함으로 인한 무수한 치유사례를 통해서 

그것을 환자들에게 접목시켰을 때 파생되는 시너

지효과가 얼마나 클런지요.

다시 한번 사리사욕을 멀리하고 세상 밖으로 안티

OOO와 써클OO를 내어 놓으신 류형준 약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5월 7일 오전 10:37

정OO 약사 

결과보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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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정OO 약사님 장하십니다.

절 믿고 다라주신 것도 고맙지만 류마티스에 

새롭게 치유의 길을 만드는 것도 단합니다.

저는 단지 항바이러스제와 림프순환촉진제를 

드리고 설명했을 뿐입니다.

그런 도구로 누구는 류마티스를 치유의 길로 

안내하는 것으로 상용하고 또 누구는 단지 진

통제로 또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하려고 합니

다.

생각하는 로 마음먹는 로 세상의 길이 만

들어집니다.

정OO 약사님과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 같기

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8일 오후 5:16)

② 정OO 약사

3월29일 체험사례 올려드렸던 환자분이 오늘 5윌7

일 오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통증과 불편함이 80% 정도 없어지

셨다고 합니다.

약값이 비싸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몸이 좋아지니 

안 먹을 수도 없다고 하시면서,

한 달분 재구매하셨습니다. 

써클OO 안티OOO 22 11.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소개를 많이 해주셨다고 하

십니다.

효과를 보셨으니 소문을 낼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마음. 바로 동병상련의 마음이겠지요!

3월29일 올려드렸던 사례입니다.

#체험사례 

류마티즘.

67세 남, 약간 통통한 체형.

병의 원인을 모르고 7년 정도 지내다가

자녀들의 권유로 6년 전 서울 병원에 가서 진단 

받고 류마티스 치료 시작하심.

그러다 7개월부터는 약으로는 안 되어서

엔브렐 주사치료 시작하심.

주사는 7일에 한 번씩 본인이 직접 맞으심.

주 증상: 

손가락 뻐근 관절 물 차고 강직성 척추염 목이 잘 

안 돌아가심.

제가 보아온 환자 중에 류마티즘이 가장 심하신 분

입니다.

2월 6일_써클OO만 333 일주일분.

2월 13일_써클OO 333일 2주일분.

2월 23일_써클OO만 333 2주일분

3월 7일_써클OO 222 안티OOO 111 20일분 msm제제

3월 29일. 

오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엔브렐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맞다가 이제는 12일 그리고 보름

에 한 번 맞을 정도로 주사 횟수가 줄었다고 하심.

그리고 계단을 내려오실 때 아프셔서 그냥 못 내려

오시고 옆에 손잡이를 꼭 잡고 내려오시거나 아니

면 몸을 옆으로 해서 한 발짝씩 내려 오셨는데, 이

제는 계단을 그냥 내려오신다.고 하시네요.

그동안 이런 변화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환

자분도 저도 기쁨에 넘치는 아침을 맞이 했습니다.

오늘 부터는 써클OO 22 안티OOO 11 복용하기로 

하고 한 달분 가져가셨습니다.

류형륜 약사님의 이론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믿고 

환자분께 권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치유의 길로 안내

하는 제가 너무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류마티즘도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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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 제가 더 행복합니다. 

선생님!(5월 8일 오후 7:38)

① 류형준 약사

점막질환의 경과는 빠르게 나타나야 됩니다.

경과를 확인하고 또 확인한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오늘 기관지확장증 환자가 오셨는데 지난 달

에 안티OOO 101과 써클OO 201로 복용 중인 

환자분입니다.

처음 경과를 물어보니 여전하다고 해서 천명

은 어떤지 확인해보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래도 많이 묽어졌다고 하더니 그

렇게 보니 많이 좋아졌습니다.라고 인정하

습니다.

감사합니다.(5월 8일 오후 5:19)

② 정OO 약사

류형준 약사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도 기관지확장증 환자 치유 중입니다. 

시작한 지 10일 정도 지났는데 결과 나오는 

로

사례 올리겠습니다.(5월 9일 오전 8:27)

2018년 5월 7일 오전 10:47

정OO 약사 

#체험사례 

5 년 된 기침.

75세 남, 보통체형.

기침이 5년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목이 간질간질하고 변비도 있으시구요.

병원은 다니다.가 안 다니심.

4월16일_써클OO 안티OOO 111 111 일주일분.

4월23_써클OO 안티OOO 111 111 일주일분.

4월30_써클OO 안티OOO 111 111 일주일분.

그동안 미심쩍어서인지 일주일씩만 구입하셨습니다.

5월7일_써클00 안티OOO 11 11 한 달분 구매하셨

습니다.

기침이 좀 잦아들고 목 간질한 것이 좋아지셨다고 

하십니다. 변비는 병원약 드시는데 변화없다고 하

십니다.

정장제 한 달분 같이 드렸습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하시면서도 이번에는 한 달분 재

구매하셨습니다.

5년이나 된 기침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기침도 경험해보면 참으로 괴롭더군요.

담달에는 더 좋은 결과를 기 해봅니다.

2018년 5월 7일 오전 11:03

강OO 약사 

#체험사례 

저의 사례입니다.

안티OOO 써클OO 6개월 후 써클OO만 4개월째 복

용 중인데요.

지난 겨울 감기 한번 안 걸리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지난주 제주의 밤바람을 우습게 봤다가 감기가 심

하게 걸려 콧물이 줄줄 온몸이 아프고ㅜㅜ

보통 감기약 한두 번 먹으면 괜찮았는데 이번 감기

는 저를 놓아주질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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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OO 약사

감기 잘 나으셔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일반인

한테 적용하기에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분 36000원이면 쎄요~(5월 7일 오후 

1:42)

② 정OO 약사

역시 333 요법이 최고입니다!(5월 7일 오후 

4:44)

③ 류형준 약사

강OO 약사 실제로 심하게 아픈 환자는 오히려 

가격을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안티OOO와 써클OO 333으로 쓸 정도라면 병

원에 입원하거나 하루 종일 끙끙거리면서 며

칠은 집안에서 아무 것도 못하는 지경일 것입

니다.

그런 분들에게 가격은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사를 하려니 문제가 되는 것이지 치유

의 도구로 사용할 때는 더욱 문제가 되지 않습

니다.

감사합니다.(5월 8일 오후 5:24)

④ 류형준 약사

이렇게 심할 때는 333요법이 필요합니다.

강OO 약사님이 몸소 333요법의 효력을 실감

하셨으니 앞으로 많은 변화를 기 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8일 오후 6:08)

첫날 안티OOO 111 써클OO 111 차도 없음.

둘째 날 안티OOO 222 써클OO 222 약간 좋아짐.

셋째 날 안티OOO 333 써클OO 333 좋아짐.

넷째 날 안티OOO 333 써클OO 333 완전 좋아짐. 

잇몸 염증도 사라짐.

감기 증상이 심할 땐 안티OOO 써클OO 고용량이 

딱이네요.ㅎㅎ

2018년 5월 7일 오전 11:53

조OO 약사 

#체험사례 

54세. 남자(형부).

머리 무겁고. 어지럼증. 

술 먹고나면 온몸의 종기.

흰머리염색 15일 간격.

나른함.

안티OOO 써클OO 101 2달째.

어지럼증은 병원에서 다 검사해도 이상없다 했는

데 차도를 못 느끼구요.

술 먹고나면 온몸 염증이 요즘 들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마침 안티OOO가 떨어진 시점에 더 심해졌답니다.

2월 23일부터 드셨구요.

위에 글은 4월10일 올린글이에요.

다시 약 보내면서 

안티OOO 111 써클OO는 222 먹으라 하고

타나민 한 통과 우루사 배농산급탕은 십 일치 따로 

보냈어요.

(평소에 술 많이 먹고 음식 전혀 안 가리는 마이웨

이 스타일이에요)

지난주에 전화해보니 종기는 아주 좋아졌구요.

어지럼증은 예전보다 개선되었는데 심하게 움직이

면 아직도 약하게 어지럽다 합니다.

탈모도 있고 또 머리도 심었는데 베개를 보면 머리

도 덜 빠진다 합니다.

약은 몇 번 222로 먹다가 너무 많다고 1포씩 하루 

두 번 드셨다 합니다.

이 정도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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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저도 비슷해요 약사님. 우리 파이팅하자구

요.(5월 7일 오후 6:46)

② 류형준 약사

맞습니다.

실제 효과는 누구나 비슷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확인하고 진행하느냐에 따라 

표현되는 결과는 많이 다르게 나옵니다.

처음 줄 때 증상을 확실히 기록하고 다음에 

줄 때 증상을 비교해보면 바로 나타납니다.

그런 쪽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실

천하면 바로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5월 8일 오후 6:15)

감사합니다.

중간에 한 달 지나도 어지럼증, 종기가 좋아지지 

않아서 식구가 아니었으면 계속 먹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ㅎ

저는 단방으로 준거는 피드백이 없어요.

제 약국이 나이 드신 장기환자가 많아서 약 드리고 

피드백을 금방 들을 수 없기도 하구요. 심지어 말한 

로 약도 안 드십니다ㅜㅜ

젊은 사람들 견비통, 타박 부종에 드려도 소식이 

없고 작은 것 한 통 드린 분들, 나중에 물어보면 

효과를 못 봤다 합니다.

저에 한 신뢰가 없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중간에 

좋아진 상황을 적극적으로 체크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약사님들 사례를 보면 용량조절에 실패한 것 같구요.

식구들도 한 달 넘게 두 달 세 달 먹으니 효과를 

보고 또 이상하게 좋아져도 좋아진 줄 모르네요.

짜증나게 다 똑같다고 답해요ㅎㅎ 하나하나 물

어봐야 좋아졌다 합니다.

류약사님 말씀 로 만병통치약은 아니니까 꼭 필

요하신 환자분께 믿음을 주고 드릴 수 있도록 실력

을 쌓아야겠습니다.

가족들이 거의 4개월째 먹고 있는데 기존에 올린 

체험례 말고도 생각나는 게,

중3 아들 게임 때문에 맨날 어깨 주물러 달라는데 

별말 없구요.

딸아이 비오면 생기는 두통 없고 잠 잘 못자면 저리

다 하는데 그 말도 안한지 한참 되네요.

저는 발바닥 굳은살하고 뒤꿈치 각질이 훨씬 덜 생

겨요.

남편도 등짝 맨날 아파서 주물러 달라하는데 별말 

없네요. 이런 증상개선은 환자분들은 놓치는 것 같

아요.

2018년 5월 7일 오후 12:51

박OO 약사 

#체험사례 

39세 여성.

만성신부전으로 약물치료하다가

2년 전부터 복막투석 중.

지난 겨울부터 소화가 잘 안되고 계속 더부룩.

두통 지속.

수면장애 등으로 힘들어 함.

써클OO 101로 이틀.

속이 편해졌다 함.

써클OO 111로 5일분.

머리 아픈 것도 나아졌다 함.

잠도 조금 더 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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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심부전증 환자에게도 쓸 수 있어서 정말 다행

입니다.

더 좋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개선이 

이뤄졌다니 다행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심부전증 환자에게 써클OO를 

활용할 마음을 갖은 약사님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걸음씩 전진하고 함께 하면 치유의 

길은 더욱 넓어지고 단단해집니다.

감사합니다.(5월 8일 오후 6:18)

② 이OO 약사

박경화 선생님 지금은 어떤지요?

신기능검사 수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6월 

28일 오전 8:16)

① 류형준 약사

테니스엘보의 좋은 체험사례입니다.

작액감초탕과의 병용도 좋은 조합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작약은 근육이완제, 감초는 스

테로이드이니 림프순환촉진제와도 잘 어울리

는 조합입니다.

감사합니다.(5월 8일 오후 6:20)

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와 써클OO 111로 옻물로 인한 염증

이 깨끗하게 좋아졌다니 신기하군요.

필요시에 맞춰 용량조절해서 복용토록 얘기해주고

한 통 드림.

신부전 환자들 약 쓰기가 조심스러운데 림프순환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써클OO가 있어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7일 오후 2:02

최OO 약사 

#체험사례 

정희O(42세. 여. 154cm 정도. 왜소한 체격)

다른 증상으로 내방하셨는데 전에 일주일 동안 계

속 되었던 테니스엘보가 써클OO를 먹고 나았었다

고 얘기해주셔서 노트를 찾아보니 결과를 확인 못

했었던 사례 습니다.

써클OO와 작약감초탕 111씩 3일분 드렸었고 싹 나

아서 신기했다며 가격을 물어보시면서 많이 사면 

할인 안 되냐 하셔서 전국 동일이라 말씀드리니 안 

그래도 인터넷으로 보셨다고 하시네요.

늦게라도 확인하면 참 뿌듯해집니다.

2018년 5월 7일 오후 2:24

최OO 약사 

#체험사례 

김명O(64세. 여).

동그랑땡과 육개장을 먹은 후 갑자기 가렵더니 엄

지손가락 사이에 상처가 있었는데 옻물을 만져서

인지 손등이 심하게 붓고 가려움이 심해졌다고 내

방하심.

처방전을 가져오셨고, 빨리 가라앉을 수 있는 약이 

있다고 하니 하루분만 달라고 하셔서 안티OOO. 써

클OO를 각각 111씩 하루분 같이 드렸고 며칠 후 

오셨는데 정말 퉁퉁 부었던 손등이 정상으로 돌아

와 있었답니다. 

익히 알고 있었지만 눈으로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체험례라서 놀라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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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신기한 일이 많은 것이 바로 안티OOO와 

써클OO가 갖고 있는 치유능력입니다.

감사합니다.(5월 8일 오후 6:21)

① 류형준 약사

정말 치유의 길에 한 사명감이 느껴집니다.

그러한 사명감이 항상 준비를 하게 만들고 언제 

어디서나 치유의 길을 안내할 수 있게 됩니다.

안OO 약사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 오늘

도 저는 행복하고 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8일 오후 6:34)

2018년 5월 7일 오후 4:03

안OO 약사 

#체험사례 

남 56세.

지난 토요일, 멀리서 친구들이 태백산에 모 습니다.

전 안티OOO 써클OO를 피로회복과 홍보용으로 챙

겨갔구요.

각각 한 포씩 먹이고 출발. 산행을 꺼려하는 과체중

의 친구에겐 써클OO 1포 더. 지치는 기색 없이 잘 

따라오더군요.

하산 후 산림욕장에서 저녁 먹고 한 잔. 그런데 한 

친구가 술이 과했는지 다락방 계단을 반쯤 내려오

다 아뿔싸! 사고 쳤네요. 옆구리에 심한 통증 호소

하자 119를 부르려던 일행을 제지하고 일단 써클

OO 3포 투입.

걱정스런 밤이 지나고 아침에 상태를 살펴보니 통

증이 상당히 소실. 골절은 아닌 듯하여 다행. 다시 

3포. 오후 쯤엔 운전을 할 정도로 호전.

사고를 해프닝으로... 국면 전환 능력 탁월합니다.

이 때 그 동안의 저와 약사님들의 임상결과, 세포환

경 정상화 기전을 격하게 설명. 제 얘기와 이 상황

을 지켜본 다른 친구가 딸 먹여보겠다며 한 달분 

예약. 해프닝 당사자도 먹어볼 것을 고려해 보겠답

니다.

태백의 숲을 거쳐 온 이들. 다시 치유의 숲으로 입장~

6개월 차인 저, 한 번의 감기 없이 지내다 이 우중의 

아침에 웬 편도염. 각각 2포.역시.

나들이, 모임의 소포장 지참은 우리들이 지켜야 할 

필수 지침!! 

2018년 5월 7일 오후 4:47

안OO 약사 

#체험사례 

남 59세.

얼굴의 만성 피부염으로 이웃한 의원에서 수년간 

호르몬제 복용.

하루는 산나물 채취하러 다녀온 후 방문했는데 일

광 화상을 입어, 

보는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충혈이 돼 왔더군요.

각질이 일어나 있고 두피충혈, 비듬충만, 거미상 혈

관.

열독을 제거하며 피부조직 복원하자며 안티OOO 

111 써클OO 222.

10일. 

여행 준비물을 챙기려 잠깐 문을 연 토욜 아침. 

그 손님이 오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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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에효~~^^(5월 7일 오후 6:22)

② 류형준 약사

안OO 약사님이 치유의 길에 한 자세가 느

껴집니다.

안티OOO와 써클OO 판매하는 약사님들은 판

매하고 돈을 받으면 거래는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치유의 길은 그 순간부터 치유의 길을 

완주시킬 계약금을 받는 것입니다.

제품을 주고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매개로 치유의 길에 한 임무완수를 조건으

로 계약금을 받는 것입니다.

임무를 완수하고 나면 나머지 비용은 보람과 

행복으로 보너스처럼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5월 8일 오후 6:40)

① 류형준 약사

치유의 길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환 합니다.

그 길에 맨 앞에 권OO 약사님이 계십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응원합니다.(5월 8일 

오후 6:45)

훨씬 안정된 모습으로 피로회복제 사러 오셨다네

요.

그 약 드시면 피로회복제 필요치 않을 텐데요. 그 

약 먹기 힘들어 2일만 먹었다네요. 우짜자고...

하아,,, 하OO 약사님... 와서 이 양반 손 좀 봐주세

요~

술이란 술은 벌컥벌컥 매일 마시고, 졸피덴과 피부

약은 꿀떡꿀떡 잘도 넘기면서 뭔 엄살이 그리 많습

니까?하며 말로 충분히 때려주고 앞으론 잘 먹어본

단 확약을 받고 길을 떠나려는데 성이 안 풀려 다시 

전화해서 또 흠씬 때려주었습니다.

안 드실거면 가져오라는 독설과 함께요. 이젠 잘 

드시겠죠?

2일 만에 변화를 느끼고도 어째 그럴 수 있는지... 

참 야속하더군요.

전후 사진은 아직 시기상조라 다 드신 후 올려보렵

니다.

글을 쓰자니 또 심장이 벌 거리네요.

2018년 5월 7일 오후 7:58

권OO 약사

#체험사례 

피부미용샵을 운 하는 40  초반 여성이 세파클

러 tid로 3일분 처방전을 3번째 들고 온 지난 금요

일에서야 도 체 어디에 염증이 있어 계속 항생제 

처방 갖고 오냐고 물으니, “생인손”때문.

처방전 외에 어떤 약도 주지 말고 처방조제만 해서 

주라는 의사의 요구 땜에 무심히 환자를 하는 제

가 순간 부끄러워져서 그동안 제 로 도와드리지 

않아서 죄송하단 말과 함께 안티OOO 111 써클OO 

222로 2일분 드림.

비용문제도 있었지만 이 요법으로 2일 정도 복용해

도 회복되리란 확신이 있었음.

1회 복용으로 피부색이 회복되면서 낫지 않던 생인

손이 말끔히 나았다며 지난번 눈 다래끼 남성처럼 

이 여성도 여드름으로 고생하는 13살 딸아이에게 

이 약을 먹이면 잘 나을 것 같아 구입하러 오셨다 

합니다.

일단 소포장 1통씩 드리며 101로 복용하라고 했고

처음 약의 효능에 한 세세한 설명과 이해와 함께 

안티OOO 써클OO를 드리니 역시나 환자들이 알아

서 찾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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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날마다 내일이 기다려집니다~~!!(5월 7일 오

후 11:04)

② 류형준 약사

아마도 항문주위에 포진은 오래된 증상일 것

입니다.

6개월 요법 치유의 길 입문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8일 오후 6:47)

①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

체중이 136kg이라면 정상용량을 1.5배로 잡

아도 무난할 것입니다.

지금도 좋아지고 있지만 용량을 늘려보시죠.

또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5월 8일 오후 6:52)

② 서OO 약사

류형준 약사 네. 감사드립니다.(5월 8일 오후 

7:51)

2018년 5월 7일 오후 10:58

최OO 약사

#체험사례 

30  후반~40  초반 여자분.

단골이 아니라서 잘 모름.

5월4일 저녁에 문 닫을 즈음 항문주위 포진이 생겨

서 너무 아프고 따갑다고 호소.

아시크로버 연고는 바르고 있다고 하니

생식기포진에 해서 설명해 드리고

자신 있게 안티OOO 222 딱 하루분만 드리니

더 달라고 했으나 진짜 좋아집니다., 확신을 가지고

천기누설 리플릿 체크해 오시라고 했음.

오늘 7일 아침에 환한 얼굴로 체크지 내 면서 하

루만에 다 나았어요! 함.

전에는 병원을 며칠씩 쫓아다녀도 오래 걸렸는데

세상에 이런 좋은 약이 있다니 감사하다고 함.

6개월 요법 시작하셨어요.

날마다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2018년 5월 8일 오후 12:10

서OO 약사 

#체험사례 

남성 35세 간호사 처조카입니다.

키 181cm 몸무게 136kg.

몸무게에서 보듯이 만성피로 다리 아픔 두통.

아침에 일어나기 힘듦.

투약:

3월29일.

안티OOO 1.1. 

써클 OO 1.1.

그 외 부신피로증후군 양제 유산균을 같이 씀.

경과.

5월6일 왔길래 체크 들어감.

피로도가 많이 없어짐.

다리아픔이 좋아짐.

거품소변이 많이 나옴.

변량이 늘어남.

1년간 먹으라고 권고 했습니다.



 제3장 체험사례 00967

2018년 5월 8일 오후 12:26

서OO 약사 

#체험사례 

68세 남성.

다리 아픈 데 진통제 주세요, 하신다.

언제부터 아프셨나요?

그냥 하루분만 주세요!

3분만 시간 있으세요?

바로 상담 들어갔습니다.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다.

감기에 자주 걸린다.

통증이 잘 낫지 않고 반복된다.

고혈압이 있다.

저녁이면 다리가 무겁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날씨가 흐리면 컨디션이 떨어진다.

체력이 빨리 떨어진다.

쉽게 피로해진다.

추위를 잘 탄다.

투약:

4월16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5월8일.

경과반응:.

피로도가 많이 감소한 상태.

다리 아픔 감소.

근육통이 줄어들었음.

2018년 5월 8일 오후 12:41

서OO 약사 

#체험사례 

33세 남성. 간호사. 처조카.

앞에 올린 35세 조카의 동생임.

증상:

간호사라서 오래 서 있으니까 하지부종. 

다리 아픔.

만성피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듦.

투약:

3월 25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그 외 사 잘 되게 하는 양제, 

효소제제 같이 씀.

경과반응:

5월6일 우리 집에 옴.

이모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쉬워요,

다리 붓는 게 줄었어요,

다리 아픔이 줄어들었어요,

무엇보다도 몸이 가뿐해져서 좋아요,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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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송OO 약사

그러니까 변보러갔다는 말인가요?(5월 8일 

오후 3:12)

② 송OO 약사

아~ 배뇨곤란증이라고 써 있네요.(5월 8일 오

후 3:13)

2018년 5월 8일 오후 12:57

이OO 약사 

#체험사례 

배뇨곤란.

34세 여. 마른체형이나 평소에도 하지부종이 있음.

직원입니다. 

연휴 전에 배뇨곤란이 와서 병원진료 후 항생제 2

종 투여, 3일분 복용하 읍니다.

월요일 출근했는데 소변을 제 로 못 봐서 컨디션 

엉망으로 왔습니다.

병원 가라니 약은 더는 못 먹겠답니다. 원래 위가 

약합니다.

써클OO 303 오늘 아침까지 3회째 복용 중입니다. 

어제 낮2시 처음 복용하 는데 퇴근 후 지금까지 

화장실 벌써 10번 넘게 갔다 왔답니다. 지금도 화장

실 가고 없습니다. 오후1시.

평소 써클OO 상담하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직

원입니다.ㅋ

부종으로 정량복용을 희망한답니다.^^

어느 약사님 말씀처럼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고 마는 사람은 없는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8일 오후 1:39

박OO 약사

#체험사례

저의 체험사례 019번째=[써클OO]

-Nsm 64세 女 155/60 좌슬통 / 비 오려하면 身重 

[써클OO]

-갑상샘저하증약 복용 / 혈당강하제 복용/ 여행만 

하고 나면 감기몸살

-병원선호, 약국기피(처방약은 어쩔 수없이 먹고, 

약국 추천약 거부)

-체력 약하고, 자주 아픔... 2018년 3월부터 남편

이 부탁하여 만들어 감.

-(써클OO 1포+작약감초과립+당귀수산과립=분포

지 합방) tid.

-<평소 따로 주지만 워낙 약기피, 복용기피 심할 

때만 합방해 줌>

-남편 왈, “이거 약 아니다. 식품이다... 식품!!!”

-(3월=10일분씩 2회) + (4월=10일분씩 2회)

-(5월, 6월 장마철 준비 중)

-남편, “최근엔 무릎 아프다 말없고, 비와도 몸 무

겁다 말없다. 가사일을 씩씩하게 잘한다.”

-남편, “남편이 편하려면... 틈 나는 로 수시로 

먹여야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마누라는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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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경주 둘레길 [왕의 길] 4시간 걷고... 

<기림사>에서

2018년 5월 8일 오후 2:24

안OO 약사 

#체험사례 

이O순 67세. 혈압, 심장, 관절약.

3년 전 구안와사 병력 환자가 피로, 기억력 감퇴로 

방문.

한약 신 안티OOO 써클OO 정량, 브레인컨트롤 

한 달.

피로 없어지고 기억력은 아직.

덤으로 두통, 현운, 눈의 피로, 눈 아래 근육 시림/

마비/통증, 안구건조, 견비통, 수족저림, 불면, 눈/

입술 부근 경련, 손가락 쥐, 요통, 관절통, 어눌한 

발음, 습관적 눈 깜박임이 호전.

본인은 남편에게 미안한지 중단하려하나 남편분이 

마누라 아프단 소리 없어져 너무 좋다며 재구매하

며 6개월 채우겠답니다.

동일처방 한 달분.

2018년 5월 8일 오후 2:32

최OO 약사 

#체험사례 

최순O(73세. 남. 168cm. 65kg 정도. 예민한 성격) 

친정 아버지.

불편 증상: 

전립선비 증. 변비. 20년 전 교통사고 이후 다리 

통증 및 저림.

18년 1월부터 표준용량으로 안티OOO 써클OO 복

용하고 계심.

야외 주차 관리 일을 하시는 관계로 올 겨울 극심한 

한파의 향인지 몇 개월 동안은 전혀 차도가 없었

음. 용량을 늘려 드시라고 말씀 드려도 효과를 못보

고 고집이 세신 편이라 잘 안따르셨네요.

오늘 어버이날이라 안부전화를 드리면서 좀 어떠

신지 여쭤보니 일단 위해요소인 추위가 없어져서

인지 변비가 개선 되었고, 젊은 시절부터 고생하던 

야간뇨(전립선비 증)가 조금 개선되기 시작해서 

횟수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시네요. 처방약도 함

께 드시고 계시긴 하지만 그동안은 별로 차도가 없

었거든요. 더구나 몇 주 전 비뇨기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사이즈가 1년 전보다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

다고 하네요. 그리고 멘소래담을 여전히 쓰고 계신 

탓에 그것 때문이라 믿고 계시지만 다리통증이랑 

저림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며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네요.

써클OO를 201로 늘려서 드셔보시라고 말씀 드렸

어요. 조금 더 지나면 안티OOO와 써클OO의 효과

임을 믿으실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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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8일 오후 2:46

권OO 약사

#체험사례 

지난주 만난 63세 여성.

화원에서 화초를 심어 예쁜 화분을 만드는 일을 20

년가량 하신 권사님. 

2~3년 동안 왼팔이 춥고 시려서 떨어져 나갈듯이 

아프고 땀을 비오 듯 흘리며 심장부위의 압박감과 

위도 무지륵하게 아프다며 한약을 드시려고 오심.

그동안은 한의원서 침술과 병원약으로 지내심.

이분의 고통의 원인이 장부 중에서 심장이 피곤하

고 지쳐서 더 왼팔이 저리고 허열로 인해 지나친 

땀이 남.

이 경우 흘리는 땀은 혈액을 잃는 것과 같아서 진액

의 고갈을 가져오며 몸을 더 가라앉게 만들죠.

안티OOO 써클OO 111로 한 달분 드림.

사실 써클OO 222로 드리고 싶었으나 강황과 낫또

가 함유된 혈액순환제를 쓰고 싶어 111로 했으며

또한 이분이 지방간도 있어서 우루사100mg도 드

리고 장간순환이 잘되어 명현반응이 오더라도 빨

리 지나갈 수 있게 한방 이담건위소화제도 드림.

벌써 오늘 팔저림이 많이 호전되어 아픈 동료분과 

오셨고 심장의 기운이 살아나서 밤에 잠이 안 오고 

말똥말똥 생기가 생긴다네요.

2018년 5월 8일 오후 4:45

우OO 약사

#체험사례 

84세 여성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몸이 안 좋아지심.

1. 어지럽다.

2. 손등 발등이 차고 저리다.

3. 얼굴이 붓는다.

4. 불면증이 있어 보통 새벽4시까지 못 주무심.

5. 걸으면 넓적다리 근육통생김.

4월26일. 

써클OO 202 안티OOO 101 

3일분 드림.

4월28일. 

증상: 

1~3번까지는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하심.

4~5번은 아직 모르겠다고 하심.

5월2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로 용량을 늘림.

5월8일. 

잠도 잘 오고 넓적다리 가벼워지심. 모든 증세가 

많이 좋아지심. 써클OO 20포 안티OOO 10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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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지방간 굿바이~~^^ 축하합니다!(5월 9일 오

후 1:08)

② 류형준 약사

지방간까지 좋아지다니,

간혹 써클OO로 체중이 줄고 뱃살이 빠졌다는 

체험사례가 올라오지만 아직 제 뱃살은 줄지 

않아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지방간이 없어졌다니 림프순환촉진이 지방

사에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강OO 약사님, 새로운 체험사례에 감사드립니

다.(5월 10일 오전 11:55)

2018년 5월 8일 오후 10:59

김OO 약사 

#체험사례 

83세 친정어머니.

안티OOO&써클OO 기본으로 드신지

3개월이 지남.

건강을 위하여 드시는 중.

변이 요실금처럼 가끔 변기에 앉기 전에 실수를 

하곤 하셨는데 그래서 며느리 보기가 좀 그랬는데

먹다보니 언제부터인지 변을 하루에 한번 아주 

시원하게 보신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여담입니다.

이번 연휴에 친정어머니 남동생 올케가 놀러왔어

요.

각자 안티OOO&써클OO 챙겨 와서 아침 저녁 꼭 

챙겨 먹네요.

2018년 5월 9일 오후 12:31

강OO 약사 

#체험사례 

55세 남자 강00.

제 남동생이구요.

고혈압 지방간 간수치 높음. 만성위염 하지불안증

후군.

건설 회사 다니는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음주도 

많이 하는 편이구요.

유산균 간장약 비타민씨 오랜 기간 복용 중.

하지불안증후군 치유를 위해

써클OO 11로 3개월.

써클OO 11 안티OOO 11로 4개월째 복용 중.

하지불안증후군으로 인한 수면 장애가 심해 늘 피

곤해 했는데 써클OO만으로도 증상이 한번도 나타

나지 않았구요.

만성적인 허리 통증도 좋아졌구요.

근원적인 치유의 길로 가고자 안티OOO 병용 중인

데요.

머리숱도 많아졌고 소화도 잘 된다고 했는데,

며칠 전 건강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20년 넘게 없어

지지 않았던 지방간이 깨끗이 사라졌답니다.

간수치도 정상. 위염도 약간 있는 정도라 병원에서 

건강 상태가 아주 좋아졌다고 하더랍니다.

본인도 건강 상태가 좋아진 걸 느끼고는 있었지만 

지방간이 없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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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자신있게 안티OOO 써클OO 권유!(5월 9일 

오후 2:52)

② 류형준 약사

축하합니다.

안티OOO와 써클OO를 활용하는 약사님이라

면 이러한 정도는 쉽게 해낼 수 있는 치유의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당뇨는 어떻게?

당뇨에 도전할 찬스인데 함께 도전해서 당뇨

없는 치유의 길로 가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10일 오전 11:58)

③ 김OO 약사

류형준 약사 네, 환자분을 위하여 설득,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5월 10

일 오후 4:27)

① 류형준 약사

시술 후 멍이 든 것을 하루 만에 빼주셨군요.

웬만한 멍은 써클OO 333으로 3일이면 부

분 정리가 됩니다.

다음엔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5월 10일 오후 3:26)

2018년 5월 9일 오후 12:48

김OO 약사 

#체험사례

윤OO, 여, 만 62세.

당뇨약 복용 중. 

4월 25일.

만성허리통증으로 처방약 받으러 오셔서, 당뇨 때

문에 엄지발가락 염증이 잘 안 낫는다고 푸념하심.

(옳지) 염증이 심해서 많이 부은 상태. 자신 있게 

안티OOO, 써클OO 권유. 

미심쩍어하셔서 안티OOO, 써클OO 101 이틀분 드

리고 다음날 전화. 더 아픈 것 같아 안 드시려하는 

걸 마저 드시라 설득. 

다음날 전화하니 곪아터져서 시원하다 하심.

5월 9일.

오늘 처방약 받으러 내원, 발가락이 깨끗하게 나았

다고, 전화 줘서 고맙다고 웃으십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9일 오후 2:44

최OO 약사 

#체험사례 

이향O(50 , 여)

5월4일.

얼굴에 시술을 받아 멍이 많이 든 상태로 내방하심.

멍 빨리 뺄 수 있는 제품이 있다고 말씀 드리니 1일

분만 원하셔서 써클OO 222씩 1일분 드림.

5월 9일.

확인차 전화 드리니 그 덕분인지 멍이 거의 다 빠지

고 조금만 남으셨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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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결국 20일 만에 아침 첫 구역질이 없어졌군요.

고혈압과 만성피로까지 있으니 가야할 길이 

멀지만 우선 첫 번째 확인 도장을 받았습니다.

치유의 길을 위해 완주 도장을 모두 채우도록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5월 10일 오후 3:36)

② 이OO 약사

위 그림 코팅해서 상담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

하고 있습니다. 감사 드립니다~~^^(6월 22일 

오후 5:04)

2018년 5월 9일 오후 5:15

박OO 약사 

#체험사례

저의 체험사례 020번째=[써클OO]+[안티OOO㊉]

-KSM(남 39세?)_역류성 식도염(아침마다 헛구역

질)

-고혈압약 5년째 복용 중(술 자주 마심)_복부비만

-만성피로와 신경 많이 쓰는 일을 한다. 간 피로.

-식사는 불규칙적 / 소화는 잘 되고, 변활동 양

호.

2018년 4월 5일 [써클OO]+[안티OOO㊉] 각 60포 

(1포씩 tid)

<중간경과>

1. 처음 4일간 화장실 못가 힘듦-5일째부터 정상해

결

2. 일주일 후 입안에 염증이 발생(식생활, 바쁜 생

활 전혀 개선 못함)

- 써클OO/안티OOO 때문이 아니고 불규칙생활 때

문이라고 말해 줌..

<4월 24일>

-복부비만은 표가 덜 나지만, 사람들이 “살 빠졌

다.” 말함

-피로개선, 역류성식도염_편안 <아침마다 구역질>

없어짐.

-(지금 외국에 살아서 5월에 귀국하면 방문하겠다 

함.)

※ 컬러프린터로 프린트하셔서 설명 때 활용해 보

셔요.(두뇌림프 그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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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짝짝짝 단하십니다.

자신감 있게 설명하신 약국장님이나

의심하면서도 잘 따라와 준 고객에게도 칭찬

해 드립니다.(5월 9일 오후 6:08)

② 이OO 약사

좋은 결과 기다립니다~^^(5월 9일 오후 6:37)

③ 류형준 약사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정OO 약사님 뒤에는 

2018년 5월 9일 오후 5:45

정OO 약사 

#체험사례 

무릎수술을 되돌리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선O, 61세 여. 

약간 과체중. 식당주인이십니다.

오른쪽 무릎의 연골의 반쪽이 닳아서

무릎안쪽으로 통증이 심함.

허리통증도 있음.

병원에서는 연골의 반쪽이 닳아서 그런 거니까

반쪽만 수술하자고 했답니다.

천기누설 책자에 소개된 육상선수의 경우를 믿고

같이 수술 없이 치유해보자고 했습니다.

수술은 나중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렸습

니다.

11월 21일ㅡ써클OO 안티OOO 한 달 11ㅣ1 정랑복

용.

그때 약 드시고 10일 지나서 식욕이 너무 좋아지셨

고 체중이 10일 만에 2킬로 증가해서 어떻게 된 일

이냐고 저에게 항의를 하기도 하섰지만 다 지나간

다고 설명 드리고 계속 복용하셨습니다.

그러다 한동안 안 오셨습니다.

1월 22일ㅡ써클OO만 한 달분.

2월 6일ㅡ써클OO 안티OOO 한 달 msm관 양제 

같이 드림.

3월 16일ㅡ한달분.

4월 23일ㅡ10 일분.

5월 8일ㅡ10 일분.

5월 9일ㅡ어제 자세히 못 물어봐서 다시 여쭤봤습

니다.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무릎에 통증이 없다고 하십

니다.

더불어 허리통증 발목통증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진통제가 아닌지 

물어보십니다. 그 정도로 통증이 없으시다니 참으

로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병원에서 연골이 없어서 

뼈가 뼈끼리 부딪혀서 괴사가 되고 있다고 했었는데 

통증이 이렇게 없어진다는 것은 진통제이거나 없어

졌던 연골이 재생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병원 가셔서 사진 한번 찍어오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기다려집니다.

천기누설책 육상선수 예를 보고환자분께 연골도 

재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같이 치유를 시작했

는데 너무 기쁩니다.

가시는데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습니다. 속으

로 믿고 따라줘서요. 

그런데 가시면서 환자분께서 그러시네요!

제가 감사하지요!

환자분들에게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천기누설 책자와 치유이론을 강하게 확신하고

몇 개월 동안 열심히 한 보람이 있습니다.

차후에 병원검사 나오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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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라가 가득합니다.

그 아우라에 환자들은 믿음을 갖고 저절로 따

라가게 됩니다.

이제는 원하시는 로 마음껏 펼쳐보세요.

감사합니다.(5월 10일 오후 3:42)

① 이OO 약사

축하드려요~(5월 9일 오후 10:24)

② 김OO 약사

이OO 약사 감사합니다.(5월 9일 오후 10:24)

③ 서OO 약사

많이 축하드립니다.^^(5월 9일 오후 10:40)

④ 김OO 약사

축하드립니다.(5월 9일 오후 10:56)

⑤ 조OO 약사

저도 4개월 다 되가는데

손등 편평사마귀는 색이 옅어지고

머리카락은 확실히 덜 빠져요.(5월 10일 오전 

1:15)

⑥ 이OO 약사

조OO 약사 편평사마귀 사진으로 남겨 주세

요. 전후 사진비교!(5월 10일 오전 8:13)

⑦ 류형준 약사

결국 탈모가 줄어들고 발모가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5월 10일 오후 4:18)

① 류형준 약사

써클OO 222와 당귀수산 111이 타박상에 큰 

차도를 가져왔습니다.

2018년 5월 9일 오후 10:14

김OO 약사 

#체험사례 

60세 여, 본인.

안티OOO&써클OO 기본으로 시작한지 4개월 지났

습니다.

컨디셔 안 좋을 때는 증량해서 먹기도 하죠.

그렇게 먹다보니 욕실 배수구에 빠진 머리카락이 

거의 안 보임.

지난 주말에 제 두피를 살펴 봤습니다.

흰머리가 집해서 난 것을 젊어서 뽑아버렸더니 

50원 동전 크기 정도로 원형탈모처럼 머리가 하얗

게 비어 있었는데 몇 번을 찾아봐도 없네요.

2018년 5월 9일 오후 10:23

김OO 약사 

#체험사례 

50  중반 남.

지난 금요일에 통풍으로 아파서 고생하는 무릎에 

작업 중에 물건이 떨어저서 타박상을 입어통증클

리닉하고 처방을 받아 약을 타러왔어요.

일을 해야하는데 출근도 못한다고 넋두리를 하네요.

안쓰러워서 처방약을 주면서 

써클OO 2포 당귀수산 1포1일 3회 먹으라고 그냥 

주었죠.

월요일에 왔는데 아주 회복이 빠르다고

오늘은 아내가 무릎이 아프다고 그 관절약 또 달라

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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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통풍까지 확실하게 치유의 길로 

인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10일 오후 4:21)

① 류형준 약사

앞의 사례를 붙여서 올려 주시면 더욱 좋겠습

니다.

이 정도면 발가락은 다 나은 것이겠지요.

자를 수도 있던 발가락이 치유되었다니 이는 

한사람의 인생에 큰 선물을 한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10일 오후 4:24)

② 김OO 약사

발가락을 살리시는 의인이 되셨네요. 김약사

님 축하드립니다.(5월 11일 오전 10:14)

2018년 5월 9일 오후 10:53

김OO 약사 

#체험사례 

70  후반 할머니.

전에 올렸던 발가락 자를까 봐 겁내시는 할머니.

한쪽 발을 절면서 방문. 

병원 치료 중이나 좋은 마이신 달라고 하고는 프로

폴리스제제 먹고 좀 낫다고 말함.

그러던 중 안티OOO 써클OO가 도착하여 2일분씩 

사가신다. 각 111 복용.

몇 번 사 가시고 입원 후 발가락에서 물이 나오면서 

잘 아물지 않았는데 아물기 시작.

이제 사람 돼 가신다.고 좋아하신다.

의원에서 양제 맞아야한다고... 그래서 몇 째 

맞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며칠 지나니 시커멓던 발가락이 빨개지면서 아프

다고 한다. 

신경이 살아나고 있다고 더 드셔야 한다고 했더니 

카드 가지고 와서 1통씩 사 가신다~

그 다음주에는 딱지 생겼다고 자랑하십니다.

양제 맞고 써클OO로 돌려주니 더 빠른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 빠른 속도로 회복 되어가고 있습니다.

1통씩 다 드시고 재구매해가시면서 발가락은 잊어

버리심.

방귀가 아무데서나 나오려하고 냄새가 독했는데 

방귀도 없어지고 냄새도 없어져서 좋다신다.

2018년 5월 10일 오전 9:24

조OO 약사 

#체험사례 

만성소화불량.

은행vip실 실장님 30  후반 여.

위장기능이 약하고 냉하고

만성소화불량. 식곤증. 

항상 더부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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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진정한 치유의 길의 본 모습입니다.

개별증상의 개선이 아닌 전체적인 건강수준

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약사님들 모두가 이러한 치유의 길에 안내자

가 되어 환자와 함께 완주하게 되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5월 10일 오후 5:12)

② 강OO 약사

좋은 치험례 넘넘 감동입니다. 함께하니 훨씬 

좋아요.(5월 10일 오후 8:09)

업무상 vip 고객들 비위 맞추기가 힘든 듯. 

스트레스.

잇몸질환 이가탄, 한방소화제를 복용 중.

3월 14일.

써클OO 111 20포.

찬 것, 매운 것 드시지 마시고 또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꼭꼭 오래 씹어서 드시라 함.

아무래도 긴장, 스트레스. 교감신경 흥분돼서 

내장평활근 림프순환이 약해진 듯.

3월 21일.

일단 속이 편해지고 덜 피곤하고 까스가 덜 찬다고

(췌장, 담즙은 이상없다 함).

증상은 일시적으로 개선되지만 조심 안하면

완전한 치유가 안되니 4-6개월 드시라고 말함.

일단 써클OO 11 한 달 더 드시고

안티OOO랑 같이 드시기로 결정. 

지난 3월 사례.

5월 9일.

써클OO 11 30일분 추가.

선점; 속이 편하다. 그간 소화가 안돼서 소화제 복

용은 1번(한방소화제는 안녕이네요ㅎ)

일단 속이 편하고 흡수가 잘 되니 컨디션, 피로, 빈

혈개선, 얼굴 안색이 좋아지고 미모가 살아난 듯ㅎ

아마도 vip실에서 소개로 올 듯ㅎㅎ

 

편하니 본인조절하는 듯 싶어 꾸준히 복용하라 함.

위・장관 근육세포의 정상화작용과 림프순환으로 

양분공급과 세포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를 주어 

재발 안 되고 면역력을 키우게 안티OOO를 같이 

드시라고 말함.

다음을 기약하며 가네요.

실장님이 가격에 민감하신 편이신데 만족하고 가

시네요.

2018년 5월 10일 오전 9:25

조OO 약사 

#체험사례 

상열하냉. 피로, 면역력 결핍.

20  후반 여성, 보험회사 고객상담직원.

가끔씩 들리는 고객. 

오늘 여행가는데 생리 연기 목적으로 피임약과 항

바이러스제 연고 사러 오심.

전시된 써클OO, 안티OOO를 보고 상담.

림프순환개선으로 필요한 양분, 산소, 수분을 주

고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바이러스와 불필요한 세

포 사물질, 노폐물, 정체해 있는 것을 제거해보자

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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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앗! 이렇게 많으면 건강 수준이 매우 좋지 않

은 것이니 써클OO 101도 좋지만 써클OO 222

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증상개선이 이뤄지면 안티

OOO 101 써클 222로 확실히 개선하고 난 후 

안티OOO 101과 써클OO 201로 6개월 복용하

면 됩니다. 

감사합니다.(5월 10일 오후 5:14)

거의 다 체크네요.

림프순환을 시키고 바이러스를 없애자고 함.

pcos로 2-3달마다 생리. 전에 야즈 복용함.

체중 8kg 증가.

자궁근종, 물혹이 있어 6개월마다 검사(이것도 줄

어들 수 있다. 생리도 규칙적으로 될 수 있다.) 

스트레스나 피로감으로 자주 편도비 . 병원 가서 

치료.

(교감신경 흥분돼서 수족, 복냉이 생기고, 이에 상

열하냉을 고쳐보자고 함)

바이러스감염으로 만성적 질환치유와 면역력 강화 

필요성을 느끼고 치유의 길로 가보자. 그리고 이 

약을 만난 게 당신의 행운이라고 말함ㅎㅎ.

4월 27일.

써클OO 11 10일 복용 시작

문자 체크.

피로는 덜하다고, 좀 먹기 불편하다고 해서,

익숙하면 괜찮아진다고 말함ㅎㅎ.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안티OOO와 같이 더 복용 

시킬 예정이네요. 리모델링으로 가자고ㅎㅎ.

2018년 5월 10일 오전 9:26

조OO 약사 

#체험사례 

정전기 방지.

본인. 

써클OO 3개월.

써클OO 11 안티OOO 11 4개월째 복용 중.

작년까지 정전기가 심해서 무선전화기를 받으면 

정전기로 꺼지고,

45포 로터리 기계 조제기가 접촉 순간 정전기로 

꺼져서 아주 깜짝 놀라고 애먹음.

그리고 컴퓨터 마우스를 잡는 순간 스파크로 고생

하고 환자와의 스파크로 민망. 

해서 정전기 패드며 동전도 붙혀 놓고 함ㅋㅋ.

올봄 언제부터가 정전기가 없어짐.

아마도 피부의 보습작용과 해열작용,

말초순환으로 건조증이 개선된 듯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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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OO 약사

그렇군요. 저도 정전기로 불편했었는데 약사

님께서는 아주 심하셨군요!

그때마다 깜놀! 잘 압니다!(5월 10일 오전 

9:31)

② 조OO 약사

정OO 약사 맞아요. 깜놀. 발전기도 아니고ㅎ

ㅎ.

로타리 기계 조제하다가 재부팅시간이 길어 

난감한 적이 여러번이었죠.ㅎㅎ(5월 10일 오

전 9:43)

③ 이OO 약사

축하드려요~. 건강이 최고예요!(5월 10일 오

전 10:26)

④ 류형준 약사

정전기방지 효과도 있군요.

처음 올라온 체험사례입니다.

신경흥분이 줄고 보습이 잘 되고 염증이 줄어

드니 정전기도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한 정전기방지 효과의 발견

입니다.

감사합니다.(5월 10일 오후 5:17)

① 류형준 약사

뿌리까지 뽑으려면 안티OOO 써클OO 6개월

은 알고 계시죠?

아마도 단순히 땀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상태도 많이 개선되었을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치유의 길을 손잡고 함께 끝까지 완주해 보세요.

보람된 마라톤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5월 10일 오후 5:20)

탈모, 눈썹 자라고, 피로개선, 습진, 보습작용에 정

전기 방지 추가입니다. 

2018년 5월 10일 오후 12:18

박OO 약사 

#체험사례 

김금O, 59년생, 키 160, 체중 65.

땀으로 1년에 한번씩 약국에서 보약처럼 양제 복

용하신 단골분.

이번엔 복잡하게 복용 말고 

안티OOO 101 써클OO 111로 근본치유를 하자고 했

습니다.

이상고온으로 땀으로 고생하실텐데 2주복용 후 확

인해본 결과,

몸도 가볍고 너무 상쾌하니 좋다 하십니다. 물론 

땀도 조절이 되구요.^^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10일 오후 1:21

권OO 약사 

#체험사례 

“집사람 손이 빨개지고 뜨끈뜨끈해졌어요.”

손은 다른 부위보다 많이 움직이나 혈관이 별로 없

는지라 레이노어증후군 같은 말초 순환장애로 인

한 수족냉증이 잘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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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 모든 것이 바이러스감염증이라면 누가 믿

을까요?

오래된 증상은 바이러스감염증입니다.

그렇게 뿌리를 뽑고 증상이 개선되면 웬만해

서 증상이 다시 나타나질 않습니다.

또한 온 몸의 건강수준도 한두 단계 업그레이

드 되겠지요..

권OO 약사님은 참 많이 다양하게 환자들과 

치유의 길을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10일 오후 5:24)

40  후반인 이 여성은 처음 20일은 써클OO로만 

222 복용하여 먼저 노폐물을 배출시킨 후에

안티OOO 써클OO 정량복용 2달을 지나서 3달째 

들어서고 있엉요.

건강한 내몸 만들기 여정을 잘 따르고 계십니다.

2018년 5월 10일 오후 2:27

변OO 약사 

#체험사례

김OO. 50 . 여.

골반염으로 오랫동안 고생. 무릎연골도 많이 달아

서 통증이 심함.

3월 5일.

안티OOO 111 써클OO 222로 3일 투여. 

골반염과 무릎통증이 많이 완화됨.

3월 10일. 

안티OOO 111 써클OO 111로 한 달 투여.

많은 효과가 있다면서도 경제사정으로 당분간 중

지함.

안티OOO 써클OO를 복용하지 않더라도 각탕법 등 

건강플러스는 계속해서 시행하도록 부탁.

#체험사례

이OO, 9세, 남.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아토피 약간.

이앤디시럽. 피스테롤. 올레프로 등 하정헌 양요

법으로 투여하면서 약간의 증상이 호전 되었으나 

복용이 복잡하고 각 제품마다 복용기간이 달라서 

용량 로 복용이 안 됨. 

안티OOO 써클OO 설명하고 투약.

2월 2일.

안티OOO 써클OO 1.5 1.5 한 달 투여. 

1달이면 15일 정도 병원 방문이 줄어들기 시작.

3월 3일.

안티OOO 써클OO 11 투여. 

증상이 많이 호전되고 1달에 2번 정도 병원방문.

4월 3일. 

안티OOO 써클OO 1.1 투여.

4월 30일. 

안티OOO 써클OO 1.1 투여.

5월 8일. 

요사이는 얼굴보기가 힘듦.

#체험사례

이OO, 고등학생,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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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세 건의 체험사례를 올릴 정도라니 축하합니

다.

이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함께 하다보면 

치유의 길은 도무문의 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5월 10일 오후 5:31)

알레르기성 비염 및 피로

2월 7일. 

이 학생 아버지의 만성 구내염. 피부 묘기증 치료 

목적으로 투여. 

안티OOO 써클OO 111 각 20포 투여.

2월 15일. 

안티OOO 써클OO 111 1달 투여 하면서 따님의 알레

르기성 비염도 치료하게 됨.

따님 안티OOO 써클OO 11 한 달 투여.

3월 22일. 

아버님 본인은 차도가 덜 하다며 따님 약만 챙김.

안티OOO 써클OO 1.1 한 달 투여. 

비염 및 피로가 아주 좋아져서 열심히 챙겨 먹는다 

함.

4월 22일. 

따님만 안티OOO 써클OO 11 한 달 투여.

안티OOO 써클OO 111 투여.

2018년 5월 10일 오후 3:11

서OO 약사 

#체험사례 

여성 62세.

4월 23일 올렸던 분입니다.

증상:

오른쪽 늑골아픔.

환자 스스로는 통증이 심하고

덩어리가 만져지는데

병원 CT검사에서는 안나온다 함.

입마름. 입이 쓰다.

손발이 차다.

앉았다가 일어서면 어지럽다.

손발이 저리다.

배가 차다.

변비.

투약:

18년 4월 14일 시작함.

처음 20일간

써클OO 3.3.3

그다음 21일째부터는

써클OO 2.2.2 안티OOO 1.1.1

 

5월10일.

오늘 약국에 오심.

 

경과반응:.

오른쪽 옆구리 및 통증이 50% 감소했음.

아랫배가 따뜻해짐.

머리가 맑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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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

많은 약사님들이 서OO 약사님과 같은 약사님

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누구한테나 똑같은 천기누설건강법과 

안티OOO, 써클OO를 드렸습니다.

똑같은 것을 갖고 누구는 치유의 길과 함께하

면서 몸 전체의 건강을 올리는 도구로 사용하

고 누구는 단순히 아플 때 며칠 먹는 만병통치

약으로 사용합니다. 

약사님들 모두가 치유의 길의 진리를 깨달아

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5월 10일 오후 5:39)

변이 잘 나옴.

신기한 점은, 오른쪽 옆구리 통증이 밑에서 부터 

시작해서 올라갔는데

써클OO 안티OOO 복용 후 아래로 내려오면서 좋

아지고 한군데만 뭉쳐있던 것이 풀리면서 돌아다

닌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써클OO와 안티OOO가 아니면 이런 환자분은 제가 

상담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병원CT 검사상에서 이상없다하면 아무 할 말 없었

지요!

류형준 약사님께 많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 5월 11일 오전 11:30

서OO 약사 

#체험사례 

62세 남성. 30년지기 교회형님.

장거리 택배기사이심.

20여 년간 저한테 한약을 드시는 분.

이번에 전화가 와서 당뇨전문병원에서 진단 받았

는데 당뇨 좀 한약으로 고쳐달라 하길래,

혈액검사 결과지 들고 약국으로 오시라해서 상담

지 체크 들어갔습니다.

증상:

공복혈당 121(정상70-100).

식후혈당 197(70-140).

총 콜레스테롤 211(<200).

지질 257(<150).

LDL콜레스테롤108(<130).

HDL콜레스테롤 52(>40).

헤모글로빈 A1C 6.2(4.4-5.6).

무릎관절이 아프다.

다리가 찌릿찌릿하다.

발바닥도 찌릿찌릿하다.

콧물이 잘 난다.

기억력이 나빠진다.

기왕병력:

폐병 뇌경색 충수염.

당뇨는 현 의학적 개념에서는 형님 피에 당이 남

는 것에 초점을 두고 치료하는 것이고 제가 하는 

양요법은 형님 세포가 당을 못 먹어서 오줌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세포가 당을 먹을 수 있도록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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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당뇨환자는 혈당조절능력이 좋아지면서 저혈

당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혈당체크

를 자주 하면서 혈당에 맞춰서 혈당강하제의 

조절을 해야 합니다.

혹시 그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혈당강하제로 

인해서 저혈당이 오고 이후 반 로 우리 몸은 

저혈당을 극복하기 위해 고혈당을 유발합니다.

꼭 기억하고 참고하세요.

장기 복용으로 혈당강하제를 모두 끊고 하이

파이브 할 날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5월 11일 오후 7:56)

② 서OO 약사

류형준 약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5월 11일 오후 9:50)

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 드림.

병원처방 당뇨약은 그 로 복용하면서 양요법을 

1년간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치료하다보면 병원에서 당뇨약을 줄이다가 처

방 안내는 날 저하고 하이파이브하자 했습니다.

18년 5월 1일. 투약 시작함.

써클OO 2.2.2(20일간 이 용량으로 쓰기로 함).

셀렌 크롬 아연제제. 칼슘 마그네슘제제.

유산균.

사 잘 되게하는 양제.

비타민B6, 비타민D, 부신피로증후군 양제.

경과반응:.

5월 11일.

몸이 가벼워졌다.

머리가 맑아졌다.

변이 시원하다(변비 답니다).

방귀가 자주 나온다.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

제가 보기에는 얼굴빛이 환해졌네요.

2018년 5월 11일 오후 12:13

조OO 약사 

#체험사례 

목소리 안 나올 때.

지난번에 목이 아프고 소리가 안 나온다고 해서

전에는 향성파적환을 주었는데 요즈음은 써클OO 

111 안티OOO 111 1일분 처방.

오늘 또 추가네요.

설문지 같이 드리고 체크하시고 꾸준히 드셔보시

라고.

사실 옆에 카드사 콜센터가 있어서 여직원인줄 알

았는데 오늘 물어보니 강의하는 분이라고 하네요.

열강하시다 보면 목에 힘을 주고,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발생되는 성 나 인후 쪽의 세포 사물질, 

노폐물을 정리하고 따라서 환경개선과 양공급이 

되는 듯싶네요.

아마도 다음 주부터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에 마

이크 잡으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할 듯싶은데, 

거참 광고할 수도 없고ㅋㅋ

또 후보자들의 낙선 중압감과 스트레스에도 딱일 

듯.

시장후보 변인하는 친구 넘 선물할까 고민 중ㅎㅎ



00984  A BOOK OF EXPERIENCES

① 정OO 약사

저도 응용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5월 11

일 오후 1:51)

② 류형준 약사

인후통이나 성 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도 물

론 안티OOO와 써클OO가 효과가 있습니다.

선거철이니 만큼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5월 11일 오후 7:58) ① 윤OO 약사

의사회에 협조공문이라도 보내야겠어요.

약사의 치유를 방해하지 말아달라고.(5월 11

일 오후 1:19)

② 김OO 약사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입니다. 류형준 

선생님  늘 되새기고 있습니다.(5월 11일 

오후 3:00)

③ 류형준 약사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해하고 받아드리고 다시 경험하고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결과로 말합니다.

안OO 약사님의 행보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11일 오후 8:05)

2018년 5월 11일 오후 12:37

안OO 약사 

#체험사례 

고O열, 여, 56세.

2월 23일 글.

응급실에서 수시로 프로포폴을 맞으며 위기를 넘

겨왔던 자궁출혈 환자가 안티OOO 써클OO 11로 한 

달 드신 후 출혈 뚝!

이후, 111로 한 차례 더 드시고 치유의 가닥을 잡았

던 분이 얼마 전 들려 산부인과 담당의가 진찰 한 번 

해보자며 일체 약 금지령을 내려 한 달 쉬었다네요.

이건 식품이기에 무관하다 했지만 안타까울 뿐. 

기다렸죠.

어제 그녀가 회귀했습니다.

급히 들어와 안티OOO 써클OO 한 통씩 달라며 111

로 먹어야 되죠?하며 휭~가시네요.

한 달의 공백을 메우려는 그녀의 의지가 느껴지더

군요.

끊겼던 치유에 한 투자를 다시 이어갑니다.

견비통과 수족저림 사라졌단 부언도 남기시네요.

요실금수술 예약 했다 하여 1년 후로 연기하자니 그

리하겠다네요. 차후 검진 결과도 알려 주겠답니다.

벌써 기 가 됩니다.

첨에 비싸다며 툴툴거렸던 그녀가 아닙니다.

류약사님 말씀 로 기다리니 다시 오시네요. 

2018년 5월 11일 오후 12:57

권OO 약사 

#체험사례 

4월 13일.

5년 넘게 길랑바레증후군을 앓고 있는 72년생 여성.

일어나서 앉아 있기 힘들어 매일 누워서 TV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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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OO 약사

덕분에 질환도 찾아보고 배우고.

감사합니다 사부님ㅎㅎ(5월 11일 오후 1:12)

② 권OO 약사

참고로 길랑바레증후군의 원인이 세포매개반

응과 바이러스의 향설이 지지 받고 있으며 

이 증후군은 원인모를 염증성질환으로 말초

신경과 뇌신경을 포함한 다발성 근신경염입

니다.(5월 11일 오후 1:31)

③ 정OO 약사

권OO 약사 역시 아는 게 힘이라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5월 11일 오후 1:52)

④ 김OO 약사

늘 올려주시는 체험사례 보고 많이 배웁니다. 

약사님 체험례 시어머니 체험사례도 잘 읽었

습니다.(5월 11일 오후 2:56)

⑤ 박OO 약사

많이 많이 배웁니다.(5월 11일 오후 3:28)

⑥ 류형준 약사

갈랑바레증후군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병명

입니다.

네이버지식인에게 물어보니 말초신경에 염증

이 생겨 신경세포의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수

초가 벗겨져 발생하는 급성 마비성 질환이라

고 합니다.

신경세포의 축삭의 손상으로 마비가 올 정도

라면 마비가 오기 전의 신경통은 얼마나 심할

지 상상이 됩니다.

이러한 저도 모르는 병이 제가 처방한 제품으

로 치유가 된다고 하니 저도 신기합니다.

치유의 길이 앞으로 얼마나 넓어지고 단단해

질지 상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5월 11일 오후 8:08)

것이 일상이여서 살찌면 더 아프다며 비만약을 복

용하면서 트라마돌제제로 통증을 다스리며 무기력

한 삶을 사는 노처녀죠.

2014년부터 여성의 비만약을 드렸고 드디어 지난 

4월 비만약 지으러 온 여성에게,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것에 돈을 쓰고 

이런 것에 헛되이 돈을 쓰지 말아요”라고 함.

체력저하로 인한 무기력과 통증으로 인내심이 없

어 화하기 싫어하는 이분이 갑자기 안티OOO 써

클OO 베타글루칸이 함유된 면역증강제에 관심을 

갖고 경청하고 그냥 가신 뒤 30여분 지나 지인이 

와서는, 측은한 우리 동생 약 사주러 왔다며 한 달

분을 구매함. 

그래서 안티OOO 써클OO 111과 면역증강제 아침 

저녁 2알씩 드림.

(이 여성은 상위 20%의 환자여서 이 제제를 병용투

여 함)

오늘 혈색이 확연히 달라진 얼굴과 팔 다리에 힘이 

생겨 씩씩한 모습으로, 

“지난번 그 약 먹으니 좋아요. 사람들마다 웬일이

냐며 눕지 않고 걷기운동하는 절 보시면서 놀랍니

다. 그런데 일을 못해 돈이 없어 계속 못 먹겠어요.”

비용의 반은 내가 나머지는 환자가 부담하고 본격

적인 치유여정 시작.

사람을 살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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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아니 써클OO를 하루에 16포를 먹게 하 습니

다.

하루 16포는 저도 해보지 못한 용량입니다.

서OO 약사님의 용기와 환자의 증상개선에 경

의를 표합니다.

이후 안티OOO의 병용시 개선되는 경과와 치

유의 길에서 완주한 후의 결과를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5월 11일 오후 8:15)

② 서OO 약사

류형준 약사 네. 저도 신중하게 그리고 아주 

흥미진진하게 상담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5월 11일 오후 9:46)

2018년 5월 11일 오후 1:25

서OO 약사 

#체험사례 

남성, 57세, 박OO.

증상: 

하행결장이 칼로 쑤시는 듯 아프다.

어깨 무릎이 딱딱하고 아프다.

눈이 쉽게 피로하다.

머리가 빠진다(탈모).

목 위로 땀이 난다.

손발이 저리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배가 차다.

기왕병력:

갑상선기능항진증 재발(동위원소 치료중).

녹내장.

당뇨(현재 당뇨약 복용 중).

18년 5월3일 투약시작 함.

투약:

써클OO,

아침식전 4포 아침식후 4포,

점심식후 4포 저녁식후 4포,

1일 16포.

(안티OOO는 20일 후에 시작하기로 함)

사 잘 되게 하는 제제.

부신피로증후군 양제,

비타민D,

셀렌크롬 아연제제,

마그네슘,

오메가3,

유산균.

경과반응:.

5월11일 오늘.

칼로 쑤시는 듯한 통증이 감소함.

아침에 일어나면 덜 피곤하다.

숨이 찬 느낌이 줄었다.

잠이 잘 온다.

2018년 5월 11일 오후 5:09

정OO 약사 

#체험사례 

남O정, 여, 38세.

하지부종 저림으로 처방약 엔테론정 받아오심. 

전에도 이 약 받아가신 적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

는데 체격도 상당하고 빈혈도 없는데 어지럽고 붓

고 저림이 심하다고 한다.

림프순환장애를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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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오래된 하지부종이니 안티OOO와 써클OO의 

병용은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인연과 상담이 필요한 듯합니

다.

안OO 약사님의 예처럼 조금만 더 기다리면 

환자가 스스로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5월 11일 오후 8:24)

① 류형준 약사

써클OO 두 포 동네 한 바퀴.

그리고 옆구리가 안 아프다니 신기합니다.

써클OO 두 포와 동네 한 바퀴, 어느 것이 더 

좋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11일 오후 8:25)

써클OO 102로 10일간 드림.

중간에 연락이 없다가 한 달이 넘어서 병원 갔다가 

내방함. 

이제 좋아져서 약복용이 필요 없다고 처방전 없이옴. 

기상 시에 손발 붓기가 남아있고 쉬~ 피로해지는 

증상의 지속적인 개선을 원하여 같은 용량으로 20

일치 가져가십니다.

체중도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면서요.

2018년 5월 11일 오후 5:19

김OO 약사 

#체험사례 

현OO 할머니, 86세.

옆구리가 아파 파스 붙 는데도 아프다고 파스붙

인 위치가 잘못 붙여졌나보다고 하신다.

써클OO 2포 드시고 한 바퀴 산책하고 오셔서 아픈 

게 싹 가셨다고 신기해 하신다.

다리 아픈 데도 먹으면 먹을수록 좋아진다고 하니 

뭐 그리 좋은 약이 있냐면서 각 소포장 가져가신다.

2018년 5월 11일 오후 6:54

조OO 약사 

#체험사례 

30  중반 남성. 건장함. 상열하냉.

탈모약 모나드 복용 중. 상체열. 땀. 가슴 여드름.

피곤하다고 아는 분이 

써클OO, 안티OOO 사진 찍어 보내줘서 찾아 왔네

요.

당근 잘 찾아 왔노라고ㅎㅎ

사고 후 무릎통증으로 물리치료 중. 

스트레스 있음.

매운 것, 찬 것 좋아하고 배는 냉하고 몸이 아리고? 

아프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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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신경흥분을 가라앉히고 개선해

야 하는지 확실하게 이해하 습니다.

그러면 상열하냉은 별 것도 아닌 증상이 됩니다.

어쩌면 생소했을 이론인데 이해하고 확인해

주니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5월 11일 오후 8:30)

② 조OO 약사

류형준 약사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오랫동안 

안 풀린 퍼즐이 맞춰진 느낌입니다. 또 읽고 

새겨봅니다. 감사합니다.(5월 11일 오후 

10:42)

직장 건강검진에 3번 재검. 혈압이 높고 복용 안 

하는 듯.

전형적인 상열하냉 증상(비염, 편도, 가슴 여드름, 

입주위 염증, 땀, 탈모, 고혈압, 부종, 복냉)

매운 것, 찬 것 피해야 건강하고 덜 피곤하게 산다

고 주의시키고 책자 주며 당부함.

스트레스를 줄이고 교감신경흥분억제하고 레몬이

나 이담제 드시고 복용해서 세포정상화를 시키자

고 말함.

5월 8일.

써클OO, 안티OOO 111 1주일분.

건강법을 지키며 개선될 상황이 보이는 듯싶네요. 

교감신경을 조절하면 혈압과 피로감과 상열의 증

상들이 개선될 듯싶네요. 의욕도 생기고 기 되네

요.ㅎㅎ

상담통화.

기분은 괜찮고 덜 피곤하고 더 드실 생각임.

예상 로 정력에도 문제. 일단 개선될 거고 다시 

찾아보자고 함ㅎㅎ

참고로 아래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 약사공론에도

나오고 다시 봐도 새길 내용입니다.

http://m.kpanews.co.kr/article/show.asp?idx

=192657&table=article&category=&search=titl

e&keyword=%EB%A5%98%ED%98%95%EC%A

4%80&page=1&go_back=1

2018년 5월 11일 오후 8:07

이OO 약사 

#체험사례 

며칠 전 60  중후반 남자분이 등산복 차림으로 

약국에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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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진통소염제 없이도 타박상이 빠르게 개선되

는데도 써클OO는 진통소염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림프순환촉진의 결과이고 

치유의 길이 열어갈 길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5월 11일 오후 

8:32)

① 류형준 약사

지금과 같은 체험사례는 차도가 있는 것도 아

니고 없는 것도 아닌 애매한 사례입니다.

조금 더 경과를 관찰하고 난 후 확실히 변화된 

결과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5월 12일 오후 8:24)

② 김OO 약사

류형준 약사 네. 통증이 잡히기 시작해서 기쁜 

나머지 너무 빨리 올렸나봐요. 1년 이상 가기

로 했던 분입니다.(5월 12일 오후 11:14)

등산하고 오는 길에 쇳덩이(?) 같은 게 어깨에 떨어

졌다며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파스와 먹는 약을 찾

으셨습니다.

심한 타박상을 입으셨으니 강력하게 어혈을 풀자

고 말씀 드리고 써클OO 2포씩 하루 3번 2일분 드리

며, 찬 것 매운 것은 순환을 방해해 어혈제거에 도

움 안 되니 드시지 마시라하고 파스는 활혈고를 드

렸습니다.

오늘 오셔서 통증은 없고 좀 우리하기만 한데 파스

만 붙이면 안 되냐고 물으십니다. 써클OO도 양이 

많아 1포씩만 드셔서 좀 남았다고 하시면서...

우리한 기운도 없도록 더 드시라고 2일분 더 챙겨

드렸습니다. 꽤 큰 충격의 타박상이었는데도 진통

제 없이 통증이 써클OO로 잘 조절되는 것 같습니

다.^^

2018년 5월 12일 오전 11:11

김OO 약사 

#체험사례 

집사님. 60  후반 여성.

아침에 일어날 때는 허리가 펴져 있으나 움직이면 

곧 좌우로 틀어진다.

많이 걷거나 일을 좀 하면 허리통증.

정형외과 진단명이 없다.

진통제와 도수치료 등으로 유지하고 있음.

수년 전 류마티스 진단 받아 약복하 음.

현재 혈소판 부족증 약복용 수치가 더 나빠질까 걱

정하셔서 혈소판 수치 좋아진 치험례를 보고 독려

해드림.

치유의 길로 안내함.

4/30.

안티OOO 101 써클OO 202 복용 

안티OOO 소포장2 써클OO 4통.

세 번은 먹기 힘들다하여 두 번 드심.

복용 시작 후 3~4일 더 아프기도 하는데, 아프면 

써클OO를 3포씩 늘려 드시면 덜 아프다 함.

손목 뒷목이 가렵다가 사라진다고 함.

희망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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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저는 통증 없이 혀 가운데만 갈라지신 분 할까 

말까 망설 네요~(5월 12일 오후 4:42)

② 류형준 약사

이틀 만에 혀가 사진처럼 좋아지는 것은 정말 

좋은 체험사례입니다.

축하합니다.

아무리 외부 증상이 좋아져도 오래된 증상의 

뿌리는 바이러스이고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

해서는 안티OOO와 써클OO의 6개월 병용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12일 오후 8:28)

2018년 5월 12일 오후 1:06

박OO 약사 

#체험사례 

혀 갈라짐. 밥 못 드심. 소화능력 저하.

50년생 여성, 박복O.

키155, 체중60.

철분제와 안티OOO 101 써클OO 202 드렸습니다.

2일 복용 후 와서 “살 것 같다”하십니다.^^

2018년 5월 12일 오후 1:35

이OO 약사 

#안티OOO와써클OO체험사례 

51세. 남. 용OO님.

14년 전 사구체신염진단 후 병원치료 중.

세월이 더해짐에 따라 약이 늘어가기만 해서 치유

프로그램 참여하기로 결심!!

3월 29일.

안티OOO 101 써클OO 202로 시작.

제품과 제품 먼저 복용 시작하고 전해준 사람, 그리

고 안내자에 한 믿음으로 아무런 무리 없이 치유

프로그램 시작.

5월 11일.

책 읽어보며 가끔 몸이 힘들 땐 안티OOO 2, 써클

OO 2 복용했더니 좋더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1) 피로감이 확실히 줄었다.

2) 문제된 부분인 머리카락이 길게 자란 적이 없고 

조금 자라면 탈락하고 그 자리에 또 나오지만 

또 탈락하곤 했는데 처음으로 탈락하지 않고 길

게 자랐고, 머리카락 자라는 시간이 빨라졌다

고~ㅎ(이해 돕기 위해 사진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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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반진반질 두피가 거의 손상되었는데 모발이 

나오고 있으니 신기합니다.

정말 발모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안티OOO와 써클OO, 샴푸, 두피에센스스프

레이, 두피에센스젤 등으로 시리즈로 만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12일 오후 8:30)

당분간 안티OOO 101 써클OO 202로 진행하기로 

함.

#체험사례 

23세 남. 용OO.

아들은 여드름이 목적이지만 아빠는 객지생활하는 

아들 리모델링이 목적.

3월 29일부터 복용.

안티OOO 101 써클OO 101.

3일째 두통이 있어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도.

5월 11일.

피부톤이 밝아졌다.

피곤함이 없다.

2018년 5월 12일 오후 2:15

권OO 약사 

#체험사례 

다낭성 난포증후군으로 고생 중인 168cm 48kg인 

25세 여성으로 치과에서 일하는 간호사.

1. 생리 시 손가락이 하얗게 될 정도로 순환이 안 

되고 심한 빈혈로 인해 뇌빈혈상태로 기절을 3번

씩이나 경험했고 지금도 수면양말을 잠잘 때도 

신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아주 심한 수족냉증.

2. 하복부가 얼음이라 할 정도로 냉해서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설사와 복통으로 고생.

3. 치과 근무로 인해 생긴 옴이 2년간의 피부과 치

료에도 자꾸 재발.

4. 빈혈수치가 작년 5월 최초 판정시 8.5여서 이로 

인한 두통과 오심을 자주 경험.

5. 과로로 인한 육체적 힘듦과 아주 신경이 여리고 

예민해서 항시 부신고갈 상태로 만성적인 부신

피로증후군에 노출됨.

작년 10월 안티OOO와 써클OO의 복용을 시도했으

나 환자와 엄마가 한약조제를 원해서 한약으로 돌

본 후 상태 호전되었으나 유난히 춥고 힘든 이번 

겨울 동안 다시 원점으로 돌아옴.

남동생이 안티OOO 111 써클OO 222로 복용 1주일 

만에 피부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한 달 복용으로 병

원서 완치판정 받자 누나도 안티OOO 써클OO 복

용을 결심하여 지난 4월 7일,

안티OOO 써클OO 111, 천연의 여성호르몬제,

유산균. 햄철제제 VtD5000mg 투여.

복용 중이던 야즈를 끊었으나 주기가 정상으로 돌



00992  A BOOK OF EXPERIENCES

① 류형준 약사

다낭성 남포증후군, 극심한 빈혈, 극심한 하복

냉과 수족냉이 한 달 만에 차도를 보이고 있다

니 유익한 체험사례입니다.

이렇게 심한 증상도 치유의 길에서는 차도를 

보이는데 이보다 덜한 증상이야 어떨지 궁금

합니다.

항상 새롭고 귀중한 체험사례를 올려 주시는 

권OO 약사님께 감사드립니다.(5월 12일 오후 

8:34)

① 김OO 약사

권약사님의 세심한 상담이 안티OOO 써클OO

로 환자를 계속 물고 옵니다. 오늘 체험례 읽고 

감동하고 많이 배웁니다.(5월 12일 오후 5:49)

② 류형준 약사

맞습니다.

치유의 길은 단순한 무병장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100살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많

은 이들과 함께 갑시다.

저도 돕고 여러분도 도우면서 그렇게 서로서

로 도우면서 함께하는 치유의 길은 건강하고 

행복한 길입니다.

아왔고 생리혈의 색과 양이 안정적 수준.

극심한 손발의 냉증 호전.

하복의 냉치료 위해 현미쌀로 만든 주머니팩으로 

수시로 찜질하고 매운 음식, 찬 음식 조심한 결과 

이젠 장운동이 회복되어 복통이 사라져 이것만으

로 살 것 같다 함.

빈혈수치는 아직 검사 안 했으나 꾸준히 햄철복용 

함에도 일어난 기절이 일어나지 않았고 두통도 소

실됨.

괴롭히던 손가락의 옴이 재발하지 않고 있다며 신

기해하심.

아직 한 달 정도 더 안티OOO 써클OO 111로 드렸고 

이후 정량복용을 하려함.

2018년 5월 12일 오후 5:33

권OO 약사 

#체험사례 

담배농사를 크게 하시는 69살 홍OO 어르신. 

10년 전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척추와 발목에 철심

을 셔서 왼쪽다리가 약간 짧아지고 일기예보를 

몸으로 알려주시며 온갖 종류의 만성 통증으로 병

원약을 상용하십니다.

담배농사 쉬시고 몸을 돌보시란 권유를 뒤로 하고 

일하기 위해 보약을 드시겠다고 했지만,

움츠려 있는 근골계를 바로잡는 요법이 더 필요하

다는 말씀과 함께,

안티OOO 111 써클OO 222,

MSM제제와 혈액순환제 드림.

오전에 올린 다낭성난포여성의 이모부이십니다. 

“울 형부가 약 드신 후 펄펄 날라다니세요. 이전엔 

흑염소를 드셨었는데 이렇게 까지 몸이 편해지진 

않아 처방받은 진통제를 복용하셨는데 이번엔 약

이 그 로 남아있어요.”

좋아지실 때 내 몸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회복시켜

서 100세 시 를 준비하게 재구매하러 오셔야 된다

고 처제가 말씀드렸다는데, 담주에 오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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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5월 12일 오후 8:51)

③ 안OO 약사

복용기간은 어느 정도 나요?(5월 12일 오후 

10:50)

④ 권OO 약사

딱 한 달분 드렸어요.(5월 13일 오전 7:04)

① 류형준 약사

처방약에 항생제가 있으니 써클OO만 주신거

군요.

림프순환촉진제의 또 다른 의미는 약물전달

촉진제입니다.

따라서 함께 복용하는 약의 약효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5월 14일 오전 9:22)

① 유OO 약사

그 의사도 안티OOO 써클OO의 치유프로그램

에 참여하셨나요?(5월 13일 오후 6:04)

② 유OO 약사

아. 아내분이시군요.ㅎㅎ(5월 13일 오후 

6:05)

③ 유OO 약사

좋으시겠네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니.(5월 

13일 오후 6:06)

④ 서OO 약사

유OO 약사 감사드립니다. 

2018년 5월 13일 오후 1:27

서OO 약사 

#체험사례 

40  여성.

증상:

생인손. 

5월 8일.

병원처방약과 함께 써클OO 2.2.2

3일분 드렸습니다.

5월 12일.

오셔서 전에 보다 빨리 나으셨다고 합니다.

2018년 5월 13일 오후 1:34

서OO 약사 

#체험사례 

여성 64세 개업약사님.

친하게 지내는 선배약사님이십니다.

5월 8일.

잘 안 떨어지는 기침 목쉼 가래증상으로

맥문동탕+소청룡탕 드셨는데도 좋아지다가 나빠

지다가를 반복했답니다.

아내 병원에 진료 받으러 오셨는데,

ㅎㅎㅎ 원장님이 처방약과 함께

써클OO 2.2.2 안티OOO 2.2.2를 쪽지 처방으로 내

셨네요.

약사님께 써클OO 안티OOO 설명 드리고

3일분 드렸습니다.

5월 12일. 

써클OO 안티OOO, 처방약과 같이 먹었더니 좋았

다고 말씀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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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이 제 아내입니다.

아내 자신도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5월 13일 

오후 7:00)

⑤ 류형준 약사

이렇게 처방약과 함께해도 좋을 텐데 의사와의 

협업이 필요한데 아직 현실은 멀기만 합니다.

그런 날이 올 것을 믿고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5월 14일 오전 9:25)

2018년 5월 14일 오후 2:55

변OO 약사 

#체험사례

전OO, 고등학생, 남.

얼굴, 몸통, 팔, 다리 등 온 전신에 아토피가 심하여 

가려움 때문에 잠을 설치고 스트레스가 심함. 

약간의 변비 있음.

4월 3일. 

써클OO만 2.0.2 15일 투여.

변비 증상 개선됨. 

4월 18일. 

안티OOO 써클OO 1.1.1 20일 투여.

5월 9일. 

안티OOO 써클OO 1.1.1 투여.

5월 10일. 

발진이 전신에 다 일어남. 너무 가렵고 피부가 엉망

이 되어 학교 조퇴. 

써클OO만 2.2.2

향사평위산. 

우루사 3일 투여. 

5월 14일. 

증세가 완화되어 안티OOO 1.1 써클OO 2.2로 당분

간 복용 변경함.

사진을 찍기 싫어해서 투여 전의 사진은 없고 중간 

과정의 사진 올립니다.

4.19일 사진입니다.

5.9일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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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5월 10일 명현반응으로 전신 발진이 다 일어

났고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 향사평위

산과 우루사로 명현증상이 가라앉아 5월 14일

부터 안티OOO 101과 써클OO 202로 줄 다

고 하는데 너무 빨리 용량을 줄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0일 정도는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로 

복용하여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5월 14일 오후 3:27)

② 변OO 약사

감사합니다.(5월 14일 오후 3:38)

① 류형준 약사

호전되고 있다가 의사의 식품금지령 이후 환

자분이 돌아가셨다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상황을 의사는 알기나 할까요?

좋아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자신이 일방적으

로 식품의 복용을 금지하고도 결과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따님에게는 안타까운 일이 안 일어나길 바랍

니다.

안OO 약사님의 동행이 절실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치유의 길에 손잡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5월 14일 오후 3:39)

2018년 5월 14일 오후 3:34

안OO 약사 

#체험사례 

여 40세, 조혈제.

1월 달에 써클OO, 천왕보심 20일 복용한 간호사입

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본인이 피로하다하여 써클OO를 

권유받고 먹었답니다.

그 후 아버님이 드시던 안티OOO 써클OO도 다 들

고 지금까지 불면, 소화부진, 피로감이 감소되어 컨

디션이 좋다가 다시 건강이 나빠져 현재 휴직상태.

수면제 7개월 먹다 중단. 오늘 같은 분량의 써클OO 

구입하러 왔길래 적혈구와 위장의 바이러스 감염 

설명하고 복용 중인 조혈제와 함께 들라며 안티

OOO 써클OO 11, 천왕보심 10일 처방.

이분 아버님이 지병으로 안티OOO 써클OO 2개월 

드시며 호전 중.

의사의 식품 금지령 받고 치료받다 갑자기 돌아가

셨습니다.

안타까운 경우 죠.

따님이라도 지금의 병적인 상황을 비가역적으로 

되돌려 건강해지려면 최소 6개월~1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짧으나마 본인과 아버님이 효과를 경

험했던 터라 충분히 공감하더군요.



00996  A BOOK OF EXPERIENCES

① 류형준 약사

강OO 약사님의 써클OO 복용량도 늘고 있습

니다.

환자의 증상에 따라 초기 써클OO의 용량을 

늘려서 충분히 증상의 차도를 확인하고 이후 

안티OOO와 써클OO의 병용으로 치유 프로그

램을 함께 하시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항상 새로운 모습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5월 14일 오후 4:09)

2018년 5월 14일 오후 3:45

강OO 약사 

#체험사례 

70  여성, 오OO.

퇴행성 관절염 수술. 

허리도 수술. 

고혈압 부종 불면증.

온몸이 종합병원이십니다.

부종이 심하고 온몸이 아프다고 하셔서,

써클OO 22 미네랄제제 한 달분 처방.

오늘 한 달분 재구매.

부종이 많이 좋아지시고 가볍다고 하십니다.

온몸 통증도 좋아졌고 잠도 잘 주무신 요.

이번달까지는 써클OO 드시고 다음 달부터 안티

OOO와 같이 치유 프로그램 들어가기로 약속하셨

어요.

2018년 5월 14일 오후 5:22

박OO 약사

#체험사례

저의 체험사례 021번째=[써클OO]+[안티OOO㊉]

-KUJ(남5세)_(작은 키, 마른편, 체중 미달 15kg)

<증세 다양하고 많음>

*코골이 / 수면무호흡 증세 / 아데노이드 비 증

(편도도 큰 편)

-무호흡증세_입 벌리고, 엎드리거나 베개를 높이 

해 자거나 뒤척임 심하고, 잠꼬 도 많이 하며 빈

번히 코 막혀서 깸.

-알레르기성 비염증세가 조금 있고 눈 밑이 어두운

편. 환절기 때 자주 눈비빔.

-잘 때 땀이 유난히 많음(盜汗).

-식욕저하 및 음식삼킬 때 밥이 많으면 헛구역질

-매일 아침 기침 두어차례_냄새에 굉장히 예민함

-야뇨증상_기초체온이 살짝 낮은 편인 것 같고 저

혈당?(가끔 배 아프다고는 하는데 밥 먹기 싫어서 

하는 얘긴지 잘 모르겠다 함)

-(병원처방) 코골이와 무호흡증이 심하여 수술하

라고 함.

-친정엄마의 권유로 수술하기 전에 약국지도를 함 

받아 보자 함.

-6개월 복용지도 

[써클OO]+[안티OOO] 각60포( 략 2달분)

-2018년 3월 28일_(처음 어린이복용법 몰라서...)

-1/2포씩 tid (물에 녹여 개어서 먹일 것)_도저히 

못 먹겠다 함.

-(오OO 선생님의 도움)_(믹서에 갈아서 메이플 타

서 먹도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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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OO 약사

ㅎㅎ진행사항이 다이나믹합니다~

선생님의 멘트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5월 

14일 오후 5:51)

② 류형준 약사

치유의 길에 약사님들이 함께 동행해야 하는 

이유가 제 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치유의 길은 그런 길입니다.

감사합니다.(5월 15일 오전 6:33)

<경과>

-첫날 복용 후 <밥을 너무 잘 먹는다>고 깜짝 놀라 

친정에 전화 옴.

-그러나 그 다음날, 복통+변에 혈흔(?) 나왔다고 

또 연락.

-명현인지? “명현 아니고, 장이 약한데 과식 때문”

이라고 설명함.

-3일 후 야뇨증 “밤중에 1번 싸던 게 2번씩 싸는

데... 혹시 명현때문인가요?”

-“이것도 명현이 아니고, 피곤하면 그럴 수 있으니 

작은 애기(5개월) 땜에 밤에 일어나시면, 큰 애도 

깨워서 소변보게 하는 훈련도 하세요.”

-며칠 후 “밤에 깨워서 보게 하니 한번도 안 쌌어

요~~”

-4월20일, “그러잖아도 마른애가 15kg→14kg으

로 줄었어요. 명현?”

-앞뒤 정황도 없고, 현재 불편한 것만 달랑 물어보

니 암담.

-“혹시 다른 변화는 없나요?”

-“며칠 전 심한 편도선을 앓았고, 식욕이 갑자기 

좋아져서 과식하고 설사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럼 그렇지~) 써클OO/안티OOO 때문이 아니

구요. 편도선, 설사로 체중이 준거랍니다.”

-“주의사항 로 찬 것 / 날 것 / 매운 것 / 과식을 

조심하세요.”

-“또 다른 변화는 없나요?”

-“코는 덜 골구요. 소리도 작아졌어요. 무호흡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어요.”

-4월 29일 “다시 코를 너무 세게 골아서 수술을 

고려 중인데요.”

-“수술문제는 의사선생님과 상의 후에 결정하시

구요.”

-“수술하든 안 하든 식사, 소화, 음식주의, 면역보

강, 체력보강이 최우선이죠.”

<5월 12일>

-“코골이와 무호흡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서 수

술은 일단 보류했어요.”

*이렇게 긴 <체험사례>를 올리는 것은 복용 중에 

차도가 없거나 몸이 불편해지면 마치 “복용 중인 

제품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많이 

한다는 거죠.

실제로는 과식, 과로, 신경, 기타 다른 문제가 부

분이랍니다.(끝)

2018년 5월 14일 오후 6:51

최OO 약사

#체험사례 

잇몸염증 통증.

37세 남.

잇몸이 너무 아프다고 호소.

안티OOO 써클OO 5포씩 드리고 111 드시게 함.

(토욜)

혹시 아프면 소염진통제 복용.

오늘은 잇몸약 그거 달라고 거의 좋아졌다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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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처음에는 누구나 서툴게 시작합니다.

천기누설건강법 책자를 몇 번씩 읽고 체험사

례집을 읽고 밴드에 올라오는 체험사례를 꾸

준히 보다보면 어느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느

껴집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 지식이 확신으로 바뀌고 

신념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후 3:21)

① 김OO 약사

이OO 약사님 체험례는 늘 기다려집니다. 환

가져 가셨어요.

이번에는 설문지 드리고 체크해 오시라고 했네요.

남편-비슷하게 잇몸이 붓고 아파서 안티OOO와 처

방약 복용.

토욜 저녁이라 집에 써클OO가 없어서 안티OOO

만.

좋아지긴 했으나 만족스럽지는 않음.

오늘은 안티OOO 써클OO 같이 복용 중.

안티OOO 써클OO 입문한 지 한 달이 채 안 되어서 

임상에 서툴지만 오늘을 계기로 급성 염증 통증에

도 써클OO가 왜 필요한지 공부가 되었습니다~~

2018년 5월 14일 오후 10:24

이OO 약사 

#체험사례 

58년생. 여. 장OO.

금요일 귀 뒤쪽 찌릿한 통증이 심해서 귀 뒤를 문지

르며 진통제 요구하심.

써클OO 4포만 드리고 낼 오라함.

오늘 방문하셔서 무슨 그렇게 신통한 게 다 있냐고 

하심~~.

2포 먹고 너무 신기하게 안 아파서 한번 더 먹으니 

몸 상태 너무 좋아 어제 소풍도 잘 다녀왔다고 인사

하심.

옆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니 껍질이라도 달라고 하

는 사람. 껍질 사진 찍는사람 그 분 표현이 난리가 

아니었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 본인도 전에 

허리 아파서 몇 번 먹었는데 효과 아주 좋았노라고 

거들더랍니다. 병실에서 써클OO 빈 껍질이 모델하

느라 애썼습니다.

치유프로그램 이야길 해드렸습니다. 써클OO는 이

미 경험하셨고 안티OOO에 해 이야기해드렸지

요~

동아병원에서 어깨인 수술 24일에 예약한 상태인

데 연기하고 안티OOO 써클OO 먼저 먹어보고나서 

하든지 말든지 하시네요.

교통사고로 허리 다쳐 입원한 남편은 써클OO 222,

본인은 써클OO 먼저 202 복용한 후 1년 프로그램 

시작!!

남편 간병인이 자기도 써클OO 사다달라 했다네요.

그 분은 101로~^^ 

책자랑 리플릿 챙겨 보내 드렸지요.

써클OO가 구전동화처럼 증거하는 입술을 통해 널

리널리 퍼지네요.

오늘은 써클OO 파티~~!



 제3장 체험사례 00999

자분들 고통을 아시고 치유의 손길로 건강 찾

아주시니 늘 기다려지네요.(5월 15일 오전 

9:33)

② 류형준 약사

광민약국은 치유의 길이 시작하는 출발역입

니다. 

한분 한분 한분.

모두가 고귀한 인연으로 치유의 길에 동참합

니다.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후 3:25)

① 류형준 약사

정OO 약사님이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주저앉을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런 분을 살만

한 정도로 치유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분이 되도

록 안내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5월 15일 오후 6:16)

2018년 5월 15일 오후 3:45

정OO 약사 

#체험사례 

복부 자통.

윤 O, 51세 여, 과체중.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러 걸어가면 아랫배가 너

무 아파서 그냥 주저앉아서 몇 분 동안 쉬었다가 

가야지 그냥은 못 간다고 합니다.

밤에 소변 자주 보구요.

자궁염증.

변비 위장병.

12월21일ㅡ써클OO 안티OOO 10.

12월28일ㅡ10일분.

1월14ㅡ10일.

2월7일ㅡ한 달분 우루사.

4월5일ㅡ한 달분.

5월15일ㅡ한 달분 정장제 당귀수산.

오늘 하시는 말씀이 아침에 복부통증이 심해서 주

저앉아 통증이 멎으면 걸었었는데,

지금은 빈도수도 적어지고 통증이 그냥 배가 아프

다 정도이고 주저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변은 밤에 두 번이던 게 한번으로 줄었고,

변비는 먹으면 좋고 안 먹으면 그 로고,

자궁염증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위장도 괜찮구요.

이분은 식당일 끝나시고 저녁 10시에 밥을 드셔서 

음식물이 노폐물이 되어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 같

아서 저녁을 금식하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과체중의 원인도 늦은 저녁식사가 원인이라고 생

각됩니다.

형편이 어려우신데도 열심히 복용하시니 어떻게든 

도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2018년 5월 15일 오후 6:04

안OO 약사 

#체험사례 

여 60세. 

2월 27일 글.

또 한 분이 회귀하셨습니다.

심한 현훈으로 낙상, 수십 바늘 봉합 후 안티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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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환자나 약사님들 모두 처음에는 증상만 없어

지면 치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약의 선택이 증상에 맞춰 있으니 증상이 없어

지면 약을 먹을 필요도 선택할 약도 없어지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은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결코 없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건강이 나빠지면 병증은 다시 

고개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병의 뿌리를 뽑고 제 로 된 세포의 

복원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치유의 길이 완

주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약사님들이 알고 계시니 환자들에

게 널리 알려 치유의 길에 동반자들과 치유의 

길을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5월 15일 오후 6:23)

② 이OO 약사

저의 부친께서도 어지러운 증상으로 (전정기

관 쪽 원인) 안티OOO 11 써클OO 11 4개월째 

계속 복용 중이신데,

그동안 괜찮으셨는데 어제 심한 빙 빙  도

는어지러움을 느끼셨는데 약을 4개월이나 복

용하는 도중에 왜 그럴까요??

류형준 약사님 궁금하네요.(5월 15일 오후 

6:50)

③ 류형준 약사

이OO 약사 치유는 세포환경이나 현재 건강 

상태와 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4개월 동안 꾸준히 복용하면서 좋아졌지만 찬 

것, 추위, 매운 것, 튀김류, 과도한 스트레스, 

과로, 과음 등 일시적인 자극으로 인해 일시적

으로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원인을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으니 확인하여 피하도록 하고 일시적으로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로 늘려서 복용

하세요.

증상이 가라앉으면 용량을 원래 로 조절하

면 됩니다. 

감사합니다.(5월 15일 오후 7:59)

써클OO 2개월 복용하며 무소식이었는데 

현훈 재발하여 오늘 남편이 보나링 처방 들고 오셨

어요. 입원하려고 절차 밟다 안티OOO 써클OO 생

각이 나 취소하셨다면서요.

그 간 아내 분이 약 먹기 꺼려하던 차 어지럼증도 

덜해지니 복용 중단 선언했다네요.

잔존하던 바이러스의 사정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원리 설명 드리

며 안티OOO 써클OO 정량 한 달분. 지난 2회차 복

용은 무효이니, 처음 시작하는 맘으로 1년 다시 시

작하라 했습니다.

결국 미완성의 과정은 아무런 의미 없음을 환자와 

가족들이 깨달으시네요.

요즘 자주 등장하는 '비가역적'이란 단어가 더욱 가

슴에 와 닿습니다.

2018년 5월 15일 오후 10:50

박OO 약사

#체험사례

저의 체험사례 022번째=[써클OO]

-여성 64세? / 158? / 60? 좌 손목 불룩하고, 통증

많음.

-손목파스를 찾음 (직장일로 휴식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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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손목 아픈 것이 얼마나 된 것인가요?

만약 3개월이 넘은 것이라면 바이러스 감염증

을 생각해야 합니다.

증상이 없어지고 부은 것이 없어져야 완전히 

낫는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세포

재생이 완전히 이뤄져야 깨끗이 낫는 것입니

다.

감사합니다.(5월 16일 오전 7:25)

② 박OO 약사

류형준 약사 그렇습니다. 직장서 손을 쓰는 일

을 하면서, 손목이 불룩할 정도면 아마도 3개

월 넘지 않았나 싶군요.

20포 복용 후 온다면 잘 상담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5월 16일 오전 9:13)

① 류형준 약사

입냄새. 땀냄새. 변냄새가 안 좋다는 것은 

그 부위에 병증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지만 염

증이 있고 부패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줄었으니 몸도 좋아졌을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전 10:50)

-“손목에 가장 효과적인 제품을 드릴 테니 써 보세

요.”

-(첨보는 환자인데 <림프순환> 설명에 긴가민가하

는 표정)

-(고객이 약간 려서 구체적 상담은 못함.)

-5월12일 써클OO 2포씩 tid 2일분=12포만 가져가

심

-5월15일 오늘 재등장_써클OO를 카리키며 “생각

보다 효과가 좋네요. 통증은 없어졌고 볼록한 것

은 절반만 남았어요.”

-“통증 없어도 손목부종이 완전히 없어져야 재발 

안 합니다.”

-그래도 돈이 없다며 써클OO 20포 가져가며 다시 

오마고 하심.

-[써클OO+안티OOO] 복용해야 하는데...

-환자도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데 동의했으므로 

기다려 봅니다.

-반성_뭐가 바뿐지? 환부사진 찍어둔다는 걸 잘 

까먹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덜 까먹게 될까 해서 적어 둡니

다.ㅎ

2018년 5월 16일 오후 1:26

김OO 약사 

#체험사례 

작은딸 24세.

평소 입냄새 땀냄새 변냄새 나는 편.

치유과정으로 안티OOO 써클OO 101 먹이는데,

창겨주지 않으면 한번도 안 먹음.

1~2회 한 달쯤 복용.

입냄새 덜나고 변냄새도 약해지고

치과정기검진 시 양치질 잘 했다고 칭찬 받았답니

다.

실은 염증이 좋아진 거죠.

안티OOO 써클OO의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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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처음에는 증상개선 이후 치유의 길에 동참.

제가 원하는 모습입니다.

치유의 길에 동행하면서 무릎 이외에 다른 부

위도 좋아지는데 확인해서 차후에 알려주세

요.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전 10:51)

① 류형준 약사

이명과 잇몸통증에 한 정확한 개념이 있고 

환자의 치유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약사님의 약국에 다니시는 환자들은 행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전 10:51)

2018년 5월 16일 오후 2:12

김OO 약사 

#체험사례 

오O점, 70세 여.

무릎 아프다고 진통제는 부작용이 많아 잘 못 드심.

안티OOO 써클OO 각 111 소포장 구매해 가심.

2일 후.

무릎은 그 로인데 소변이 잘 나온다고 함.

1주일 지나서는 다리가 안 아프다고 진통제인가 확

인하러 오셨음.

 

치유의 길을 안내 했더니 동참하신다고 함.

2018년 5월 16일 오후 2:15

노OO 약사 

#체험사례 

1. 70  후반 여성.

몇 년 전부터 50  아들의 알콜중독 때문에 화병이 

생겨 이명 난청으로 약국에서 웬만한 약은 다 섭렵

하시고 더 좋은 것 없냐 물으셔서 원인을 제거해서 

빨리 배출하면 되니 각탕법 하시면서 6개월 따라오

시면 됩니다. 

하니 그리해 보겠다 하셔서,

안티OOO 써클OO 101 10일분 드림. 

오셔서는 이걸 먹으니 귀울림이 없어 살겠다 하시

면서 10일분 더 달라 하시고 계속 드셔보시겠다 하

십니다. 

건강플러스 당부 드림.

이명은 개인차가 많은 질환이라 초기용량이 참 중

요한 듯합니다.

2. 박성O, 40  남성.

잇몸이 심하게 붓고 아파서 내국하셨는데 조금만 

피곤하면 반복적으로 발생. 기본 염증약과 소염진

통제 드리면서 잇몸질환이 반복되는 것은 림프순

환이 잘 안되어 잇몸혈관을 약화시켜 붓게 되는 것

이니 같이 쓰시면 더 빠릅니다. 

하니 수긍해서 써클OO 111 하루분 추가 후 하루 

드시고 너무 빠르게 나아서 더 드셔보겠다 하셔서 

써클OO 일주일 드리고 원인제거를 위해 다음에는 

안티OOO도 같이 드세요, 하니 다음번에 먹을게요 

하십니다. 

역시 잇몸질환은 어떻게 써도 빠른 질환입니다.



 제3장 체험사례 001003

① 류형준 약사

본인은 안 먹고 부인이 먹고 효과를 봤습니다.

아마도 안OO 약사님이 설명을 잘 하셔서 부

인도 먹고 싶었는데 우선 남편분 것만 사가셨

다가 안 드시니 본인이 먹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치유의 인연은 어떻게든 연결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전 10:52)

① 류형준 약사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여러번 반복되면 어느새 치유의 

길에 동참하게 됩니다.

2018년 5월 16일 오후 2:54

안OO 약사 

#체험사례 

여 56세.

장암 병력의 남편에게 천식을 목표로 하여 안티

OOO 써클OO 111/222 드렸으나 며칠 먹다 속이 아

파 먹지 않자 부인이 남은 안티OOO 써클OO를 0.5

포로 조심스레 시작하여 정량으로 복용한지 20여

일.

오셔서는 갱년기 증상, 불면, 전신 근육통, 수족 부

종과 저림, 피로, 기침이 좋아졌다며 싱글벙글~

특히 심했던 불면이 쉽게 사라지니 너~무 좋답니다.

겨우내 일진일퇴하던 기침과의 싸움도 끝나간답니다.

“부인이 꾸준히 드셔서 치유되는 과정을 남편에게 

보여주어 다시 시작하도록 도와 드리세요.”

남편도 며칠만 먹었는데도 천식증상이 좋아지긴 

했다네요.

정성을 들여 노력하시는 아내 분의 1/10만이라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분이 치유의 서막에 환한 미소를 

짓는 것을 보니 기분 너무 좋습니다.

류약사님 감사드립니다. 

2018년 5월 16일 오후 3:27

서OO 약사 

#체험사례 

40  여성. 형매장 근무팀장님.

5월14일.

“편두통약 주세요.”

달라하는 편두통약과 함께

써클OO 2.2.2 낱개로 6포 드림.

5월16일.

지금 오셔서, 

“먼젓번에 주셨던 약 똑같이 주세요?”

어떠셨냐고 물으니 편두통이 빨리 없어졌답니다.

림프순환촉진 시켜서 효과가 좋은 것이라고 설명

드림.

또 똑같이 6포만 가지고 가시네요.

써클OO 안티OOO 설명 드리고, 리플릿 드렸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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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몸은 건강해져서 아프지 않고 체력도 

좋아지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전 10:54)

① 류형준 약사

그리고 간호사 분은 몸 전체에 바이러스가 가

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치유의 길로 안내하심이 어떨까

요?(5월 18일 오전 8:03)

② 류형준 약사

원인불명열의 원인은 바이러스이거나 음식물

이 의한 독소가 원인이 됩니다.

안티OOO로 바이러스를 잡고 써클OO로 독소

를 배출하니 증상개선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전 10:55)

2018년 5월 16일 오후 7:46

심OO 약사 

#체험사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워낙 체질이 약해서 상포진, 감기, 천식 등등 늘 

병치레로 힘들어합니다.

이번에는 감기에 걸렸는데 타이레놀제제 주사를 

맞아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서울 병원에 3일 입

원 후 검사란 검사는 다하고 척수액검사까지 해도 

원인불명의 고열!!!

제 지인인지라 제가 먹고 있는

써클OO 22 안티OOO 22를 3일분 주었습니다.

연락이 없어서 효과가 어떤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요^^

열이 잘 떨어져서 병원근무 잘하고 있다네요.^^

원인불명 열에도 효과가 짱입니다.^^

2018년 5월 16일 오후 7:58

정OO 약사 

#체험사례 

30년 된 이명환자에게 소망을 선물하다.

조상O, 49세 남자. 보통체형. 친한 형님.

고등학교 때, 5ㆍ18 현장에서 일어났던 학살 사진

을 보고 난 뒤부터 머리에 피가 쏠려 잠을 제 로 

자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이명이 시작되었다고 합

니다.

어린 학생에게는 큰 충격이었겠지요.

그 후로 병원치료 해보았으나 치료 포기.

지금도 불면증으로 수면제 4일을 먹어야 간신히 잠

이 듭니다.

아는 지인인지라, 

1월13일, 써클OO 안티OOO 11 11 한 달.

2월26일, 11 11 한 달.

5월7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두 달 먹었는데 전혀 차도가 없으니

더 좋은 약은 없는지 하고요.

그래서 이보다 좋은 것은 없으니 한번 더 믿어보시

고 함.

그래서 이번에는 써클OO 안티OOO 222 111 복용해

보시고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5월 11일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제3장 체험사례 001005

① 김OO 약사

정약사님 오랜 시간 고통 받은 환자분께 큰 

소망을 선물하셨네요. 저도 요즘 치료의 실패

는 용량의 조절실패가 있었던 걸 깨닫고 잇습

니다. 권OO 약사님처럼 자유자재의 용량조절

이 치료의 급반전으로 나타나네요. 축하드립

니다. 오늘 올려주시는 들 보고 많이 공부하

고 있습니다.요.(5월 16일 오후 8:25)

② 정OO 약사

김OO 약사 네 감사합니다 약사님. 아는 지인

이라서 그런지 더 기쁩니다!(5월 16일 오후 

8:29)

③ 민OO 약사

정OO 약사님. 좋은 치험례 감사합니다.

혹시 불면증은 어떠신가요?(5월 16일 오후 

8:59)

④ 정OO 약사

민OO 약사 네. 지금은 불면증은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5월 16일 오후 10:00)

⑤ 민OO 약사

그렇군요. 감사합니다.(5월 16일 오후 11:55)

⑥ 류형준 약사

30년 된 이명이 좋아지고 있다니 축하드립니

다.

용량의 조절이 참 중요합니다.

정OO 약사님의 체험사례를 통해 저 역시도 

용량의 중요성을 다시 깨우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전 10:55)

⑦ 류형준 약사

불면증은 이제부터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

니 경과를 봐가면서 변화를 확인하면 될 것입

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 뒤에는 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전 10:56)

⑧ 정OO 약사

류형준 약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후 5:27)

30년 된 이명소리가 4일 만에 50%로 줄어들어서

너무 놀랍고 진짜 단한 약인 것 같다고요!

그동안 2달 동안 차도가 없어서

미안해 했었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몇 분이 이명치유를 하다 중단한 분들이 

생각나면서 그분들께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구요!

다른 질환보다 유독 이명환자들의 결과가 신통치 

않았었거든요.

또 한번 깨우칩니다. 용랑의 중요성을요.

2018년 5월 17일 오전 8:33

심OO 약사 

#체험사례 

안티OOO 써클OO가 잇몸에 특효가 있다는 것을 

가족의 체험을 통해 확신^^ 확인하고 나서는 자신

감이 생겨서, 잇몸에 농이 생겨서 임플란트 5개 예

정인 환자분.

치과에서의 견적은 800만원.

안티OOO 써클OO 소포장 1개씩

안티OOO 22

써클OO 22 복용 권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지만 제가 자신 있게 잇몸

치료 된다고 말씀드리니 먹어보겠다고 하시더라구

요^^

나프록센 하루 3알 꼭 먹던 분인데 일주일이 지나

니 통증이 참을만하고 잇몸이 꽉 잡히는 느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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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런 분들한테는 치유의 과정을 세심하게 설

명해 주세요.

병의 뿌리가 남아 있으니 얼마 후에는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가면 지금 이야기한 것을 알아들을 것입

니다.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전 10:56)

① 김OO 약사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약사님과 환자분의 

선택에 박수를 보냅니다. 써클OO와 안티

OOO의 명현현상이 피부 쪽 질환은 빨리 나타

나네요 명현의 처도 빠르게 알려드리고, 뒤

집어지면 낫는다 꼭 이렇게 알려드려야 겠네

요. 

감사합니다.(5월 17일 오전 11:07)

② 류형준 약사

명현반응을 확실히 경험하 습니다.

그것만으로 많은 공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18일 오전 8:31)

고 함.

소포장 1통씩 더 먹어보고 싶다고 함.

6개월 복용법을 설명 드렸지만 제가 설명이 부족했

을까요?^^

아님 효과가 너무 빨리 나타나서 을까요?^^

소포장만 더 복용하신 요~^^

1주일에 이렇게 빠른 효과인데, 1주일 더 먹으면 

될 것 같다고 신통방통하다면서 다른 분들게 안티

OOO 써클OO 저 신 설명해주시네요.^^

2018년 5월 17일 오전 10:14

윤OO 약사 

#체험사례 

54세 남, 건설노동자.

머리에 심한 지루성피부염으로 술 드신 상태로 아

무리 피부과 다녀도 안 낫는다며 이틀 전 방문.

써클OO 22 안티OOO 11 10일분 드리면서 다 먹고 

꼭 다시 오시라 당부 드렸습니다.

섭생조심, 명현현상, 먹고 나서 피부 뒤집어지면 낫

는다 말씀드렸고요. 가져가면서 “공사장에서 안전

모 쓰고 땀 흘리며 일해야 하는데 더 가렵고 피부 

뒤집어지면 일 못한다 굶어죽는다” 걱정하시면서 

가져갔는데 딱 이틀 먹고 예상 로 가려워죽겠다

며 나 일 못한다 하시면서 반품ㅋ. 게다가 어제 또 

술까지 드셨구요. 반품은 받았지만 약효가 이렇게 

빨리 나타나고 예상 로 반응을 보이니 기분 좋았

습니다. 날씨 선선해지고 공사장 안 나가실 때 그 

때부터 다시 치료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이상 희망

이 보이는 반쪽 치험례 습니다. ^^

2018년 5월 17일 오전 11:13

서OO 약사 

#체험사례 

여성 65세. 

30년 보건직 공무원하시고 퇴직하심.

현재는 요양병원 간호사.

집사람 언니.



 제3장 체험사례 001007

① 유OO 약사

두 분 다 서약사님의 도움으로 노후를 편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겠네요.(5월 17일 오후 12:15)

② 서OO 약사

유OO 약사 네. 감사드립니다.(5월 17일 오후 

1:15)

③ 류형준 약사

몸이 피곤하고 무기력한데 딱히 특별한 증상

이 없어서 양제 이외엔 줄 약이 없는 이런 

분들에게 안티OOO와 써클OO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전 10:59)

① 류형준 약사

처형과 윗동서 분에게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18일 오전 8:35)

증상:

만성피로 무기력증 두통.

깊은 잠이 안 옴.

투약:

18년 2월8일.

써클OO 1.1 안티OOO 1.1

3월 2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5월 17일(오늘).

써쿨 1.1. 안티OOO 1.1

경과반응:.

잠이 깊게 온다.

피로가 많이 좋아짐.

변이 쉽게 나온다.(변비 음)

2018년 5월 17일 오전 11:18

서OO 약사 

#체험사례 

남성 65세 30년 보건직 공무원하시다가 퇴직하심.

집사람 형부.

증상:

손발저림.

깊은 잠 안 옴.

만성피로.

투약:

18년 3월2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5월17일(오늘)

써클OO 1.1 안티OOO 1.1

경과반응:.

무엇보다도 수면의 질이 좋아짐.

살 것 같다고 말씀하시네요.

변비가 개선됨.

어깨 찌뿌둥한 것 좋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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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정OO 약사님의 용량조절은 저보다도 과감합

니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5월 18일 오전 8:42)

① 류형준 약사

정OO 약사님의 체험사례인데 전립선비 , 얼

굴핏줄, 얼굴부종, 식도염 등 상기 증상의 환

자인데 초기 복용량이 다소 적은 듯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지금이라도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로 

20일 정도 추가해서 증상개선을 확실히 하고 

안티OOO 102과 써클OO 201로 해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18일 오전 9:02)

② 정OO 약사

류형준 약사 네 알겠습니다!

느긋하게 6개월이면 될 것 같아서 용량변화를 

주지 않았었거든요.(5월 18일 오전 9:21)

③ 류형준 약사

이렇게 증상이 많으면 초기에 용량을 늘려줘

야 6개월 복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18일 오전 11:01)

④ 정OO 약사

2018년 5월 17일 오후 12:50

정OO 약사 

#체험사례

어깨통증.

김태O, 55세 남, 보통체형.

몇 년째 어깨통증 때문에 새벽4시에 잠을 깨십니다.

학원운전하시는 분이라서 다리도 당기신다고 합니다.

5월10일ㅡ써클OO 333

5월17일ㅡ아내분이 오셨네요.

새벽에 어깨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요새는 안 깬다

고 하십니다.

다리 당기는 것도 좋아지셨구요.

잘 못 챙겨 드셔서 점심에는 안 드셨다고 하셔서

오늘부터는 써클OO 22 드시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안티OOO 같이 드릴 예정입니다.

2018년 5월 17일 오후 2:53

정OO 약사 

#체험사례 

전립선비 증 개선.

김주O, 61세 남, 보통체형.

얼굴핏줄, 얼굴부종, 만성피로, 식도염, 전립선.

11월17일ㅡ써클OO 안티OOO 11 11 한 달.

12월13일ㅡ한 달.

1월28일ㅡ한 달 간장약.

3월5일ㅡ한 달 간장약.

4월8일ㅡ한 달 철분제.

5월17일ㅡ부종은 가끔 있지만 많이 좋아지심.

전립선은 밤마다 새벽 2시 4시에 오줌을 싸야 했지

만 지금은 4시에 한 번 정도 일어나신다고 합니다. 

10일 전부터 좋아지셨다고 하십니다. 

전립선은 저도 좋아졌기 때문에 확신했었거든요.

문제는 얼굴 광 뼈에 실핏줄이 있는데 처음 보다

는 조금 사그라 들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핏

줄이 서있으니 약간 불만족하시네요.

일단 6개월 써클OO 11 꾸준히 드셔보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써클OO 11 간장약 드렸습니다.



 제3장 체험사례 001009

류형준 약사 네 알겠습니다.(5월 18일 오전 

11:17)

① 류형준 약사

단합니다.

저도 쉽지 않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암 환자는 쉽지 않은 환자이므로 꾸준

히 세심하게 관찰하고 처할 것이라 믿습니

다.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전 11:03)
2018년 5월 17일 오후 3:27

서OO 약사 

#체험사례 

간암환자의 만성피로 개선.

59세 남성. 중소기업 사장님.

16년부터 양처방 드시는 환자분이십니다.

투약:

2월 28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그 외

유산균 오메가3 강황제제 엽산 부신피로증후군

양제 사증후군제제 비타민D 마그네슘 같이 씀.

3월 29일.

써클OO 1.1

안티OOO 1.1

5월 14일.

써클OO 3.3.3

안티OOO 2.2.2

강황제제 효소제제 부신피로증후군 양제 엽산.

피로감이 개선되었음.

이번에는 써클OO 안티OOO 용량을 늘리고 그동안 

써오던 다른 양제를 줄여보았습니다.

2018년 5월 17일 오후 4:56

최OO 약사 

#체험사례 

채문O(59세. 여. 소아마비 있으심)

약국 근처에서 남편분과 세탁소를 하시는 여사장님.

혈색이 항상 창백. 소아마비로 걷기도 힘들어하시

고 허리 다리가 항상 아픈 상태.

5.12일 남편분이 부인이 가래가 몇 주 동안 계속 

나오고 힘들어한다 하셔서 정OO 약사님이 알려주

신 로 안티OOO 써클OO 각각 333씩 드시라고 하

루분 드렸어요.

5.17 오늘 오셔서는 넘 먹기 힘들어서 처음에만 그

렇게 먹고 그다음엔 각각 111씩 드셨는데 가래도 

잦아들고 피곤도 덜하다며 또 사오라고 하셨다네

요. 에구~ 원래 용법 로 드셨다면 훨씬 좋아졌을 

텐데 안타깝더라구요.

원래 남편 사장님이 부인에게 돈을 잘 안 쓰시는 

분인데 좋아지는 것 같다 하니까 큰 결심을 하셨는

지 한통씩 달라고 하시네요.

근무환경 자체가 먼지가 많은 환경이라 100% 좋아

지는 건 힘들겠지만 그분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길 

진심으로 기도하는 맘으로 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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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 정도라면 가래도 있지만 허리 아픈 것도 

있으니 안티OOO와 써클OO 333에서 바로 안

티OOO 101과 써클OO 202로 내리기보다는 

중간에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로 

20~30일간 유지해서 확실하게 증상을 개선한 

후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전 11:03)

① 박OO 약사

일단 3일 동안 각각 333씩 드신 후 그후 안티OOO 

101 써클OO 202로 드시라고 말씀드렸답니다.

만성기침가래에 확실한 처방을 알려주신 정OO 약

사님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오후 6:33

박OO 약사 

#체험사례1

1.

사십  초반 미혼 남성. 중국집 사장님.

개업하고 얼마 안 됐지만 신선한 재료 아낌없이 쓰

시더니 돈이 잘 벌려서 힘들어한다. 

피로회복제 잘 가져가고 발모제 처방 가져오시더

니 이번엔 우측눈두덩에 상포진이라며 항바이러

스제 처방을 내민다. 바이러스가 각막 침범 직전이

라고 함. 설명할 것도 없이 안티OOO 써클OO 소포

장 내 고 222 당장 복용하시라고 했다. 

병원처방만 믿을 수 없었고, 남편 친구가 똑같은 

증상으로 친구 의사에게 치료 받았지만 거의 실명

단계에 처해있음을 상기하고, 거의 강매했다. 

다른 경우엔 안티OOO와 써클OO만으로 순수 효과

를 보고 확인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내 마음이 

더 절실한 경우 음.

5일쯤 뒤 매장으로 가봤다.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바이러스는 사라져버렸

다. 놀라워라.

사장도 많이 기뻐한다. 매장오픈 이후 그곳 직원들

이 우리약국을 이용하긴 하지만 더욱 신뢰하고 찾

을 수 있는 약국이 될 수 있으리라. 물론 항바이러

스제의 효과도 컸겠지만 삼 일분으로 완전 마무리

되는 케이스는 못 봤다.

체험사례2

60  후반. 매약만 가끔 사러오시는 여자분. 

평소에도 드리는 로 말없이 잘 가져가신다.

여기저기 부딪혀 입은 타박상. 우측 갈비뼈 밑이 

결려서 힘들어 함. 

정형외과치료 3일. 한의원 침치료 3회. 전혀 차도

가 없다면서 좋은 약 달라고 함.

써클OO만 222 드시라고 드리고 차도가 없어도 있

어도 다시 오시라고 했더니 아침 약국 문 열자마자 

오셔서 만이천원 놓고 그 좋은 약 또 달라고 함. 

나도 말없이 6포를 드리고, 자긴 이 약을 그냥 계속 

먹을 거라고, 그러면 몸이 막 좋아질 것 같다고 함.

나 또한 잘 생각하셨다고 맞장구.

약사님은 의사보다 잘난 명약사라고 하신다. 직원

들도 신기해한다. 신기하긴 뭘, 잘 들을 분들만 드

리는 거지^^

요 며칠 경험한 고마운 사례이고, 본인 치험례는 

다시 올리겠습니다. 북해도를 무탈하게 다녀오면 

정말 안티OOO와 써클OO의 놀라운 효과를 표명하

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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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병원 방사선 기사 선생님 피곤으로 눈 

주위 상포진 와서 안티OOO 222 5일 강매하

다시피 드렸는데 물론 병원약이랑 같이 드셨

죠. 말끔히 좋아졌답니다.^^(5월 17일 오후 

9:24)

② 류형준 약사

상포진이 눈으로 오면 실명할 수도 있는 최

악의 경우입니다.

여기서 강매는 정말 좋은 뜻에서의 강매입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봤으니 한사람의 인생을 

구한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하지만 상포진은 잠복했다가 면역력이 떨

어지면 다시 발병하는 바이러스질환이므로 

치유의 길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전 11:05)

2018년 5월 17일 오후 6:50

서OO 약사 

#체험사례 

57세 저 자신.

6살에 엄마가 돌아가신 만큼, 아프신 분이 낳은 저

이기에 어릴 때부터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특히 장이 안 좋았습니다.

고3 때는 배가 아파서 책상에 엎드려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22살 때 충수염수술 받음.

51세 때, 30명이 약간 상한 회를 먹었는데 8명이 

토하고 설사하고 저는 장폐색이 와서 수술 받음.

52세 때, 천도 복숭아 1/5쪽 먹고 또 장 폐색이 와서 

수술 받음.

제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저희 약국에 들어오는 모

든 양제는 제가 먼저 먹어봅니다.

17년11월부터

처음 1개월

써클OO 2.2.2

17년 12월 중순부터

써클OO 1.1.1 

안티OOO 1.1.1

단 한번도 안 빼고 먹었습니다. 

몸 컨디션 안 좋을때는

써클OO 2.2.2

안티OOO 2.2.2로도 중간 중간 먹었습니다.

이 두 가지 말고도

그 외 좋다는 것은 다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복용해오던 양제에다가

써클OO 안티OOO를 추가했을 때의 차이점은?

매일 점심식사 후 누워야 할 정도로 만성피로 습

니다.

지금 현재는 좀 피곤하긴 하지만 점심 먹고 누울 

정도는 아닙니다.

눈이 훨씬 더 덜 피곤합니다.

양쪽다리에 모낭염이 심했는데도 아프지 않고 별

로 불편하지 않아서 무심코 지내왔는데 샤워하다

가 보니 반 정도는 없어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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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서약사님 저도 안티OOO 11 써클OO 11로 먹

다가 약사님들 치험례 읽고 안티OOO 11 써클

OO 22로 먹으니 다리 무거움, 피로, 무좀까지 

다 좋아지네요. 안티OOO 써클OO의 용량 조

절이 치유의 지름길임을 요즘 많이 깨닫고 잇

습니다.(5월 17일 오후 8:23)

② 서OO 약사

김OO 약사 네 맞습니다.

감사드립니다. ^^(5월 17일 오후 8:59)

③ 류형준 약사

본인이 많이 아픈 분이기에 직접 병증을 몸으

로 공부하게 됩니다.

환자의 고통도 이해하기 쉽고 치유과정도 세

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 명약사가 될 자질을 

타고난 것입니다.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이미 명약사님이시지만 앞으로 더욱 훌륭한 

명약사님 되는 서OO 약사님을 기 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전 11:06)

① 류형준 약사

림프순환촉진의 효과가 밖으로 나타나는 것

지금 사진입니다.

이렇게 좋아질 줄 미리 예측했으면 처음 사진을 찍

어둘 걸 후회합니다.

모낭염이 다 없어지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18일 오전 9:04

안OO 약사 

#체험사례 

한O자, 여 49세, 양사.

제 아내가 안티OOO 써클OO로 얼굴이 맑아졌단 

얘기를 전해 듣고 온 양사.

얼굴이 칙칙해서 왔는데 사모님 먹는 제품 달라며 

서둘러서 상담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일단 안티

OOO 써클OO 정량 한 달 드림.

차후가 결국 한 달 후인 오늘이 됐네요.

전후 변화 살피니 일단 명현으로 초반에 설사, 소화

부진, 피로, 전신통 겪고 이십  초반 안면마비로 

생긴 편두통과 눈떨림, 야간뇨, 불면 소실되고 비

염, 코골이, 초기 조갑백선, 위염, 발저림, 치주염, 

구내염 등 호전. 

얼굴 맑아지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잘 진행 중.

산후 요통이 폐경이 되면서 심하다하여 안티OOO 

써클OO 11/111, MSM, 활성비타민 한 달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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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피부가 맑아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양사는 행운입니다. 

피부톤이 아니라 온 몸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전 11:08)

① 김OO 약사

최약사님 광엄마 광이 두 분 다 치유의 

길 함께 해서 건강 찾으시고, 그 때문에 약사님

은 더 보람 되시겠어요. 치험례 감사합니다.(5

월 18일 오후 12:29)

② 류형준 약사

최O 약사님도 혹시 처방전 없는 약국을 운

하시나요?

저도 처방전 없는 약국을 운 합니다.

복용 후 3일부터 귀가 뻥~ 뚫리고 다리저림도 

줄어서 푹 잤다고 하고, 그리고 20일만에 이명

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니 환자복이 있는 것

입니다.

축하합니다.

광이도 좋은 경과를 기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5월 19일 오전 9:35)

③ 최O 약사

김OO 약사 류형준 약사 따뜻한 응원 감사드려

요.

저도 한 달 정도 치유 중인데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이 신기합니다.

그리고 환자복은 넘치게 많은 편이지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5월 19일 오전 9:58)

2018년 5월 18일 오전 11:00

최OO 약사

#체험사례 

40  후반 여.( 광엄마)

근종이 있어서 생리혈 과다로 빈혈 심해서 17년 초

에 자궁적출. 

둘코락스 단짝이었는데 이 친구도 배신 중.

올 초에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구토까지, 이때부터

이명 생겨서 이비인후과 치료 중~

3개월 정도 복용. 변비 때문에 약국 올 때마다 처방

약 가져와보라고 설득.(처방전 없는 약국이라서요)

삼환계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등등 변비 유발약 

알려주고 이 약으로 변비는 더 심해질 거고 낫지도 

않을 거라고 말함. 처방약 stop하고 림프순환 시켜

보자고 말함.

마침 다리저림 통증 요통도 호소.

4월30일 써클OO 202 20포.

5월1일 20포 3일째 아침에 귀가 뻥 뚫렸다고 너무 

신기해 함. 다리저림도 좋아져서 푹 잤다고 함.

담에는 안티OOO도 같이 6개월 완주하기로 함.

5월8일 안티OOO 써클OO 1통씩. 

한꺼번에 3포 먹기 힘들어서

써클OO 202 안티OOO 020.

5월18일 이명 완전히 없어짐. 변비는 아직~

“얼굴이 넘 밝아졌어요!”

아들 24세. 과민성장증후군. 

음식 조금만 먹어도 소화를 못시킴. 생기가 없고 

늘 무기력.

안티OOO 써클OO 101 101 우루사101 비타민B 고

함량 아닌 걸로 시작합니다.(한의원 보약 먹 는데 

효과 없으면 안티OOO 써클OO 시작하자고 미리 

귀띔~)

광이도 꼭 좋아지기를 희망.

안티OOO 써클OO를 알고 있는 약사라서 행복한 

아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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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류형준 약사

안티OOO와 써클OO를 먹을 때

안티OOO 020과 써클OO 202로 먹일 것이면 

안티OOO 101과 써클OO 121로 먹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꿔보심

이...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전 11:09)

① 류형준 약사

기침 자주,

점막에 바이러스염증에

안티OOO군요.

축하합니다.

염증물질제거에는 써클OO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아마도 안티OOO와 써클OO의 조합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전 11:10)

2018년 5월 18일 오후 1:54

이OO 약사 

#체험사례

75세 남자분이십니다.

이 연세에 에너지가 상당하십니다.

덤프트럭 운전도 하시고 농사도 좀 지으시고 일요

일에는 교회에서 운전도 하신다네요.

한 달마다 혈압약 받으러 오시는데 항상 목소리

에 힘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5월4일에 무리해서 그런지 기침이 심하다며 기관

지 확장제 패치까지 들어간 처방전을 가지고 오셔

서 3일분 조제해 가셨습니다.

그 후 1주일 후에 축~쳐진 몸과 쉰 목소리로 인사

하며 들어 오셔서 그동안 바빠서 병원도 못 왔으며 

기침 가래도 계속하고 숨도 차고 몸이 너무 힘들다

며 이번에는 5일분 처방을 받아 오셨어요.

조제약을 드리면서 아저씨가 너무 과로하셔서 면

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면역력을 좀 올릴 수 

있는 것을 병원약이랑 같이 드시면 많이 도움될 것

이라며 안티OOO 1일 3회 5일분 같이 드렸어요. 

찬물 드시지 말고 옷 반팔 입지 말고 따뜻하게 입으

시라고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평상시 우 찬 목소리로 들어오시며, 

“약사님 그 약 효과 많이 봤어요. 그 약 먹으니 상태

가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 3일분 더 

처방 받아 왔으니 그 약도 3일분 같이 주세요.” 하

십니다. 처방전을 보니 소론도가 빠져있네요.^^ 안

티OOO는 감기나 기침으로 처방전 반복 가져 오시

는 분께 같이 드시라고 드리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2018년 5월 18일 오후 4:03

서OO 약사 

#체험사례 

71세 남자.

부인이 남편 약 사러 오심.

증상:

자다가 발 저리고 아프다고 남편이 우는 바람에 자

기도 잠을 못자서 힘들다고 근육이완제 달라네요.

바로 설문지 상담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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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렇게 많은 증상이니 명현증상을 줄일려고 

써클OO 222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상 로 증상개선이 이뤄졌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적절한 기회에 안티OOO와의 조합이 예상됩

니다.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전 11:10)

② 서OO 약사

류형준 약사 네 감사드립니다.(5월 21일 오후 

5:24)

항상 부종이 있다.

통증이 잘 낫지 않고 반복된다.

만성 비염이 있다.

만성기관지염이 있다.

저녁이면 다리가 무겁고 쥐가 난다.

몸이 붓고 멍이 잘 든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온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

허리 무릎에 통증이 있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

혈압약 복용 중.

변비가 있다.

투약:

5월4일.

써클OO 2.2.2

경과반응:.

5월18일.

우선 잠을 잘 자니 살 것 같다.

잠자는 동안에 쥐 나던 것이 많이 줄어듦.

다리 통증 감소.

변이 잘나옴.

2018년 5월 18일 오후 6:24

방OO 약사 

#체험사례 

84년생 남자.

전립선염으로 처방약 복용 중. 

개선이 되지 않아 상담.

7일분씩 4개월 동안 6회에 걸처 처방약 복용 했으

나 큰 차도가 없음.

2월28일 처방 투약하면서 써클OO 202로 복용.

각탕법 열심히, 그러나 호보법은 잘 못함.

3월 25일 내국.

전립선은 좋아졌으나 중간에 (이명이 심해서 이비

인후과 진료 중. 의사가 최근에 복용하고 있는 약이

나 식품을 중단하라고 해서 복용을 중단하고 이명 

처방 약만 복용) 계속 이명이 낫지 않고 있다함.

써클OO 복용 멈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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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저희 시아버님도 전립선 때문에 써클OO 안티

OOO 101복용했는데 치매 걸리신 어머님 돌

보시느라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어지러움 또는 

두통을 호소하셨어요.(5월 18일 오후 9:42)

② 류형준 약사

그러니 치유의 길은 혼자 가게하는 것이 아니

라 여러 약사님들이 동행해줘야 하는 것입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5월 19일 오후 6:25)

③ 방OO 약사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후 9:10)

다시 새로 시작해야하므로 

써클OO 333 안티OOO 111.

4월5일 이명 좋아지긴 했는데 완전하진 않음. 두드

러기가 견딜만하게 올라옴.

써클OO 222 안티OOO 111

4월 27일.

써클OO 101 안티OOO 101

5월 17일 

아직도 아주 약간은 이명이 있다함.

써클OO 201 안티OOO 101로 2년 전 만성 위장병으

로 상담하고 치료되었던 분이에요.

안티OOO 써클OO 쓰면서 변의 변화는 없냐 물

으니 없다고 하시네요. 

2년 전 치료 후 지금까지 속은 편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합니다. 

전립선 증상 너무 빨리 좋아져 좋아 했는데 이명이 

엄청 심하다고 해요. 서로 신뢰가 없었다면 치료하

는데 고생할 뻔 했습니다.

2018년 5월 18일 오후 6:30

방OO 약사 

#체험사례

80세 여성 당뇨.

다리수술 후 항생제를 복용하여도 낫지 않으심.

처음 사진은 안 찍었어요.

<써클OO를 111로 3일 복용하시고 왔을 때 모습>

<써클OO 111로 7일 복용후 모습> 

써클OO만 20포 재구매. 

당뇨 있으셔서 1달 복용 후 안티OOO 병용 하려합

니다.



 제3장 체험사례 001017

① 권OO 약사

첨부터 안티OOO와 병용하셨으면 더 빨리 회

복하셨을 거예요.

1.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로 1주일 정

도 복용 후

2. 안티OOO 써클OO 111로 보름 정도 복용

3. 이후 정량복용(5월 18일 오후 6:46)

② 류형준 약사

흉터주변 상단부위 하단부위가 염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모두 바이러스가 완연합니다. 

저 역시 바이러스염증이 심하여 권OO 약사님

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전 11:14)

③ 방OO 약사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써클OO만 써보고 

안티OOO 추가로 써 보려고 한 환자입니다. 

다음번에 오시면 바로 안티OOO 들어가고 후

기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후 

9:08)

① 류형준 약사

다음날 아침에 오셨으니 차도가 있는 것이죠.

이유를 알 수 없는 복통에도 바이러스가 관계

되는군요.

이 경우가 자주 있거나 평소 배가 자주 아팠다

면 바이러스가 만성화 된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전 11:15)

② 방OO 약사

네~ 제가 설명이 너무 부족했네요. 가레오를 

먹어도 병원을 다녀와도 차도가 없는 환자는 

항생제로 낫지 않는 감염증이든지 다른 물리

적인 요인이 있는 걸로 사료되어 감염증이면 

안티OOO로 차도가 있을 것이니 다음날 오시

라고 말씀 드렸어요. 안티OOO로 전혀 반응이 

없으면 큰 병원 가시라고 했는데 다음날 오셔

서 복통이 나으셨다고 재구매 하셨어요. 

평소 복통이 없으셨다고 해서 차후에 상황을 

보자고 말씀 드렸습니다. 선생님 말씀 로 오

래된 복통에는 바이러스 만성화로 잘 안내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후 9:04)

③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후 11:06)

2018년 5월 18일 오후 6:37

방OO 약사 

#체험사례 

80  남자.

배가 아파서 집에 있는 가레오와 소화제 물약 먹어

도 배가 아파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처방 받아 

왔는데도 배 아픈 게 가라앉지 않는다고 딸이 늦은 

시간에 내국.

안티OOO 3포 저녁에 드시고 괜찮으면 아침에 3포 

드시고 다시 약국으로 나오시라고 함.

그래도 차도가 전혀 없으면 큰 병원 가시라고 함.

다음 날 따님 약국에 오셨네요.^^

2018년 5월 18일 오후 6:50

방OO 약사 

#체험사례

엄마가 상담하여 데리고 온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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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설사는 줄었는데 자율신경실조, 만성피로, 의

욕상실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라면 상기와 같이 여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안티OOO 111과 써클

OO 222로 20~30일 정도 먹게 하여 증상개선

이 확실히 된 것을 확인하고 난 후 안티OOO 

101과 써클OO 201로 먹게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환자와 의논해보는 

것이 어떨지요.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전 11:16)

② 방OO 약사

네~ 선생님. 2년 정도 치료 후 현재 남은 증상

이 설사이고 유지량을 먹으면서 중간에 상황

이 나빠지면 선생님 말씀 로 용량을 올리라

고 당부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

후 8:55)

① 류형준 약사

손목통증은 쉽지 않은데 5일만에 개선되고 있

으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전 7:48)

② 방OO 약사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후 9:12)

25세 여자, 보통 체격. 취업준비 중 스트레스 많음. 

자율신경실조, 만성피로, 의욕상실로 2년 정도 여

러 가지 치료함(가정의학과에서 양요법).

음식 조금만 잘못 먹어도 설사함.

4월 10일.

써클OO 101

안티OOO 101

가레오.

4월 15일. 

피부 알레르기 군데군데 올라오지만 견딜만 함. 미

리 명현 설명하여서 이해하고 계속 복용.

힘들면 써클OO 양을 늘리라 했지만 괜찮다 함.

5월 17일.

써클OO 101

안티OOO 101

기름기 먹어도 괜찮다. 

양가 있는 것 먹이고 싶은데 설사 하니까 조심스

러웠는데 다행이라 함.

2018년 5월 18일 오후 6:54

방OO 약사 

#체험사례 

40  후반 여자, 마른체형.

손목 아파 한의원 치료 차도가 없다함.

양쪽 다 같은 정도로 아픔.

써클OO 202.

5일 후 손에 힘이 가는 게 느껴 짐.

다시 써클OO 202.

2018년 5월 18일 오후 7:24

방OO 약사 

#체험사례 

50  중반 여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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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 정도 증상이 있다면 초기용량을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로 진행하면서 확실한 증

상개선을 확인하고 안티OOO 101 써클OO 

201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전 11:17)

② 방OO 약사

선생님, 안티OOO 써클OO 복용 시점에서 기

침도 없고 불편한 증상은 없었는데도 안티

OOO 101 써클OO 201로 유지하는 게 좋을까

요?(5월 20일 오후 9:29)

③ 류형준 약사

특히 중요한 뇌와 심장에 문제가 있으니 초기

용량을 올리고 용량도 안티OOO 101과 써클

OO 201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

니다.(5월 20일 오후 10:10)

봄이 되면 기침을 한다.

내과 이비인후과 처방약을 1달 정도 복용하여도 좋

아지지 않음.

처방약 드시면서 안티OOO를 222로 3일 드시게 함. 

기침 좋아져서 써클OO 101 안티OOO 101 시작 하

셨습니다. 

뇌 수술하신지 만5년 되었고,

1. 등이 떨린다.(5년 전 지금은 괜찮음)

2.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려 신경과 약 잠시 복용

하다 본인이 스스로 줄여 끊으심.

3. 왼쪽 팔이 저림.

그동안 은행잎 철분 비타민 C E B 이담제 드셨습니

다. 

2018년 5월 19일 오전 11:24

최OO 약사

#체험사례 

5월15일 병원에서 며칠 자고 나서 이렇게 되었다고

사진 보내와서 빨리 약국으로 오시라고 함.

이OO 약사님 조언 받고 안티OOO 써클OO 111 222.

(저는 222 111 쓸려고 했었구요)

하루분의 효과!

그 로 하루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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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저도 신기합니다.

5월 15일부터 그랬으니 급성증상이므로 이렇

게 빨리 개선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의 피부염은 이미 피부 속에 

바이러스가 잠복된 있는 경우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전 11:18)

① 류형준 약사

그렇습니다.

만성 증상의 원인은 부분 바이러스라고 이

미 천기누설건강법에서 설명하 습니다. 

이번 기회에 바이러스의 원인으로 요통이 발

생할 수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렇게 경험하면서 진화하는 것입니다.

이미 만성화된 증상이니 증상이 없어지더라

도 끊지 말고 치유의 길에 동행하여 완주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전 11:18)

환자분도 놀라고 저도 놀랐습니다.

Amazing !

2018년 5월 19일 오전 11:35

성OO 약사 

#체험사례 

이OO, 60세 남.

요통(양말도 신을 수 없을 정도), 2~3개월 동안 병

원치료하고 있으나 차도 없음.

디스크도 아니고 병명은 딱히 없다고 소염진통제

와 근이완제 처방약 복용 중임.

병원약은 중단하고 평소 얼굴도 잘 붓는 체질이라 

처음엔 써클OO만 1.1 3일분 투약. 

좀 나은 듯하나 아직 아프다하여 써클OO 2.2.2 3일 

투약. 

차도는 있으나 그래도 통증 느낌(양말은 신을 수 

있게 허리 굽혀짐)

심한 염증성 통증으로 보고 안티OOO 써클OO 111 

3일 투약.

다음날 오셔서 훨씬 나으시다며 이제 살 것 같다 

하심.

잘 드시다가 덜 아프다고 게을리 드시면 다음날은 

좀 뻐근하다시며 열심히 복용 중임.

근육통엔 써클OO를 먼저 떠올렸는데 안티OOO의 

역할을 되새겨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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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저도 신기하군요.

부분 써클OO의 용량을 늘리는데 오히려 안

티OOO의 용량을 늘리는 것이 속이 편하다면 

안티OOO의 용량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어

릴 때부터 온 몸이 다 아팠다고 하니 전신에 

바이러스가 가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안티OOO의 용량이 더 필요할 것입

니다.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전 11:19)2018년 5월 19일 오전 11:50

이OO 약사 

#체험사례 

뱃살 빠짐.

50  중반. 여. 직장에 다님.

본인이 어려서부터 약해 몸이 안 아픈 데가 없다고 

하는 분인데 요즘 허리와 요통이 좀 더 심해져서 

안티OOO 111 써클OO 222로 복용을 권했고 복용한 

지 보름이 지나면서부터 만족할만한 효과가 있다

고 하신 분인데요.

요즘 같으면 살만하시다고 하며 예전에는 겨울 지

나며 봄이 될 때는 비염과 코가 헐어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불편함 없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두 달이 지나니까 용량은 본인이 조절하고 있

는데요.

희한하게도 안티OOO 2포 써클OO 1포를 복용할 때 

속이 제일 편하고 뱃살도 빠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림프순환에 세포정상화의 힘이라고 이해하면서도 

보통은 써클OO를 더 드시는 경우가 일반적인지라 

사람마다 맞춤으로 작용하는 것이 참 신기하네요. 

이분이 2년 전에 재혼했거든요. 아직은 신경쓸 때

인가 봐요.

2018년 5월 19일 오후 1:07

성OO 약사 

#체험사례 

1.

장OO, 50  중반 여.

건선(스테로이드 매일 바름).

3년 전 사고로 무릎연골 찢어져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

아파서 뛸 수도 없고 다리를 반듯하게 못 펴고 약간 

굽힌채 조심조심 생활.

써클OO 11 복용 1주. 

건선부위가 더 빨개짐, 따뜻한 물 충분히 복용시키

고 각탕 주지시킴.

2주 정도 지나니 붉은기가 점점 옅어지기 시작하여 

연고 중단.

1개월 정도 지나니 무릎통증이 알게 모르게 없어지

고 달려도 안 아프고 다리를 쭉 필 수 있어 너무 

만족해하심.

2.

OOO, 20  중반 여.

생리 전후 두통 생리통.

안티OOO 써클OO 11.

3개월째 복용 중인데 생리 시 컨디션도 안 좋고 두

통이 넘 심했는데 훨씬 편해져서 만족하며 열심히 

복용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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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1번의 경우에는 3년 정도 된 증상이고 건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릎 통증이 없어졌다니 

축하합니다.

하지만 건선도 바이러스이고 오래된 증상도 

부분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치유의 길을 동행하여 완주

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번 생리통은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증상임으

로 안티OOO와 써클OO의 복용이 정답입니

다.

6개월 병용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전 11:19)

① 류형준 약사

오래되지 않은 하지부종이니 써클OO로 마무

리 하 습니다.

부종에는 써클OO의 역할이 직접 작용하니 빠

르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전 10:45)

2018년 5월 19일 오후 2:29

강OO 약사 

#체험사례 

20  후반 여자.

160cm 40kg.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예민한 성격.

한 달 전부터 하지 부종 심하고 피로 온몸이 아프다

고 함.

센OO 사러 오셨다가 상담하게 됨.

림프순환제의 효과에 해 말씀드리고,

써클OO 11 소포장.

하지부종 좋아짐. 소포장으로 3개월째 재구매.

피로 온몸 통증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나이도 젊고 오래되지 않은 하지부종이라 빨리 좋

아진 경우입니다. 본인은 건강 위해 계속 복용하겠

다고 합니다.

호보법 각탕법 알려 줬고 노력해 보겠다고 하네요.

2018년 5월 19일 오후 4:55

강OO 약사 

#체험사례 

60  여자, 최00.

요양보호사로 취업한지 얼마 안 되어 근육통, 피로 

심하고 안구건조증, 안면 홍조 호소.

천연호르몬 제제 간장약 복용 중.

써클OO 11 한 달분.

근육통 피로 좋아졌고 눈 피로도 많이 좋아지셨답

니다.

잠도 잘 자고 안면 홍조도 훨씬 좋아진 것 같다 하시

구요.

써클OO 한 달분 재구매.

이분은 안티OOO와 함께 치유 프로그램이 꼭 필요

한 분이라 처음부터 설명드렸구요.

다음 달부턴 안티OOO와 같이 병용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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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저라면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로 시작

하고 차후 안티OOO 101과 써클OO 202로 줄

을 것입니다.

강OO 약사님은 환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천천히 차근차근 치유의 길로 안내합니다.

어떻게 가든지 환자가 치유의 길을 완주하도

록 도울 수 있다면 최고의 방법입니다.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전 11:21)

① 류형준 약사

아마도 앞으로 여러 번 반복될 것입니다.

인연이 되면 치유의 길로 안내해서 끝까지 완

주하도록 돕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전 11:24)

① 류형준 약사

누구도 쉽지 않은 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치유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도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전 11:25)

2018년 5월 20일 오전 9:37

고OO 약사

#체험사례 

40  중반 여성분입니다.

정형외과 주사 약물치료 2달 했으나

전혀 차도 없다 합니다.

통증부위가 어께와 손목이라해서 손목을 만져보니 

부종과 열감이 느껴집니다.

써클OO 111 2일분 투여하고 책자 드렸습니다. 

2일 후 다시 2일치만 달라해서

손목을 보니 열도 없고 부기도 없습니다.

다시 오겠다더니 소식은 없고 어깨 아픈 환자를 소

개했네요. 미용사가 가라했다고 하면서 약국에 찾

아 왔어요.

손목과 어께통증이 직업병이었네요.

2018년 5월 20일 오전 9:46

고OO 약사 

#체험사례 

70초반 여성환자입니다.

두 번의 뇌졸중으로 말도 어눌하고 많이 어지러워

하시고 당뇨 혈압 고지혈약 투약 중이십니다.

처음부터 안티OOO 써클OO 101로 투여한지 4개월

째입니다.

첫 달 이후부터 어지러움은 많이 줄었고 발음도 거

의 좋아지셨고 컨디션도 좋아서 농사일 열심히 하

고 계십니다.

앞으로 계속 투약할 계획입니다.

수술도 못할 위험한 상황이라 했는데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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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희망을 선물 받고 이제 꿈을 꾸는 어린이로 

성장하겠네요. 왕OO, 밝게 뛰노는 모습이 상

상이 갑니다.(5월 20일 오후 4:41)

② 류형준 약사

김OO 약사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후 4:49)

① 김OO 약사

류선생님 또 한분의 환자분께 희망을 선물하

셨네요.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후 4:40)

② 류형준 약사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5월 20일 오후 4:49)

2018년 5월 20일 오전 11:36

류형준 약사

#체험사례 

왕OO, 7세, 근이 양증.

베이징에 첫날인 17일에 왕OO을 봤습니다.

활달한 모습, 약간 튕기면서 행동하는 모습에서 제

법 개구쟁이 모습을 봅니다.

이제 완전히 건강한 정상 아이의 모습을 봅니다.

아직까지는 1년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 다른 아이들

에 비해 지구력이 부족한 것은 채워질 것으로 생각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20일 오전 11:45

류형준 약사

#체험사례 

설OO, 여자, 30  후반, 조선족.

뇌성마비와 발달장애2급으로 예상.

키도 작고 몸도 왜소하고 말은 못하지만 알아는 듣

고 글자는 조금 아는 정도입니다.

정신연령은 2~3세 정도입니다.

지난달부터 체질차을 주기 시작해서 이번 달에 다

시 만났습니다.

일단 용쓰듯 힘주면 몸을 뒤트는 것이 없어졌고 걷

는 자세도 몸을 들면서 가던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왼손가락을 못 펴서 앉아

있으면 계속 손가락을 펴고 있었는데 이제는 엄지

만 제외하곤 스스로 손가락을 펴서 물건을 쥐려고 

합니다.

저도 놀랄 정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보입니다.

말을 못하니 지능의 변화는 아직까지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같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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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권OO 약사

제 딸의 여러 증상은

1.부신고갈로 인한 호르몬균형교란으로 불면

증과 만성피로

2.완벽함을 추구하며 지기 싫어하는 성격에서 

생긴 간화, 그리고 이로 인한 심장의 압박.

심장의 압박으로 인한 폐기의 손상에서 초래

된 안구건조 두통 아토피. 

심장의 통증이 일어난 것이죠.(5월 20일 오후 

1:19)

② 이OO 약사

달라진 딸의 이쁜 모습에 함께 기뻐합니

다~~^^(5월 20일 오후 2:00)

③ 류형준 약사

저는 부신고갈, 불면, 만성피로, 코끼리피부, 

모낭염, 심장의 자통, 항배강, 견비통, 안구건

조 등 모든 증상의 원인은 바이러스감염증으

로 인한 증상으로 생각됩니다.

바이러스가 줄어드니 모든 증상이 저절로 치

유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따님이 참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큰일을 해냈

2018년 5월 20일 오후 1:11

권OO 약사

#체험사례 

33세, 은행 금융공학팀에서 일하는 제 딸입니다.

어려서 6살 때 엉덩이와 허벅지 피부가 코끼리피부

처럼 두꺼워지고 피가 나게 긁는 아토피를 제 한약

으로 치유 후 이제껏 몸이 피곤하고 지치면 어김없

이 얼굴의 모낭염, 발등과 팔뚝의 아토피 등 여러 

피부증상이 있었고, 학을 거쳐 지금껏 완치 후 

재발을 반복함.

작년 10월 안티OOO 써클OO 프로그램 시행 시에

도 얼굴의 모낭염과 허리벨트라인의 발진과 소양

증으로 고생 중이었고 툭하면 심장부위의 찌르는 

통증과 늘 뒷목과 어깨뭉침으로 딸아이는 이 증상 

해소를 위해 요가로 다스렸으나 큰 효과는 없었어

요.

-아이를 설득하여 안티OOO 써클OO 111로 시작해 

피곤하면 언제든 써클OO를 2봉으로 증량해 복용

하라 했고 2달 정도는 111로 복용 후, 지금껏 정량

복용 중이고 6월부터는 써클OO로만 복용하려 

함. 

-괴롭히던 얼굴의 모낭염 치유 후 넓어진 모공도 

좁아지며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환하고 예뻐짐

-안구건조로 늘 눈을 비비던 습관이 완전히 사라지

고 상용하던 인공눈물 거의 사용 안함.

안구건조와 같이 일어나는 두통과 두중감이 사라짐.

-27세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벌써 40  중반 여성

의 심장 나이로 지쳐있던 심장이 아주 편해져서 

툭하면 괴롭혔던 불면증이 사라짐... 저도 그렇지

만 피곤하면 할수록 점점 말똥말똥해지며 오히려 

잠이 더 오지 않는 불면증으로 학시절부터 고생

이 많았어요.

-피곤 시 툭하면 돌출하던 피부발진이 더 이상 나

타나지 않고 침착되었던 환부도 점점 피부색이 정

상톤으로 회복 중이며, 

“늘 피곤해. 난 너무 피곤해.”를 입에 달고 살고 

가끔 회사에 지각도 할 정도로 기상불리가 심했으

나 요즘은 벌떡 잠자리서 일어남.

딸아이가 달라졌어요.

몸이 편해지니 마음도 넓어지고, 배려심과 친절함

과 기쁜 마음으로 인내심마저 커져서 이전보다 수

월하게 직장에서 일하게 되어 즐겁게 일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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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후 4:18)

④ 김OO 약사

권약사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권약사님의 체험례 읽고 써클OO 용량조

절 배웠습니다. 

저도 써클OO 22로 3번 먹고 증상이 더 좋아지

는 걸 체험해 봤습니다. 늘 올려주시는 체험례

가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하세요.(5월 20일 

오후 4:38)

⑤ 강OO 약사

약사님 축하드려요~~~(5월 21일 오전 

11:57)

⑥ 강OO 약사

좋은 치험례 넘넘 감동입니다. 함께하니 훨씬

좋아요.(5월 21일 오후 1:02)

① 류형준 약사

이제 약사님들이 건선 정도는 쉽게 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꿈꾸고 배달의학이 꿈꾸

는 세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기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24일 오전 6:40)

2018년 5월 23일 오후 1:02

최OO 약사 

#체험사례 

이미O(48세. 161cm. 57kg)

10년 이상 된 다리건선. 넓은 범위는 아니고 지폐 

한 장 정도 크기. 손바닥 습진 500원 동전 크기.

5.9. 

피부과 약 처방받아 오셨는데 큰 부위는 아닌데 따

뜻한 계절이 되면 항상 신경 쓰인다고 하셔서 안티

OOO와 써클OO에 한 설명을 해드리고 건선이라 

복용기간 충분히 길게 잡으셔야한다고 말씀 드렸

습니다.

안티OOO 111 써클OO 222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명현현상 미리 말씀 드리고, 각탕법. 호보법도 말씀

드렸어요.

5.23. 

오늘 아침에 오셨길래 어떠신지 여쭤보니 그 약 때

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리 건선은 피부가 꼬들꼬

들해진 느낌이고 손바닥 습진도 좋아지는 게 느껴

지고 있다고 말씀 하시네요. 근데 많이 나른하고 

깔아진다고 하셔서 명현반응일 수도 있지만 처방

받은 피부약의 항히스타민제 때문일 수도 있으니 

이참에 반응을 확실히 확인해보기 위해서라도 일단 

처방약은 정 심할 때만 드시고 안티OOO와 써클OO

를 빼먹지 말고 잘 챙겨드시라고 말씀 드렸답니다.

써클OO 222 한 통 드림.

다음 달부터는 정량으로 조절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각탕법과 호보법도 안하고 계신다고 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자분들은 말씀을 드려도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자주 언급하고, 글로 써 드리는게 중요하다

는 걸 느낍니다.

그래도 저 믿고 열심히 드시는 환자분이 참 감사했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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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OO 약사

귀여운 불평...ㅎㅎ

전 별로 귀엽지 않던데...(안티OOO 써클OO 

취급하면서 간이 커져서~ㅋ)

이OO 약사 선생님은 맘도 고우시군요^^(5월 

23일 오후 3:23)

② 이OO 약사

양OO 약사 환자분 혼자서 하는 독백 같은 거

예요. 저에게 감히(?) 강력히 요구도 못하면

서, 제가 광신도처럼 안티OOO 써클OO 좋아

하는 줄 앎으로ㅎㅎ.(5월 23일 오후 8:25)

2018년 5월 23일 오후 2:37

이OO 약사 

#체험사례 

치유의 길 2개월 지나 3개월째 들어감.

원형탈모. 

발모.

임라O, 51세, 남.

안티OOO 써클OO 주위 멤돌다, 

3월20일 안티OOO 2, 써클OO 2씩 2번 복용했던 

게, 그날 밤의 복통, 요통, 위경련을 한꺼번에 잠재

워 치유학교 입학하신 분.

가장 큰 목표는 무릎, 어깨통증과 발모!!

3월21일부터 안티OOO 101, 써클OO 202 복용 중.

도중에 증상이 심해지거나 새로운 통증이 생기면 

그에 따라 용량변경하면서 약간의 귀여운 불평(가

격)해가면서도 복약순응도 거의 100%인 분.

오늘 기침. 가래 몸살증상으로 오셨네요. 각 333으

로 하시라 했지요~~^^

방문한 김에 한번 봐달래서 보니, 원형탈모부위에

도 머리카락이 이미 잘 자라고 있고,

정수리 많이 휑~했는데 많이 채워진 모습이네요.

아쉽게도 before 를 못 찾고 오늘 사진만 올려봅니

다.

치유의 길 가는 중에 받은 선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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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류형준 약사

before 사진이 없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현재 

자국은 자세히 보면 흔적 정도만 있습니다.

저는 발모제로 개발한 것이 아닌데 발모제로 

사용하니 재미있고 신기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5월 24일 오전 8:19)

① 류형준 약사

20년을 앓고, 당뇨병성 신경병증까지 진행된 

상태이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신경손상이 어디까지인지 진행상황을 보면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미 써클OO 202로 많이 정리를 하 지만 

초기에는 안티OOO 111과 써클OO 111 또는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로 일정기간 진

행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좋은 성과를 기 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24일 오전 11:56)
2018년 5월 23일 오후 6:55

강OO 약사 

#체험사례 

60  여자 김OO.

당뇨 20년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레이저시술 당

뇨병성 신경병증 심해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없다

고 하심.

손바닥도 순환이 안 되어 점점 말라가는 것이 신경

이 쓰이신다고 상담 요청. 비

타민씨 복용 중.

써클OO 22 한 달분.

일시적으로 당 수치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 드림.

탄수화물 섭취 줄이시라고 말씀 드림.

본인이 당 수치에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이라 

큰 걱정 안하시고 열심히 드셨구요.

삼 개월째 같은 용량으로 드셨고 손바닥이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고 손발 저림도 많이 좋아지

셨어요.

이번 달부터 치유 위해 안티OOO 11 써클OO 21로 

시작합니다.

2018년 5월 23일 오후 8:15

안OO 약사 

#체험사례 

성O화, 여, 57.

과도한 급식소 업무에 지쳐 퇴직하여 터널증후군 

수술.

남편과 친척과의 불화로 심적 고통도 상당합니다.

몇 년 전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파해 안티OOO 

써클OO 여러 차례 권유 끝에 안티OOO 11 써클OO 

111 한 달분.

두통, 불면, 왕래한열, 자한, 피로 시 눈 앞이 뿌옇

다. 

건조한 피부로 인해 가려움, 비염, 구건, 변성, 구

고, 구역, 후두에 좁쌀 같은 염증, 목의 쥐젖, 구내

염, 치은염, 새벽 속쓰림, 전신 부종, 엄지발가락 

감각 무뎌짐, 복상뼈 수종(7차례 물 뺌).

호전 중.

관절통, 요통, 터널 후유증, 상포진 후유증, 수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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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OOO 101과 써클OO 111로 이렇게 많은 

증상을 호전시키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들어갈 비용인데 환자가 어리석으니 

비용은 비용 로 더 들고 기간은 늘어납니다.

감사합니다.(5월 24일 오전 11:59)

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 111 써클OO 222로 2개월을 먹었는

데도 결과가 없으면 이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환자의 환경이 안 좋아서 증상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양을 주거나 면역기능시스템이 

기본부터 무너져서 더 높은 단계의 처방이 필

요한 경우입니다.

머리카락을 잘라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결

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5월 24일 오후 4:01)

냉감은 아직인 분이지만 위의 호전증상에 힘입어 

기 에 차 있습니다.

진작 저의 권유를 받아들 다면 터널 수술도 피해

갈수 있었을 터이고 여러 질병의 고통에서 조금이

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 놈의 돈이 

웬수죠.

안티OOO 써클OO 11/111 msm 한 달.

2018년 5월 24일 오후 12:54

이OO 약사 

#체험사례

일전에 올렸던 20여 년 이상 된 전신 건선 환자입니다.

첫 1개월은 101-101 (안티OOO 써클OO)로 복용했

으나 아무 증세도 나타나지 않음.

2개월째부터 111-111로 복용하니 명현반응이 심하

게 나타남. 인설과 가려움증이 심해짐.

3개월째부터 111-222로 복용함.

현재 111-222로 4개월간 복용 중 (처음 시작 후 6개

월째)인데 여전히 인설이 심하고 가려움증도 여전.

샤워하고 보습제를 바르면 반나절 괜찮다가 다시 

반복.

가는 데까지 가보자고 했습니다.

(애초에 2년 얘기했는데 진짜 그렇게 될까 봐 솔직

히 걱정입니다)

다시 111-222로 복용.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는 분인데 조금씩 호전이라도 되

면 좋겠네요.

2018년 5월 24일 오후 3:16

강OO 약사 

#체험사례 

60 , 여. 

입술 부위와 생식기 단순 포진 달고 사시고 상 

포진도 여러 번 한여름 빼곤 늘 내복을 입으시고 

감기는 늘 달고 사시는 면역력 꽝이신 분.

좋다는 양제는 다 드시고 계시나 효과를 못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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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요.

안티OOO 8개월 정답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지고 난 

후 6개월로 정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제하면 8개월 되는 것입니

다. 천천히 길게 잡고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5월 24일 오후 3:25)

고 하소연 늘 힘들고 지치신다고 하셔서

안티OOO 11 써클OO 11 한 달분

현재 5개월째 복용 중

단순 포진은 아주 힘들 때 잠깐 나타나고 잘 치료됨.

감기도 거의 걸리지 않고 지나가는 중.

손발도 따뜻해지고 있다고 함.

이번에 박 스트레스 받은 후 등에 통증도 없이 물

집이 생겨 통증 없는 상포진도 있냐고 문의하심. 

가벼운 상 포진이 온 거 같다 말씀드리고 안티

OOO 333 써클OO 333으로 복용하라고 함.

하루 만에 좋아지셨다고 연락 옴.

그전 같았으면 오래 고생하셨을 거라고 감사하다 

하심.

당분간 안티OOO 써클OO 용량 늘려 드시라 말씀

드렸고, 전체적인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

니다.

이분은 안티OOO 8개월은 드셔야 할 듯해요.

2018년 5월 24일 오후 3:55

최OO 약사 

#체험사례 

김지0, 46세, 여.(158cm, 70kg)

리플릿 체크를 해보니 면역력은 6개 항목 체크, 림

프순환은 11개를 체크하시네요. 

무릎에 가끔 물이 차고 몸이 무겁고 항상 피곤하고 

추위 잘 타고, 어깨, 허리, 무릎에 통증과 쑤시는 

증상이 주 호소증상임.

전에 오셨을 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오셔서 한 번 먹어보려한다고 달라 하시네요. 

첨엔 약사님이 약을 팔려고 하시나 했 요.

5월 15일

써클OO 222 안티OOO 101 로 드시라하고 써클OO 

소포장 2통, 안티OOO 소포장 1통씩 가져가심.

5월 18일 

지나가는 길에 들르셨길래 어떠신지 여쭤보니 일

단 추운 게 덜해졌고, 명현반응인지 팔에 두드러기

가 생겼답니다. 

5월 23일

소포장 각각 1통씩 재구매하러 오셔서 체크해보니 

매핵기 증상도 있었는데 병원 약 처방받아도 소용

없었던 게 달라지는 게 느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

가 수월해졌고, 무릎이 뻣뻣했던 게 좀 덜하다고 

하시네요.

원인 치료를 위해서는 복용 기간을 꼭 지키셔야 한

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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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설명은 약사님 몫이고 선택은 환자 몫입니다.

따라서 약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고 

환자는 약사님의 마음과 진심이 통하게 되면 

기꺼이 치유의 길을 선택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24일 오후 3:59)

① 류형준 약사

30년의 병력도 중요하지만 손상의 정도가 어

디까지인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세포가 원하는 최적의 환경만 만들어지면 세

포는 스스로 치유의 길로 찾아갑니다.

그 모두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치유의 길인

데 우리가 너무 멀리 돌아온 탓에 그런 자연스

러운 일을 기적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5월 25일 오전 7:22)

2018년 5월 24일 오후 6:34

강OO 약사 

#체험사례 

70 , 남.

4월에 올렸던 분인데 처음 안티OOO 써클OO 각11

로 드시고 속이 너무 불편하시다고 하셔서 써클OO 

22로 드시고 나서 배가 쏙 들어갔다고 좋아하셨습

니다.

5월 23일 방문

떡 방앗간을 하시니 요즘 너무 바빠 올 수가 없었다

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며 들어오시네요. 직원

이 어르신 10년은 젊어지셨어요, 정말 얼굴이 환하

게 정리가 되었어요. 하니 안 그래도 새장가 갈란다 

하시면서 안면경련이 조금 차도가 있는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럼 치유의 빛이 보이니 안티OOO 11 

써클OO 22로 가시자고 했습니다.

정말 30년 지난 안면경련이 치유된다면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환자분께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오후 6:41

안OO 약사 

#체험사례 

61세, 남..

약을 공급해주는 총판 사장님입니다

작년 늦여름쯤 심근경색으로 스텐트를 삽입했고

요. 그 이후로 복용약이 차츰 늘더니 지금은 한 움

큼 드신다네요.

특히 ppi의 부작용인 여성형 유방도 나타나  기

분이 안 좋다 합니다.

최근 주변에서 갑작스러운 뇌경색, 심정지로 고생

하는 분들 얘기를 자주 접하여 이 사장님께 안티

OOO 써클OO을 필히 드셔야 하는 이유~ 심혈관의 

바이러스 감염을 설명드린 후.

정량 한 달

오늘 방문하셔서 그간 업 시 나타나던 피로가 없

어졌고 또 속이 편해져 위장약 안 먹게 돼서 한걱정 

덜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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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달부터 차도를 보인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에 바이러스 감염증을 

주원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스텐트를 

삽입했다고 해도 계속 발병할 가능성이 많은 

질환입니다.

특히 생명과 관계가 깊은 질환이므로 항상 주

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수명을 건강하게 연장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치유의 길을 끝까지 함께 해서 지인분의 여생

을 건강하게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5월 25일 오전 7:29)

이처럼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다른 약을 또 먹어야 

하는 모순을 더 이상 겪지 않고 치유하시라며 1년 

권유.

정량 한 달

30년 이상 보고 온 사이라 반드시 안티OOO 써클

OO을 알려야겠단 사명감에 반강제로 권했는데 첫 

달 결과가 좋게 나타나니 잘했단 생각이 듭니다.

2018년 5월 24일 오후 9:20

계OO 약사 

#체험사례

1. 계00, 만56세, 여.

언니입니다. 간호사라 3교 로 일하고, 렙틴저항

성, 인슐린저항성을 보이는 상태라 제가 지난 설날

에 <써클OO>와 <안티OOO>를 선물로 드렸었죠. 

입 아프게 설명해도 콧방귀 뀌면서 열심히 먹진 않

고 먹다 말다 한 것 같았어요.

처음 얼마간 먹고는 “피부가 좀 좋아지는 거 같기

도…”라고 하더니 어제 나타나서 각각 1통 달라고 

하 요. 안 먹으니까 피부가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낀다고요. 먹을 땐 피부가 매끈하고 탄력이 붙고 

탱탱한 느낌이었는데 안 먹었더니 다시 늘어지는 

느낌이라네요?

중년 여성들은 '피부'가 가장 신경 쓰이죠. 피부를 

위해서 먹는 것이 결국은 언니의 고장 난 몸의 균형

을 바로잡아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히 

교육을 시켜야겠어요. 비만과 당뇨 경계기에서 확

실히 안전지 로 올 수 있게.^^

사족. 

언니가 이 제품에 해 나팔을 불어서 주변 간호사

들이 전부 관심을 보이는데 비싸다면서 저한테 싸

게 해달라고 해서 고민입니다. ㅋ

2. 주00, 만42세, 여.

구에 사는 저보다 많이 어린 손아래 동서입니다. 

이 동서에게는 설날에 저 함량 요오드 정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4월 7일에 요오드 먹고 몸이 

좀 좋아지는 느낌이라며 구매를 원하면서 본인이 

'자궁근종'이 있다는 걸 밝혔어요. 자궁 내 장치가 

없으면 생리 때 정말 죽고 직장생활도 못 할 정도

다네요. 20 부터 그랬었다고. 의사는 수술하자고 

하는데 버티고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써클OO>와 <안티OOO>를 소개하고 치유

의 길을 가자고 했어요. 시동생이 갑상선 결절이 

있어서 같이 요오드를 먹으면서 좋은 느낌 있으니 

<써클OO>과 <안티OOO>도 덩달아 같이 먹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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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입니다.

좋은 제품을 싸구려로 만들지 마세요.

저는 밴드에 공지했듯이 가격으로 문제를 일

으키는 약국에는 공급을 제한할 것입니다.(5

월 24일 오후 9:33)

② 계OO 약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언니지만 “절  안 된

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5월 24일 오후 

9:55)

③ 계OO 약사

괜히 '사족'을 달아서 혼나고.

그야말로 뱀다리. 어흑.(5월 25일 오후 3:47)

④ 류형준 약사

언니분이 좋아지고 동서분이 좋아져서 염증

을 일으켰던 세포들이 덩어리 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자궁근종이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가족들이니 치유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동행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5월 26일 오전 7:54)

니다. 시동생의 경과는 나중에 물어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오드정은 저 함량(3.125mg/T)짜리라 점증해 하

루 3알까지 먹게 하고 우선은 <써클OO)만 썼습니

다. 드라마틱보다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가자는 맘

으로 아침, 저녁 1포씩 먹으라 했습니다.

4월 17일부터 써클OO 먹기 시작 후 10일이 지나 

물어보니

(1) 생리 아닐 때도 배가 아프곤 했었는데 덜 아프다.

(2) 부정출혈도 있었는데 그동안은 없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명현: 배가 가렵더니 겨드랑이가 가렵더라.(명현

은 '요오드 정'도 같은 기전으로 옵니다. 가짜 요오

드인 할로겐 물질(불소, 염소, 브롬)들이 세포에서 

쫓겨나면서)

5월 14일 다 먹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먹으니 몸

이 괜찮다는 말을 하면서.

5월 20일 이번에는 <안티OOO> 추가해서 각각 2통 

직접 갖다 줬습니다. 각각 아침, 저녁으로 1포씩 먹

으라 했습니다.

(요오드 정은 먹던 거 다 먹으면 고함량 12.5mg/T

를 반씩 잘라 먹으면서 서서히 증량해 하루 25mg

까지 증량 계획. 얼마 전에 생일이어서 '프리페민정' 

3개월 치를 선물로 줬습니다.)

다섯 번째 먹는 5월 22일 밤에 약을 먹고 난 후 

핏빛이 비치더니 어혈 덩어리가 막 나와서 깜짝 놀랐

다 합니다.(저는 말만 들어도 시원~~합니다. 하하)

여기까지입니다. 수술 안 하고 자궁근종 완치되는 

날을 기 합니다.

2018년 5월 25일 오후 2:11

김OO 약사 

#체험사례 

김0철, 60세, 남.

오래전 머리 허리를 다친 적 있어 

진통제 가끔 복용

지난해 심장 스텐트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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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허리, 심장스텐트, 당뇨, 혈압, 잇몸질환

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면 적량 

복용보다는 초기 확실한 증상 개선을 위해 안

티OOO 111과 써클OO 222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증상 개선이 확실히 이루어진 다음 안티

OOO 101과 서클 201로 계속 진행합니다.

다음에 오시면 참고해서 설명하시면 될 것입

니다.

감사합니다.(5월 25일 오후 9:48)

② 김OO 약사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5월 25일 오후 

11:31)

① 류형준 약사

써클OO 333의 효과를 계속해서 시험하는군

요? 좋은 결과로 차도가 있으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25일 오후 9:52)

당뇨 혈압약 복용

임플란트 심고 치과 처방 약 먹는데도 잇몸에 농이 

잡히고 아프다고

 

안티OOO 써클OO 초회 12 복용 후에는 11 복용으

로 7회 복용.

잇몸이 낫고 머릿속이 발적이 있던 것이 더 가려워 

심해지면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먹는 동안 혈압 당뇨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 약 좋다고 합니다.

치유의 길을 가자고 설명했더니 지금 당장은 어렵

고 조만간 시작한다고 합니다.

2018년 5월 25일 오후 4:19

서OO 약사 

#체험사례 

39세, 남.(174cm, 105kg)

증상:

혈압 140/85. 공복혈당 140

만성피로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

투약:

5월9일-5월16일

써클OO 333

5월 17일부터는

써클OO 333

안티OOO 111

오늘 5월25일 

약국에 와서 상담지로 좋아진 점을 체크함.

경과반응:

잠이 깊이 온다.

눈이 맑아졌다.

금방 잠이 든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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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가 붙는 것도 피멍이 빠지는 것도 결국 약사

님이 써클OO 333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25일 오후 9:54)

① 송OO 약사

병원 간호사님들 정말 단하시네요^^(5월 

25일 오후 7:18)

② 유OO 약사

절  안 된다고 할 텐데.(5월 25일 오후 7:47)

③ 류형준 약사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정성스런 간호에 감사드립니다.

환자분의 어머님이 좋아진 것도 많이 행복합

니다.

감사합니다,(5월 25일 오후 9:56)

2018년 5월 25일 오후 5:57

우OO 약사 

#체험사례 

82세, 여. 

2년 전부터 당뇨약 드시는 분이 4월 24일 심하게 

넘어지셔서 머리 꿰매고 머릿속은 이상 무.

갈비뼈 6  부러짐.

갈비가 심히 다치니 폐에 피가 새는 거 같아 병원에

서 CT 찍고 입원 중. 

일주일 후에 CT 다시 찍고 의사가 지켜보자고 함

써클OO 333 안티OOO 111 권해서 병원 입원 중에 

병원 약과 함께 드심.

결과

결국 수술 안 하게 됨.

20일 후에 집으로 퇴원 후 5월 24일 써클OO 안티

OOO 재구매 함.

병원에서는 82세인데도 회복 속도가 빠르다 했는

데 써클OOㆍ안티OOO이 도와주었다고 사료됨.

2018년 5월 25일 오후 6:01

조OO 약사 

#체험사례 

이0순, 78세, 여.

오래된 뇌경색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폐에 물이 차고 피부 가려움 심하고 음식도 못 드셔

서 호스로 공급하며 기력이 많이 없으시다 함.

병원에서도 면역력이 바닥이라 한다며 따님이 오셔

서 양제를 찾아서 림프순환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써클OO을 설명해 드리며 써클OO을 권했습니다.

한참 후에 오셔서 정말 좋은 것 같다며 의사와 간호

사들에게 부탁하여 갈아서 주사기로 미음에 타서 

드시게 했는데 가려움도 낫고 밥도 잘 드시고 전체

적으로 많이 회복되셨다며 시골에 계신 아버지도 

드리겠다며 안티OOO 써클OO 사 가십니다.

흔치 않은 병원의 협조와 갈아먹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자녀들의 정성과 놀라운 효능을 가진 써클OO

의 멋진 콜라보에 기분이 흐뭇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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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후각장애를 해결하고 부작용으로 냄

새를 너무 잘 맡아서 불편하다는 체험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후각치유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 보시길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5월 25일 오후 10:02)

2018년 5월 25일 오후 8:28

안OO 약사 

#체험사례 

61세, 여.

평소 비염, 기관지염이 있는 분. 

후각이 떨어져 상한 음식 들고 배탈이 자주 나서 

고생합니다. 이번엔 좀 심한 듯. 

토사곽란 이틀째.

기운이 없어 의원도 못 가고 남편분이 신 내방.

수입즉토 환자에게 안티OOO 써클OO 실패한 적이 

있어 황련백출 혼합제제를 들었다 놓기를 여러 차

례. 그래도 안티OOO 써클OO에 이끌려 에이~모

르겠다 하며 각 111/2일분.

이틀 후 전화하니 

단 2회 복용으로 상황 종료 다네요???

다시 물었죠, 2일분이 아니고 2회라고요? 

예, 단 두 번.

오호~이 목에서 수입즉토나 토사곽란 환자 모두

가 약입즉토로 연결되지 않음을 깨달음!! 

개인차가 있음을 그동안 간과해왔음. 구토가 심해도 

일단 안티OOO 써클OO을 넘기는데 성공만 한다면 

심한 구토와 설사도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것을 앎.

지난겨울 독감에 유용하게 썼던 안티OOO 써클OO

을 여름 질환에도 자신 있게 써보렵니다.

위 환자분에게 매년 여름 식중독으로 고생 말고 안

티OOO 써클OO로 비염과 후각장애 치유를 시도해

보자 했습니다. 

2018년 5월 25일 오후 10:31

성OO 약사 

#체험사례 

50  초, 여.

맘모톰 수술 후 1~2개월 동안 병원 다니며 항생제 

복용하 으나 유방은 계속 딱딱하게 붓고 통증 있

고 심지어 겨드랑이까지 부어오름.

병원에서 특별한 얘기 없이 지켜보자고만 하고 항

생제만 처방함.

환자는 수술이 잘못된 것 같다며 불안해하여 일단 

면역 저하 및 림프부종이니 항균 및 림프순환제 복

용 권유함.

안티OOO 1 써클OO 2 1일 2회 복용 7일 

붓기는 그 로이나 통증은 덜함.

이후 안티OOO 써클OO 11과 셀레늄 제제와 올리브

잎 ex와 프로폴리스복합제 병행함.

한 달 정도 복용 후 오늘 웃으시며 오시네요.

유방 뭉침도 거의 풀어지고 겨드랑이는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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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맘모톰 수술이 뭔지도 공부합니다.

맘모톰 수술 후 수술 부위를 포함한 유방이 

딱딱하게 붓고 통증이 있고 겨드랑이 림프절

까지 부었던, 항생제로 안 낫는 염증이 한 달 

만에 좋아졌다니 축하합니다.

항생제로 안 낫고 화농이 안 되는 염증은 바이

러스염증의 전형적인 양태입니다.

당연히 안티OOO과 써클OO의 치유효과가 힘

을 발휘할 때입니다.

염증이 현재 성행중이고 환자도 신경을 많이 

쓰는 상태이므로 초기 용량을 안티OOO 111

과 써클OO 222로 늘렸으면 초기 일주일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용 비 효과 즉 가성비를 따져서 높은 쪽으

로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편도선이나 이하선에도 만성 염증이 있

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온몸의 염증을 말끔히 

정리하는 치유의 길로 함께하심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5월 26일 오전 7:44)

평소 편도염과 이하선 쪽도 만성염증이 있어 이비

인후과 자주 다녔는데 한 번도 안 갔다며 만족해하

며 또 구매해가십니다.

항생제 진통제 안 먹어도 되니 위장도 좋고 맘이 

편하답니다.

훌륭한 제품 개발해주신 류 약사님과 믿고 따라와 

주는 환자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2018년 5월 26일 오전 12:39

방OO 약사 

#체험사례 

50  후반, 여. 

환자 히스토리:

2016년 9월 좌측 설하신경마비 증상으로 입원 후

두골의 설하신경 압박하는 양성 종양으로 수술함

(그 이전에 돌발성 난청으로 오른쪽 청각이 거의 

소실 될 지경에 이르 다함. 난청 치료한 후 갑자기 

혀가 한쪽으로 말리는 현상으로 급 입원해 진단 받

고 수술함)

상담 내용

수술한 부위 근처 지루성 피부염으로 스테로이드 

외용제로 치료 하 으나 전혀 차도가 없었으며 의

사 선생님이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다함.

염색 파마 등은 전혀 할 수가 없음.

스트레스로 목 주위 어깨가 너무 뭉치고 아파서 마

사지와 한방치료 6개월 이상함

(마그네슘을 앰플로 복용 후 어깨는 거의 편해진 

상태로 왔음)

수술 후 혀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머리는 

완전 맑은 상태가 아니며 혀도 한쪽은 느낌이 약간 

다름.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께서는 수술하기 전하

고 똑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수술은 잘 되었으니 

걱정 하지 말라고 하심. 

20년 전에 장 때문에 6개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약

국에 오셔서 약을 드셨던 분입니다. 그동안 연락 

없이 지내오다 이번에 이런 병력을 가지고 다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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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의 조절, 치유의 길에 한 설명, 그리고 

치유의 길의 동행 모두 원칙 로 하고 계십니

다. 치유의 길의 여정에 환자는 처음부터 기념

메달 같은 훈장을 받습니다.

방OO 약사님의 마음은 어떤가요?

아마도 약사로서의 보람과 행복감이 가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행하면서 환자가 치유의 훈장을 받을 때마

다 행복의 훈장을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5월 26일 오전 7:49)

② 방OO 약사

선생님과 또한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쉽게 가

려는 마음 늘 경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5

월 26일 오전 11:41)

나게 되는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1년 이상의 치유를 말씀 드렸고 증상은 먼저 좋아 

지겠지만 치유를 위해서는 중단하시면 안 되며 잘 

생각해보고 시작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복용일 4월 11일. 

써클OO 202 안티OOO 101

정확히 2주 만에 오셨어요. 

머릿속 엉겨 붙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깨끗해졌

다고 날마다 딸에게 약 발라 달라 하는 소리를 안 

했다며 놀라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함.

4월 25일. 

써클OO 202 안티OOO 101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살이 너무 찐 것 같아 용량

을 줄 고 몸이 자꾸 붓고 속이 꽉 찬 느낌에 힘들다

고 했어요. 노폐물을 처리하는 속도를 말씀드리고 

써클OO 용량을 222로 안티OOO 111로 레몬차 각탕 

호보법 좀 더 열심히 해 보자 함. 

5월 14일.

레몬차 효과 괜찮다며 좋아진 부분은 

하지 정맥류가 약해진 것 같다. 

눈이 덜 피곤하다.

써클OO 안티OOO 언제까지 용량을 많이 먹어야 

하냐 해서 한 달 정도 더 기다려 보자 함. 

5월 23일.

얼굴색 투명해지고 있으며 어깨선이 얇아진 느낌

(더워지니 옷을 얇게 입고 오셔 금방 느껴짐)

살찌면 안 된다는 각오로 식사량 줄이고 운동 열심

히 함. 부종이 없어지고 만족스러워지면 써클OO 

201 안티OOO 101로 줄이려고 합니다. 

앞으로 세포의 변화된 모습을 상상하며 치유의 길

로 동행하여 완주해 보고 싶습니다. 

2018년 5월 26일 오후 12:31

서OO 약사 

#체험사례 

55세, 조선족 남. 

“옆구리 아픈데 통증 없애는 약 주세요?”

주요증상: 

손가락 쥐. 옆구리 아픔. 두통.

불면증. 변비

투약:

4월 11일

근육 이완제에다가 

써클OO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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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누구에게는 근육통에 좋은 제품으로 기억되

겠지요. 그렇게 경험이 쌓이고 신뢰가 구축되

면 치유의 길을 함께하는 분들이 하나둘 생기

게 됩니다.

감사합니다.(5월 27일 오전 10:05)

① 류형준 약사

불과 일주일 만에 등에서 날개가 나와서 천사

가 되었나요?

축하합니다.

자궁근종 수술을 했다고 하니 아마도 한두 번

은 생리 때 어혈이 왕창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5월 27일 오전 10:09)

안티OOO 111

3일분 드렸습니다.

중간에 안 오심

5월 26일

오늘 와서 먼저 번에 근육 통증 약

아주 좋았다고 그 약 달라하네요.

치유의 길을 설명 드렸는데 나중에 한다고 합니다.

2018년 5월 26일 오후 12:54

서OO 약사 

#체험사례 

43세, 여.

주요증상: 

만성피로. 만성비염. 저녁이면 다리가 무겁다. 아

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17년 12월 자궁근종수술 받았음

투약:

5월 19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오늘 5월 26일 오심

우선 몸이 날아갈 것 같다네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쉽다.

2018년 5월 26일 오후 4:19

이OO 약사 

#체험사례 

40  초, 남.

작년 초에 이분의 어머님이 아들이 많이 피곤해 한

다고 피로회복제를 종종 한두 번 먹을 것을 사 가셨

습니다,

이후에 또 아들이 허리가 많이 아파한다길래 제가 

한방으로 간과 어혈 치는 약 위주로 드리곤 했습니

다. 나중엔 본인이 직접 와서 허리 아픈 약을 사 

가곤 했죠. 

그러다가 한참 안 와서 이사 갔나? 오면 안티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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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치유의 길에 동행자가 

만들어집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

는 말이 있는데 치유의 길은 멀리 가는 길이니 

함께 하는 이가 많을수록 길을 더 커지고 단단

해집니다.

감사합니다.(5월 27일 오전 10:14)

① 류형준 약사

여건도 중요하지만 약사님의 생각이 더 중요

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설명은 약사님 몫이고

선택은 환자 몫입니다.

감사합니다.(5월 27일 오전 10:18)

써클OO 권해 봐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두 달 전에 이분의 와이프가 신랑 허리 아픈 약 좀

달라고 왔습니다. 와이프는 29살 베트남 사람인데 

보기엔 외국인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한국말도 

잘하고 우리랑 크게 달라 보이지도 않습니다.^^

안티OOO이랑 써클OO 소포장 1통씩 드려봤습니다.

며칠 후 신랑인 그 남자분이 오셔서 이 약이 무슨 

약인지 묻습니다. 와이프가 엄청 좋은 약 비싼 약 

사왔다고 자랑을 하더랍니다. 제 생각엔 약 자체가 

궁금했으면 바로 와서 물어 봤을 건데 일단 와이프

가 사 왔으니 먹었는데 며칠 안 먹어도 허리가 좀 

덜 아프니 무슨 약인가 하고 왔겠죠.

이분이 자동차 공업사에서 근무하느라 힘든 일이 

많다고 하십니다. 요통을 비롯해 만성으로 지속되

는 병은 우리 몸의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이 두 제품이 그 원인을 제거하는 거라고 

하니 며칠 후면 월급날이니 그때 다시 사러 오겠다

며 갔고 며칠 후 각 정량 복용으로 한 달분 사 갔습

니다.

오늘 오셔서는 많이 좋아졌다며 와이프가 비형 간

염인데 먹어도 되냐고 하시며 다시 한 달분 구입하

시네요. 와이프는 약을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뭐 

안 먹으면 내가 먹으면 되니까 하시면서.

2018년 5월 27일 오전 12:15

김OO 약사 

#체험사례 

지난번 타박상으로 무릎을 다쳐 당귀수산과 써클

OO를 복용하고 빠른 치료 효과를 보신 분이 아내가 

관절이 아프다고 그 약을 달라 해서 써클OO 101로 

5일분 가져갔다. 

어제 와서 그 관절 약 아주 좋다고 뭐로 만든 거냐고 

해서 책과 리플릿을 주었다.

아직 여건상 치유의 길로 인도는 못했지만.

2018년 5월 27일 오전 12:21

김OO 약사 

#체험사례 

50세, 남. 

밤이면 깊은 잠을 잘 못 잤는데

써클OO와 안티OOO 각 101 

3개월 복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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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사실 불면증은 잘 되는 경우와 잘 안 되는 경우

로 나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27일 오전 10:19)

② 방OO 약사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저도 하지부종과 통증 때문에 안티OOO 써클

OO 드시는 분이 불면증 해결 안 되어 결국 

칼슘과 수면유도제 드시고 좀 주무신다 합니

다.(5월 27일 오후 2:46)

① 류형준 약사

80  어르신께 효도를 하 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27일 오전 10:21)

잠을 아주 잘 잔다함 

얼굴도 많이 건강해보임

잘 챙겨 먹으라고 함

2018년 5월 27일 오전 12:35

김OO 약사 

#체험사례 

80 , 여.

내과에서 당뇨약 

신경외과에서 마도파125를 처방받아서 드셨는데

혀가 떨린다고 마도파250을 받아오셨다.

보호환자이신데 다리가 아파죽네 하셨는데

혀가 떨리니 힘들다고.

써클OO 소포장을 그냥 드렸다.

101로 따뜻한 물에 드시고 

수시로 따뜻한 물드시라고.

5일후 오셨는데‘나 죽겄네’ 소리를 안 하고 의자에 

앉으신다. 그래서 어머님 ‘나 죽겄네’ 안하시는 것 

보니 좋아지셨느냐고 하니 혀도 입술도 떨렸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2018년 5월 27일 오후 2:42

방OO 약사 

#체험사례 

50  후, 여.

발등이 스치기만 해도 아파서 발등에 붙일 거즈를 

구입하러 약국에 들르심

걷는 모습이 부자연스러움 

이유를 여쭤보니 상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신발을 

신을 수도 없이 닿기만 해도 아파 거즈라도 덧 면 

그나마 괜찮아 붙이려 한다고 함

수년전에 무릎 아래쪽을 피부 이식함

병원치료를 하여도 차도가 없다함 

각탕법 호보법을 소개하며 

써클OO 222 안티OOO 111 

책자 드림 

전화로 패치를 사용해 보고 싶다함 (책에 첫 부분은 

패치로 인한 체험예가 나와 있음) 

예스킨에 문의한 결과 현재는 판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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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제는 병명도 모르는데 증상만 듣고 치유의 

길을 떠납니다.

치유의 길은 병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

나 수월하게 치유의 조건을 완성하고 함께 가

느냐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27일 오후 7:34)

① 류형준 약사

자궁경부암은 0-4기까지 분류하면 0기는 상

피세포의 이상 변화가 기저막까지 침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암의 병력자나 암 환자의 경우 안티OOO 111

과 써클OO 222가 기본 복용량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5월 27일 오후 7:39)

② 김OO 약사

정상은 아니고 1기로 갈 확률이 높은 단계라

네요. 수술을 권해서 했다고 합니다.(5월 27일 

오후 7:42)

③ 유OO 약사

그럼 정상은 어떻게 표현하지요? 정상이라고 

하나요?(5월 27일 오후 9:40)

일단 써클OO 안티OOO 복용과 각탕 잘 해 보시자함 

1주일 후 방문 

걸음 걷기가 훨씬 낫고 거즈를 지 않아도 괜찮다

하여 써클OO 222 안티OOO 111 한 달은 그 로 

드시게 함 

길에서 만나 걷는 걸 보니 발이 다 나으심

다음부터 써클OO 안티OOO 유지용량으로 오래된 

세포의 재생을 위해 완주 하셔야 함을 강조함 

2018년 5월 27일 오후 6:55

김OO 약사 

#체험사례 

권00, 46세, 여. 

1년 전 자궁경부암 0기일 때 수술

가끔 밤에 다리가 저리고 땅김

온순한 편이나 신경질적

세포치유프로그램 소개

4월 1일

안티OOO 111 써클OO 222 복용 

다른 조치 없음

1주일동안 극심하고 간헐적인 두통

점점 호전하여 

10일째는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움

4월 20일

안티OOO 써클OO 101로 계속 복용 중

본인이 느끼기에 신경질이 줄고 피부가 너무 좋아 

졌으며 냉에서 냄새가 났었는데 나지 않는다고 함 

다리 저림도 아주 좋아짐

세포치유 끝까지 해서 10년 더 젊어지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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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어깨 수술을 할 정도라면 이미 오랜 기간 통증

이 있었던 상태이고 수술 후에도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는 것은 그러한 상태의 연장

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오래된 만성 증상은 바이러스감염증

이니 써클OO만으로 통증이 줄었다고 하여도 

안티OOO과 병용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5월 28일 오전 8:32)

① 류형준 약사

누구나 처음부터 치유의 길을 완주하려고 하

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 가볍게 치유의 길을 경험하다 보

면 저절로 치유의 길을 함께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5월 28일 오전 8:38)

2018년 5월 27일 오후 8:42

고OO 약사 

#체험사례 

60초, 여.

어깨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한 지 3개월 됐는데도 통증이 심해 잠을 못 주

무신다고 하네요.

써클OO와 책자를 드리고 111 드시라 하고 주의사

항 알려드렸습니다. 3일 후 전화하셔서 처음으로 

편안히 잤다고 하네요.

우리 사위가 치질 수술 후 계속 진물이 나오는데 

책 보니 적응증 같은데 가능하냐 하시네요. 가능하

다 하니 안티OOO 써클OO 둘 다 사러 오신다고 

안 먹으면 당신이 드신다고.

다음날 오셔서 도수치료 받으러 갔더니 물리치료

사가 뭐 하셨냐고 거의 다 나았다고 아주머니가 너

무 좋아하시면서 계속 드시겠다고 하네요.

2018년 5월 27일 오후 8:53

고OO 약사 

#체험사례 

50 , 여.

무릎이 아프다고 절뚝거리고 오셔서 한의원 정형

외과 갔는데도 점점 아프다고 하시네요. 

진통제와 써클OO 6포 드리고 많이 아플 때만 진통

제 드시고 일단 써클OO 111 드시라 했습니다.

 

2일 후 멀쩡히 걸어오셔서 같이 먹다가 진통제 때

문에 안 아픈가 하고 써클OO만 먹었는데 안 아프다

고 6포 다시 달라고 하네요.

더 드셔야 하는데 본인은 통증이 없으니 안 오시네요.

2018년 5월 27일 오후 9:50

류OO 약사 

#체험사례 

좌안 녹내장수술 후 시야 개선

안압, 녹내장, 유방석회화, 물혹, 자궁근종, 난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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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신장물혹, 경증의지방간 등등

종합병원인 약사 본인입니다.

2017년 7월 중순 

안티OOO 써클OO 101로 시작

2017년 8월부터 

안티OOO 써클OO 111로 2018년 3월까지 8개월간 

복용.

2018년 4월부터 

써클OO 111-222 등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하고 있습

니다.

이번 5월 중순에 2017년 10월 이후 오랜만에 녹내

장 정 검사를 했습니다.

2017년 4월에 섬유주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후에

도 시야가 개선되지는 않으며 잘 관리하지 않으면 

수술 후 몇 년 뒤 다시 안압이 상승하거나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

다. 또한 한쪽 눈이 나빠지면 나머지 한쪽 눈도 점

점 같이 나빠질 수 있으니 또 조심조심하라고 했습

니다.

4월 수술 후 6월까지 강한 스테로이드제 안약과 

항생제안약으로 버티다가 7월 안티OOO 써클OO

을 시작한 이후 서서히 안약을 끊게 되었고 매번 

안과에 갈 때마다 수술 결과가 매우 훌륭하다. 아주 

좋은 상태라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에 정 검사를 했더니 양쪽 눈

의 시야가 모두 개선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사실 

왼쪽 눈은 중심 시신경도 손상이 되어서 글자를 읽

기 어렵고 뿌옇게 사물의 경계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인데 3월쯤부터 살짝 뿌연 와중에 밝은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윗부분에 뚜렷한 시야 개선이 있었

던 거 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주 가끔 안압에 

눌려서 시신경이 뇌사상태에 빠져있다가 일부 회

복된 듯이 보이는 경우는 있어도 이보다 더 좋아질 

수 없으니 기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6개월쯤 뒤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

지 않을까 희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 ^ 시력은 전보

다 나빠졌는데 몸이 좋아진 만큼 눈의 피로가 덜하

여 공부를 좀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습

니다.

<2017 10월 우안시야>

<2018 5월 우안시야 - 가장자리 시야 

맑아짐.(정상 눈. 검은 점은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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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많이 많이 축하합니다.

류 약사님이 앓고 있는 안질환은 자칫 삶의 

질을 결정적으로 손상할 수 있는 질환인데 그

러한 나락에서 역전의 발판을 찾았다니 정말 

다행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또한 어디까지 얼마나 좋아질지 더욱 기다려

집니다.

저는 단지 림프순환촉진제와 광범위항바이러

스제를 만들고 건강플러스요법을 정리했을 

뿐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주고 그것으로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 주니 고맙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28일 오전 8:48)

② 김OO 약사

류형준 약사님 감사합니다.

체험례 책 속에서 약사님의 을 읽고 놀라기

도 하고 참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5월 28일 

오후 12:37)

③ 김OO 약사

<2017 10월 좌안시야 (녹내장)>

<2018년 5월 좌안시야 (위쪽 

부분 및 오른쪽 아랫부분 개선)>

가끔 안티OOO과 써클OO을 먹고도 왜 완전히 낫

지 않냐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안티OOO과 

써클OO는 도와줄 뿐 병의 완치는 스스로 해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 어떤 약도 

나의 녹내장 상태를 개선해 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점점 더 나빠질 것이며 그 속도만 늦춰줄 뿐이라는 

절망적인 말만 듣고 있을 때, 유일하게 나빠지는 

방향으로 흘러가던 몸 상태를 멈춰주고, 병들고 고

치기 힘들어진 몸 상태를 좋아지는 방향으로 유턴

시켜준 것이 안티OOO과 써클OO입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단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방향전

환이 가능한 약이 있었던 가요. 그러고 나면 욕심이 

생겨 왜 빨리 안 낫지, 왜 다시 아프지. 왜 나만 완치

가 안 되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야

말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잘못

된 생활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

어도 말짱 도루묵이니까요.

안티OOO 써클OO만 믿고 무리한 적도, 게을러서 

건강플러스를 제 로 안한 적도 상당히 자주 있어

서 이만큼 오래 먹고도 완치가 안 되네 라기 보다는 

제가 아직도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 했구나 라고 

반성하게 됩니다. 올해는 좀 더 나아진 몸으로 건강

플러스를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희망을 주신 류 약

사님 감사합니다. ^^

기존의 구체적인 체험사례는 제 이름으로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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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30년 된 정맥류 안티OOO 써클OO 먹으

면서 무겁던 다리가 많이 좋아지고 진균제 안 

먹어도 조갑백선도 좋아지는 거 몸소 체험하

고 써클OO 안티OOO 전도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세포 스스로 건강해져서 병적 증

상이 줄어들고 몸도 건강하게 치유의 길로 환

자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게 저의 일이라고 생

각하고 있습니다. 늘 올려주시는 체험례가 많

은 공부가 되고 안과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

들 희망을 전달하고 싶습니다.(5월 28일 오후 

12:42)

① 류형준 약사

당뇨 환자는 혈당이 조절이 잘 되는 과정을 

거쳐서 저혈당이 생기는 단계로 진행되는데 

이때 저혈당이 왔다가 저혈당으로 인해서 다

시 급격하게 고혈당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혈당강하제를 늘리는 시점이 아니

라 줄여야 하는 시점이므로 꼭 명심하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5월 28일 오전 8:51)

② 김OO 약사

당뇨와 써클OO - 복용 후

1. 혈당이 떨어져서 저혈당이 오는 경우 - 혈

당조절 능력이 회복되어서 혈당강하제의 필

요성이 줄어듦. 저혈당은 조심해야 할 증상이

니 자주 체크해야 함 

2. 혈당이 오르는 경우

메이플 시럽과 마누카 꿀이 들어있어서 혈당

조절 능력이 회복되기 전에 이들 때문에 혈당

이 오름 - 초기에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서 여

유를 갖게 하고 식후에 바로 먹게 하면 혈당이 

오르는 게 예방됨. 한두 달이 지나면 혈당조절

이 수월해짐

3. 혈당이 잘 조절되다가 과식이나 고탄수화

물 식을 하지도 않았는데 혈당이 오를 이유가 

전혀 없는데 갑자기 혈당이 오른 경우 - 혈당

조절 능력이 회복되면서 환자 자신도 모르게 

저혈당이 왔다가 몸이 스스로 저혈당을 회복

하는 경우 적정하게 혈당을 올리지 못하고 과

하게 올리게 되어 고혈당이 되는 경우 - 환자

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혈당강하제를 줄여가

야 할 경우입니다. 

2018년 5월 27일 오후 9:54

고OO 약사 

#체험사례 

50  초, 여.

혈압 고지혈 당뇨

혈당이 너무 높아 인슐린 투여할지 지켜보자한 환

자예요.

안티OOO 써클OO 적량 투여 운동 식이주의. 

1개월 후 내원 시 혈당조절이 너무 잘 됐다고 자기

가 처방 잘한 듯 너무 만족해하며 3개월 처방하고 

그 후 보자 했다네요.

 

4개월째 투약인데 

전에는 여행 갔다 오면 며칠 누워있었는데

다음날 너무 컨디션 좋았다네요.

친구가 너무 달라졌다 해서 자랑했더니

두 명이 써클OO 안티OOO 세트로 주문했네요.

그중 한 명도 여행 후 피로가 없다고 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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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는 안티OOO 써클OO 상담 시 더 세

심하게 체크 지를 작성하고 써클OO 안티

OOO 량도 꼭 체크를 해야겠네요.

체험례 책 속에 을 공부하며 당뇨와 안티

OOO 써클OO 부분을 복습해 봤네요 - 명약사

가 되는 길은 머네요. 공부를 해서 제 로 알아

야 갈 수가 있겠네요. 환자가 안티OOO 써클

OO 먹고 저혈당 고혈당이 올 때 제 로 명쾌

하게 설명을 해주어야겠습니다.(5월 28일 오

후 12:13)

① 류형준 약사

지난번 써클OO 444로 먹고 뛰어다니고 요가

까지 하시던 분인데 결국 운명하셨군요.

경황이 없을 텐데 그 와중에도 처남이 좋아진 

것이 눈에 보 군요.

감사합니다.(5월 28일 오전 11:45)

② 계OO 약사

장암 3기 말. 84세 장모님. 

판정받고 6개월을 못 채우신 듯하네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5월 28일 오후 7:27)

2018년 5월 28일 오전 11:28

정OO 약사 

#체험사례 

48세, 남.(보통 체형, 손위 처남)

허리 통증.

장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상주로서 손님을 맞이했는데요.

장시간 앉는 탁자에 앉아 술을 먹고 나니

허리 다리가 아파서 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는데도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으려고 가져간 써클OO 3포와

진통제를 드렸습니다.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 단한 게 개발되었네!”

써클OO 333 요법 덕분에 4일장 장례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2018년 5월 28일 오후 3:47

서OO 약사 

#체험사례 

50 , 남.

5월 24일

“술 화~악 깨는 약 주세요?”

우리 약국에 있는 숙취 해소제를 단골로 드시는 분

이다. 이번에는 늘 드시던 약에 이 파랑색 2봉지같

이 드셔 보세요.

5월 28일

오늘 오셔서

“또 그 약 주세요”하시면서 

“끝내주던데요”하신다.

림프순환 설명 드리고 다시 써클OO 2포 드렸습니

다.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한분 한분께 치유의 길을 함

께 가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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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숙취개선에는 파란색도 잘 듣지만 빨간색도 

잘 듣습니다.

감사합니다.(5월 28일 오후 5:08)

① 김OO 약사

(5월 28일 오후 4:43)

② 김OO 약사

투약 시작 할 때 사진(5월 28일 오후 4:44)

③ 김OO 약사

이분 다른 질환이나 복용 약 없다고 했습니

다.(5월 28일 오후 4:46)

④ 류형준 약사

써클OO 222로 10일간 복용했는데 효과가 없

다면 림프순환장애보다 병원성미생물의 증식

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특히 무좀이라면 진균의 문제이겠지요.

다른 증상은 없다고 하니 안티OOO과 써클

OO 적량 복용을 권합니다.

그리고 진균증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비해 효

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더 걸리니 시간을 갖

고 변화를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5월 28일 오후 5:11)

⑤ 김OO 약사

네. 써클OO 111 안티OOO 111

복용 처방할 예정입니다.(5월 28일 오후 

10:05)

⑥ 김OO 약사

감사합니다.(5월 28일 오후 10:05)

2018년 5월 28일 오후 4:42

김OO 약사 

#체험사례

59세, 남. 

지난겨울 발가락에 무좀 비슷한 것이 생겨서 피부

과에 3개월 다녔는데 계속해서 항생제ㆍ소염제 만 

복용.

검사해서는 별 이상 없고, 현재는 통증이 있고 걸음 

걸을 때 불편하다.

써클OO 222

10일간 복용

증상: 

차도가 하나도 없다

써클OO만 쓴 이유는

우선 염증 제거와 림프순환 촉진 목적

의문

써클OO 안티OOO 함께 쓰지 않아서 차도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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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가격부담은 점차 내려가고

그에 따른 만족도는 상승하네요.

굿~~입니다요. 약사님 감사합니다.(5월 28일 

오후 8:21)

② 류형준 약사

치유의 여정에 해 만족하는 것이겠지요.

치유의 길 동행자가 아들에서 어머니로 전파

되고 있습니다.

치유의 길이 가까운 이들을 통해 입에서 입으

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5월 29일 오전 8:04)

2018년 5월 28일 오후 7:37

안OO 약사 

#체험사례 

65세, 여. 

요양보호사로 왜소한 체격에 허리가 안 좋아 어르

신들  연탄불 교체하는 일을 제일 힘겨워 하셨죠.

그럴 때마다 아드님의 안티OOO 써클OO을 드문드

문 드시곤 했습니다. 요추협착 3년차 아드님은 안

티OOO 써클OO 6개월 복용으로 많이 좋아졌고요. 

아들의 권유로 두 달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달은 긴가민가하며 드셨고 둘째 달부터 허리에 

힘이 생기며 연탄 일이 훨씬 수월해졌답니다. 또 

먹던 위장약을 끊었는데도 속이 편타하십니다. 아

드님의 치유를 확인하고 또 본인도 몸의 변화를 느

끼자 첨에 갖던 제품에 한 가격 부담감은 점차 

내려가고 그에 반해 만족도는 상승하네요. 장기적

으로 드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현상인 듯싶습니다. 

안티OOO 써클OO을 복용해가면서 이 제품의 가치

를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오늘도 안티OOO 써클OO 정량 한 달 가벼이 계산

하고 가십니다. 

2018년 5월 28일 오후 7:39

김OO 약사 

#체험사례 

60세, 여.

저녁시간 담으로 등이 아파서 복 를 하고 진통제 

1통을 사러 오셨다. 

(이미 병의원 처방으로 진통제는 많이 드신 상태)

안티OOO 써클OO 12 1회분 권했다.(돈이 없어)

2일에 한 번 꼴로 주사 맞아도 소용없다고 하십니

다. 다음날 훨씬 좋아졌다고 또 한 번 사 가십니다.

치유의 길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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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치유의 길을 안내하고자 하는 약사님들의 아

이디어가 흥미롭습니다.

작은 인연을 통해 치유의 길을 접한 분들이 

긴 여정의 치유의 길을 완주하여 건강하고 행

복한 삶을 위하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5월 29일 오전 8:07)

① 이OO 약사

아프신데 안티OOO 써클OO를 믿고 1박2일 

일정 잘 다녀오셔서 기쁩니다.(5월 29일 오전 

10:37)

② 김OO 약사

울 신랑이랑 똑같은 케이스네요^^ 볼거리 하

는 줄 알았다니까요~ 너무 부어서요.(5월 29

일 오전 10:59)

③ 류형준 약사

잇몸 염증에는 안티OOO 써클OO가 빠릅니

다. 그리고 급성 증상에는 용량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OO 약사님 축하드립니다.(5월 29일 

오후 1:32)

④ 이OO 약사

류형준 약사님 감사합니다^^(5월 29일 오후 

1:51)

조그만 지퍼팩에 1회분을 담아놓고 바로 꺼내 줍니

다. 담약으로 제법 알려진 거 같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오전 9:29

손OO 약사 

#체험사례 

73세, 여.(본인)

5월 24일. 

이틀 전부터 아프던 잇몸이 귀밑 볼 밑이 붓고 잇몸 

염증. 치과치료.

처방 약과 함께 안티OOO 202 써클OO 202복용.

5월 25일.

여전히 붓고 통증.

전 여약사 회에서 이OO 약사가 여약사 상을 

받는다는 데 함께하고 싶으나 일단 포기.

이 약사와 상의 333으로 복용해 보자 했으나 도저

히 못 삼켜

안티OOO 써클OO 22로 네 번 복용.

저녁 12시에도 먹음.

5월 26일. 

새벽 6시 거울을 보니 많이 가라앉았음.

안티OOO 써클OO 22 일단 복용하고 처방 약과 함

께 안티OOO 써클OO를 챙겨 무사히 여약사 회

에 다녀왔음.

잇몸 염증이 생기면 일주일 넘게 고생하는데 정말 

믿음직한 약이네요.

5월 29일.

거의 다 나은 것 같아 2회만 복용하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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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9일 오후 1:41

노OO 약사 

#체험사례 

1. 정형0, 40 , 여.

지난번 후두염으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처방 약

과 안티OOO 111 써클OO 111 4일분 먹으면서 좋아

졌는데 그때 성 결절과 후두염같이 진단받음. 성

 결절은 평생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함.

안티OOO 111 써클OO 222 

4주분 주면서 건강플러스 주지함 

경과반응:

손을 많이 쓰는 일이라 손목이 붓고 통증- 통증 

소실 부종 감소.

어깨 통증도 가벼워지고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낌.

성 결절도 많이 좋아졌는데 완전하진 않음.

빈혈도 많이 좋아져서 빈혈약 끊음.

2. 장종0, 50 , 남.

5년 전부터 건선 발병되어 다리, 팔꿈치에 홍반 각

질 생겼는데 가려움증은 심하지 않아 가려울 때만 

피부과 약 처방받으심.

이번에 피부 처방 받아오셔서 밴드 사진 보여드리

고 치유해보자며 권유 드리면서 안티OOO 써클OO 

111로 시작함.

써클OO 용량 중요성을 말했지만 2배량은 실패.

부족한 써클OO 양만큼 운동으로 배출할 것을 권유

드림. 

5월14일 먹기 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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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건선은 팔 쪽은 더 심해지고 다리는 조금 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그렇게 명현 증상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성  결절은 깨끗이 낫는 체험사례가 있으니 

끝까지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체험사례를 올리는 것으로 보아 노

동원 약사님의 약국에는 행복의 파랑새가 가

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감사합니다.(5월 29일 오후 4:46)

일주일후 

 

다음에는 써클OO 량을 올려 더 빨리 호전시켜보자

고 권유하고 7일분 드림.

3. 오창0, 50 , 남성. 

2월부터 5월까지 안티OOO 써클OO 정량으로 치유

의 길을 가시는 분인데 간열의 부분 증상 소실로 

또 특별한 명현 없이 순행하시고 건강플러스도 준

수하시는 모범생이십니다.

5월 말에 오셔서 백태 50% 감소, 충혈 제로, 피로 

감소, 장 가스 감소, 두중감 감소, 이명 감소, 각질

감소 말씀해 주시면서 안티OOO 써클OO 한 달 분 

가져가십니다. 

2018년 5월 29일 오후 1:55

류형준 약사

#체험사례 

#다운증후군 6

강00, 17세, 여, 

1. 2017년 12월 13일 

 

사진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친구입니다.

다운증후군은 너무 유명한 유전병으로 알려진 병

으로 원인은 21번 염색체가 2개가 정상인데 3개가 

있어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 번에 걸쳐 다운증후군 환자를 치유

하면서 유전질환이 아니라 바이러스성 중추 신경

염이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운증후군을 위한 특별한 치유법으로 치유

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중추신경계 바이러

스 감염증에 준해서 치유 과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신경은 인체의 전선 같은 것인데 전

선의 한 부분이 이상이 생기면 그 전선에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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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나 설비가 작동을 제 로 못해서 여러 가지 증

상을 나타낼 수 있지만 결국 증상에 상관없이 전선

을 제 로 작동하게끔 하면 전선의 이상으로 생긴 

증상은 어떤 증상이든 개선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유전병으로 알려진 다운증후

군의 치유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진의 주인공은 이 방에 계신 약사님의 자제분으

로 약사님이 공개적으로 치유하는데 동의하여 사

진을 공개합니다.

아래 사진은 치유를 시작하기 전 앞과 옆얼굴 사진

입니다.

먼저 오랜 시간이 되기 전 길어야 6개월 안에 사진 

상의 모습이 다운증후군의 전형적인 모습에서 정

상인의 모습으로 변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와 함께 지능도 높아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길

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운증후군이 아닌 정상 아이로 변할 것

입니다.

기간은 3년 정도 예상하고 시작합니다.

3년 후에는 6~8살 정도의 학습능력이 있는 아이로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학습능력을 갖춘 아이로 되는 것

이고 이후에는 정상 아이와 같은 학습과 경험을 통

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가득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2018년 1월 11일

기본적으로 환자를 관찰하는 기준에 익숙하지 않

아서 변화 없는 것을 인지함.

다운증후군이나 발달장애와 같은 병증은 자기 나

이의 정상인인 아이와 비교하여 부족한 점이 무엇

인지 확인하면 아이가 변화하는 모습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변화하는 정도는 매우 미비하지만 매일 변

하고 있는데 현재의 증상에서는 아무리 많이 변해

도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음속에서 갖고 있는 정상 아이의 

기준을 없애야 합니다.

신 현재 아이의 모습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서 무엇이 변하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확

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의 미세한 변화도 잘 보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 과 다른 내일이 기 됩니

다. 병증이 개선되면서 얼굴 모습도 바뀌어 일반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지능도 좋아져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당도 할 것

입니다. 체력도 좋아져서 정상 아이와 같게 됩니다.

아이의 미세한 변화가 큰 변화로 보이면 아이의 발

전과 함께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한 박00 약사님이 되길 바랍니다.

3. 2018년 2월 22일

① 두 달 간 지속했던 두통이 사라졌다.

② 약을 스스로 챙겨서 먹기도 한다.

③ 일주일 함께 강행군 여행을 다녀왔는데 멀미도 

안하고 잘 따라 왔다.

④ 위염 증상이 있어서 종종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체질 차를 먹으면서 아프다고 안 한다.

⑤ 복숭아뼈 부위에 각질이 심했는데 많이 얇아졌다.

⑥ 언어표현이 조금씩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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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가 일하는 관계로 약을 잘 챙겨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학 중에 혼자서도 스스로 약을 

잘 챙겨 먹습니다. 

⑧ 옛날에는 오늘 약 2번 먹었니? 하면 한 번인지 

두 번인지 기억을 못 합니다. 지금은 2번 1번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녁 약도 종류가 여럿

인데 스스로 잘 알아서 먹습니다. 

⑨ 요즘은 구몬 한글 공부를 새로 시작했는데 언어 

습득 속도가 많이 빨라졌습니다. 

⑩ 스스로 알아가는 게 재미있는지 나름 열심히 집

중력 있게 합니다.

⑪ 언어표현도 단어 나열로만 이어졌던 것이 ‘우유 

과자 먹었어.’에서 ‘우유에 과자 담가 먹었어.’

와같이 조사 표현이 늘었습니다.

⑫ 자신감도 생겨 무섭고 두렵다고만 하던 일도 스

스로 슈퍼도 다녀오며 할 수 있다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이가 변하고 성장하는 게 그려지지요.

다음은 더 기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4. 2018년 4월 20일

① 요즘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요일별 학교에서 할 일 엄마 스케줄도 미리 말

해줄 정도입니다.

② 학교에서 친구가 어디 갔는지 왜 학교에 안 왔는

지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세세하게 알

려줍니다.

③ 누군가에게 옷을 받아 줬더니 고맙다고 전해라

고 ‘전해’라는 표현을 쓰네요.

뭔가를 주면서 고맙다고 주라고도 합니다.

④ 머리가 빠진다고 광고 보고는 사달라고, 탈모샴

푸 사달라고 하고 한 번은 탈모두피 레이저 검색

을 했더니 뭐냐고 묻더니 그것도 사달라고 합니다.

⑤ 엄마 핸드폰 열어보면서 엄마가 누구랑 메시지

했는지 감시도 ^^합니다.

류형준의 의견

이 정도면 많이 진화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까?

기억력, 판단력, 의지력 등이 좋아져서 자기의사의 

표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뇌신경의 활성도가 높아져서 생기는 변화라고 생

각합니다.

어디까지 좋아지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5. 2018년 4월 24일

① 1~30까지 써보라고 했더니 20까지 쓰고 몰라 

라고 썼네요. ^^

② 약사님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머리가 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제3장 체험사례 001055

③ 20번 를 약간 도와주었더니 손으로 비켜 손짓

하더니 30까지 쓰네요.☆

④ 규칙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6. 2018년 4월 26일

① 현주가 동생을 위해 손으로 고기를 발라놨어요. 

제가 잠시 각탕하는 사이에 얼마나 놀랐는지요. 어

디서 배웠는지 봤는지 맘의 예쁨을 떠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요.

② 말을 안 하던 친구가 조금씩 반응도 커지고 작게

나마 말도 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예뻐해요 ㅎㅎ

말을 예쁘게 잘해서 선생님이 예뻐하는 거라고 얘

기 한 번 꼭 해주세요. ㅎ

③ 요즘 수업시간에 따라 말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전반적인 모든 행동들의 속도가 많이 빨라졌어요. 

ㅎㅎ

잘 따라와 주는 거 같아서 기쁩니다.^^

(위 두 글은 학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온 글이에요. 

학교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7. 2018년 4월 27일 처방

처방 1) 바이러스 1개월, 총 32개월

처방 2) 중추환1 32개월 예상 

처방 3) 안티OOO 2포 2개월(처음부터)

뇌-89~90%, 연령-18~20개월 예정

류형준의 의견

1. 다운증후군 강00 아이가 생각보다 많이 빠르게 

머리가 좋아지고 생각하는 능력이 발전하는 것이 

느껴지나요.

모두가 기다리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운증후군 이제는 더 이상 유전병이 아니라 고칠 

수 있는 병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8. 2018년 5월 24일

안녕하세요. 제 딸이 물론 도움을 주었지만 기적적

으로 100까지 썼습니다. 

힘들다고 하지만 한편으론 재미있다고 합니다.

아직 스스로 쓰는 건 30까지지만 규칙을 알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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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강OO 약사님의 아우라는 단합니다.

한 달 먹고 좋아지니 5개월분을 한꺼번에 구

입해 가시는군요.

그래도 가끔씩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플러스

는 잘 지키고 있는지 안티OOO 써클OO는 잘 

먹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함께 동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5월 29일 오후 5:09)

② 강OO 약사

예^^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이니 잘 동행해 보겠

습니다.(5월 29일 오후 5:37)

듯합니다.

류형준 의견

숫자의 규칙을 알아가는 것이 단지 반복에 의한 것

이 아니라 뇌신경이 회복되는 만큼 인지능력이 좋

아지니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29일 오후 4:24

강OO 약사 

#체험사례 

손00, 50 , 여. 

폐경 후 몸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셨다고 합니다.

늘 피로 호소, 유방 섬유종, 엉덩이에 수시로 올라

오는 포진으로 바이버 연고 처방받았으나 그때뿐

이고 근원적인 치유를 해야 한다고 상담해드렸습

니다.

안티OOO 111 써클OO 111 한 달

한 달 후 피로도 많이 없어지고 몸도 가볍다고 하셨

고요. 포진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 안티OOO 써클

OO 6개월은 드셔야 한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본

인도 근원적인 치유를 위해 본인 몸에 투자해 보겠

다고 안티OOO 써클OO 정량으로 5개월분을 구입

해 가셨습니다. 5개월 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

타나시겠죠.(드시는 동안에 과로를 하거나 건강법

을 지키지 못해 단순 포진이 나타나면 일시적으로

라도 안티OOO 써클OO 용량을 늘려 드시라고 설

명해드렸어요)

2018년 5월 29일 오후 4:44

최OO 약사

#체험사례 

김00, 60  초, 여.

고혈압약 복용 중. 당뇨 고지혈증 경계선.

과민성장증후군. 

어깨 자주 뭉쳐서 경락 주 1회 정도 받음.

건강염려증 우려될 정도로 몸에 민감하시고

알약이 좀 크면 못 먹고 환제도 잘 못 먹음.

고민 - 입가가 째져 있고 붉어져 있을 때가 거의 

날마다. 지금까지 비타민 비군 정제 크기 젤 작은 

거 위주로 복용하는데 약간 호전 다시 악화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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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5월 초부터 시작했는데 한 달도 안 되어서 한

라산을 오를 정도로 좋아졌군요.

축하합니다.

약사는 환자가 좋아질 때 진정으로 보람되고 

행복한 직업이지요. 행복의 열에 환자분도 

약사님도 함께해서 더욱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29일 오후 5:29)

그러던 중 목감기와 입술 포진이 와서 이분의 지인 

안티OOO 5포로 포진 나은 거 알려드리고 큰마음

먹고 먹어보기로 함.

5월 초 

안티OOO 5포 1포씩 1일 3회.

포진은 물론 입가 붉은 기가 눈에 띄게 엷어짐.

5월 7일 

안티OOO 10포

수년간 괴롭혔던 입가 입술이 다 좋아짐. 안티OOO 

먹기는 힘드나 효과가 바로 보이니까.

5월 11일 

고혈압 어깨 뭉친 거 해결하자고 치유 6개월 권유. 

흔쾌히 승낙하심. 

안티OOO 써클OO 10포씩 도전. 101로.

5월 15일 

아침 일찍 전화로 입가 다 나았고 어깨도 편해서 

경락 안 간다고 고맙다고 하심. 약 먹기는 힘들지만 

자꾸 먹으니 먹을만하다고 하심. 이분은 유리그릇

처럼 민감하신 분이라 조금씩 드리고 있지만 안티

OOO 써클OO 광팬이 되셨네요.

5월 18일 

안티OOO 써클OO 101로 한 달분.

약 먹기는 수월하게 잘 드심.

날마다 전화나 약국 오셔서 체크.

입가는 완전하게 재발 안 되고 깨끗하나 가끔 복통 

보통 변 하루 여러 번.

장내 바이러스가 약에 반응하는 거라고 이해하심.

하루 일과가 너무 편해짐.

5월29일 

아침 제주도에서 전화하심

한라산을 바라만 보다가 올라갔다 왔다고. 너무 감

사하다고. 등산 후 피곤하지도 않고 입가도 완벽하

시고 경락은 써클OO 복용 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셨답니다.

효과가 있으니 약도 잘 넘기시고요♡

2018년 5월 29일 오후 6:56

이OO 약사 

#체험사례 

김경0, 54세, 여.

면역력!!

2016년 4월 상포진 후 두부 쪽 신경차단술 받았

고 지금도 연  세브란스병원 통원 치료 중에 있다.

3월 19일.

안티OOO 101 써클OO 202로 10일분

3월 29일. 

상동 10일 복용 후, 이때 병원에서 면역력검사를 

했는데 좋다는 말을 들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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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저도 항상 치유의 길로 가시려면 6개월 정도

는 드셔야 세포환경이 개선이 된다고 말씀 드

리고 있습니다. 주문한지 얼마 안 됐는데. 벌

써 다 판매가 됐네요. 신기할 따름입니다.(5월 

29일 오후 7:48)

② 류형준 약사

부분 치유의 길은 바이러스 퇴치기 6-8개

월, 이후 세포재생기 12-18개월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퇴치기까지만 치유의 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초기 급성 증상이 없어지면 부분 증상은 줄

어듭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퇴치기까지 복용하면 거의 

모든 증상은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손상된 세포가 제 로 자리 잡지 못

하면 다시 그 자리에 바이러스가 침입하고 재

발병 하게 됩니다.

가벼운 증상이야 바이러스만 퇴치해도 되지

만 오래된 병과 증상은 세포재생기까지 마쳐

야 치유의 길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약사님 스스로 그러한 길을 스스로 줄이고 있

습니다.

치유의 길에 한 설명은 끝까지 설명하고 선

택은 환자 몫으로 형편에 따라 필요에 따라 

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약사님들이 미리 줄여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5월 30일 오전 8:53)

③ 류형준 약사

왜 바이러스 퇴치가 필요한지 확실하게 알려

주는 체험사례입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병이 나은 것은 아닙니다.

병의 뿌리를 뽑고 손상된 세포까지 모두 회복

하도록 도와서 본래 건강한 상태까지 회복되

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체험사례에 감사드립니다.(5월 30일 오

전 8:56)

4월 11일. 

다시 상동 10일분

한 달 정도 복용하니 몸도 편하고 면역력도 좋아져 

안티OOO 써클OO을 복용하지 않았다.

5월 21일.

한 달이 지나 다시 제품을 지인 통해 가져가기에 

물었다. 왜? 한 달 쉬더니 다시 시작하는지를.

이번에도 병원에서 면역력 검사를 했는데 좋지 않

다는 소릴 듣고, 그제야 안티OOO랑 써클OO 때문

에 면역력이 좋아졌다는 걸 인정하고, 필요성을 깨

닫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다.

다시 

6개월 1년입니다~~^^.

복용 중단할 때에도 문자로 보내드렸다.

안티OOO 써클OO의 필요성을 

치유의 길을 완주해야만 하는 이유를~.

이젠 알았을까?

완주하셔서 통증 없이 건강한 삶 누리시기를 기원

합니다.

2018년 5월 29일 오후 7:22

조OO 약사 

#체험사례 

김0진, 54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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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어차피 뿌리는 그 로 있고 증상만 없어진 것

이니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나면 나중에 증상

이 재발했을 때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치유의 길을 한 번에 알아듣고 따라오는 분들

도 있지만 부분 여러 번 경험하고 상담을 

하면서 치유의 길에 동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5월 30일 오전 8:58)

몇 년 전 간암 수술 후 바라크루드 드시고 계시는 

분인데 입술 단순 포진이 손톱만큼 부위가 크게 올

라와서 안티OOO 222 써클OO 111 로 이틀분 우선 

드리며 더 드실 것을 권했는데 비싸다고 투덜거렸

던 분이십니다.

이틀이 지나도 안 오셔서 걱정되며 궁금했었는데

나흘쯤 지난 뒤에 뵈어서 어찌 됐냐고 여쭈니 4번

만 먹고도 좋아져서 2번 먹을 것을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부위가 커서 나름 예상했던 기간보다 효과가 너무 

빨리 나서 엄청 기쁘기도 했지만 더 드셔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여건상 다음 기회의 상담 기회를 기 해 보며

안티OOO 써클OO의 효과에 또다시 놀라게 된 케

이스 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오후 8:22

성OO 약사

#체험사례 

김00, 50초, 여.

예민, 스트레스가 많음.

위장이 약하고 발 종아리 부종(누르면 안 들어갈 

정도) 컨디션 나쁠 땐 손발 바닥이 가렵기도 함,

5~6년 전 안면 마비 감 특히 한쪽 눈이 심했고 만

성 빈혈로 예전엔 한 달에 한두 번 피 주사를 주기적

으로 맞음. 전체적으로 순환이 안 되는 기허혈허체

질임.

안티OOO 써클OO을 정량 6개월 복용 후 써클OO

만 복용 중입니다.

6개월 복용하면서 마비가 왔던 눈과 안면 근육이 

무겁고 압박감 같은 것도 느껴졌으나 피가 잘 통하

는 느낌이라 하시고 위장도 간간히 불편하다 하셨

는데 속도 편해지셨고 또 손과 발바닥에 붉은 반점

이 오돌토돌 나서 너무 가려워서 병원 가려는 걸 

써클OO 222로 증량해보시라 했더니 며칠 껍질이 

다 벗겨지고 매끄러워졌습니다.

요통도 왔었고 방광이 약한 편으로 밤에 2-3번은 

화장실 가셨었는데 며칠간 염증처럼 묵직하기도 

하다가 괜찮아지셨고 야뇨도 없어짐. 몸도 많이 가

벼워지고 어지러움도 거의 없어졌고요.

실은 복용 도중 여기저기 불편한 증상들이 생겨 끝

까지 갈수 있을까 걱정도 됐지만 완주중이랍니다.

근데 오늘 흥분돼서 전화가 왔어요.

안티OOO 써클OO 덕분에 몸이 30 가 된 것 같다

고요. 경락해 주신 분이 뭘 먹고 몸이 좋아졌냐며 

다른 사람들은 뭉쳐있어서 통증을 호소하는데 그

렇지 않고 유연하고 혈색도 너무 맑아진 것 같다고 

했다네요. 안티OOO 써클OO를 안 먹었다면 순환

이 안 돼 골골했을 텐데 너무 감사하다며 남편분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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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위장이 약하고 발 종아리 부종(누르면 안 들어

갈 정도) 컨디션 나쁠 땐 손발 바닥이 가렵기

도 함, 5~6년 전 안면 마비 감 특히 한쪽 눈이 

심했고 만성빈혈로 예전엔 한 달에 한두 번 

피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음. 전체적으로 순환

이 안 되는 기허혈허체질임.

이렇게 많은 증상이 한꺼번에 있는 분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라면 적량이 아니라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로 시작하고 증상이 확실

히 줄어들면 안티OOO 101과 써클OO 201로 

유지하는 것이 더욱 빠르고 확실하게 치유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니 안티OOO 101과 써클OO 201로 2개

월 정도는 더 복용하고 이후부터 써클OO만 

복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5월 30일 오전 9:07)

② 성OO 약사

네 초기에 증량하려다 위장 땜에 버거워하셔

서 정량으로 갔습니다.

불편증상들을 다시 여쭙고 선생님 말씀 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5월 30일 오전 10:08)

① 류형준 약사

몇 년 동안 복통과 과민성 장증세가 40일 만

2018년 5월 30일 오후 12:35

정OO 약사 

#체험사례 

박종0, 56세, 남.(보통체형)

만성복통. 

몇 년 된 증상입니다. 내과 다녀도 소용없음.

배가 자주 아픕니다. 하루에 3,4번 정도.

병원에서는 전혀 이상 없다고 하심.

방귀가 자주 나고 아침에만 변을 3,4번 보심.

트림. 묽은 변. 과민성 장증세 있음.

4월 11일 

써클OO 11 안티OOO 1 유산균 10일분.

4월 18일

10일분.

5월 2일

10일분. 

별차도 없다고 하여 써클OO 11 안티OOO 11 복용.

5월 23일

10일분.

5월 30일 

그동안 별차도 없다고 하시더니 그렇게 괴롭히던 

하루 3,4차례 있던 복통이 사라졌다고 하심.

방귀도 많이 줄었고 어쩔 때만 나온다고 하심. 가시

면서 하시는 말씀이 병이 나으면 업어 주신다고 하

십니다.

근데 이미 가장 괴롭히던 복통은 사라졌습니다.

처음에 그 복통만 없애주라고 했었거든요!

이제는 다른 증상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평소에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드셨는데 요즘 절제

하고 운동도 한 시간씩 열심히 하신다는데 예전보

다 더 활력이 있어 보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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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개선이 되었군요.

중간에 용량을 늘리는 것도 탁월한 선택입니

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30일 오후 10:38)

① 류형준 약사

강OO 약사님의 아우라는 환자들이 저절로 따

르게 합니다.

안내자의 믿음과 신념이 환자들을 치유의 길

로 이끌고 삶의 질을 올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5월 31일 오전 11:42)

2018년 5월 30일 오후 1:49 

강OO 약사 

#체험사례 

이00, 20 , 여. 

조금만 무리해도 근육통이 온다고 근육 이완제 구

입하러 옴. 딱 봐도 물살에 얼굴은 하얗고 땀도 송

송 나고 림프순환도 안 되는 분 일단

써클OO 111 3일분 근육 이완제는 prn

며칠 후 나타나 근육통도 좋아졌지만 써클OO 먹어

선지 오랫동안 나오던 냉이 그쳤답니다. 저도 순간 

당황(안티OOO 써클OO 병용이나 안티OOO 복용 

후는 이해가 되나 써클OO 만으로?라는 생각이 들

어) 하지만 생각해보니 림프순환만으로도 세포가 

건강해지고 체온도 정상화되니 이분의 냉했던 하

복부가 정상화되고 있는 신호라 생각했습니다.

써클OO 더 복용하고 싶다고 해서 11로 한 달 분 

구매 안티OOO 써클OO의 치유 프로그램 설명드렸

습니다. 

완전한 치유의 길로 인도되길 소망해 봅니다.

2018년 5월 30일 오후 6:53

서OO 약사 

#체험사례 

64세, 여. 

증상:

만성피로 무기력증 수족번열.

몸이 붓고 멍이 잘 든다.

기왕병력: 

유방암

다발골수증 전 단계

백내장 수술 받음.

투약:

3월 24일

써클OO 11 안티OOO 11

4월 3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5월 30일

내국 함.

제 생각에는 써클OO 111 안티OOO 111로 하루 3번 

쓰고 싶은데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1일 2회

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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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유방암병력자면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가 적량인데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 

안타깝습니다.

각탕법, 기어 다니기, 산소호흡법 등을 다른 

이들보다 훨씬 열심히 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끝까지 완주하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5월 31일 오전 11:59)

② 서OO 약사

예, 감사드립니다.(5월 31일 오후 1:22)

① 류형준 약사

잘 하고 계십니다.

유방외과의 검진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길 기

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31일 오후 12:08)

경과반응:

피로감이 확실히 덜하다.

잠이 잘 온다.

밥맛이 당긴다.

추위 타는 게 덜하다.

원래 많은 증세를 가지신 종합병원이라서 천천히 

치유의 길을 완주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 5월 31일 오전 10:57

조OO 약사 

#체험사례 

최00, 81년생, 여. 

유선 이상세포증식 3

유즙분비와 피고름, 부종 피로감

2018년 2월

안티OOO 111 써클OO 222 12번복용 하고 재방문. 

2018년 3월.

안티OOO 111 써클OO 111 한 달분 가져감. 

2018년 5월초.

써클OO 안티OOO 11 40일분 복용 중.

개선점

통증개선, 컨디션회복, 부종, 피로감개선, 항염. 소

염 이고 세포 환경을 개선하고 있음.

중간 한 달 비용 때문에 못 드셨는데 다시 찾아오심.

우울증과 불면으로 약 복용하심. 심리상태가 불안

해 보 음.

복용하시면서 편안해진 듯.

수면제를 복용 안 해도 잘 잔다고 좋아하심.

얼굴에 화색이 돌고 생기가 있네요.

약간 비슷한 친구분한테도 써클OO 안티OOO를 줘

서 효과를 보고 사서 보내줌. 

유사한 증상. 유선, 갑상선. 자궁내막에 이상이 생

기고 본인 효과를 보고 권하신 듯. 

또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여러 과에 한 전반

적인 상황에 한 인식 변화와 인체의 세포환경에 

한 개선점을 이해하신 듯싶고 전체적인 케어를 

원하고 필요성을 다시 환자도 저도 느낍니다.

6-7월경에 유방외과에 검진 예정이고 저도 결과가 

궁금하고 좋은 결과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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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OO 약사

^^(5월 31일 오후 3:32)

① 류형준 약사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역류성 식도염은 

하부식도괄약근의 조임력이 노화로 인해 줄

어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8년 5월 31일 오전 10:58

조OO 약사 

#체험사례 

50 , 남. 

역류성 식도염, 위통, 위염.

혈압, 당뇨 정상

위장질환으로 카베진을 항상 복용하고 사러 오신 

분입니다. 내과 치료를 반복 치료 받으셨다 하십니

다.

면역력 저하로 재발하는 것은 몸에 잠복해있는 바

이러스가 성해져서 재발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증상은 개선될 수 있으나 완치가 안 되는 것은 면역

력 저하와 세포환경의 문제이니 환경 개선 되게 항

바이러스제와 림프 순환제를 복용해보자고 권유하

습니다. 병원에 혈액분석기기 업하신분이고 

전에 제약회사에도 근무하신 경험으로 엔테론도 

아시고 림프순환도 아시고 수긍하시네요. 동아

병원으로 출장 가려고 한다 하시네요.

4월 24일. 

써클OO 안티OOO 111 1주일분. 

책과 리플렛가지고 부산 가면서 체크하시고 보신

다고 하네요. 

객지 생활로 주말부부하시는데 식생활도 불규칙하

고 부실하고 업하다 보면 스트레스 심하고 여름

에는 배탈로 자주 고생하신다 하네요.

찬 것, 매운 것 드시지 말라고 강조하고 매일 유입

되는 음식과 자극을 견디고 내장 근육세포의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아마도 책을 보시고 더 느끼실 듯

싶습니다. 또한 증상 개선 뿐 아니라 완전한 치유로 

확실히 가자고 자신감을 가지고 강조했네요. 

4월 3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이담간장약 1달분

개선점 : 속 쓰림, 위통, 위염 없어짐.

헤리코박터균 치료도 2차까지 하고 재발되는 것은 

세포환경과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본인도 인정하네

요. 완전한 치유로 가보자고. 

5월 31일

써클OO 11 안티OOO 11 이담간장약 1달분

개선점: 카베진 안녕~ 여명, 컨디션, 모닝케어 모

두 안녕입니다. 

늘 사무실에서 카베진을 달고 살았는데 안 찾고 접

 술자리가 많아도 부담 없이 보내신다 하시네요.

위통, 식도염도 거의 없고 써클OO 안티OOO 홍보

사가 되었네요.

‘증상 개선되면 줄여 먹어도 되느냐?’

‘장기간 복용하면 내성이 생기지 않느냐?’

질문하셔서 숨어 들어가는 바이러스가 변종으로 

변할 수 있으니 용법, 용량, 기간을 준수하면 되고 

술이 안 취해도 줄이고 찬 것, 매운 것을 피하라 

함.

지난주 무등산 등산해도 큰 무리가 없다 하네요.

올바른 치유의 길로 가고 있네요.

카베진 안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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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식도괄약근의 조임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없어서 제산제, 산분비억제제, 게비스콘 등과 

같은 증요법만으로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오래된 증상은 바이러스감염증으로 하부식도

괄약근의 조임력이 약해진 것을 괄약근의 바

이러스감염증으로 생각해서 바이러스를 없애

고 괄약근의 환경을 개선하니 저절로 개선됩

니다.

감사합니다.(6월 1일 오전 10:42)

① 류형준 약사

노OO 약사님과 마음이 통하니 치유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함께하면서 도울 일이 많을 것입니

다.

감사합니다.(6월 1일 오후 3:58)

2018년 5월 31일 오후 1:00

노OO 약사 

#체험사례 

감방0, 60세, 여.

평소 갱년기 장애로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드시고 

있는데 상열감이 덜하긴 한데 좀 부족해서 추가로 

드실 것을 문의하면서 세포 내 독성물질과 염증물질

을 배출하면 상열감도 줄어들고 다른 증상도 개선된

다고 하니 드셔보겠다 하셔서 써클OO 101 한 달.

10일 후 방문하셔서 그간 얘기하지 않았던 어깨 통

증이 심해 팔을 들어 올릴 수 없어서 수술하려고 

계획 중이셨는데 팔이 올라간다고 계속 먹고 치유

하겠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값이 비싸서 고민하시다가 좋아지니 전

혀 비싼 게 아니다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했는데 너

무 만족하고 감사하다 하셔서 원인 제거도 해야 하

니 안티OOO도 드시라 했네요.

이분은 - 요인보다 + 요인이 더 많아서 빨리 호전

되었네요.

2018년 5월 31일 오후 2:47

이OO 약사 

#체험사례 

60  초중반, 남.

2주 전쯤 근육 이완제를 사러 오셨습니다.

왜 드시려고 하냐고 여쭤보니 팔뚝 근육이 엄청 아

프다고 하십니다. 팔을 많이 쓰시냐고 하니 일은 

하는데 심하게 하는 일은 아니라고 하시고 스트레

스가 심하냐고 하니 다들 사는 로 살죠 뭐 그러십

니다. 근육 이완제는 잠깐 통증은 줄여 줄 수도 있

지만 약효시간이 지나면 또 아플 수 있다며 써클OO

를 권해 드렸습니다. 

우리 몸엔 림프구라는 하수구가 있는데 그쪽의 순

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염증물이 쌓여 통증을 일으

킬 수 있고 림프절이 있는 겨드랑이 밑인 팔뚝이 

아프니 제가 보기엔 근육 이완제보다는 써클OO가 

더 나아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일단 1일 3회 1포씩 3포만 달라십니다.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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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효과는 확인했는데 귀는 반만 열려있습니다.

시간과의 인연이 더 필요합니다.

다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신뢰가 쌓

이면 그 후엔 치유의 길로 입문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1일 오후 4:08)

① 류형준 약사

그렇습니다.

온 몸에서 바이러스냄새가 풍겨납니다.

처음부터 좋은 경과를 보이니 끝까지 완주하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6월 1일 오후 4:26)

이분이 이틀 후 또 3포만 달라십니다. 좀 어떠냐고 

여쭤보려다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도 3포, 6포씩 사 가시고 한 번은 아는 사람

도 한 번 사줘야겠다고 사 가셨습니다.

오늘은 9포를 달라시네요. 그래서 아저씨 이 약 드

시니까 어떠세요? 여쭤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 말한 

것처럼 3개월 전부터 팔뚝 근육이 무척 아팠고 그

땐 얘기 못했는데 가슴 근육도 무척 아팠다고 하십

니다. 근데 이 약을 먹으니 통증이 계속 줄었고 이

제 본인 생각으로 몇 번만 더 먹으면 싹 나을 거 

같다고 하십니다. 다 나으면 많이 소개해 줄게요, 

하시면서 약국을 나가십니다.

2018년 5월 31일 오후 5:46

강OO 약사 

#체험사례 

최00, 39세, 여.

스트레스 많이 받는 성격에 직업상 음주를 많이 해

야 하는 분. 피로는 일상 몇 달 전부터 어지러워서 

한 달간 밖에도 못 나왔답니다. 체중도 늘고 부종도 

심한 분. 온몸 통증 호소.

써클OO 11 간장약 조혈 양제 한 달

호보법 각탕법을 추천하고 책자 드림.

한 달 후 같은 용량으로 재구매. 부종 통증 피로 

어지럼증 호전 체중 4킬로 감소 (운동도 체력이 되

어 열심히 하셨답니다)

근원적 치유 위해 다음 달부터 안티OOO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8년 5월 31일 오후 6:00

서OO 약사 

#체험사례 

40  초반, 남.

아들을 팔베개해서 재웠는데 그 팔베개 한쪽 팔이 

붓고 아프다며 근육 이완제 달라고 하십니다. 

저의 설명

직접적인 원인은 아드님을 팔베개한 것이고

더 근본적인 원인은 림프순환과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겁니다. 

투약: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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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참 잘 하셨습니다.

써클OO와 근육 이완제의 조합은 매우 훌륭합

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때는 안티

OOO의 병용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1일 오후 4:27)

① 류형준 약사

잘 하셨습니다.

써클OO와 파스의 병용도 매우 훌륭한 조합니

다.

감사합니다.(6월 1일 오후 4:34)
써클OO 222, 근육 이완제 1일분 드림

오늘 오셨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조금 더 먹어야겠

다며 2일분 가져가셨습니다.

근육 이완제 + 써클OO는 참 좋습니다.

2018년 5월 31일 오후 6:34

최OO 약사 

#체험사례 

박수0, 30세, 여.

아이가 어려서 업고 안고 하느라 어깨가 아주 아프

시다고 파스 사러 방문하셨길래 파스와 써클OO 

202로 드시라고 2일분 챙겨드림.

며칠 후 오셨길래 어떠셨는지 여쭤보니 웃으면서 

효과 좋아서 덕분에 편해졌다고 감사하다고 하셨

답니다.

2018년 6월 1일 오전 2:28

박OO 약사 

#체험사례 

한 0, 30  중반, 여.

세 아이 엄마. 오후에는 남편이 경 하는 정육점일

도 돕는 듯. 늘 미소를 잃지 않는 선한 인상에 뽀얀 

피부의 예의 바른 분. 아이 셋 약을 조제하고 계산

하면서 묻습니다. 

“선생님. 자꾸 머리가 아파요. 오른쪽 귀도 이상하

고 목 밑도 이상해요.”

“그래요? 오른쪽 턱밑이 부었네요. 머리도 아프다

고요, 모자 좀 벗어봐 주세요. 어? 눈썹 위에 이거 

언제부터이래요?”

“아, 소아과 선생님이 뭐 물린 것 같다고 연고 바르

면 된다고 했어요.”

“서현 어머니, 제가 보기엔 상포진이에요.”

얼마 전 체험사례 올렸던 중국집 사장님과 똑같은 

부위의 상포진이다. 상포진의 심각성을 설명

해주고 부위가 부위인지라 안과도 다녀오고, 근처 

내과에 다녀오라 했다. 역시 처방된 팜비어와 써클

OO 2 안티OOO 2 1일 2회~3회 드시라고 작은 통

으로 드렸다. 

이틀 후 아이들 약 때문에 왔는데 까맣게 딱지가 

앉았다.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이 그렇게 자세히 

안 봐주셨으면 저 큰일 날 뻔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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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상포진이 눈으로 오면 예후가 안 좋은데 연

달아 두 명이나 치유되도록 도왔습니다.

이 정도면 박성 약사님은 이제 상포진 전문 

약사님이 되었습니다.

박성약사님뿐 아니라 여기 계신 약사님 모두 

상포진이 더 이상 어려운 병이 아니고 치유

될 수 있는 병으로 생각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6월 1일 오후 4:44)

① 류형준 약사

새삼 조심스럽게 치유의 길로 입문하는 모습

이 보입니다.

끝까지 완주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6월 1일 오후 4:46)

늘 피곤해 하는 그녀에게 이번 일등 공신 써클OO와 

안티OOO에 해 설명해주고 당분간 다른 양제

는 드시지 말라 했다.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한

다. 그러기에 운동법, 관리법도 알려주고 싶다 했고 

아프지 않고 잘 사는 방법 차후 상담하자 했다.

2018년 6월 1일 오전 10:51

서OO 약사 

#체험사례 

한00, 43세, 여. 

증상:

만성피로, 불면, 만성두통, 손발 저림

투약:

2018년 1월 8일 

써클OO 11

1월 27일. 

써클OO 11

2월 10일. 

써클OO 11

3월 12일 

써클OO 11

5월 28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경과반응:

몸이 가벼워짐

잠도 깊은 잠을 잠

치유의 길을 설명해 드리고 이번부터는 안티OOO

도 추가해서 써클OO 안티OOO 계속 같이 복용하

자고 했습니다.

2018년 6월 1일 오전 11:14

서OO 약사 

#체험사례 

박00, 51세, 남.

증상:

당뇨

인슐린수치 54.7(정상2.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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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만성피로나 만성두통이야 당연하고 당뇨 역

시 치유되는 과정을 확인하 으면 합니다.

당뇨가 어떻게 어디까지 개선되는지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6월 1일 오후 4:48)

② 서OO 약사

예, 깊이 감사드립니다.(6월 1일 오후 9:46)

비타민D 10.3(정상30-80)

만성피로 

만성두통

 투약:

3월 2일

써클OO 11 안티OOO 11

5월 1일

써클OO 11 안티OOO 11

5월 31일

써클OO 11 안티OOO 11

이외 비타민D 유산균 셀렌크롬 아연제제 같이 드렸

습니다. 

경과반응:

몸 컨디션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고 많이 상쾌해졌

는데 조금 좋아지니까 약 복용을 철저히 하지 않네

요. 먼젓번 가져가신 써클OO 안티OOO가 아직도 

남았다 하시길래 더 열심히 드시라고 당부드렸습

니다.

옆에 같이 오신 사모님 설문지 체크해보니까

동그라미 친 것이 많이 나오길래 제가 일부러 만약 

사장님이 또 제 로 안 드시면 사모님이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 6월 1일 오전 11:42

서OO 약사 

#체험사례 

박00, 57세, 남.

증상:

왼쪽 하행결장이 칼로 쑤시듯이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다.

어깨 무릎이 아프다

눈이 몹시 피로하다

심계항진

기왕병력:

갑상선기능항진

녹내장

당뇨

투약:

5월 3일

써클OO 

아침 식전 4포. 

아침 식후 4포 

점심 식후 4포

저녁 식후 4포

5월 24일

써클OO 333 안티OOO 222

5월 31일

써클OO 333 안티OOO 222

이외

사 잘 되게 하는 제품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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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OO 약사

이렇게 많은 제품을 

권하고 이것을 받아드리는

약사와 환자와의

신뢰관계에 경의를 표합니다.

동안 약사님의 노력과 헌신이 눈에

보입니다.(6월 1일 오후 1:25)

② 서OO 약사

양OO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6월 1일 오후 1:27)

③ 류형준 약사

통증이 이 정도인데 따르지 않을 수 없지요.

써클OO와 안티OOO의 복용도 중요하고 자극

성 있는 음식은 피하고 음식을 얼마나 가려서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끝까지 좋은 결과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6월 1일 오후 4:50)

④ 서OO 약사

음식 조심!

계속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매일 문자 주고받습니다.(6월 1일 오후 9:46)

부신피로증후군 개선제

비타민D

셀렌 크롬 아연제제

마그네슘

오메가3

유산균 

경과반응:

약을 철저히 복용하시는 아주 멋있는 환자분이십

니다. 하행결장 칼로 쑤시는 듯 아픈 증상이 40% 

없어지고 눈이 덜 피로함. 가슴 두근거림도 줄어듦. 

제품을 환자분이 얼마나 잘 복용하게 하느냐가 정

말 중요하네요.

2018년 6월 1일 오후 2:16

정OO 약사 

#체험사례 

이옥0, 63세, 여.

bmi 28.5

당뇨 200

식후갈증

엉생이 통증 요골통증 2년 됨.

소변이 끈적거림.

식후에 심한 갈증.

한 시간에 한 번씩 소변보러 다니심.

4월 15일

써클OO 333

4월 18일 

써클OO 333 일주일분.

4월 25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7일분.

6월 1일

오늘 오셨습니다.

모든 증상이 좋아지셔서 그동안 안 오셨답니다!

본인께서 놀라워하십니다!

근본치료 위해 계속 복용 권장하니 비용 부담 때문

에 다시 아프시면 드시겠다는 의향이 있으십니다.

계속 복용하시면 좋겠지만 특히 소변이 깨끗해지

고 식후 갈증이 해소되었고 허리 통증이 사라졌다

고 하니 기분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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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많은 분들이 증상이 없어지면 병이 나은 것으

로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모든 의학이 증상 개선을 위주로 진행

하 으니 증상 개선이 이루어지면 병이 나았다

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이제는 이런 분들에게 치유의 길을 설명하고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는 것은 약사님 몫입니다.

함께 하면서 치유의 길을 끝까지 완주합시다.

감사합니다.(6월 1일 오후 4:58)

② 정OO 약사

예 선생님!(6월 2일 오전 10:10)

① 류형준 약사

이런 환자를 전에는 어떻게 처방 했을까요?

불과 얼마 전 일인데 상상이 안 됩니다.

참 훌륭합니다.

이렇게 치유의 길을 단단하게 다지고 넓히니 

감사합니다.(6월 1일 오후 5:01)

2018년 6월 1일 오후 2:57

서OO 약사 

#체험사례 

장수0, 63세, 여.

증상:

머리에 쉴 새 없이 땀이 흐름.

머리에 쥐가 남.

허리 척추 신경염.

발과 손이 뒤틀리고 쥐가 잘남.

발끝까지 당기고 허리 펴기 힘들다.

이명.

갈증이 심함.

기왕병력:

고혈압, 당뇨, 지방간, 심장약 복용 중.

투약:

4월 23일

써클OO 333

5월 15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6월1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경과반응:

워낙 증세가 많으신 분인데요.

우선 허리에서 발끝까지 전기 오는 듯이 당기는 증

상이 아주 불편했는데 좋아지고 있음.

머리 아픔이 좋아짐.

손발 저림이 개선됨.

몸 전체가 붓는 증세가 좋아짐.

입맛이 조금 돌아옴.(입맛이 쓴 증세가 줄어듦.)

갈증이 줄어듦.

악몽이 줄어듦.

2018년 6월 1일 오후 3:17

서OO 약사 

#체험사례 

김혜0, 67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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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신장투석 중인 환자분이 어디까지 어떻게 개

선되는지 공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6월 1일 오후 5:02)

② 서OO 약사

예 감사드립니다. 

저도 3일에 한 번씩 전화드리고 있습니다.(6

월 1일 오후 9:39)

증상:

3년 전부터 신장투석.

기운 없다.

허리 아프다.

눈 한쪽이 안 보임.

나머지 한쪽 눈도 희미함.

귀가 찌릿하게 아픔.(병원에서 신경통이라 함.)

잠이 잘 오지 않는다.

Hb A1c(당화혈색소)7.1

투약:

4월 12일

써클OO 222

4월 22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5월 1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6월 1일

써클OO 11 안티OOO 11

제 생각에는 용량을 써클OO 222 안티OOO 111로 

하고 싶은데 워낙 약하시고 그렇게 드셔보니 소화

가 힘들다 하셔서 5월 10일부터는 써클OO 11

안티OOO 11로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과반응:

환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워낙 아픈 데가 많

아서 건강식품도 아무거나 먹기에는 걱정되는데

써클OO 안티OOO 먹으니까 우선 잠이 잘 오고

몸이 아주 가벼워져서 좋으시다면서 몸이 금방 좋

아질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한 일 년은 선생님이 

시키는 로 잘 먹어 볼 거라고 하십니다. 

제가 상담지로 한 항목씩 차근차근 체크해보니 귀

가 찌릿하게 아프신 것도 아주 조금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2018년 6월 1일 오후 4:33

박OO 약사

#체험사례

023번째 = [써클OO]+[안티OOO]

상기+몽롱+유사 조현병(?)

KSU, 55세, 남.(170cm, 66kg)

2018년 2월 3일 

저녁 퇴근 무렵 나타나서 상담 희망.

등판 열 후끈, 얼굴 상기, 머리 멍멍, 눈 침침, 족장

통, 과거 생각에 불면증, 우울증 때문에 6개월 이상 

일하러 못 가고 있음.

위/장 내시경도 했고 정신과, 한의원 다녔다 함.

1차 2월 3일 

우울증부터 <우울증 약차>를 먼저 15일 투여.

2차 2월 25일



001072  A BOOK OF EXPERIENCES

① 허OO 약사

우울증 약차. 조현병 약차가 뭔가요.(6월 1일 

오후 4:50)

② 박OO 약사

허OO 약사 

선생님~ 약초로 달여서 만든 것으로 제가 이

름을 붙 습니다. 우울증 따라서 1 2 3 4 종류

로 조현병 따라서 1 2 3 종류로 해야 하니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1일 오후 

5:07)

③ 류형준 약사

박OO 약사님의 실력에 새삼 감동이 됩니다.

조현병은 힘든 병인데 잘 이끌고 계시니 다행

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1일 오후 5:09)

④ 박OO 약사

류형준 약사 김OO 약사 두 분 선생님~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잘 마무리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6월 1일 오후 

9:37)

⑤ 김OO 약사

네.(6월 2일 오전 9:31)

우울증 감소 <우울증 약차>를 재차 15일 투여.

3월 17일 

전체적으로 조금씩 호전되고 있으며 일하러 나감.

(여동생=조현병 입원/퇴원-반복=얘기함)

<조현병 약차 15일>

4월 2일

[써클OO 안티OOO] 각 60포 1포씩 tid

호전 없던 등판 열 감소, 얼굴 상기 없어짐, 불면증

은 자다 깨다 함.

50% 남은 것 (가슴 답답, 머리 흔들면-멍멍함, 잡

생각에 집착함)

그래도 일하러 다니기 한결 수월하다고 함. 

더 악화되는 것은 없음.

4월 16일 

<조현병 약차 15일>

5월 11일

[써클OO 안티OOO] 각 60포 1포씩 tid

얼굴 상기, 불면은 거의 없어지고, 머리 멍멍한 것

도 없어짐. 

간혹 등판 열, 가슴 답답, 잡생각, 집착 등이 남았다

고 질문하심. 3개월 만에 모두 없어질 수 없다고 

꾸준히 1,2년 동안 하자고 말씀드림. 

그래도 일하러 다니고, 정신이 많이 온전하니, 1년 

이상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함.

5월 31일

[써클OO 안티OOO] 각 60포 1포씩 tid

1년이든 2년이든 다 나을 때까지 한 번 해보자고 

작정함.

[참고] <조현병 약차>와 [써클OO/안티OOO]를 같

이 복용하면 더 좋겠으나 그동안 일을 못해 경제적 

사정으로 교 로 복용한 것이 아쉬운 상황임. 전반

적으로 악화는 없고, 개선점이 눈에 띄므로, 매우 

희망적으로 고무됨.

2018년 6월 1일 오후 5:26

최OO 약사

#체험사례 

70 , 여.

당뇨 오래됨 건장한 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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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또 한분의 치유의 안내자가 되셨네요. 감동입

니다.(6월 1일 오후 5:45)

② 류형준 약사

실버의자를 5일 만에 치우게 하고 다리에 힘

도 생기고 자궁염증도 없어지게 하는데 비싸

다면 이유가 뭔가요?

그냥 약국이니 투정을 부리시는 것이겠지요.

안티OOO 써클OO와 함께하는 치유의 길이 

얼마나 위 한지 확실하게 알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6월 4일 오후 1:09)

③ 최O 약사

네~ 감사합니다!

진짜 약을 드릴 수 있는 행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6월 4일 오후 9:08)

5월 20일.

오랜 만에 뵈었는데 너무 살이 빠지셔서 못 알아볼 

정도. 실버의자 끌고 오심.

걸어 다닐 기운도 살맛도 안 나신다며 자궁속이 쏙

쏙 아프고 소변보기 힘들다고 방광염 약 달라고 하

심. 안티OOO 111 써클OO 111 10포씩.

5월 25일 

모기약 사러 오심 실버의자 없이 오심.

힘이 생기셨고 모처럼 자궁속이 다 나았다고 하심. 

다시 10포씩. 

비싸서 못 먹겠다고 하소연.

저녁에 따님 상담 전화 와서 세포치유 설명해 드림.

6월 1일 

안티OOO 써클OO 치유 시작. 한 달분 드림.

오늘도 실버의자 없이 걸어서 오셨어요.

혈당도 관심 있게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2018년 6월 1일 오후 6:43

이OO 약사 

#체험사례 

30 , 기혼 여. 

4월 30일 안티OOO 써클OO 정량 구입하시고 오늘 

재구입하러 오셨습니다.

이분은 4달 전에 다이어트 처방 약 조제하러 저희 

약국 첨 오셨고 1주일마다 처방받으러 오셨는데 하

루는 처방전의 식욕억제제 용량이 센 걸로 바꿨다

며 괜찮은지 모르겠다며 걱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서 자기는 세레타이드 흡입제 등을 처방받아 사용

하고 있는 천식 환자라고 하십니다.

첫 내방일 때부터 환자에게 다이어트약 오래 복용

하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향을 미치니 될 수 있는 

한 약은 빨리 끊고 본인 스스로 식이를 조절하고 

운동으로 마무리하라고 조언을 한 터라 식욕억제

제 용량이 또 늘면 천식에 당연히 나쁘다고 얘기하

니 병원에서는 상관없다고 했다며 그 상관없다는 

말이 자기하고는 상관없다는 말 인가하며 웃픈 말

을 하고 그날은 처방 로 조제해갔습니다.

1주일 후 같은 다이어트 처방전을 들고 왔길래 용량 

센 거 먹어도 괜찮았냐고 하니 별 이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약이 몸이 느끼는 부작용은 아직 일어나

지 않았더라도 분명 천식에는 나쁜 향을 끼친다

고 말하며 안티OOO 써클OO을 소개해 주었습니

다. POP에 적혀 있는 성분을 보더니 자기는 알레르

기가 잘 일어나는 사람이라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걱정된다길래 그럼 한 번 먹어보라며 안티OOO 써

클OO 1포씩을 그냥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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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와 써클OO 1포가 치유의 길을 안내

하는 표지판이 되었군요.

주변을 살펴보면 아니 약국에 있으면 약국에 

오시는 분들 중에 거의 부분이 환자입니다.

치유의 길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한 분씩 함께 하다 보면 어느새 

치유의 길이 가득할 것입니다.

맨 앞에서 인도하는 약사님의 모습이 보입니

다.

감사합니다.(6월 5일 오후 7:49)

① 류형준 약사

약사가 더 이상 제품을 안 팔겠다고 하면 아쉬

운 것은 환자입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치유하는 길로 안내하고 싶

다음 날 이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이 약이 나한테 

잘 맞는 거 같다 왠지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라며 

정량으로 1통씩 구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인 기억으로 자기는 10살 이후로는 늘 피곤했던 

거 같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안티OOO 

써클OO가 이분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구입하면서 전 같으면 미세먼지 심하고 하면 

세레타이드에 벤토린에 흡입기를 사용했을 건데 

한 달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많이 편해졌다

고 하십니다. 어제 화나는 일이 있어 매운 음식을 

좀 먹었더니 팔에 약한 발진이 생겼다고 보여줍니

다.̂ ^ 그러면서 고등학교 학교 결혼 전 직장 생활

하느라 혼자 자취하면서 살림이라는 걸 안 하고 살

았으니 먹거리가 얼마나 불량했겠냐며 아무래도 

제 로 안 먹어서 병 생긴 거 같다고 하면서 다행히 

이 약이 자기한테는 정말 잘 맞는 거 같다면서 고맙

다고 하십니다.

 

2018년 6월 1일 오후 7:14

안OO 약사 

#체험사례 

알려준 용법을 무시하고 들다가 제게 판매금지 통

보받고 난 후부터는 착실히 복용하여 5개월 차에 

입문하신 만성비염 환자입니다.

현재 화농성 객담과 비루는 완전히 소실되고 감기 

없이 잘 지낸답니다. 물론 이비인후과는 더 이상 

방문 않고요. 다만 아침 기상 시 재채기와 더불어 

맑은 콧물이 나와 힘들다고 합니다. 

이불 안과 밖의 급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아직 감내

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면역력이 더 충당

되면 없어질 것이니 너무 예민하게 생각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기상 시 즉시 온수 드실 것을 권유하

습니다. ..

“요통과 근육통은 좀 어떠세요?” 여쭈어보니

“내가 처음에 아프다고 했었나요?” 잠시 침묵

뭐 그런 게 인지상정이겠죠.

그간 찬 것 금하고 각탕법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안티OOO 써클OO 정량 소청룡탕 약간(아침에 힘

들 때만 드시라고) 한 달.

환자를 치유에 도달케 하려면 당근과 채찍도 필요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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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데 당신이 자꾸 딴짓하니 치유의 길을 함께 

하기 힘들어지니 치유의 도구인 안티OOO와 

써클OO가 불필요할 것이니 더 이상은 판매하

지 않는다는 것이었겠지요.

이쯤 되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약사님의 마

음이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는 것이 아

니라 정말 자신을 건강하게 도와주려는 것이

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이 통하면 그다음은 저절로 자발

적으로 따라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6월 5일 오후 7:54)

2018년 6월 2일 오전 8:55

안OO 약사 

#체험사례 

77세, 여.

류마티즘, 혈압, 당뇨, 위장, 항진균제 복용

평생 노동으로 온몸이 아파서 주/객증 구분 무의미

안티OOO 111 써클OO 222 10일

10일 후, 새끼발가락 부분 염증 완화. 

전신통 호소. 명현이니 계속 드세요.

20일째, 불면에서 숙면으로 그러나 몸이 더 아프

다. 당연합니다. 울고 넘어야 할 눈물의 미아리 고

개입니다. 각탕 더 열심히 하세요.

30일째, 언제까지 아파야 하나? 홍역 한 번 더 하는 

셈 치고 더 드세요.

40일째, 드디어 변화의 조짐 포착. 코 점막 염증, 

구내염, 구순염, 견비통, 수족부종/저림, 수장각피,

질소양감, 치은염 감소.

한 달분씩 가져가시면 한 번으로 끝났을 하소연이 

서너 번이나. 그래도 치유의 끈을 놓지 않게 하려면 

이 정도야.

친지 결혼식에서 화색 좋아졌단 소리 여러 번.

하지만 딸(의사) 만은 약이 모자라 또 이런 약까지 

먹냐며 독설. 눈치 보여 그날은 휴약.

일 년 후, 엄마의 변신을 보고 딸은 뭐라고 할지 

궁금해지네요. 

오늘도 10일 분을 준비해 온 검은 봉지에 담아 가면

서 왜 진작 얘기 안 해줬냐며 핀잔 아닌 핀잔하고 

갑니다. 명품이 검은 비닐봉지에 담기니 안타까웠

습니다.

오늘의 웃픈 현실이 일 년 후쯤엔 해피엔딩으로 마

무리 되도록 치유의 길 완주시키렵니다.

애초 한 달간만 위 용량으로 가려 했으나 바이러스

의 창궐이 염려돼 한두 달은 위 용량으로 더 가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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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OO 약사

많이 배웁니다.(6월 2일 오전 9:00)

② 김OO 약사

와 감동입니다. 환자분과 약사님의 인내심이 

또 한분을 치유의 길로 안내 하셨네요. 체험례 

올려주셔서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6월 

2일 오전 9:41)

③ 이OO 약사

울컥 하네요~~^^(6월 2일 오전 10:08)

④ 서OO 약사

와우

감동의 드라마입니다.(6월 2일 오전 10:13)

⑤ 안OO 약사

약사님들 체험담 짜깁기 했을 뿐 입니다.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광입니다.(6월 2일 

오전 11:17)

⑥ 강OO 약사

오!!!! 진짜 감동입니다~~~

약사님 멘트도 감동이구요~~(6월 2일 오전 

11:26)

⑦ 유OO 약사

진짜 귀부인이 되셨네요!!(6월 2일 오전 

11:48)

⑧ 정OO 약사

와~ 40일 만에 입이 딱 벌어지네요~

정말 감동입니다.(6월 2일 오후 12:17)

⑨ 류형준 약사

죄송합니다.

배달 의학이 주류 의학이 되었다면 약사님들

이 이와 같은 무시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 의학의 정신인 홍익

인간을 위해 험한 길을 마다않고 함께 해주시

니 감사할 뿐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배달 의학이 제 로 된 치유 

의학인 것을 인정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함께 그날이 오도록 할 것입니

다.

감사합니다.(6월 5일 오후 8:02)

 

어떤 제품이 40일 만에 촌노를 귀부인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을까요? 안티OOO 써클OO의 출현은 위

한 탄생입니다

2018년 6월 3일 오전 7:44

안OO 약사 

#체험사례 

45세, 조선족 여.

방광염으로 용담사간탕 애용하던 분.

1일 9g으로 안 돼 18g으로 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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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용담사간탕, 오림산, 저령탕으로도 무효하면 

더 이상은 약이 있을까요?

그걸 3일 만에 줄어들게 하 으니 잘 하셨습

니다.

축하합니다.

그 정도로 심한 염증이었으니 온 몸 가득히 

염증물질들이 가득했을 것이고 이 녀석들이 

한꺼번에 나오려니 명현증상이 나타난 것이

겠지요.

좋은 경험이고 좋은 공부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5일 오후 8:13)

이후엔 이마저도 무효.

저령탕, 오림산 시도해 봤으나 무효.

드디어 안티OOO 써클OO 차례.

일단, 가격 저항을 상쇄시키기 위해 안티OOO 써클

OO의 기전과 우수성을 상세히 이해시키니 끄덕끄

덕, 먹어 보겠답니다.

일단 정량으로 3일분. 

위 과립 처방보다 낫다며 다시 3일분.

전화로 많이 좋아졌다며 남편 편에 3일분 추가 주

문. 그런데 잠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정신을 못 차린

다네요. 아~ 10일 정도의 기간에도 이런 명현이 

나타날 줄이야. 한 수 배웁니다. 네, 지금껏 이런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좋은 현상입니다. .그 

간 몸속에 고여 있던 나쁜 것들이 일시에 빠지는 

게 원인이니 오히려 기뻐할 일이네요. 따뜻한 물 

더 자주 드시고 찜질 열심히 하세요.

가지러 온 남편에게도 짧게 제품 성격 설명하고 아

내분이 꾸준히 드시도록 말씀.

근데 어째 남편분 반응이 별로네요 원래 성격이 그

러신 분인지.

어쨌든 만성 질병에 노출 돼있던 한 분에게 안티

OOO 써클OO 소개시킨 게 기쁩니다..

선택은 부부가 상의해서 하시겠죠.

2018년 6월 3일 오전 8:44

이OO 약사 

#체험사례 

41세, 여. 

잇몸 염증. 

모유 수유 중. 

아기 38일째. 

과자 먹고 이빨을 좀 늦게 닦았다고 그 다음날 바로 

오른쪽 어금니 제일 안쪽이 아프기 시작함. 임신 

전에도 5월쯤 되면 잇몸에 염증이 생겨 병원에 가

면 양치질 제 로 안 해서 그렇다고 혼만 남. 

참을만해서 양치질 잘하고 소독 가글로 1일 버팀. 

소용이 없어 안티OOO 써클OO 복용 시작 111.

 처음엔 더 크게 붓기 시작하더니 1일 만에 통증 

완화됨. 3일째 통증이 잡히니 101로 먹게 됨. 

5일째 먹고 부기도 가라앉아 100으로 먹고 7일째 

안 아프니 중단. 수유량은 적어진 듯하지만(아기가 

젖을 오래 먹으려고 함) 안 먹으면 다시 수유량 돌

아옴. 아기한테 전달되는지는 잘 모르겠음. 아기는 

불편한 것 없이 잘 지냄.(먹기 전에 태열이 생겼다

가 없어지고 다시 생기기를 반복하고 있음. 오른쪽 

귀 태열이 심했는데 안티OOO 써클OO 먹는 중에 

진물이 나더니 깨끗해짐) 안티OOO 써클OO 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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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아이가 아픈 것이 아니고 산모가 아픈 것이었

군요. 설마 양치질이 늦었다고 잇몸염증이 생

겼을까요? 이미 염증이 원인이 있고 양치불량

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겠지요.

증상도 줄고 깨끗하게 개선되었으니 축하합

니다.

하지만 사족을 달자면 마지막 100요법은 극히 

피해야 하는 요법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5일 오후 8:20)

② 이OO 약사

네 감사합니다. 41세 저의 체험사례입니다.(6

월 5일 오후 10:26)

① 류형준 약사

역시 정OO 약사님의 특기가 발휘됩니다.

잘 알겠지만 어께 통증이 만성이라면 안티

OOO의 병용을 노파심에 다시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5일 오후 8:24)

때는 허리, 어깨 아픈 것이 없어지고 몸이 가벼워

짐. 아기랑 지내기가 수월함. 

2018년 6월 3일 오후 2:11

정OO 약사 

#체험사례 

박진0, 48세, 여.(보통체형)

어깨 팔 통증 “마약 아니에요?”

허리통증 어깨통증 팔 통증 몇 년 되심.

5월29일 써클OO 333 한 통 드림.

6월3일

오늘 오셨는데 허리도 좋아지셨고 특히 밤에 어깨 

팔이 아파서 소리를 질러서 본인은 모르지만 남편

은 잠을 깨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거짓말처럼 하

나도 안 아프다고 합니다. 그 효능을 부모님께 말씀

드렸더니 그거 마약 아니냐고 하셨답니다. 

오늘은 부모님 드린다고 써클OO 한 달 분 구매하셨

습니다. 가시면서도 이것 진통제 아니죠? 하시면

서 정말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써클OO 333은 어깨 통증 환자들에게는 백 

프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3일 오후 7:20

최OO 약사

#체험사례 

최00, 46세, 여.

센시아 사러 왔음.

하지정맥류 약간 보이고 다리가 팍팍해서 고민.

5월초 써클OO 101 1달분

6월2일 다리가 너무 편하다, 아침 몸이 가볍다, 날

마다 주물러 줬던 허벅지 뭉치고 아픈 거 없어지고 

정맥혈관 뭉친 거 조금 풀림.

구순포진 잘 생기는 편이라 세포치유 하자 권유.

안티OOO 101 써클OO 101 치유 6개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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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센시아게는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센시아의 

적응증은 림프순환 촉진 효과로 모두 커버가 

됩니다.

센시아와 써클OO을 비교하고 느껴보면 센시

아의 정맥순환 촉진과 림프순환 촉진의 차이

를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5일 오후 8:31)

① 류형준 약사

원래 림프순환 촉진에는 배독작용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피로회복, 술 약도 같은 의미이겠지요.

써클OO의 의미를 새롭게 의식하게 하여서 감

사합니다.(6월 5일 오후 8:40)

시작이 반이니 세포 건강을 위한 첫 걸음에 행복해 

하네요♡

2018년 6월 4일 오후 7:14

정OO 약사 

#체험사례 

장 0, 52세, 남.(호리호리형)

해독제

요즘 페인트칠을 하는데 먼지가 많아 그런지 가슴

이 답답하고 시원치 않다고 함.

5월 10일경

기관지 청소와 간의 독소 배출 작용을 위해 써클OO

와 향사평위산 하루 3번 한 포씩 드시라고 드렸습

니다. 일단 이틀만 먹어보라고 함. 속으로는 변화가 

없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했답니다.

5월 15일

저번에 먹은 것 효과가 있었다고 일주일 분 재구매.

이번에는 하루 2번만 꾸준히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6월 4일

오늘 오셔서 10일분 재구매하시면서 이제까지 말

하지 않았던 몇 십 년 된 왼쪽 오금쟁이 통증을

호소하셔서 일단 이틀은 써클OO 333 윤위탕은 하

루 2번 복용하시라고 했습니다. 몸이 마르셔서 장

복할 경우 향사평위산은 우루사로 체할 생각입

니다.

써클OO의 가장 큰 효능은 몸의 노폐물을 처리하여 

세포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해준다는 것을 응용해 

해독제로도 훌륭하게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2018년 6월 5일 오전 3:06

안OO 약사 

#체험사례 

83세, 여.

이제 7개월 차. 안티OOO 떼어내고 써클OO만 드십

니다. 어머니가 변했습니다. 6개월 전과 비교하면 

상전벽해입니다.

안티OOO 써클OO 듀엣인 부모님. 매일 아침 호수 

주위로 운동 다니실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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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OO 약사

단 단!! 안티OOO 써클OO!요!(6월 5일 

오전 7:27)

② 이OO 약사

부모님 건강해지심을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 

모두 안티OOO 써클OO로 행복해지네요~~

♥(6월 5일 오전 8:22)

③ 김OO 약사

효도를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시게 되셔서

요. 산책을 다니시는 상상만 해도 너무 좋으시

겠어요.(6월 5일 오전 9:31)

④ 정OO 약사

아임 슈어 데이 윌비 백 순(6월 5일 오후 2:27)

⑤ 류형준 약사

안OO 약사님 축하합니다.

약사님의 마음이 부모님에게 좋은 약으로 작

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약을 먹고도 건강해지지 못했는

데 이제는 건강하게 지내신다니 더욱 축하합

니다.

제가 꿈꾸는 무병장수가 어떤 의미인지 모두

가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6월 5일 오후 8:50)

초기 치매, 단기 기억상실. 

병명이 중요치 않더군요. 작년 진단 초부터 나타난 

기억 감퇴, 불안, 무의욕,과도한 수면, 악몽, 오후 

피로감, 식욕부진, 건조감이 묻어있는 말투. 제 생

각으론 질환 자체의 증상이기도 하겠지만 과도한 

수면제, 안정제의 부작용이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못 드시게 하고 그것의 

빈자리를 정량의 안티OOO 써클OO로 체했어요.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안티OOO 써클OO가 양질

의 수면에 이토록 도움 되는 것과 악몽을 구축시키

는 역량이 있었음을.

이 사실은 타 약사님들의 간접경험, 입문 6개월간 

겪은 저의 직접 경험을 통해 지금에서야 확신하게 

되었죠. 수면으로의 연착륙은 지금도 감격입니다.

치유 초기 부족한 맘에 타 학회 제품인 브레인컨트

롤과 멜라토닌 보조제 함께 썼으나 한 달 만에 잘 

주무시게 되어 두 달째부터는 멜라토닌 보조제는 

생략했어요.

세포 주위 정상화. 일목요연하게 안티OOO 써클

OO을 말해줍니다

과거 불면과 악몽으로 절 찾아 주었던 환자들께 말

합니다. “컴백 투 미. 원 모어 타임. 아이 해브 안티

OOO 써클OO 나우”

2018년 6월 5일 오전 9:57

이OO 약사 

#체험사례 

20  후반, 여. 

상포진, 단순포진, 만성포진, 신경통

2-2 bid 복용 5일차

8년 전에 운동을 과하게 하다가 상포진에 걸림.

상포진 자리에 2차 감염으로 단순포진 바이러스

가 들아 가서 조금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통이 나타나거나 포진이 나타남.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부족하게 자면 신경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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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그래도 8년이나 된 잘 낫지 않는 상포진인

데 너무 빨리 유지 용량으로 바꾸는 것이 아닌

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20일 정도는 용량을 높이고 확

실하게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기를 잡은 

다음 이후부터 유지 용량으로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5일 오후 8:53)

나타나 한 달에 절반 정도는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

고 통증이 있음.

포진 없이 신경통만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항바이

러스제를 한 달에 여러 번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심해

질 경우에만 병원에 감.

심할 때 신경차단술 2회 받아봤고 항바이러스제는 

다수 복용. 시기를 놓치면 복용해도 신경통은 남기

도 하고 효과가 그때뿐이라 만성 신경통이라 생각

하고 병원에 잘 가지 않음.

써클OO 안티OOO를 우연찮게 복용하게 됨.

신경통이 있던 터라 1회 안티OOO 2포 써클OO 2포

씩 하루 2번 복용.

2-2 bid

 

3일차부터 신경통이 줄고,

4일차부터 일어나는 게 좀 편해짐.

유지 용량으로 앞으로 복용 예정.

2018년 6월 5일 오후 12:39

이OO 약사 

#체험사례

안티OOO 써클OO로 여는 약국의 아침!

지난주 광주 목요일 세미나에서 행운권 당첨으로 

받은 안티OOO 써클OO을 75세 선배님께 선물로 

드렸다.

평소에 이 제품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동료 

약사들의 변화된 건강 상태를 직접 보고 놀라워하

셨기에 ^^

오늘 아침 전화가 왔다.

떨리는 목소리로 고맙다고 하신다. 매일 4병씩 먹

던 판피린을 1병 밖에 안 먹었고, 며칠 안 되었는데 

턱 선이 달라지고 덜 피곤하다면서. 그리고 약국에 

방광염 처방받아오는 환자가 하도 오래 고생해서 

안티OOO 써클OO 2번 먹게 4포만 주었는데 한 번 

먹고 무지근한 게 사라지고 오래 고생하던 게 괜찮

다고 와서 소포장 1통씩 가져갔다.

본인도 빠르게 효과 경험하시고 환자분도 단 2회 복

용에 고마움을 약사님께 표현하니, 너무 기쁘고 흥

분된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신다. 우리 가족부터 

먹어야 하니 주문하는 방법 알려달라고도 하신다. 

우리 약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금도 건강하게 개

업 약사로서 반회장까지 하시며 열심히 사시는 선

배님이시다. 림프부종 환자를 보내겠다고 해서, 옆

에서 아는 데로 돕겠으니 선배님이 그 환자분이랑 

함께 해주시라 했다. 왕 선배님이 소녀의 감성으로 

고마워를 연발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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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OO 약사님의 좋은 마음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 마음이 고맙고 감사합니다.(6월 5일 오후 

8:56)

② 박OO 약사

저어기 보이는 산과 바위가 무등산의 입석  

인가요??(6월 5일 오후 11:06)

③ 이OO 약사

박OO 약사 환경운동하시는, 제가 아는 목사

님  옥상에서 바라보는 관악산인 듯합니

다.(6월 5일 오후 11:14)

① 류형준 약사

열흘 만에 바뀐 모습이군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5일 오후 9:01)

2018년 6월 5일 오후 3:06

서OO 약사 

#체험사례 

홍00, 37세, 여.

증상:

신경성 우울감, 불안증세, 몸이 축 처짐, 입 맛 없음,

비염, 만성피로, 불면증, 이명

아기를 친정어머님이 봐주심

투약:

5월 23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이외 유산균 효소제제 부신피로증후군 양제 피리

독신칼슘마그네슘 투약 함.

6월 4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경과반응:

덜 피곤하다, 잠이 잘 온다, 의욕이 생김, 제가 듣기

에는 우선 목소리가 밝아짐.

2018년 6월 5일 오후 4:19

서OO 약사 

#체험사례 

차00, 62세, 여.

증상:

오른쪽 옆구리 통증, 불면증, 심한 피로감, 변비, 

속이 메슥거림, 머리가 아프다.

기왕병력:

유방암.

투약:



 제3장 체험사례 001083

① 류형준 약사

암 환자는 증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끝까지 써

클OO는 222가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5일 오후 9:02)

② 서OO 약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6월 5일 오후 9:40) ① 류형준 약사

4월 14일

써클OO 333

5월 4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5월 10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6월 2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경과반응:

오른쪽 배 아프던 곳이 60% 좋아짐. 

제가 봐도 신기한 점은 아프던 곳이 풀리면서 돌아

다니다가 좋아지고 또 돌아다니다가 좋아지고 재

미있어요. ^^

또 암이 아닌가? 하는 걱정에서 해방된다고 하심

이제는 몸 구석구석 한 번씩 아프다가 시원해지신

다 함. 몸이 가벼워짐, 변비 좋아짐, 아랫배가 따뜻

해짐.

이분이 좋아지면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데 저는 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해주시는

류형준 약사님께 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제품 덕분에 제가 자신 있게 환자를 하게 해주

셨습니다.

2018년 6월 6일 오전 9:39

안OO 약사 

#체험사례 

안티OOO 써클OO를 장거리 피로 회복제로 먹고 

좋아 인연이 돼 요통, 다리 저림을 치유하던 분이 

형편이 어렵다며 두 달 정도 약값 유예시켜 달라기

에 오랜 단골이고 해서 오케이.

두어 달 안 오셔서 전화드리니 이런저런 이유로 결

제연기.

다시 얼마 후 전화. 마찬가지 답.

결제도 결제지만 이렇게 휴약 했다 다시 시작하려

면 몇 배의 시간과 경비가 더 드니 빨리 결제하시고 

다시 시작하시죠.

사실 처음 외상 달라는 부탁에 워낙 심이 질긴 분이

라 주저하다가 안티OOO 써클OO의 효과를 인정하

고 널리 전하시는 분이라 드렸죠. 물론 외상값 때문

에 안 오실 수도 있겠단 예상도 했었죠. 하지만 안

티OOO 써클OO의 효과를 경험한 이상 외상값 때

문에 발길을 끊지는 못하리라 자신했었죠.

결국 며칠 전, 미안하단 말씀하며 오셔서 일부 결

제. 다시 시작해 보겠다고 하시며 각각 정량 한 달

분씩 가져갑니다. 한 석 달 먹고 피로, 저림 좋아지

다가 쉬었더니 다시 다리가 저려 온다네요. 앞으로 

드시는 건 외상 안 된다 했습니다.

안티OOO 써클OO가 저로 하여금 이런 오기를 또 

부리게 하지 말아야 할 텐데 맘이 약해서 잘 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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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양한 일들

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환자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살아

가는 삶이 약사의 인생입니다.

약사로서의 삶에 치유의 길이 도움이 되길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6월 7일 오전 7:55)

① 류형준 약사

파랑새들이 분신사바를 해서 친구의 따님에

게까지 날아갔습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은 나누면 두 

배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파랑새도 나누면 두 

배로 늘어납니다.

아침부터 파랑새을 만나니 하루가 행복해집

니다.

감사합니다.(6월 7일 오전 8:01)

2018년 6월 6일 오후 2:10

안OO 약사 

#체험사례 

25세, 여.(백화점 근무)

파랑새 한 마리 날아와 앉았네요.

태백산에 놀러 왔던 친구의 딸내미가 매년 봄 후두

염으로 2박 3일 입원하길 서너 차례.

한약 지어 달란 걸 체내 염증 제거하고 림프순환 

잘 시켜 면역력을 키워주는 신개념 치유법 소개.

안티OOO 써클OO 정량 한 달.

복용 초기 평소 있던 두통이 더 심해짐에도 명현임

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처하며 계속 직진.

들려야 할 입원 소식 한 번도 없었고 신 일반 약으

로 감기 가볍게 물리쳤고 생리도 무사히 넘겼다고. 

만성 두통도 없어졌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들었

어요.

환자를 한약에서 안티OOO 써클OO로 방향 전환 

시키는 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새로

이 접하는 신문물(?)을 환자들이 퇴짜를 많이 놓더

라고요. 그러나 방향 전환한 결과들이 한약 복용보

다 오히려 만족스럽게 나오니 지금은 자연스레 권

합니다.

앞으로 이 딸내미에게 기다리지도 않았던 여러 마

리의 다른 파랑새들이 날아와 양 어깨에 가득 앉기

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돕겠습니다.

동량으로 한 달.

2018년 6월 6일 오후 4:04

김OO 약사 

#체험사례

74세, 여. 

발가락 자를까 봐 겁내시는 할머니

3번째 구매해 가시면서~

한 쪽 발을 절면서 방문, 병원 치료 중이나 좋은 

마이신 달라고 해서 프로폴리스제제 먹고 좀 낫다

고 그러던 중 안티OOO 써클OO가 도착하여 2일분

씩 사 가신다. 각 111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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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김현  약사님이 할머니의 발가락을 살렸습

니다. 아니 발가락을 자르고 불행해 질 수 있는 

한 분의 인생을 구한 것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6월 7일 오전 8:03)

① 양OO 약사

몇 번 사 가시고 입원 후 발가락에서 물이 나오면서 

잘 아물지 않았는데 아물기 시작.

이제 사람 돼 가신다고 좋아하신다.

의원에서 양제 맞아야 한다고 몇 째 맞고 있는 

중이었다.

며칠 지나니 시커멓던 발가락이 빨개지면서 아프

다고 한다. 신경이 살아나고 있다고 더 드셔야 한다

고 했더니 1통씩 카드 가지고 와서 사 가신다.

그다음 주에는 딱지 생겼다고 자랑하신다.

양제 맞고 써클OO로 돌려주니 더 빠른 효과를 

본거 같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 빠른 속도로 회복 

되 가고 있다.

 

1통씩 다 드시고 재구매해가시면서 발가락은 잊어

버리고 방귀가 아무 데서나 나오려 하고 냄새가 독

했는데 방귀도 없어지고 냄새도 없어져서 좋다고 

하신다. 

3번째 구입해가면서 또 좋아진 거 있다고 하신다.

그동안 소변을 지려서 외출하려면 지린내 날까 봐 

외출이 무서웠는데 잡혔다고 한다.

2018년 6월 6일 오후 5:23

박OO 약사

#체험사례

024번째 = [써클OO]+[안티OOO]

HSJ, 여성, 78세, 155cm / 마른 듯 

(예민, 식사 소화 보통, 아랫배 나옴, 다리 약함)

- 冬寒多(내의-아직) 盜汗, 감기 달고 산다, 원기부

족-피로 / 혈당약, 혈압약복용 중. [천기누설 건

강법] 책자를 읽고, 아들이 찾아와서 어머니께 

드리고 싶다고 함.

2018년 5월 2일 

써클OO 안티OOO 각60포 (각1포씩 tid)

- 어머님 말씀으론 “기운이 조금 낫다. 감기가 안 

떨어졌는데-최근 며칠은 감기 없다.” 라고 하셨

다고 아들이 전함.

- 아들생각은 감기는 날씨가 풀려서 좋아진 것? 

(입술 헤르페스는 아직도 있다.)

- 답변 “어머님은 면역이 완전바닥이므로 밑 빠진 

독을 겨우 막은 정도이다. 고로 이제 겨우 감기 

이기고, 좀 더 가면 헤르페스도 이길 것임!!”

<체력, 면역이 완전히 돌아오려면 1년은 눈 꼭 

감고 해드려야 할 것임.>

- 효성이 좋은 아들은 어머니가 계속 하시고 싶다

하시니, 연속으로 해보기로 함.

2018년 6월 1일

써클OO 안티OOO 각60포 (각1포씩 t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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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는 날씨가 풀려서 좋아진 것?ㅋ

오늘 안티OOO 소포장재 구매 환자분

감기가 나을 때 되어서 나은 것?

어쩜 이리 똑같은 멘트를~(6월 6일 오후 

6:07)

② 김OO 약사

어머님은 면역이 바닥이므로 밑 빠진 독을 겨

우 막은 정도다. 멘트 좋아요.(6월 6일 오후 

7:27)

③ 박OO 약사

양OO 약사 

어쩜 이리 비슷한 멘트를~ 

텔레파시가 통했나 봅니다. 감사합니다.(6월 

6일 오후 10:18)

④ 박OO 약사

김OO 약사 

좋은 말씀으로 격려 주시니, 두루 활용하시길. 

감사합니다.(6월 6일 오후 10:19)

⑤ 류형준 약사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좋아지면 자신 탓 나빠

지면 약사 탓입니다.

그렇기에 치유의 길을 함께 하면서 좋은 것은 

다 드리고 굳은 일은 약사님이 다 거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치유의 길을 가

면서 회복되는 건강과 행복의 파랑새는 약사

님에게도 행복을 선물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7일 오전 8:07)

2018년 6월 7일 오전 10:17

최OO 약사 

#체험사례 

손0, 29세, 필리핀 남.(왜소 체격)

손가락 사마귀 치료 후 염증 및 생식기의 포진.

5월 18일 방문하면서 사마귀에 바르는 약을 달라고 

해서 환부를 보여 달라고 하니 약지손가락에 염증

이 있는데 사마귀 때문에 레이저 치료를 받았는데 

염증이 가라앉질 않고 계속 그 상태라고 하고,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보여줬는데 수포가 엄청 심하게 

올라와있는 사진이길래 이게 어느 부위에요? 했더

니 중요 부위랍니다.

엄청 놀랐지만 아무렇지 않은척하며 이건 바이러

스 질환이라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해야 빨리 나을 

수 있다 하니 비싸고 돈이 없다며 망설이더라고요.

 

한참을 고민하더니 소포장 각각 1통씩 달라고 해서 

각각 111씩 먹고 주의 사항도 꼼꼼히 얘기해 주었습

니다. 친구도 똑같이 났다고 해서 중간에 체크도 

할 겸 친구랑 같이 들르라고 얘길 하고 확실히 나을 

때까지 먹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다 강조했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길래 5월 말쯤 전화해보니 나아졌다

고 하고 6월 초에 방문했는데 손가락은 깨끗이 아

물어서 정상이 되었고 중요 부위는 수포가 거의 들

어가고 몇 개만 남은 상태. 친구는 그냥 두겠다고 

했고 본인은 돈이 없어서 더 못 먹겠다며 가네요.

 안구테러를 당하긴 했지만 정약사님의 사례를 참

고하여 적용해보니 소포장 한 통씩만 복용했는데

도 징그럽던 많은 수포가 거의 사라져서 참 신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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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제까지는 치료 의학이라는 것이 증상 개선 

위주로 증상이 없어지면 병이 낫는 것으로 생

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증상이 없어지니 병은 다 나은 것입니다.

그러한 사고 체계를 하나씩 하나씩 허물고 치

유의 길을 도무문의 길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유이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7일 오후 6:06)

고 놀라왔습니다.

아래 사진은 손가락 레이저 치료 후 상태 사진으로

안티OOO 써클OO 복용 전 사진입니다. 복용 후 사

진은 그 환자가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못 찍었네요.

2018년 6월 7일 오후 1:03

박OO 약사

#체험사례

025번째 = [안티OOO]

<01번째 기록>-----------------------

- 김ㅅㅇ, 61세, 여 (158cm 54kg)

허약, 식욕부진, 소화부족, 기운 없음.

입술 포진과 구내염으로 매우 자주 처방전 가져 옴.

-2017년 11월 1일 

허약=면역부족으로 [안티OOO] 60포 tid

(환자는 bid로 복용한 듯함.)

---------------------------------

- 그 후로 6개월간 헤르페스 재발은 아직 없음.

- 그러나 늘 허약 상태라서 걱정이 되던 참에 결국

은 장염, 복통, 설사로 병의원 한 달 다님. 돈 아끼

려 처방만 받은 듯.(진작 오지 않았다고 야단 좀 

쳤습니다.)

- 무슨 바이러스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장염바이러스

로, corona-virus? sappro-virus? rota-virus? 

norwalk-virus? parvo-virus? entero-virus? 

coxakie-virus? 어쨌거나 장염바이러스는 항생

제, 지사제로 안 되니 안티OOO로 해야겠다.(2017

년 11월에 효과 보았으므로 쉽게 동의)

2018년 5월 22일 

안티OOO 60포 (tid)

<주의사항=찬 것/날 것/매운 것/분식/과일 금지>

2018년 5월 23일 

아침 방문

“배가 몹시 아프고, 설사가 나요.”

“혹시 찬 것 먹거나 춥게 하지 않았어요?”

“어제 아버지 제사에 갔는데 에어컨을 켜서 떨었어

요.”

“그래서 더 아픈 거예요. 집에 가서 더운 물로 약 

먹고, 각탕법하고, 배에 더운찜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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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병을 치유하는 제품 가격은 아까운데 설사하

고 나서 장내시경을 하는 배용은 아깝지가 않

습니다.

뭔가 전후가 바뀐 느낌이지만 얼마나 병원의 

마켓팅 기법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 로 된 건강의 길이 치유의 길임

을 다함께 선포하고 실천해 갑시다.

감사합니다.(6월 7일 오후 6:16)

2018년 6월 6일

소식 없어 전화 걸어 봄.

<장염, 복통, 설사>가 좀 어떠냐고??

“현재 복통, 설사 없고요. 장내시경 예약해 뒀어

요.”

“지금 안 아픈데 왜요? 암인가 싶어서요?”

“네~ 걱정이 되어서요? 안 아픈데 하지 말까요?”

“나는 평생 내시경/암 검사 한 번도 안 했지만 그렇

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원망 들을라고?”

“원망하지 않을게요~”

“그래도 알아서 하세요. 난 안 하지만 선택은 자유

니깐”

2018년 6월 7일 오후 2:08

류형준 약사

#공지사항

5월 체험사례에 한 답례입니다.

5월에는 체험사례를 담당하는 직원이 바뀌는 바람

에 오류가 여러 군데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오후로는 따가운 햇살이 제법 여름의 향기가 

나는 계절입니다.

정열의 계절 여름인 만큼 모두가 많이 성장하고 또 

많이 행복한 계절이 되겠지요.

치유의 길 역시 그 만큼 단단해지고 넓어지는 계절

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18년 5월 체험사례를 정리하여 명단과 수

량을 정리하 습니다.

천기누설건강법 약사모임 밴드에 올라온 체험사례

를 확인해 보니 2018년 5월에는 75분의 약사님들

이 최우수체험사례 1건(하현아 약사님)과 우수체험

사례 4건(권명선 약사님, 곽명애 약사님, 정경이 약

사님, 김 진 약사님)을 포함한 331건의 체험사례

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서원모 약사님, 권명선 약사님, 이명희 약사님, 안

순원 약사님, 정국현 약사님, 김정원 약사님, 하현

아 약사님, 강경애 약사님, 방희재 약사님, 노동원 

약사님, 조용권 약사님, 최현정 약사님을 포함하여 

체험사례를 올리신 75분의 약사님 모두에게 진심

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6월에는 100분 이상의 약사님이 올리신 체험사례

가 500건 이상이 되길 바랍니다.

5월 체험사례에 한 답례 분은 6월 14일까지 모두 

보낼 예정입니다.

혹시 집계 시 누락되어 빠진 약사님이 계시면 절  

고의(?)가 아니오니 서운해 마시고 개인 톡으로 알

려주시면 사과드리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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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체험사례 답례품 명단과 수량 

(총75명 : 356개)

1.서원모 총1명-29개 합 29개

2.이명희 총1명-27개 합 27개

3.권명선 총1명-24개 합 24개

4.안순원 총1명-16개 합 16개

5.김정원, 정국현 총2명-14개 합 28개

6.하현아 총1명-12개 합 12개

7.강경애 총1명-11개 합 11개

8.노동원, 방희재, 최현정 총3명-9개 합 27개

9.김현 , 조용권 총2명-8개 합 16개

10.정경이 총1명-7개 합 7개

11.김 희(여수), 김혜자, 박완수, 박재익, 오시 , 

최연 총6명 -6개 합 36개

12.고순례, 곽명애, 김 진, 성재희, 이선 , 조건

상, 최성순, 박준호,신선희 총9명-5개 합 45개

13.계효숙, 김희철, 변 , 이희곤, 장진숙 총5명

-4개 합 20개

14.김은실, 송정숙, 정희순, 이진호 총4명-3개 합 

12개

15.류지현, 박덕순, 박성, 심 자, 심현지, 우 균, 

윤명이, 윤애숙, 조윤선 총9명-2개 합 18개

16.강남임, 강평화, 김계봉, 김동순, 김 숙, 김

윤, 김 희(중앙), 김완섭, 김은경, 김은정, 김중

수, 류지수, 박경화, 박향숙, 박 현, 서은일, 손판

순, 오지현, 우숙희, 윤석종, 이송락, 이진경, 이

현숙, 정순용, 정원호, 정혜림, 조형이, 최현숙

총28명-1개 합 28개

총75명-합356개

그동안 많은 약사님들이 전해주신 생생하고 흥미진

진한 체험사례를 통해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여기 

계신 약사님들도 많이 배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환자의 치유를 보면서 약사로서 보람되고 행

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천기누설건강법’ 책자를 보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심들이 ‘천기누설건강법 약사모임 

밴드’의 생생한 체험사례를 한두 건씩 읽으면서 호

기심으로 바뀌지요.

그리고 어느새 따라 잡이가 되어 한두 건 따라하다

가 동일한 효과를 느끼게 되면 처음 품었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은 당연히 흥미진진한 체험사례를 올려주시

는 약사님 열에 동참하시는 것이지요.

또한 천기누설건강법 체험사례 e-book은 매달 체

험사례를 정리하여 보강을 할 것입니다.

e-book은 찾아보기 기능이 있어서 증상별로 올리

신 약사님 별로 검색하여 볼 수가 있어서 매우 편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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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사례를 올리실 때 #체험사례 

라고 해야 검색하여 확인하기 수월하니 꼭 붙

여주세요.

감사합니다.(6월 7일 오후 2:10)

② 류형준 약사

직원들의 실수가 계속되니 신경질 나기는 하

는데 체험사례를 올리는 약사님 수도 늘고 드

려야 할 제품수가 늘어나니 더욱 기쁘고 행복

합니다.(6월 7일 오후 6:18)

추신: 체험사례 기본양식

앞으로 새롭게 체험사례를 올려주시는 약사님께서

는 많은 동료 약사님들이 보고 배우고 계시니 명확

하고 세세하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양식으로 예를 들면

먼저 맨 처음에 #체험사례 

를 꼭 달아주세요.

1) 성명(예:김00), 성별, 나이, 병명

2) 병력과 현재 문제가 되는 증상과 심한 정도

3) 이전 복용 중인 약물의 유무와 경과

4) 써클OO와 안티OOO의 복용여부와 추가 제품의 

여부

5) 복용기간과 경과 등으로 내용을 적어주시면

읽으시는 약사님들이 조금 더 내용파악이 쉽고 같

은 경우에 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기누설건강법 약사모임’ 밴드에 올라온 체험사

례들을 함께 하는 약사님들과 서로 공유하고 폭넓

게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

다.

‘천기누설건강법’은 항상 여러 약사님과 함께 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7일 오후 2:19

서OO 약사 

#체험사례 

서도0, 52세, 여.

2월9일 체험사례 올렸던 친 여동생입니다.

증상:

기관지 확장증으로 시술했음.

안구건조증

만성피로

투약:

2017년 12월 26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2018년 1월 25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2월 24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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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동생분이라 아주 확실한 용량으로 끝까지 먹

게 했군요.

많이 좋아졌다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워낙 약한 체질이라니 머리카락을 잘

라서 보내면 체질 검사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6월 7일 오후 6:21)

② 서OO 약사

류형준 약사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6월 7일 오후 9:00)

3월 24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4월 23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5월 23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경과반응:

안구건조증이 심해서 인공눈물을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가끔만 사용함.

기관지-가래가 옅어지고 있음.

덜 피곤함.

동생이 워낙 약한 체질입니다.

2018년 6월 7일 오후 2:37

변OO 약사 

#체험사례 

조희0, 학생, 남.(마른 편)

얼굴 여드름. 

피부건선-왼쪽 허벅지, 우측 엄지발가락, 무릎 뒤

병원, 한의원 치료 많이 함. 

결과 신통찮음.

4월 14일 

안티OOO 11 써클OO 22 한 달 투여.

허벅지는 많이 좋아지고 발가락도 약간 좋아짐.

명현 반응은 그리 심하지 않음.

5월 5일

안티OOO 써클OO 각 11로 줄여 투여.

5월 26일 

발가락이 심해져서

안티OOO 11 써클OO 22로 증량.

무릎, 허벅지는 좋아져서 자국만 있음.

5월 26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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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아직 발가락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듯 보입니

다.

누구나 어렵다는 건선이 치유의 길에서는 누

구나 돌볼 수 있는 질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치유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7일 오후 6:26)

① 류형준 약사

최O 약사님의 약국에 파랑새가 가득합니다.

파랑새가 가득한 약국 행복이 가득한 약국입

니다.

감사합니다.(6월 7일 오후 6:31)

6월2일 사진

 

각탕법은 거의 하지 못하고 찬 것. 매운 것 튀김은 

조심하면서 열심히 복용하고 있음.

2018년 6월 7일 오후 3:07

최OO 약사

#체험사례 

체험사례 리필입니다.

5월초 안티OOO 222 하루분으로 포진 나으신 분.

그다음 날 안티OOO 1통 가져 가셨는데 써클OO는

안 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안티OOO 써클OO 치유 시작합니다.

안티OOO만으로도 포진 재발 전혀 없었고 피곤함, 

어깨 아픈 것도 없어지고 피부도 좋아졌다고 싱글

벙글 이시네요. 자신에게 이 정도 투자!! 아깝지 않

다고. 때마침 안면홍조 족저 근막염 상담 중이었는

데 적극 권해주시고 안티OOO 극찬을 하시고 가시

네요.

2018년 6월 7일 오후 3:13

변OO 약사 

#체험사례 

이현0, 50 , 여.(체격보통)

피로 심함. 만성 부종. 구내염 자주 발생. 다리 무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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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치유의 길은 새로운 트렌드이니 아직까지 익

숙한 환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면서 만들어 가야 합니

다. 그러다보면 어느새 변 약사님이 가는 치유

의 길에 함께하는 동행인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7일 오후 6:38)

① 류형준 약사

이미 본전은 뽑았으니 앞으로는 공짜나 마찬

가지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7일 오후 6:39)

② 유OO 약사

네, 선생님.(6월 7일 오후 9:32)

다. 어깨. 허리통증 등등

4월 28일 

써클OO 11 복용.

6월 6일 

방문. 부종, 피로 등 전체적으로 모든 증상이 좋아

짐. 특히 얼굴 피부가 좋아졌다는 소리 들음.

바이러스 설명하고 안티OOO 추가

안티OOO 11 써클OO 11 투여.

이분은 본인이 너무 효과가 좋아서 친구를 동함. 

친구 분은 증상이 더 심함. 같이 치유의 길 떠나기

로 함.

#체험사례 

최미0, 40 , 여.(마른 형)

1월 23일. 만성 방광염으로 내방.

안티OOO 써클OO 각 111 투여 (각 20포)

2월 20일 안티OOO 써클OO 각 111 투여 (각 20포)

제 로 복용할 것 말씀드림.

4월 22일 안티OOO 써클OO 각 111 투여 (각 60포)

이제부터 열심히 복용한다 함. 

목 디스크, 어깨 결림이 심함.

방광염 중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음. 

5월 21일 안티OOO 11 써클OO 22 (20포/40포)

5월31일 안티OOO 11 써클OO 22 (20포/40포)

근육 뭉친 것, 목 디스크 증상 약간 좋아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낌.

2018년 6월 7일 오후 4:22

유OO 약사 

#체험사례 

유 0, 66세, 여.(약국에서 보조하시는 분) 

병명: 손목터널증후군

약 먹기 전 병원에서 2달 후 수술하기로 함.(100만 

원)

써클OO 202 안티OOO 101 요법으로 2달 먹었음.

저린 증상이 90% 없어짐.

최근엔 정량 요법으로 먹고 있음. 무릎 연골도 치료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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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OO 약사

병원 가서 검사 안 해봐도 되나요? 유방 속에 

뭔 일 있는지 확인은 해봐야 알거 같은데 안티

OOO 써클OO 먹으면서 검사도 해보라 하심

이 어떨까요?(6월 7일 오후 8:51)

② 류형준 약사

계OO 약사 

만약 상기 용량에 제품을 복용하고도 증상개

선이 없거나 악화가 되었다면 병원을 가서 검

사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주일까지는 제품을 먹어보고 경과

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어딘가에 염증이 있어서 약국이나 병원에 가

면 먼저 항생제와 진통소염제를 먹이고 경과

를 본 후 낫지 않으면 더욱 정 한 검사를 하거

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상적인 예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8일 오후 12:41)

③ 류형준 약사

처음부터 과감하게 용량을 올리고 이후에 더 

올려서 짧은 시간에 해결을 하 습니다.

적량으로 먹었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 을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8일 오후 12:43)

2018년 6월 7일 오후 6:51

김OO 약사 

#체험사례 

유0례, 62세, 여.

유방통

3~4일 전부터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왼쪽 유방이 찌릿찌릿 아프다.

아래 팔뚝까지 찌릿찌릿 아프다고 호소.

안티OOO 111 써클OO 222 하루 먹고 좋아진 듯 

아닌 듯하여 각 222나 각 333까지 드시라 함. 

계속 잘 유지되기를 기도하고 기 해봅니다.

휴일 지나고 오셔서 열이 잡혔다고 (역시 333요법

이 효과 봤네요) 좀 더 먹고 싶다고 반반 소포장 

가져가신다.

치유의 길 안내했습니다.

2018년 6월 7일 오후 7:32

이OO 약사 

#체험사례 

문00, 32세, 여.

2월 10일 

여드름으로 안티OOO 써클OO와 인연을 맺고,

2월 15일 

손목관절통증으로 안티OOO 101 써클OO 202

복용. 효과 본 후. 

늘 피곤하며 직업적인 손목 통증이라 안티OOO 써

클OO 101 복용하기로 마음먹고 치유프로그램 2개

월 하고 나니 몸이 좋아지고 젊으니까 하고 4월 한 

달 안 나타났다.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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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OO 약사

한 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드시는 분은 앞전에 

드셨던 안티OOO 써클OO를 포함해서 6개월 

드시라고 하나요, 아니면 새로 시작해야하나

요.(6월 8일 오전 11:15)

② 이OO 약사

허OO 약사 저는 다시 시작^^(6월 8일 오전 

11:44)

③ 류형준 약사

저도 이OO 약사님의 의견에 한 표입니다.

만약 증상 악화 없이 왔다면 허OO 약사님에

게 한 표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졌다는 것은 이미 바이러

스가 다시 성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8일 오후 12:46)

④ 허OO 약사

예.(6월 8일 오후 1:17)

얼굴, 몸속까지 여드름 난 피부에 가려움증까지,

심란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도 안티OOO 111 써클OO 111 10일 복용으로 

해결함.

5월 30일 

다시 방문! 각각 101로

복용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져서 

치유 프로그램 해야겠다고 결심함.

다시 안티OOO 써클OO로 건강한 몸만들기 들어갔

다. 재입학!!

복용한 만큼 이익이므로 억울해 할 일은 아닐쎄!! 

공주님~.

2018년 6월 7일 오후 10:32

이OO 약사 

#체험사례 

진드기 덕분?

토요일 점심 무렵.

항히스타민제 처방 3 일분 들고 방문하신 아주머니.

경주 놀러 갔다가 진드기에 물렸는데 옆구리에 붙

어있어서 점이나 상처 딱지인줄 알고 3일간 방치.

열은 없는데 그 부위를 누르면 통증.

살인진드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열은 없지만 히스타민제 병원 처방만으론 환

자가 불안해했다. 옆 가정의학과 쌤은 혹여 안 좋으

면 응급실로 가라고 했단다.

안티OOO 써클OO를 소개한 후 예방차원에서라도 

써보자 했다.

진드기 덕분에 좋은 보약 맛보게 되었노라 서로 웃

으면서 안티OOO이랑 써클OO 소포장 1박스.

222로 드시라 했다.

천기누설 건강법 체험사례집에 올라온 글도 보여

주며 안심하라 했다.

궁금하던 차에 오늘 들러서 괜찮을 것 같다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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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정말 초창기에 진드기 바이러스에 한 체험

사례를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

증상은 눈앞에서 금방 가라앉지만 생각보다 

오래 복용한 기억이 있습니다.

계속 관찰하면서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6월 9일 오전 7:29)

② 이OO 약사

(6월 9일 오전 9:18)

① 류형준 약사

축하합니다.

특별한 질병도 없고 증상도 없는데 뭔가 더 

필요할 때 림프순환촉진과 바이러스 퇴치는 

많은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9일 오전 7:33)

은 약간 그 부위 통증만 있고 열도 없었노라고,

먹는 동안 몸이 오히려 좋더라고 하신다.

보약이라고 했잖아요~~

약사님, 감사해요~.덕분에 마음 편하게 보냈어요.

하신다.

보너스로 치유프로그램 자세히 알려드렸지요~~,

언제든지 오시라고요~^^.

2018년 6월 8일 오전 7:57

모O 약사 

#체험사례 

50 , 여. 

특별한 질병은 없으나 세포가 제 기능을 하도록 먹

어 보기로 한 후 1일 2회 1포씩 두 가지 복용.

아침에 잘 일어나고 피곤이 덜함 2달 정도 지난 후 

젊을 때 초저녁잠이 많았던 때처럼 10시쯤이면 잠

이 쏟아지고 잠이 와도 기분 좋은 잠이 왔다고 함.

혹시 세포들이 자기 기능하면서 몸이 정직해지고 

몸이 처한 상황 로 방어를 잘하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꾸준히 피곤하면 드시고 계심

2018년 6월 8일 오전 11:38

김OO 약사 

#체험사례 

유0순, 73세, 여.

요사이 다리에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다고 하심.

혈압 당뇨약 드심.

써클OO 2포 먹고 등산 하신다고 10포 가져가심.

다음날 등산했더니 다리가 가볍고 좋고, 

옆구리 따끔따끔 콕콕 아픈기가 사라졌다고 하심

치유의 길 가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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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김현  약사님 축하합니다.

혈압과 당뇨가 혈압약 당뇨약도 아닌데 일주

일 만에 정상이 되었다고 하면 누가 믿을까요?

이 밴드방에서야 체험사례에서 자주 언급되

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있기 힘

든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치유의 길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뇨, 고혈압, 퇴행성관절염만 확실하게 치유

되도록 도와주셔도 한민국이 건강하고 행

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6월 9일 오전 7:37)
① 정OO 약사

와우! 회복이 빠르네요!(6월 8일 오후 2:09)

② 류형준 약사

와우 확연히 좋아진 것이 사진으로 확인될 정

도면 실제는 훨씬 더 좋아졌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제 확연히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세포 밖의 염증이 줄어드는 것은 빠르게 개선

됩니다. 하지만 세포 안에 숨어있는 바이러스

를 없애고 정상으로 회복시키려면 오랜 시간

이 걸립니다. 이러한 증상개선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훈장처럼 상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6월 9일 오전 7:44)

안티OOO 써클OO 일단 소포장 재구매

6월초 당뇨 혈압약 안 먹어도 수치가 정상이라고 

좋아하심. 거의 일주일 만에 혈압당뇨가 정상이라 

서로 놀랐습니다. 

잘 유지되기를 기도하고 기 해봅니다

2018년 6월 8일 오후 12:22

변OO 약사 

#체험사례 

어제 체험사례 올린 조희0 사진입니다.

며칠 사이에 확연이 좋아져서 첨부 합니다.

6월 2일

 

6월 8일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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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강OO 약사님이 돌보고 계시니 손목터널증후

군, 당뇨, 복숭아뼈 골절 뿐 아니라 언급되지 

않은 증상이 개선되고 건강 상태도 업그레이

드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6월 9일 오전 7:54)

2018년 6월 8일 오후 3:06

강OO 약사 

#체험사례 

오00, 60 , 여.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수술 후 통증이 너무 심해 써

클OO 111로 두 달 드셨던 전에 체험사례 올렸던 분. 

당뇨약 복용. 사고로 복숭아뼈 복합 골절되어 수술 

후 진통 소염제를 몇 년간 복용하고 있는 중.

써클OO 111 2달 복용 후

안티OOO 11 써클OO 21로 복용 중.

손목터널증후군 수술 후 통증 없어짐

진통 소염제 복용 양 현저히 줄어듦.

두 달 전 남편 사망 후 한 달간 못 드심.

스트레스 많이 받아선지 많이 피곤하나 통증은 거

의 없다고 다시 드셔도 되냐고 하셔서 안티OOO 

11 써클OO 21로 치유 프로그램 시작함.

당뇨도 좋아지길 기 해 봅니다.

2018년 6월 8일 오후 3:19

김OO 약사 

#체험사례

54세, 남.

평소 지병은 없음

몸에 관심이 많은 편.

류 약사님 책을 읽어보고 호보법에 관심.

그날 저녁 호보법해 보더니 감기로 인한 코 막힘이 

바로 사라져 신기해 함. 그 후로 틈만 나면 호보법. 

4월 15일 

안티OOO 써클OO 각 101 정량 복용.

복용 보름쯤 나타나는 현상에 해 이야기함.

1. 피로감이 없다.

2. 변의 양이 많고, 모양이 예쁘다.

3. 시력이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힘이 실린다.

4. 잇몸이 약간 들뜸이 조금씩 좋아짐.

5. 아랫배를 만지면 찬 느낌이 있는데 없어짐.

6. 활력이 넘쳐 때로는 막 뛰고 싶다함.

7. 안티OOO 써클OO 예찬론자임.

8. 명현 반응인지 몰라도 한동안 졸음이 려온다

함. 며칠 동안만.

복용 한 달째 현상

1. 활기가 넘쳐 항상 콧노래.

2. 명상을 하면 잡념이 많이 없어짐. 와중에 숨결의 

도가 순수(?)해진다함.

3. 어느 날 갑자기 오래된 자기흉터를 보여주며 크

기가 아주 작아졌다며 호들갑.

4. 온 몸에 있는 積을 없애기를 몇 년인데, 안티

OOO 써클OO로 속도가 붙었다함.



 제3장 체험사례 001099

① 류형준 약사

평소 지병이 없고 건강한 분들에게도 치유의 

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분일 경우 더욱 건강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9일 오전 7:56)

① 류형준 약사

하루 만에 증상이 가셨다고 바로 용량을 줄이

지 마세요.

2-3일 더 유지하고 줄이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생리도 안 나오고 골반 통증도 있고 속도 

메슥거리는 증상도 있으니 당분간 2-3달은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를 복용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후 적량으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9일 오전 8:00)

② 현OO 약사

감사합니다^^(6월 9일 오전 8:14)

5. 겨드랑이에 작은 멍울이 몇 개 생겼다가 없어졌

다함.

이상 남편의 체험담이었습니다.

특이한 현상을 이야기하면 체험사례로 올리겠습니다.

2018년 6월 8일 오후 3:21

현OO 약사 

#체험사례 

34세, 여.(약국직원임) 

5개월 전부터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이 불편했는데 

갑자기 너무 아파져서 6월 5일 병원에 갔는데 '방아

쇠 손가락증후군'이라 진단함.

소염진통제 처방해줘서 먹었는데도 전혀 가라앉지 

않았고 6월 7일 새벽에 손가락이 붓고 너무 아파서

(거의 출산할 때의 고통) 눈물 흘리면서 거의 밤을 

지냈고 또한 생리도 72일 동안 안 나옴.

골반 통증(한 달)과 속 메슥거린 증상. 

써클OO 333 안티OOO 111 하루치 먹고 자고 일어

나니 손가락 부기 가라앉고 90% 정도 증상개선.

생리는 검은 피 나옴. 

속 메슥거리는 것도 다소 개선 됨. 

6월 8일 계속 복용 중.

6월 9일 부터

써클OO 202 안티OOO 101 복용 예정

2018년 6월 8일 오후 3:23

최OO 약사 

#체험사례 

구 0, 만73세, 여.(무척 마르고 왜소한 체형)

항상 정형외과 진통제와 소화제, 아락실을 떨어뜨

리지 않고 처방 받아 드시고 사다놓으시는 분.

혈색도 핏기가 없고 항상 힘이 없어 보이는 분이십

니다.

여러 번 안티OOO 써클OO 설명 드렸는데도 들은 

체 만 체 하시고 별 신경 안 쓰시고 약만 드시는 

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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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처방전에 빠져 계신 분들은 약국장의 말씀에 

귀를 잘 열지 않지요. 그러나 이번과 같은 때는 

절호의 찬스이므로 치유해 드릴 기회를 잘 붙

드시기를 기원합니다.(6월 8일 오후 4:32)

② 최OO 약사

박OO 약사 네, 맞는 말씀인 거 같아요. 감사합

니다.^^(6월 8일 오후 5:06)

③ 류형준 약사

최OO 약사님의 따뜻한 마음이 그 로 전해져 

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미 환자분께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면 인연이 생

기고 그러면 저절로 치유의 길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9일 오전 8:02)

6월 5일 오셔서 입에 구내염이 너무 심하게 생겨서 

힘들다고 빨리 듣는 약을 달라고 하셔서 바르는 약

과 안티OOO 써클OO을 각각 111씩 3일분 드시라고 

드렸습니다.

6월 8일 오늘 오셨길래 어떠신지 여쭤보니 싹 나았

다며 잘 들어서 좋았다고 하시네요. 오늘도 진통제 

처방전과 아락실을 찾으시길래 그 여세를 몰아 저

번에 드셨던 거 꾸준히 드시면 변도 좋아지시고 통

증도 좋아지셔서 이런 진통제도 끊게 될 수 있을 

거라 말씀드렸네요.

그분이 안티OOO 써클OO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

었던 좋은 기회가 그분의 몸을 치유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빌어봅니다.

2018년 6월 8일 오후 3:39

정OO 약사 

#체험사례 

박란0, 46세, 여.(조금 통통) 

족저 근막염으로 10년 동안 고생하심.

오래 서있는 직업이라서 피곤하면

한 번씩 아프시다고 하십니다.

6월 4일 

써클OO 333 이틀분하고 진통제 지어드림

진통제는 아프면 복용하시라 함.

6월 8일

오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통증이 없어졌고 진통

제는 그 로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가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진통제 없이도 통증이 없다고 할 때요.

산부인과 검사결과 자궁 쪽도 안 좋다고 하심.

족저 근막염과 자궁염증을 위해

써클OO 22 안티OOO 11 한 달분 구매 하셨습니다.

두 가지 다 완치되리라 믿습니다.

6개월 안티OOO 강조해드렸습니다.



 제3장 체험사례 001101

① 류형준 약사

참 기분 좋은 체험사례입니다.

족저근막은 하루 만에 증상이 가시고 자궁염

증까지 덤으로 치유의 길에 동참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죠.

치유의 길에 동참하면 족저근막염, 자궁염증 

뿐 아니라 온 몸이 다 좋아진다는 것을.

치유의 길이 여러분과 함께 한민국을 건강

하고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9일 오전 8:06)

① 류형준 약사

서OO 약사님의 체험사례는 필요한 정보는 모

두 있고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어서 매우 좋습

니다.

이제 혈액검사 수치만 변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9일 오전 8:08)

 

2018년 6월 8일 오후 3:48

서OO 약사 

#체험사례 

김병0, 62세, 남.

(5월 11일 올렸던 분입니다.)

표증상: 

당뇨

공복혈당 121(정상70-100)

당검사 197(정상70-140)

헤모글로빈A1C 6.2(정상4.4-5.6)

기왕력: 

폐병 뇌경색 충수염

주요증상: 

다리가 찌릿찌릿 아프다.

발바닥도 찌릿하다.

투약:

5월 1일

써클OO 222

5월 3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6월 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요즘 선거 운동에서 트럭운전 역할을 하시는데도

덜 피곤하다고함.

잠이 잘 오니까 너무 좋답니다.

다리 찌릿한 것이 호전됨.

당뇨검사 다시 하면 반드시 가져오라 함.



001102  A BOOK OF EXPERIENCES

① 류형준 약사

잘 하셨습니다.

일단 1년 이상 된 증상이 가라앉았으니 축하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인연이 되면 환자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사족이지만 혈압, 만성두통, 어지럼증, 불면증

까지 있는 분에게 초기 용량을 안티OOO 101

과 써클OO 202로 드린 것은 매우 잘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복용 후 안티OOO 101과 써클

OO 101로 바꾸기보다 확실한 차도를 확인하

고 줄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

다.

감사합니다.(6월 9일 오후 3:47)

2018년 6월 8일 오후 4:39

최OO 약사 

#체험사례 

유 0, 만82세, 여.(150cm 42kg정도)

혈압약 복용 중. 만성 어지러움. 두통. 불면증

작년에 처음 방문하셔서 만성 어지러움과 두통. 불

면증을 호소하셔서 조아 제약의 훼마틴에이시럽과 

에바치온 세트를 6개월 이상 드셨어요.

드시는 동안 좀 낫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지러움과 

두통이 계속 있어 힘들어하셔서 안티OOO과 써클

OO로 바꿔보자고 여러 번 권고 끝에 4월 26일부터 

드시기 시작.

안티OOO은 101로 드시게 하고 써클OO는 202로 

일주일 동안 드신 후 그 다음부터 101로 드시라고 

말씀드림. 주의사항, 건강수칙 다 말씀 드리고요.

중간에 한 번 오셨길래 어떤지 여쭤보니 여전히 어

지럽고 잠도 못자서 신경과도 다녀오셨다고 해서 

저도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류 약사님

께서 말씀하신 신경까지 손상된 경우일수도 있겠

다는 생각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5월 25일 약국에 오셨길래 컨디션 여쭤보니 좀 나

아지기 시작했고 잠도 잘 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면제를 5일 정도만 처방받았다고는 하시더라고

요.

6월 8일 한결 밝으신 얼굴로, 고마워서 직접 기른 

상추와 완두콩을 가져왔다고 하시네요.

약이 떨어질 때가 된 것 같아 여쭤보니 이제 머리가 

안 아파서 안 드셔도 된답니다. 에고! 어르신! 이건 

진통제가 아니에요, 꾸준하게 드셔야 한다고 말씀

드렸었는데요. 그냥 웃으면서 가시네요.

여러 가지 이유로 끈기를 가지고 꾸준하게 복용한

다는 게 참 힘든 일인가 봐요.

아직은 제 상담 실력이 부족한 탓이겠죠?

어쨌든 어머님 혈색이 밝아져서 참 다행이었습니

다.

2018년 6월 8일 오후 4:50

정OO 약사 

#체험사례 

김민0, 48세, 여, (보통 체형)

기침 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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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과 써클OO는 경우에 따라 사용하는 

약사님에 따라 아니면 먹는 환자에 따라 다양

한 용량으로 복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에 따라 전혀 다른 효과를 나타내

기도 합니다.

처방의 구성은 간단한데 용량의 결정이 조금 

생각을 요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9일 오후 3:56)

4월 30일 내국 하셨을 때 기침 가래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다고 하여 조제약하고 

써클OO 333 안티OOO 333 드렸었습니다.

6월 8일 오늘 오셔서 한 번 더 달라고 하시네요.

그때 그것 먹고 밤에 가슴이 많이 편해서 기침이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10일 동안 기침 가래 때문에 

고생하시는 80세 되신 친정어머니 드린다고요.

봄에 뿌려놓은 333요법이 가을에는 많은 결실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2018년 6월 8일 오후 5:00

정OO 약사 

#체험사례 

67세, 여.(조금 통통)

무릎 통증과 어지럼증

무릎 통증이 심해서 매일 정형외과약 2번씩 복용.

수술도 하심.

다리가 무겁고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프심.

한 번씩 어지럽고 발바닥이 따끔거림.

5월 29일

써클OO 333 어혈제 같이 드림.

6월 8일 

오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매일 2번 먹던 진통제 10일 동안 2번 드셨다 함. 

어지럼증은 한 번도 없었고 따끔거림은 한 번 정도 

있었다고 함.

몸의 독소와 어혈제거 후 안티OOO 투입할 계획으

로 써클OO 222 어혈제 111 한 달분 드림.

가시면서 큰돈을 내고 가시는데도 나을 수 있다는 

확신에 돈을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10일 동안의 체험이 환자분을 그렇게 만든 것이겠

지요!

다음 달에 오시면 써클OO 22 안티OOO 11 엠에스

엠 제제 드릴 예정입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을 위해 같이 하기로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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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환자분이 정OO 약사님을 만나서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미리 만났다면 수술을 않고도 좋아졌겠지만 

이제라도 만나서 무릎 통증과 어지럼증이 좋

아진다고 하니 여생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정OO 약사님도 복 많이 받으시겠지요.

감사합니다.(6월 9일 오후 4:15)

① 류형준 약사

확인해야지요.

처방전이 없다고 함은 혈압약을 끊었다는 것

인지 확인되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9일 오후 4:19)

② 김OO 약사

류형준 약사 외과 처방전 없이 일부러 약국에 

들르셨다는 의미이고요. 혈압약은 다른 병원, 

약국을 이용하십니다.(6월 11일 오후 12:10)

2018년 6월 8일 오후 6:40

김OO 약사 

#체험사례

만68세, 남. 

혈압약 (과거: 간염, 뇌질환약 복용)

외과에 들러서 처방 약 타러 오시는 분.

5월 15일 

다른 분께 안티OOO 써클OO 설명하는 것을 듣고 

구매. 복용시 주의사항 찬 것, 매운 것, 튀김, 술 

금지 말씀드림.

안티OOO 20 써클OO 20 각각 101로 드시라 함.

5월 17일 

궁금해서 전화드림, 아직은 큰 변화는 없다 하심.

5월 30일

처방 약 타러 오셔서 어떠하시냐는 물음에 비싸다

는 말만 반복하심. 그런데 눈은 안티OOO 써클OO

에 가 있음^^ (아쉬움 가득한 눈길이었음.)

다음에 돈 벌어서 오겠다 함.

6월 8일 

오늘 외과 처방전도 없이 호기롭게 오셔서 써클OO 

한 달분, 안티OOO 한 달분 가져가심. 말씀은 안 

하시지만 큰 효과를 보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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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서OO 약사님도 같은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만성피로와 부신피로증후군 역시 3개월 이상 

된 증상이므로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생각

합니다.

차후 방문에는 안티OOO의 병용도 기 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9일 오후 4:24)

① 류형준 약사

멍이 빨리 줄었습니다.

써클OO 222 용량도 매우 좋습니다.

써클OO 333 용량도 멍이 빠지는 시간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6월 9일 오후 4:26)

2018년 6월 9일 오전 10:59

서OO 약사 

#체험사례 

염00, 69세, 여.

표증상: 

부신피로증후군->코티솔3(정상 8)

만성피로증후군

주요증상: 

불면증. 심계항진(가슴이 두근거림)

가슴이 달아오른다. 목 위나 얼굴에 땀이 흐른다.

투약:

5월 8일

써클OO 111

그 외 가미귀비탕 가미소요산

부신피로증후군 양제 

같이 투약함.

경과반응:

6월 9일 내국 하 음.

잠자는 게 조금 쉬워짐.

몸 컨디션이 좋아짐.

아침에 일어나기가 쉬워짐.

2018년 6월 9일 오전 11:20

최OO 약사

#체험사례 

1. 50  후반, 여. 

타박상.

5월 중순쯤 배 농장에서 일하다 나무에 부딪혀서

오른쪽 눈 주위 광 뼈 심한 부종 멍 통증 호소.

써클OO 222 20포 - 눈 주위는 깨끗하게 빠지고 

광 뼈 쪽은 멍 크기만 줄어듦.

써클OO 20포씩 두 번 더 복용하고 좋아짐.

(얼굴 성형 여러 번 하셨음 피부 당기는 시술 필러 

해서 효과가 더딘 게 아닌가 생각됨)

2. 50  후반, 남.

6월 3일 과음으로 넘어져서 응급실 가서 입안 꿰매

고 6월 4일 아프다고 약국 오셨는데 눈 퉁퉁 부었고 

얼굴 멍 상처 입술도 심하게 부어 있어서 사람의 

형상이 아님.

써클OO 222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

6월 7일 입안 꿰맨 거 빼고 부종 멍 99% 좋아짐.

본인도 놀라고 저도 놀랐습니다.

6월 9일 상처도 거의 나아서 사우나 가도 되냐고 

물어 보러 오셨는데 더 잘생겨지셨네요.

기분 최고로 좋아 보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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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장0자님은 한참 동안은 안티OOO 101과 써클

OO 202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

니다.

2018년 6월 9일 오전 11:44

장OO 약사 

#체험사례 

1. 61세, 여.(165cm. 64kg)

먹는 약은 없으나 2년 전부터 평상시 혈압 40~150 

최근 건강검진 때 재검 뜸.

- 혈압 154 

- 단백뇨 검출 

- 감마 지피티 48로 약간 상승

- 좌측 갑상선 결정 보임.

- 광  홍조, 피부혈관보임.

- 후두통. 당기면서 아픔. 

5월 28일 

써클OO 111 식전 우루사 100미리 111 식후

5월 29일 

혈압 110나와 6개월 후에 다시보자고 했다합니다.

6월 9일 

홍조 50프로 연해짐. 잠이 너무 많이 오신다함

2년 동안 이따금씩 잴 때도 항상 고혈압이었는데 

써클OO 2번 복용으로 혈압이 내려갔어요. 시아버

지도 안 믿으시고 어머니도 긴가민가요. 워낙 약 

먹는 것도 싫어하셔서 먹는 약도 없고 원래 건강 

체질이셔서 더 빠른 효과 보신 듯합니다. 워낙 약 

드시기 싫어해서 써클OO 2달 복용 후 안티OOO 

써클OO 들어가려합니다.

2. 장0자, 63세, 여.(155cm 60kg 후반 과체중)

주위 식당 사장님. 

얼굴색 칙칙하고 다크서클 있지만 항상 웃는 얼굴 

- 당뇨약 자누메트 50/500 1일 2회.

- 관절약 상복_허리 무릎 통증.

- 피로

- 간 수치 올라감.

- 소변 시원하게 못 봄.

- 부종

- 편두통

- 감기 달고 사심.

5월 16일 7일분

안티OOO 101 써클OO 202 

우루사101 아미노산 양제 101

한 번 복용하고 오셔서 편두통 사라졌다 함.

5월 19일

피로는 매우 좋은데 기침 콧물이 아직- 에어컨 밑

에서 일하셔서 그런 듯.

5월 23일 

비싸서 3일 띄었는데 몸이 다시 피로해서 회귀하

심. 혈당 당뇨약 복용 중에도 180으로 높았는데 

120으로 좋아짐.

다시 동일 용량으로 10일분.

6월 9일 

관절약 조제하러 오시면서 살이 3킬로나 찌셨다고.

그래서 한 번만 드셨답니다. 다시 용법 강조해드렸

습니다. 살은 쪘어도 몸이 가벼워 살이 찐 줄도 모

르셨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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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님의 혈압이 두 번 복용으로 정상이 되

는 신기한 체험사례는 누구나 언제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악사님과 시어머님이 복이 많

으신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9일 오후 4:30)

② 장OO 약사

류형준 약사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저번에 안

티OOO 써클OO 4개월 드신 안면홍조 심했던 

환자분이 저 같은 약사만나서 정말 감사하다

고 하더라고요. 류 약사님이 만든 좋은 제품 

전해드린 거뿐인데 참 감사하기도 하고 송구

스러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제품 만들어주

신 거 감사합니다.(6월 9일 오후 4:40)

③ 류형준 약사

장OO 약사 

저는 단지 핌르순환을 촉진하는 제품과 광범

위 항바이러스제를 치유의 도구로 만들었을 

뿐 입니다. 그 도구를 활용해서 치유의 길을 

가는 것은 약사님의 몫입니다.

당연히 결과 역시 약사님의 몫입니다.

저는 곁에서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덤을 받

습니다.

감사합니다.(6월 9일 오후 5:01)

① 류형준 약사

써클OO와 안티OOO의 1일 최 복용량은 15

포까지 입니다.

33333 혹은 555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초창기에 써클OO 15포까지 먹

게 하 다면 경과가 더욱 좋았을 것으로 예상

합니다.

지금은 333요법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9일 오후 4:41)

2018년 6월 9일 오후 12:49

장OO 약사 

#체험사례 

소원0, 65세, 남.(170cm 마른체형)

자전거 타고 가다 차 문에 찧었다네요.

오른쪽 각막 출혈과 눈 주위 멍. 각막 출혈이 너무 

심해 금방이라도 피가 뚝뚝 떨어질 거 같아 보 습

니다.

5월 8일

써클OO 333 20포+ 어혈 푸는 한약과립 

5월 10일 동량.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진 거 같더라고요.

 

좀 당황. 알고 보니 홍삼 인삼도 꾸준히 드시고 관

절주사, 진통제 드셨다고 합니다. 간에 무리가 가는 

약을 복용 시 간에서 만들어지는 현장 단백질 중 

알부민 피브리노겐의 분비를 억제하여 부종과 지

혈 개선이 지연된듯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왼쪽 어깨 통증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5월 12일 동량. 

제가 없을 때 오셔서 많이 멍이 내려온 상태 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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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저도 50세 여성분 안티OOO 11 써클OO 22로 

계속 복용하십니다. 피부과 여러 곳 다녀도 

차도 없으신데 갱년기 호르몬제 타러 오셔서 

얼굴 보고 상담을 했네요. 복용 2일째 명현을 

느끼셨다고 하셨어요. 입술 부위가 엄청 타들

어가는 것 같이 뜨거웠는데 그 뒤로는 괜찮다

고. 6개월 치유의 길 가시고 계십니다.(6월 9

일 오후 7:32)

② 류형준 약사

안면홍조의 원인이 바이러스라는 것을 증명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갱년기에 많이 생기는 이유는 갱년기가 되면 

호르몬 불균형이 심화되고 면역기능이 떨어

지니 바이러스가 성하기 쉬운 조건이 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11일 오후 6:21)

2018년 6월 9일 오후 5:19

최OO 약사

#체험사례 

김00, 44세, 여.

배구하다가 팔목 아파서 파스 사러 방문.

안면홍조에 피부 결이 거칠어서 세포 속에 잠복된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설명.

족저 근막염으로 발뒤꿈치가 붓고 아프다고 하셔

서 림프 순환과 세포 치유로 원인 치유 하자고 설득.

6월 7일 우선 하루분 드림

안티OOO 111 써클OO 222

7년 전 시작된 거칠고 붉은 피부가 1회 복용 후 8일 

아침에 느낌이 달랐다고 함.

바빠서 하루 두 번 복용.

남편이 붉은 기 없어졌다고 피부 좋아졌으니 먹으

라고 적극 후원.

3회 복용으로 잘 때 쥐가 나서 잠을 설쳤는데 경련 

없는 밤을 보냈고

발뒤꿈치도 덜 아프다고 함.

오늘(9일)부터 기분 좋게 치유 시작 합니다.

3회분 복용 후(before 사진은 없음) 50% 좋아진 

것. 얼굴 전체가 붉고 좁쌀 같은 게 많았음.

안면홍조는 바이러스 감염이다, 광주 강의 때

말씀하신 로 입니다.



 제3장 체험사례 001109

① 류형준 약사

제가 원하는 체험사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증상에 안티OOO 써클OO을 먹었더니 

좋아졌다가 아니라 시간을 길게 복용하면서 

몸이 건강하게 치유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

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11일 오후 6:26)

2018년 6월 9일 오후 10:17

이OO 약사 

#체험사례 

전00, 54세, 여.(농사일)

야간뇨. 무릎 통증. 피로. 구취

치유의 길 3개월 되는 시점에 ^^

선물 상자에 하나씩 하나씩 선물이 쌓여갑니다.

3월 12일 복용시작

안티OOO 써클OO 각101.

복용 15일부터 야간뇨 횟수 줄고 숙면 취함.

피로도 확실히 줄어듦

4월 13일 상동 101.

아침에 기상이 편하다.

소변. 변 다 시원 함. 야간뇨 사라짐.

(사례 보고함)

5월 10일 상동 101

시작할 땐 말하지 않았던 건데 고민하던 구취가 줄

었다. 교회 생활 중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 구

취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 는데 많이 편해졌다함.

6월 9일

안티OOO 101 써클OO 202로 용량증가

무름, 앉고 서기가 편하다.

여름, 하우스농사에 여름철만 써클OO 용량 증가하

기로~.

이 약 덕분에 너무 기분 좋단다. 한 달마다 몸의 

변화가 하나씩 늘어 감을 보는 재미도 좋단다.

본인이 효과보고 동생 부부도 함께 참여 중이다.

말없는 남편도 함께 복용 중인데 옆에서 보기에 피

로감이 확실히 좋아진 것 같다고 한다.

치유의 길 동행자가 있으니 더 신나겠지요.

힘든 삶, 몸이라도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2018년 6월 10일 오후 5:06

정OO 약사 

#체험사례 

57세, 남.(뚱뚱)

통풍으로 5년 고생하심.

한 달에 2번씩 이상 통풍에 먹는 약 지으러 오심.

해열진통제이지요.

요즘에는 통풍이 손목까지 와서 아프다고 하심.

5월 27일

써클OO 33 이나 좋아지시면 22 소포장드림.

진통제도 안 지어가시고 써클OO만 가져가심.

6월 10일

오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써클OO 먹고 오늘까지 

손목통풍 통증이 아직은 괜찮다고 하시면서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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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약사님 체험례 감사합니다. 저도 통풍환자 시

도해 보겠습니다.(6월 10일 오후 6:42)

② 박OO 약사

좋은 그림으로 안구 정화되는 느낌입니다.(6

월 11일 오전 10:55)

③ 최OO 약사

저는 통풍환자 2번 써클OO 333으로 권했고, 

주의사항도 여러 번 당부했는데 두 분 다 별효

과를 못 보셔서 원인이 뭘까 파악해 보려합니

다.(6월 11일 오후 1:07)

④ 정OO 약사

최OO 약사 술 먹는 분들이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6월 11일 오후 5:46)

⑤ 최OO 약사

정OO 약사 아 그렇군요. 정성껏 상담 했는데, 

효과를 못 보셨다고 해서 참 속상했거든요.(6

월 11일 오후 6:18)

⑥ 류형준 약사

통풍에는 45도씨 물에 5-10분간 손발을 담그

는 각탕법이 필수입니다.

이는 결정화된 요산을 녹이는 방법이니 통증

을 줄이고 요산이 빨리 없어지도록 하는 중요

한 키입니다. 꼭 활용하세요.

각탕법과 안티OOO 써클OO 그러면 통풍은 

어려운 병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6월 11일 오후 6:34)

⑦ 김OO 약사

통풍의 원인은 술 또는 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매운 음식 기름기 찬 술이 원인 - 매운 음식과 

찬 술은 교감신경을 지나치게 흥분시켜서 말

초혈관을 지속적으로 수축시키고 그러면 발

가락의 온도는 낮아지고 혈류의 속도가 줄어

들게 되므로 이때 온도가 낮아진 혈액에서 요

산이 결정화되면서 쌓여 통풍이 된다. -류 선

생님 (6월 12일 오전 9:43)

⑧ 김OO 약사

인체의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잇게 

물질순환을 정상적으로 시켜주고 체온을 유

지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면 나머지는 세

포가 알아서 다 합니다.(6월 12일 오전 9:45)

로도 통풍이 있다고 큰 걸로 한통 달라고 하시네요.

다음부터는 안티OOO랑 같이 복용하시기로 했습

니다. 각탕법 안 하고 계시다고 하여 왜 엄지발가락

에 통풍이 생기는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고 보내드

렸습니다.

제발 각탕법 만이라도 성실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2018년 6월 11일 오전 11:40

김OO 약사 

#체험사례

박순0, 만 50세, 남. 

통풍약, 혈압약 복용 중.

매운 것 아주 좋아하신다 함.



 제3장 체험사례 001111

① 류형준 약사

각탕법을 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좋아지고 있다니 축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11일 오후 6:37)

② 김OO 약사

감사합니다.(6월 12일 오후 3:13)

통풍약 지으러 오셔서, 통풍 통증에는 각탕법이 최

고라고 소개해드리고 서비스차원에서 온도계 드

림, 근본적으로 체질을 바꾸려면 안티OOO 써클

OO 복용을 권유.

그리고 류 약사님 말씀 로 매운 것, 찬 것, 튀김, 

술은 몸을 스트레스 받을 때와 똑같은 상황으로 만

들어 안티OOO 써클OO 효과를 감소시킨다고 조언

함.

4월 17일 

우선 써클OO만 달라함 써클OO 101 복용..

4월 28일 

통풍약 지으러 오심, 어떠 하시냐 물음에 별효과 

없다하신다. 순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데, 지은 

통풍약 가져가시면서 소포장 하나 슬쩍 같이 구매,

 

6월 2일

통풍약 지으러 오심, 시큰 둥 앉아 계셔서 슬쩍 써

클OO 효과 여쭈어보니 그때부터 효과를 줄줄 말씀

하신다. 관절 마디마디 통증이 사라진다. 피곤함이 

없다. 피곤함이 너무 없어서 무리하기 십상이라며 

부작용이라고 말하심. 

써클OO 한 달분 구매하심. 

통풍체질 바꾸려면 다음에는 안티OOO도 같이 복

용하시라 권해드림.

2018년 6월 11일 오후 12:05

서OO 약사 

#체험사례 

김혜0, 39세, 여.

(4월 10일 체험사례 올렸던 분입니다.)

표증상: 

공황장애

주요증상: 

숨을 잘 못 쉴 때가 있음.

머리가 자주 아픔. 만성두통 (MRI 찍어도 별 이상 

없음.) 손발이차다. 쉽게 멍 든다. 눈이 빨갛게 충혈 

됨. 가슴이 답답함. 얼굴에 열이 난다. 겨드랑이 아

픔. 등 뒤 날깨 쭉지 아픔.

투약:

3월 13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4월 10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6월 7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경과반응:

공황장애도 훨씬 좋아짐.

숨쉬기가 편하다.

머리 아픈 횟수가 줄어듦.

두통의 정도도 줄어듦.

손발 차가운 것이 좋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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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그렇게 건너뛰다가 잘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끝까지 완주하게 도와주

세요.

감사합니다.(6월 11일 오후 6:39)

① 류형준 약사

잘 하셨습니다.

초기 증상이고 2년 동안 괜찮았으니 써클OO

만 활용합니다. 이후 증상이 반복하면 안티

OOO를 추가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11일 오후 6:40)

② 정OO 약사

알겠습니다 선생님.(6월 11일 오후 7:00)

겨드랑이 아픈 것도 좋아짐.

뒤 날갯죽지 아픔이 줄어듦.

좀 좋아지니 5월 중간에는 20일간 먹지 않았음.

이번에는 치유의 길을 완주하자고 간곡히 말씀드

렸습니다.

2018년 6월 11일 오후 12:32

정OO 약사 

#체험사례 

길 0, 61세, 여.(조금 통통)

어지럼증

원래 어지럼증이 있었는데 2년 동안 괜찮았는데 2

주 전 이사 후 이불을 널다가 또다시 어지럼증이 

시작돼서 머리가 너무 맑지 않고 마치 치매에 걸린 

듯 기억력도 사라져서 겁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6월 3일

써클OO 111 한통

6월 11일

오늘 남편분 약 지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은 많이 좋아졌고 머리가 맑아져서 좋다고 합니다.

더 복용해야 되냐고 물어보시길래 더 복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년 동안 괜찮았기 때문에 써클OO만 복용 예정입

니다.

2018년 6월 11일 오후 2:38

서OO 약사 

#체험사례 

62세, 남.(O형)

표증상: 

기관지가 약하다.

병원 처방 감기약을 복용해도 가래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

주요증상: 

감기에 자주 걸린다. 아침이면 얼굴이 붓는다. 손이 

차고 저리다. 머리 윗부분이 아프다.

편두통이 있다.



 제3장 체험사례 001113

① 류형준 약사

10일+6일. 16일 만에 떨어지지 않았던 가래가 

떨어졌습니다. 축하합니다.

서OO 약사님이야 이제는 베테랑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11일 오후 6:44)

투약:

5월 24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6월 5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경과반응:

6월11일 내국 함.

그렇게나 잘 안 떨어지던 감기가 나았음.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짐.

2018년 6월 11일 오후 4:43

정OO 약사 

#체험사례 

전 0, 51세, 여.(보통 체형) 

손가락 염증

손가락 염증이 2년 되었는데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

6월 1일

써클OO 11 안티OOO 11 5일분 드시고 좋아지시면 

오라고 함.

6월 11일

오늘 오셨네요. 다른 분들도 써클OO 먹고 좋아지

셨고. 본인도 5일 먹고 좋아졌는데 사정이 있어서

오늘 오셨답니다.

바이러스 질환 특징 설명 드리고 1년 동안의 피부병

뿌리 뽑기 시작하기로 하셨습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변화가 확실합니다.

습진 같은 경우도 며칠 드셔보시고 오시라고 해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6월1일사진입니다

6월11일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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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OO 약사

멋진 사례입니다.

정약사님 감사합니다.(6월 11일 오후 5:34)

② 정OO 약사

민OO 약사 예 선생님. 요즘에는 피부병이 가

장 쉽습니다!ㅎㅎ(6월 11일 오후 5:40)

③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

피부병이 가장 쉽습니다.

제가 원하는 말을 정OO 약사님이 신 해 주

십니다.

치유의 길을 안내하는 모든 약사님들이 모두 

피부병은 쉬운 병입니다, 라고 하는 날을 기

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11일 오후 6:46)

④ 김OO 약사

피부 모낭 속 세균 진균 바이러스는 안티OOO 

써클OO에 무사하지 못하네요. 최고 입니다.

저도 어제 60  남성분 다리 쪽 피부 여수예향

병원 가서 40일분 약을 타셨어요. 상담중 제가 

바이러스 치료를 해야 한다고 얘기해 드리니 

예향병원서 닥터한테 곰팡이 때문 이라고 설

명 들었다 합니다. 저는 치료법 알려드렸으니 

차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자분께 스테로이드 아니고 제 로 안티

OOO 써클OO로 치유해 드리려고요.(6월 12

일 오후 12:47)

① 류형준 약사

처음에는 어떻게 먹었나요?

축하합니다.

본인의 체험사례로 경험하니 공부는 최고입

니다. 실력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6월 11일 오후 6:48)

② 박OO 약사

안티OOO 써클OO 2포씩 3번 먹다가 3포씩 

3번은 하루 먹고, 1포씩 3번 먹다가 이제는 

1포씩 2번 먹습니다. 며칠 전 올렸습니다.(6월 

11일 오후 9:07)

2018년 6월 11일 오후 5:12

박OO 약사 

#체험사례 

박OO 약사, 62세, 여.(52kg)

왼쪽 볼 부은 것 빠지고 혈압 내린 후 8일째부터는 

안티OOO 써클OO 1포씩 1일 2회 복용하는데 어깨, 

팔, 손가락까지 부어있는 줄 몰랐는데 부기가 빠져 

가늘어졌어요. 근육으로 다져진 사람은 그렇지 않

겠지만 운동량이 적은 사람이라 림프순환이 안되

어 부종이 있었나 봅니다. 다른 약에 비해 효과가 

참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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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틀 만에 심한 몸살을 회복되도록 도왔습니

다. 이 정도면 많이 좋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11일 오후 6:51)

① 류형준 약사

알다가도 모를 것이 변비입니다.

누구는 잘 개선되는데 누구는 힘들게 고생시

키고 좋아집니다.

잘 개선되었다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12일 오후 9:59)

2018년 6월 11일 오후 6:16

최OO 약사 

#체험사례 

40  후반, 남.

6월 9일. 

토요일에 아주머니가 오셔서 같이 사시는 분이 출

근했다가 온몸이 너무 아프고 힘도 하나도 없어서 

도저히 못 참겠다고 집에 왔다며 먹을 약을 달라고 

오셨어요.

혹시 더위를 먹은 건 아닌가 여쭤보니 그건 아니고 

몸살이 엄청 심하게 와서 힘들어하신다고 하셔서 

안티OOO 써클OO 각각 222씩에 갈근탕까지 하루

분 드렸는데 다음날이 일요일이라 걱정되신다길래 

그럼 2일분 가져가시라 권유 드리니 가격이 부담스

럽다고 하셔서 드시고 차도가 있고 좀 더 드시고 

싶으시면 일요일 오전 9시까지는 약국에 나올 수 

있으니 전화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요일 아침 일찍 전화가 왔는데 차도가 있어서 2

번 먹을 거 더 사고 싶다고 하셔서 급히 나와 챙겨드

렸네요.

6월 11일

오늘 처방전 들고 오셨길래 여쭤보니 몸살 증상은 

다 가라앉았는데 밥을 못 먹어서인지 몸에  기운

이 없어서 수액 맞고 처방전 받으러 왔고 워낙 허약

체질에 몸이 안 좋은 분이라 수액 주기적으로 맞으

시던 분이신데 시기도 놓치고 최근에 스트레스도 

엄청 심하게 받으셨다 하네요.

담에 오시면 자세히 상담해서 치유의 길로 인도해

보고자합니다.

2018년 6월 11일 오후 10:49

김OO 약사 

#체험사례 

58세, 여.

유산균을 복용하 는데도 변비가 해결이 안 된다

고 써클OO와 안티OOO 기본으로 각 101 01 복용 

한 달. 변이 항상 단단하고 변비가 있었는데 이제는 

변을 아주 잘 본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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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전에는 양제 외에 뾰족이 드릴 게 없었던 

가벼운 증상인데 치유의 길로 인도해서 좋은 

결과를 확인하니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6월 12일 오후 10:00)

② 김OO 약사

좋은 제품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6월 

12일 오후 10:06)

① 류형준 약사

지네에게 물린데 사용한 것은 처음 같습니다.

지네에게 물린 것도 잘 치유되니 다행입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6월 12일 

오후 10:02)

2018년 6월 11일 오후 11:01

김OO 약사 

#체험사례 

50세, 남.

써클OO와 안티OOO 기본으로 각 101복용

항상 피곤하고, 깊은 잠 못 자고, 밥맛도 없었는데

3개월 복용 중.

잠도 잘 자고, 뭐든 맛있다고 하네요.

2018년 6월 12일 오전 10:32

서OO 약사 

#체험사례 

57세, 남.

표증상: 

지네에 물려서 오른쪽 팔이 퉁퉁 붓고 아픔.

증상:

저녁이면 다리가 무겁다.

온몸이 무겁고 아프다.

투약:

6월 9일

써클OO 222 2일분 12포 드림.

병원 처방 약과 같이 복용하시라고 드림.

6월 11일 내국 하심.

병원 처방 약과 함께.

파랑색 길쭉한 약 덕분에 빨리 좋아진 것 같다고 

좋아하심.

2018년 6월 12일 오전 10:48

서OO 약사 

#체험사례 

처음 겪어보는 아쉬운 체험사례입니다.

45세, 남.(O형)

표증상: 

요통

2017년 5월 6월 2회 수술 받았음.

요추5번 천추1번 사이 수술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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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안티OOO로 같이 드셔야 환자분의 세포 속의 

청소가 제 로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세포 속 바이러스는 제 로 치료가 안 되면 

증의 개선에 진전이 없을 거 같습니다.

써클OO도 안티OOO와 같이 활용해야 더 효

과는 상승할 거 같습니다.(6월 12일 오후 

12:42)

② 서OO 약사

김OO 약사 

예 감사드립니다. 

저도 처음부터 같이 쓸 걸

후회합니다.(6월 12일 오후 2:15)

③ 류형준 약사

어제 서OO 약사님과 상담한 환자가 이 환자

이군요.

실패한 체험사례인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

어서 이러한 사례도 좋은 경험이 되니 올려 

주세요 하고 부탁한 사례입니다.

어제는 설명 안 한 내용으로 상포진이 자주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써클OO 222보다는 안

티OOO 111과 써클OO 222가 더욱 효과적으

로 생각됩니다.

인연이 다시 연결되면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6월 12일 오후 10:05)

④ 서OO 약사

류형준 약사 네. 감사드립니다.(6월 12일 오후 

10:07)

주요증상: 

만성피로. 상포진이 자주 온다.

얼굴에 염증이 있다. 추위를 잘 탄다. 여기저기 쑤

시고 아프다.

투약:

5월 9일

써클OO 222 15일분 90포 

피로감 좋아짐.

얼굴 붓는 증세 좋아짐.

다른 증상들은 좋아지고 있는데도 허리 수술한 부

분이 차도가 없다고 복용 중단하 음. 

효능을 못 느끼는 부분에 해서는 환자 본인도 말

씀하시기를 제가 너무 심해서 그렇지요, 하네요.

제 설득력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계속 드신다면 다음에는 안티OOO도 같이 드릴예

정이었는데 아쉽습니다.

2018년 6월 12일 오전 11:20

서OO 약사 

#체험사례 

홍종0, 46세(73년생), 남.(AB형)

표증상: 

Crohn's disease 크론병

2개월 전에도 갑작스런 복통으로 입원 치료하 음.

소화불량이 생기면 복통이 생김

주요증상:

아토피 피부염

머리에 비듬

눈이 쉽게 피로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다.

머리가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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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OO 약사

따봉입니다, 약사님. 크론병에 도전하신 것 축

하해요.(6월 12일 오전 11:52)

② 서OO 약사

유OO 약사 

예, 감사드립니다. 

처음입니다.(6월 12일 오전 11:57)

③ 유OO 약사

더 놀라운 건 약 드신 후에 나탄 난 현상이 

더욱 놀랍네요.(6월 12일 오후 12:05)

④ 김OO 약사

환자분이 몸으로 느끼시네요. 치유의 삶으로 

세포의 정상화로 세포는 자기 할 일을 척척해 

나가겠네요. 그동안 환자의 삶이 오디오 비디

오로 보입니다. 서 약사님 만나시고 축복을 

받으신 분입니다.(6월 12일 오후 12:40)

⑤ 서OO 약사

김OO 약사 

예, 감사드립니다. 

저도 기 감과 책임감으로 아주 천천히 끝까

지 침착하게 치유의 길을 완주하자고 했습니

다.(6월 12일 오후 2:00)

⑥ 류형준 약사

축하드립니다.

크론병 치유 도전에 출발이 좋습니다.

바로 전 문의사항에도 이야기했지만 크론병

은 좋은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것입니다.

특히 찬 것, 매운 것, 추위, 튀김류입니다.

꼭꼭 피하도록 명심해서 설명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12일 오후 10:08)

⑦ 서OO 약사

류형준 약사 네, 감사드립니다.(6월 12일 오후 

10:09)

비듬이 생긴다.

손발이 차다.

추위를 많이 탄다.

신경이 예민해지면 화가 잘 난다.

투약:

5월 28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6월 5일

써클OO 333 안티OOO 222

6월 8일

써클OO 333 안티OOO 333

6월 12일 현재도

써클OO 333 안티OOO 333

으로 복용 중입니다

경과반응:

민망할 만큼 냄새나는 방귀가 자주 나온다.

검은 변, 숙변이 여자 생리처럼 많이 나온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쉽다.

스트레스도 받고 일도 과부하 걸리는데 전 같으면 

몸살이 나는데 살짝 몸살이 날 듯하다가 지나간다.

눈이 덜 피곤하다.

증세가 좋아진다고 치료가 완료된 것은 아니니 최

소한 1년은 따라오라고 하고 환자 본인도 제가 시키

는 로 하겠다고 다짐(!) 받았습니다.

절 로 임의로 약 용량을 줄이지 말라고 부탁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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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피부 질환의 원인도 바이러스인 경우가 많은 

것이 증명이 되니 감사합니다.

20일 정도 고생했다면 항히스타민제나 스테

로이드를 복용할 수도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12일 오후 10:27)

2018년 6월 12일 오후 4:07

최OO 약사 

#체험사례 

이나0, 59세, 여.(158cm 56kg)

5월 8일 옻이 올랐다고 오셨는데 20일 정도 된 피

부 질환이라고 하셔서 자세히 여쭤보니 20일쯤 전

에 조개랑 고기 먹고 피부가 가렵고 벗겨지기 시작

했다고 하고, 그런 상태에서 옻까지 먹어서 피부 

트러블이 심한 상태 습니다. 본인은 옻 때문인가 

하시길래 단순히 옻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갑작스러운 피부질환을 일으킨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안티OOO과 써클OO를 설명드린 뒤

각각 안티OOO 111 써클OO 222로 드시라고 소포장 

한 통씩 드렸습니다.

드시고 어떠신지 전화 부탁드렸는데 연락이 없으

셔서 전화드려보니 그 약 먹고 깨끗이 나았어요! 

하시네요.

이런 답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고 기운이 납니다.

2018년 6월 12일 오후 5:02

안OO 약사 

#체험사례 

권0화, 76세, 여.

혈압약

안티OOO 써클OO 소개받아 오심.

주소증: 요통, 발목 통증

안티OOO 써클OO 11/22 msm 한 달.

한 달 넘도록 소식이 없어 전화하니 요통은 더 심해

졌고 발목은 덜 아프다 함. 덤으로 현훈, 견비통, 

수족 저림, 손마디 부종과 통증, 위염, 3~4일간의 

변비, 발목 부근 지방종, 종아리 피부염 호전.

연복 안 하시는 이유 여쭈어보니. 허리가 더 아파져

서 노인 일자리에 나가지 못할까 봐 연말에 다시 

드신다고 하네요. 명현으로 그럴 수 있다고 시작 

전 말씀드렸으나 막상 더 아파오니 감당하시기 어

려웠나 봅니다.

한 달 정도만 더 고생하면 명현 증상이 사라지고 

오히려 좋아지는 속도가 빨라진다 해도 일자리에 

한 부담이 커 보이더군요. 더 강하게 권유하면 

오해하실까 봐 그러시라 했습니다.

주소증의 악화와 기타 증상들의 호전이 동시에 나

타나니 명현에 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당사자로

선 어떤 상황인지 판별이 힘드리라 생각됩니다. 하

지만 우리는 명현과 부작용의 차이를 확실히 알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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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그런 이유로 도중하차 하시는 분들 저도 참 

많습니다. 좋은 길, 바른 길인데, 놓칠까 안타

까울 뿐입니다.(6월 12일 오후 7:16)

② 류형준 약사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 역시도 경험하는 사례입니다.

누구나 이해주는 것은 아니니 그것이 안타까

울 뿐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12일 오후 10:30)

① 류형준 약사

그렇지요.

그런데 젖몸살은 풀렸는데 분비량도 줄었습

니다. 젖몸살에도 새로운 체험사례입니다.

다음에는 수유 전 젖몸살에 수유량이 주는지 

다시 회복되는지에 관한 사례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14일 오후 9:26)

2018년 6월 13일 오후 12:11

이OO 약사 

#체험사례

얼마 전 할머니가 며느리 젖몸살이 심하다고 약을 

사러 오셨습니다.

15개월 된 아기 엄마고 원래 젖이 많이 나왔는데 

젖을 떼려고 안 먹이니 젖이 퉁퉁 불어 딴딴하고 

엄청 아프다고 했어요.

써클OO 1포 시호 1포 1일 3회 2일분 드렸습니다.

좀 전에 할머니가 오셨길래 며느리 젖몸살은 괜찮

아졌냐고 여쭤보니 신기하게 그 약 2일분 먹고 완

전히 싹 나았다고 합니다. 젖도 퉁퉁 불게 안 나오

고 아프지도 않고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너

무 속전속결이네요.

유방이 한방에서 간경이랑 연관되어 있다 해서 

시호를 같이 쓰긴 했지만 써클OO 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찬 거, 매운 거 먹지 말라고는 했는데 지켰는지는 

깜빡하고 못 물어봤네요.^^

 

2018년 6월 13일 오후 12:32

강OO 약사 

#체험사례 

소소한 체험사례

1. 60 , 여.

벌에 쏘여 손등이 엄청 부었는데 병원을 못 갔다고 

오심. 한 번 쏘이면 오래 고생하신다고 걱정하시면

서 내일 병원 가니까 하루분만 달라고 하셔서 항히

스타민제와 써클OO 222 안티OOO 111 드림.

며칠 뒤에 오셔서 그 약 먹고 나아서 병원에 안 가셨

다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2. 30 , 남. 

감기가 잘 낫지 않는다고 강한 약 달라고 함. 

안티OOO 111 써클OO 111 3일분 드림. 

이후에 이분은 감기만 걸리면 안티OOO 써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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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정말 약국에 흔히 있고 날마다 있는 체험사례

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모여서 동네에서 용한 약국

이 되는 것이겠지요.

감사합니다.(6월 14일 오후 9:31) ① 류형준 약사

충분한 설명과 함께 효과를 보고 난 이후에는 

다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는 못했지만 일단 차도를 보 습니다.

감사합니다.(6월 14일 오후 9:41)

가져가심. 

속도 편하고 감기도 잘 낫는다고 칭찬하심.

3. 70 , 남.

갑자기 무릎 뒤 오금 부위가 당기고 아프다고 오심.

써클OO 111 소포장, 근육 이완제는 정 아프실 때만 

드시라고 드림. 

10일 뒤 써클OO 소포장 재구매.

근육 이완제 안 드셔도 거의 다 나으셨다고 조금 

더 드시면 완전히 좋아지실 거 같다 하십니다.

2018년 6월 13일 오후 1:58

서OO 약사 

#체험사례 

김서0, 55세, 여.

표증상: 

무릎 통증, 만성피로

주요증상: 

저녁이면 다리가 무겁다. 온몸이 무겁고 피곤하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추위를 잘 탄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 변비

투약:

5월 19일

써클OO 222 10일분 60포 가져가심.

경과반응:

한참 안 오셔서 전화드리고 약국에 오셔서 체크해

보니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가뿐하다.

얼굴 붓는 게 줄어들었다.

기분이 좋다.

변이 잘 나온다.

약 참 좋아요!

하시면서 나중에 여유 되면 더 드시겠다고 하시네

요.

치유의 길을 설명 드리고 다음을 기약합니다!

2018년 6월 14일 오후 12:57

최OO 약사 

#체험사례 

김순0, 82세, 여.(키 크고 무척 마르신 편)

주요증상: 

1년 이상 된 얼굴 염증. 기운 없고 무기력. 몇 십 

년 된 기침 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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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최OO 약사님의 진심을 할머니가 느꼈으니 따

라오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약사님의 현란한 화술보다는 진실 

된 마음에 감동을 합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내가 약을 팔아서 당신에게 

남기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당신을 가엽게 생

각하여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전해지면 부분 환자는 저절로 따

라옵니다.

감사합니다.(6월 14일 오후 9:56)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얗고 무척 여위신 할머님이신

데 작년부터 약국에 오셔서 스틸녹스 처방을 받아

오시길래 오래 드시면 안 좋은 약이라 말씀드리고 

그거 안 드시고도 잘 잘 수 있는 약 있다고 훼마틴.

에바치온. 천왕보심단 권해드리고, 드신 후부터 불

면증 약은 완전히 끊으시게 되었다고 고맙다고 하

시는 할머님이십니다. 

얼굴 염증과 기침 가래가 항상 고민이라고 계속 여

러 번 얘기하시길래 안티OOO과 써클OO을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폐가 썩 좋지 않았다고 하시며 병원 

처방 약과 청상보화환을 자주 드시고 있는 상태.

할머님 얼굴과 오래된 기침 가래를 원인 치료 할 

수 있는 최적의 제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격이 

부담스럽다며 일단 써클OO부터 먹어보겠다고 하

셔서 1통 가져가심.

4월 11일

써클OO 111 드시라고 드림.

4월 당시엔 기침 호소를 안 하셔서 양을 이렇게 말

씀드림. 한참 후에 전화드려보니 효과도 없고 오히

려 밥맛이 없다고 하시네요. 근데 선생님 믿고 두 

가지 다시 같이 먹어보겠다고 하셨어요.

이분이 거의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고 기운 없고 

잘 드시지도 않고 해서 거의 누워계신다고 해서 일

부러라도 일어나셔서 햇볕을 쬐시고 산책도 하시

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5월 23일

써클OO 안티OOO 222씩 일주일 정도 드신 후 101

로 드셔보시라고 했습니다. 몸이 너무 마르신 것 

같아 222로 말씀드렸네요. 명현 현상이랑 복용 기

간도 충분히 설명 드리고요. 

6.12일 전화드려보니 기침 가래는 계속 나오는데 

생선 비린내 같은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하셔서 명

현 현상이고 노폐물이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고 설명 드리고 따뜻한 물 열심히 드시라고 말씀드

렸어요. 근데 얼굴은 좋아지고 있고 변비가 좋아졌

다고 얘기해주시네요.

조만간 오시면 써클OO 양을 당분간 늘리시라고 말

씀드리려합니다.

다행히 절 믿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드셔서 효과를 

보기 시작하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2018년 6월 14일 오후 2:47

최OO 약사

#체험사례 

.

30  중반, 여. 

성인 여드름.

1년 전부터 얼굴에 하나 둘 뾰루지 올라오기 시작.



 제3장 체험사례 001123

① 이OO 약사

웃는 게 너무 예쁜 환자분♥(6월 14일 오후 

3:05)

② 김OO 약사

환자분미소가 너무 예쁘네요.(6월 14일 오후 

6:04)

③ 류형준 약사

한 달 사이인데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도 바이러스는 최소한 6개월의 뿌리를 뽑

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14일 오후 9:58)

사춘기 때도 없었던 여드름이 스트레스와 면역력

이 떨어지면서 얼굴 전체에 생김.

생리 전 더 심해지고 극심한 피로감에 살이 빠짐.

성인 여드름은 바이러스다!!

이해시키고 치유 시작.

4월 25일 안티OOO 써클OO 111 111

3일 후, 이 약 맞는 것 같아요~

7일 후, 많이 좋아졌고 피로감이 개선. 회사에서

얼굴 좋아졌다고 알아봐 줌.

7일 후 사진입니다

계속 111 111 복용.

바이러스가 많아서 명현이 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 

지나갑니다. 생리 전 잠깐 올라 왔다가 좋아졌고

식욕도 좋아져서 저체중이 정상으로. 일상에 활력

이 넘친다고 행복해합니다.

1달 후 변화

안티OOO 써클OO는 수학 공식처럼 아픈 것들 

입하고 풀어 나가면 정답인 치유가 나오는 것 같습

니다. 전에는 속 열 끄는 약으로 전전긍긍했을 텐데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14일 오후 6:30

서OO 약사 

#체험사례 

63년생, 여. 

표증상: 

만성피로, 유방암환자입니다

주요증상: 

깊은 잠을 못 잔다. 온몸이 아프다.

방사선치료 받으면 힘이 없다.

투약:

2018년 2월 2일

써클OO 11 안티OOO 11

3월 6일

써클OO 11 안티OOO 11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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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암 환자는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가 가

장 기본적인 처방입니다.

섣부른 림프순환은 자칫 암세포의 전이를 도

울 수 있으니 차라리 확실하게 순환시켜서 암

세포가 살지 못하는 제 로 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14일 오후 10:11)

② 서OO 약사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6월 15일 오전 11:34)

① 류형준 약사

이런 분은 단순히 좋은 피로회복제가 아니라 

치유의 길을 함께 가야할 분입니다.

자리에 앉게 하고 책을 드리고 차분히 설명해 

보세요. 이 정도로 불편하면 틀림없이 치유의 

길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15일 오후 5:04)

② 김OO 약사

네, 시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6월 16일 오후 6:37)

써클OO 11 안티OOO 11

5월 1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6월 14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그 외 효소제제 사증후군약, 부신피로증후군

양제, 엽산. 면역증강제 같이 투약함.

경과반응:

덜 피곤하다 하십니다.

2013년부터 오시는 환자분이신데 ‘뭐라도 좋은 것

이 없나?’ 찾던 즈음에 2018년 2월 2일부터 드렸습

니다. 

제발 완치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드리는 분입

니다. 항암치료를 잘 버티게 하고 더 나아가서 치유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14일 오후 11:04

김OO 약사 

#체험사례 

59세, 남.(중화요리 주방장)

속이 안 편해서 거의 매일 내과 가서 주사 맞고 오시

는 길에 약국에선 쌍화탕과 아로나민골드 두 알 드

시고 그러시더니 한 달 전부터는 준 종합병원에서

위장약과 콜레스테롤 약 복용.

그러던 중 감기 몸살로 내과에서 주사 맞고 오셔서 

피로회복제 제일 좋은 거로 4일 드심. 어디가 안 

좋으시냐고 물었더니 그냥 힘들다고 하심. 

피로회복제에 써클OO 1-2포 곁들여서 드림. 

3일 정도 드시더니 좋다고 하신다.

쌍화탕 1병과 써클OO 5포

어제도 쌍화탕 1병 써클OO 2포

오늘도 쌍화탕 1병 써클OO 5포

사가지고 가심.

안티OOO와 써클OO 설명 듣고 가시면서

들어도 잊어버려, 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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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많이 속상합니다.

먼저 안티OOO 써클OO가 단지 염증약으로만 

인식되니 속상합니다.

다음은 하루 일 못하면 벌지 못하는 돈이 얼마

인데 비싸다고 하니 속상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15일 오후 5:09)

② 김OO 약사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독 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세민 아파트 상가입니다.(6

월 15일 오후 6:43)

③ 김OO 약사

6회분 더 사 가면서 수술 안 하고 낫게 해주셔

서 감사하다네요~ (전에는 발톱 자르는 수술

을 했다네요.)(6월 16일 오후 12:26)

① 류형준 약사

이런 작은 인연들이 모여서 큰 길을 만들어 

갑니다.

감사합니다.(6월 15일 오후 5:17)

2018년 6월 15일 오전 10:49

김OO 약사 

#체험사례 

65세, 여. 

왼쪽 엄지발톱 안쪽이 파고들어

염증이생기고 아프다고 절뚝거리면서 걷는다.

상처연고는 발라도 소용없다고 한다.

노동일 하시는 분이라 일 못할까 봐 걱정.

안티OOO 1 써클OO 2 로 하루분 드시고 안 아파서 

일도 하셨단다. 피로도 덜 하시다고 하신다. 

비싸다고 투덜 시면서도 4회분 더 사 가신다.

2018년 6월 15일 오후 12:54

서OO 약사 

#체험사례 

61년생, 여.

주 호소증상:

왼쪽 옆구리 통증

진통제와 근육 이완제 주세요! 

6월 11일

진통제와 한방 근육 이완제

써클OO 222 2일분 12포 드림.

경과반응:

6월15일 내국 함.

우리 아저씨가 먼저 번 내 증상과 똑같은데 먼저 

번 그 약 3가지 달라 신다. 효과는 어떠셨냐고 물어

보니 좋았어요, 하시네요.

치유의 길 설명 드리고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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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

림프순환촉진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하는 체

험사례입니다.

림프순환촉진은 요술방망이처럼 여러 증상을 

개선하는 요술을 부립니다.

감사합니다.(6월 15일 오후 5:18)

2018년 6월 15일 오후 12:59

김OO 약사 

#체험사례 

이0진, 60세, 여.

왼쪽 눈썹주변 얼굴이 붓고 좁쌀 같은 발진 몇 개.

얼굴이 좀 일그러져 보임.

피부과 진료 받고 주사 맞고 항히스타민제 처방받

고 오심.

환절기에 가끔 나는데 시간이 가야 해결된다고 한

다. 병원약이랑 같이 먹어도 된다고 써클OO만 2포 

드렸다.

다음날 80퍼센트는 좋아진 거 같다고 오셨다.

안티OOO 써클OO로 각 1,2로 4회분 더 사 가신다.

치유의 길도 안내했다.

2018년 6월 15일 오후 1:02

서OO 약사 

#체험사례 

박 0, 39세, 남.(174cm 105kg) 

(5월 25일 체험사례 올렸던 분입니다.)

 

표증상: 

공복혈당 140, 혈압 140/85

주요증상: 

눈이 쉽게 피로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다. 

목 위로 식은땀이 난다.

투약:

5월 9일

써클OO 333

 

5월 17일

써클OO 333 안티OOO 111

6월 1일

써클OO 333 안티OOO 111

6월 15일

써클OO 333 안티OOO 111

경과반응:

피로감 감소함.

아침에 일어나기가 쉬워짐.

몸무게 2kg 감소함.

장 횔동이 좋아져서 변이 시원하게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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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치유의 길로 건강함 찾는 환자분들 복 받으셨

어요. 안티OOO 써클OO는 장복해도 마음이 

든든합니다.(6월 15일 오후 1:06)

② 서OO 약사

김OO 약사 네. 감사드립니다.(6월 15일 오후 

1:49)

③ 류형준 약사

혈압과 혈당도 개선되는 마법이 일어나서 체

험사례로 다시 올라오길 기 합니다.

항상 치유의 길을 함께하는 서OO 약사님이 

고맙고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15일 오후 5:20)

① 류형준 약사

6개월 차 동안 말없이 약을 갖고 가면 틀림없

이 뭐가 좋아져도 좋아진다는 것인데 몰랐던 

것을 한꺼번에 확인하니 계를 탄 기분이겠지

요. 안OO 약사님이 잘 인도하니 지금까지 왔

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15일 오후 5:25)

1년 이상 복용해서 완전 치유의 길 가자고 설명 드

리고 혈액 검사하면 결과지 꼭 가지고 오라고 당부!

2018년 6월 15일 오후 1:06

안OO 약사 

#체험사례 

김0철, 51세, 남.

4월 10일 글 요통.

말없이 또 저 약 달라고 합니다.

오늘 6개월 차 시작

오늘은 작정하고 물어봤죠.

지난 번 눈의 피로 감소, 혈압 안정을 별개로 알아

들었으나 다시 확인하니 조절 안 되던 혈압으로 늘 

눈이 충혈 되고 피로를 느꼈으나 이 명품 복용 후 

혈압이 안정되면서 눈의 충혈과 피로가 소실되었

다는. 림프순환이 역력히 좋아진 결과로 판단하고 

혹시나 하며 물었죠. 

“혹시 성 기능의 변화는 없었나요?”

항시 피곤해 그쪽으론 무신경했는데 그 부분도 분

명 변화가 있어 좋다네요. 묻기 전에 먼저 얘기해줬

으면 좀 좋을까. 참, 입이 무거운 분 맞네요. 뭐 옆구

리 찔러 절 받아도 기분은 좋습니다.

가시면서 좋다는 소리 연발합니다.

주소증인 요통이 잡히고 덤으로 호전되는 증상이 

달이 거듭될수록 늘어만 갑니다.

2018년 6월 15일 오후 2:11

조OO 약사 

#체험사례 

54세, 남.

스케일링 후 잇몸치료.

써클OO 안티OOO 복용 중.

차거나 뜨거운 음식 먹을 때 깜짝 놀람.

금 안가고 깨지지도 않음. X선 확인.

2주전 스케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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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치과 스케일링에도 써클OO가 좋군요.

감사합니다.(6월 15일 오후 5:36)

① 류형준 약사

시험관 시술이면 불임시술을 말하는 것이죠.

안티OOO와 써클OO로 불임에 도전하기 바라

는데 아직은 시기상조겠지요.

그래도 남편분은 많은 증상개선을 보 으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15일 오후 5:38)

어제 잇몸치료. 

레진 및 패이고 상처 난 곳 때워주고 이것, 저것 

하는 듯. 고3 친구라 편의 봐주고 하루에 다해 줌. 

1시간 넘게 죽다 살아남.

물론 마취도 넉넉히 해주고 무료로 해줌. 

마취 깨면 아플지 모르니 진통제 복용하라 함.

저녁에 다른 진통제 복용 안 하고 써클OO 안티

OOO만 먹어도 큰 통증 없고 약간 몸살 끼도 사라

짐.

지난번 스케일링 전에 써클OO 2포 복용 후 스케일

링. 큰 무리 없고 통증도 경미하게 지나감.

2018년 6월 15일 오후 2:11

조OO 약사 

#체험사례 

홍00, 30  후반, 남.

하지부종

오래 서서 일하는 직업

늘 다리가 무겁고 통증과 피로감으로 힘들어함.

시험관 시술하러 오신 부인이 상담.

6월11일 써클OO 111 1주일 가져감.

오늘 채취 후 남편과 함께 방문.

약 받고 남편 한마디.

그것 마약 같다 하시네요. 

림프순환으로 염증물질, 독성물질, 증가된 체액체

거해서 부종 개선시키고 신경 압박을 개선해서 통

증 개선을 시킨 것이라고 증상 개선뿐 아니라 치유

될 수 있도록 해보자고 책과 찬 것, 매운 것 드시지 

말라고 강조.

설명을 듣던 부인 묻습니다. 

여자도 먹어도 되냐고, 당연하죠. 

자궁, 난소 조직에 림프순환을 시켜서 착상에 도움

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일단 소포장 가져가심.

부채랑 사은품 도착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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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약사님들과 함께 꿈꾸는 약국이고 약사의 모

습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15일 오후 5:41)

① 류형준 약사

전형적인 치유의 길에 모범답안입니다.

안티OOO 써클OO 6개월 써클OO 1년

앞으로 1년 후에 얼마나 건강해진 모습이 될

지 기 가 됩니다. 

감사합니다.(6월 16일 오전 9:01)

2018년 6월 15일 오후 2:38

최OO 약사 

#체험사례 

김윤0, 39세, 여.(보통체형)

남편과 함께 조그만 요양 보호소 운 . 요양보호사

구내염이 자주 생기는 편.

6월 7일 목통증이 심해서 항생제 포함된 병원 처방 

약 먹어도 안 듣는다며 내방하심. 전에 안티OOO 

써클OO 급성질환에 먹어서 잘 들었던 경험이 있으

셔서 바로 안티OOO 111 써클OO 222로 2일분 드렸

습니다.

궁금하던 차에 오늘 6월 15일에 오셨길래 그때 어

떠셨는지 여쭤보니, 먹고 하루 지나고부터 좋아지

고 2일 후엔 완전히 다 나아서 다시 한번 이 제품이 

좋다는 걸 느끼셨다고 하시면서 계속 드시는 걸 진

지하게 고민해보겠다고 하시네요.

구내염과 인후염이 자주 생기고 몸이 무겁고 피곤

하셔서 필요성을 느끼시고 계시네요. 다시 한번 잘 

설명 드리고 충분히 생각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렸

어요.

환자분이 인정해주시고 만족해하시니 참 보람 있

고 기쁩니다.

2018년 6월 15일 오후 7:49

강OO 약사 

#체험사례 

박00, 40 , 여.

얼굴에 기미 같은 잡티가 많고 몇 달 전부터 팔을 

올리면 저리다고 함. 친정어머니 자궁암, 언니 자궁 

적출. 본인도 생리 불순에 생리양 적음. 만성 빈혈. 

변비 심함.

안티OOO 써클OO의 치유 프로그램으로 빈혈과 집

안 자궁 병력의 원인인 바이러스 퇴치하기로 상담

드림.

유산균, 비타민씨, 미네랄 복용 중

안티OOO 11 써클OO 11 한 달

현재 6개월째 복용 중.

팔 저림 없어졌고 기미 잡티 옅어짐.

변비도 많이 호전됨. 말 안 했던 어깨 근육통도 좋

아졌고 생리도 제날짜에 했다고 좋아함.

써클OO로 1년 더 드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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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강OO 약사님이 어르신의 말년을 정말 행복하

게 만들고 있습니다.

치매가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살아있는 타인이 

되고 가족들과도 안타까운 관계가 됩니다.

그런 불행한 상황을 막아드린 것입니다.

큰 복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16일 오전 9:03)

① 김OO 약사

써클OO 만으로도 효과가 충분히 있나보네요 

~ 용량이 참 중요한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하네

요.(6월 15일 오후 11:47)

② 류형준 약사

급성 치핵에서 훌륭한 결과를 얻었으니 축하

드립니다. 이제까지 체험사례를 검토해보면 

항문질환에는 빠른 개선이 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감사합니다.(6월 16일 오전 9:07)

2018년 6월 15일 오후 7:58

강OO 약사 

#체험사례 

전00, 78세, 남.

(파킨슨 10년 저번에 체험 사례 올렸던 분.)

병원에서 6개월 안에 치매 온다고 환자 앞에다 두

고 얘기해서 상담 중 울었던 분.

써클OO 11 뇌 양제 아미넥스 한 달

현재 6개월째 복용 중

온다던 치매는 안 오고 외려 기억력 호전 걸음걸이 

호전. 얼굴색 좋아지고 피부도 윤기가 남.(신경 세

포 손상이 증상에 비해 심하진 않으셨나 봅니다.)

이분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드셔보겠답니다.

2018년 6월 15일 오후 8:37

최OO 약사

#체험사례 

20 , 남. 

급성 치핵 

과로 후 격한 운동을 했는데 치핵이 나와서 너무 

아프다고 약국에 옴.

6월 14일 연고 달라길래 혈관이 뭉쳐서 순환이 안 

되니 먹어서 빨리 풀어주면 좋겠다고 설명.

써클OO 222, 치질 연고, 좌욕 권유.

6월 15일 

써클OO 주세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1주일 이상 걸린다던데 다 나았어요!! 한다.

이 약 진짜 좋아요~~연발.

10포 더 투약.

써클OO를 알기 전에는 애매한 약으로 고생시켰을 

텐데 안티OOO 써클OO 있으니 보람이 넘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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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심 약사님 저도 지난 일요일 목욕탕에서 옆으

로 넘어져서 다쳤어요. 평소에 써클OO 2 안티

OOO 1 하루 두 번 먹었는데 일요일엔 써클

OO 3 안티OOO 2 하루 세 번씩 용량을 5일을 

늘여서 먹었어요.

왼쪽 유방 옆이 누웠다 일어날 때 엄청 아팠어

요. 근데 약국 일을 할 수 있게끔 정말로 감사

했어요. 안티OOO 써클OO가 없었다면 진통

제 근육 이완제를 복용했을 겁니다.

참 써클OO 안티OOO의 혜택을 제 로 보고 

있네요..(6월 16일 오후 12:51)

② 심OO 약사

김OO 약사님

그렇죠. 정말 신기하죠.

안티OOO의 혜택으로 삶이 더 즐거워졌습니

다.^^(6월 17일 오후 4:05)

③ 류형준 약사

멍이 안 생기기보다 멍이 잘 빠지니 출혈된 

적혈구들이 변색하고 자리 잡기 전에 림프순

환을 통해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확  사고를 하면 뇌출

혈의 예방에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7월 3일 오전 7:04)

2018년 6월 16일 오전 9:54

심OO 약사 

#체험사례

안녕하세요.

제 체험사례입니다.

심한 충격에도 멍이 안 생기는 신기한 체험사례입

니다.^^

안티OOO 써클OO를 11로 하루 2번 꾸준히 먹은 지 

3달이 넘었습니다.

한 달 전쯤 마약 장을 열고 마약 개수를 세다가

마약장 속 잔량 마약이 바닥에 떨어져서 줍느라

마약장이 열린 것을 깜빡했었습니다. 무심코 고개

를 들어서 일어나다가 열린 문에 이마와 머리 부위

를 쾅-!!!

이마를 부여잡고 뒹굴뒹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

고 띵한 상태로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집으

로 돌아온 후에도 머리가 괜찮을지 걱정.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이 이마에 멍이 안 생기는 

겁니다. 원래 제가 멍이 쫌 생기는 스타일인데.

다음 날도 멍이 안 생기고 안티OOO 써클OO 덕분

인 것 같아요. 

며칠 동안 머리가 아프고 해롱해롱했지만 꿋꿋이 

안티OOO 써클OO 22 하루 3번 일주일 후 머리도 

맑아졌어요.

안티OOO 써클OO을 만나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좋은 제품 감사드립니다.^^

2018년 6월 16일 오전 11:41

서OO 약사 

#체험사례

송00, 63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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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덜 붓고 덜 피곤하고 깊은 잠을 잔다.

참 개선하기 어려운 증상인데 치유의 길에서

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번 확인해 주시는 서OO 약사님 감사합니

다.(7월 3일 오전 7:09)

표증상: 

머리 염증, 머리 비듬.

주요증상: 

만성피로, 다리 부종, 만성비염.

아침이면 얼굴이 붓는다.

투약:

병원 처방 약 플루코나졸 제제와 같이 투약함.

6월 1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써클OO 안티OOO 45포씩 가져가심

경과반응:

오늘 16일 오심.

얼굴이 덜 붓는다.

덜 피곤하다.

깊은 잠이 온다.

머리염증과 비듬은 오래 치유의 길을 가야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써클OO 안티OOO 각각 45포씩 가져 가셨습니다.

2018년 6월 16일 오전 11:58

안OO 약사 

#체험사례 

이0옥, 73세, 여.

주소증: 어지럼증

의보 환자로서 위 증상이 심해지면 의원에서 권하

는 링거 수회 맞았으나 무효.

한약 지으러 오셨네요.

적혈구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제 수명인 6개월을 채

우지 못한 게 한 원인일 수 있고, 뇌의 림프순환 

부전도 한 원인이나 원인이야 어쨌든 치유 방법은 

같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안티OOO 써클OO 11/21,

자율신경 정상화 제제 한 달.

밝은 웃음보이며 오늘 입장.

걱정하던 명현 반응 없이 현훈 반 이상 호전과 눈물 

흐름, 글씨 볼 때 눈 뿌리 통증, 요통, 요실금, 야간

뇨, 수족냉 감소.

그간 맞은 링거 다 합쳐도 이처럼 효과 없었다며 

만족. 

눈 피로, 불면, 견비통, 얼굴의 자한 등 아직까지 

무반응인 증상들도 좋아지리라 기 하며 안티

OOO 써클OO 정량, 자율신경 정상화 제제 한 달. 

함께 오신 안티OOO 써클OO 6개월 차 선배님이 

적어도 6개월은 꼭 써야 한다며 저 신 멘트 날려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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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와 환자분이 치유의 길에서 건강을 찾아가는 

모습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6월 16

일 오후 12:36)

② 류형준 약사

만성 빈혈은 적혈구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적

혈구의 수명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것이니 항

바이러스제의 투여가 필요하다고 한 말을 기

억하고 계시는군요.

거기에 림프순환촉진까지 더해서 어지럼증을 

개선합니다.

이미 안 약사님의 실력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더 감탄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7월 3일 오전 7:13)

2018년 6월 16일 오후 12:50

노OO 약사 

#체험사례 

1. 정형0, 40 , 여.

성  결절

두 달 전에 성  결절 진단받고 이비인후과 의사가 

평생 갈 거란 말을 듣고 안티OOO 써클OO 111/222 

4주간 지속하면서 빈혈도 목소리도 거의 정상으로 

와서 101/202 2주 먹고 노래도 부드럽게 잘 부를 

정도로 호전되어 101/101 2주 복용 후 이비인후과 

두 달 만에 방문. 의사가 평생 갈 거란 성  결절이 

두 달 만에 거의 흔적만 조금 남고 없어지자 깜짝 

놀라서 이렇게 두 달 만에 없어지기 쉽지 않다고 

거듭 말함

4주간 고용량이 결정적 +요인

2. 주창0, 50 , 남.

입술 포진 

입술 포진으로 가려움 통증 호소하여 안티OOO 써

클OO 111로 1일 드리면서 입술 포진 외에 염증 물질 

배출과 원인균 제거로 순환기 호흡기 근골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아내가 가끔 편두통이 있어 먹

어보겠다고 소포장 한 통씩 드리고 일주일 후 전화

드리니 입술 포진은 하루 만에 물집이 올라오려다

가 사그라지면서 나았고 편두통은 본인이 아내보

다 더 심해서 복용 중인데 아직 반응이 없다고 해서 

써클OO을 두 배로 올려 드시라고 함.

3.김 0, 78세, 여. 

당뇨 하지부종

평소 당뇨약 아로나민 이가탄 드시는데 한 달 전에 

당뇨가 조절이 안 돼 운동과 식이요법 진행 중인데 

여의치 않자 도움 요청하셔서 각탕법 전파 함, 

한 달 뒤 당뇨약 타러 오셔서 약사 선생님 너무 고맙

다고 각탕법을 한 달 정도 하고 나니 당뇨도 정상으

로 돌아오고 히지부종도 너무 좋아지고 관절 통증

까지 좋아졌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따님이 새 아파트로 이사 가시자고 했지만 여기 약

국 아니면 안 된다고 이사 절  불가하다고.

아 각탕법이 너무 감동을 줍니다.

4. 감방0, 60세, 여. 

어깨와 다리 통증 부종으로 한 달 전 써클OO 101 

로 한 달 드시고 이번에 한 달 더 구입하시면서 어깨 

통증이 너무나 좋아졌고 하지부종도 급호전되어 

통증 소실. 온몸이 가벼워져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힘닿는 그날까지 

드셔보시겠다고 선언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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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저는 성  폴립이 생겨 한 달 여간 목소리가 

아주 안 나와 마스크 쓰고 직원이 신 언해

주며 살았었습니다. 목을 쉬면 조금 풀리다가 

좀 무리하면 조여 오는 통증과 목소리 잠김의 

반복. 그러던 중 안티OOO 써클OO 만나고 

다시는 목소리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6월 16일 오후 9:39)

② 류형준 약사

성 폴립도 엄 히 보면 염증에 의한 부종이

고 적입니다. 당연히 림프순환촉진이 적을 풀

게 도울 것입니다.

또한 오래된 염증이니 바이러스 퇴치는 당연

한 이야기겠지요.

성  결절은 많이 까다롭고 쉽지 않았던 증상

인데 빠르게 확실하게 개선된다니 감사합니

다.(7월 3일 오후 2:04)

남편인 목사님도 치유의 길로 인도하시자고 하니 

아직 남편은 몰라요 때가 되면 인도하시겠다고.

2018년 6월 16일 오후 1:52

한OO 약사 

#체험사례

1. 아들이 임파선이 붓고 열이 조금 난다고 오심.

림프 순환 설명 드리고 써클OO 111 이틀 분 드림. 

이틀 뒤 오셔서 많이 좋아졌다며 임파선이 자주 붓

는데 집에 두고 먹인다고 소포장 구매. 안티OOO도 

말씀드렸으나 써클OO만 먹어도 나았다고 보류. 며

칠 뒤 오셔서 인터넷 찾아보니 안티OOO도 먹여야

겠다고 소포장 구매. 책자 드리고 명현 및 6개월 

복용 원칙 말씀드림.

2. 골절 후 부종, 온몸통증

저희 어머니입니다. 거실 바닥에서 미끄러지셔서 

손목뼈 골절. 검사 결과 철심 박는 수술을 해야 되

는데 붓기가 심해 당장은 못하고 하루 이틀 더 있어

야 된다고 함. 원래 안티OOO 써클OO 정량 복용 

중이셨는데 그날 저녁 써클OO 3포 복용. 다음날 

아침 붓기 많이 줄어들어서 바로 수술진행. 온몸이 

다 욱신거리던 것도 많이 좋아짐.

수술 후 안티OOO 111 써클OO 222 복용. 같은 입원

실에 마침 똑같은 골절 수술한 아주머니가 두 분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만 회복이 월등히 빠른 걸 보

고 안티OOO 써클OO 구매 요청. 드시고 부종 개선

은 물론 원래 음식 드시면 속이 항상 불편했는데 

속이 편해졌다 하시고, 다른 분은 변이 잘 나오고 

몸이 가볍다고 하심. 책자 드리고 퇴원 후 꾸준 복

용 권장.

3. 만성피로. 몸이 자주 붓고 멍이 잘 듦.(30세,여)

소화 기능, 피부, 통증 등 다른 문제는 전혀 없어서 

써클OO 201과 이담 작용 좋은 간장약 001 드림. 

친구 동생이라 나중에 후기 들려 달라 했더니 열흘 

뒤 친구가 신 전해준 메시지 내용입니다.

｢열흘밖에 안 지났지만 줘도 되나??｣
★먹기 전 상태: 피곤하고, 아침에 자주 붓고, 몸에 

멍이 잘 듦. 가루/튀긴 거/매운 거 자주 먹음. 

★실제 복용: 아침식사를 하지 않아서 신 써클

OO의 경우 점심 식후 1포, 저녁 식후 1포로 먹었음. 

먹는 동안 다른 식습관 및 생활패턴 변화 없었음.

( 가루/튀긴 거/매운 거 여전히 자주 먹음)

★변화: 주말에 피곤하고 늘어지는 증상 개선. 아예 

안 피곤한 건 아닌데 상 적으로 덜 피곤하다고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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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많이 진화하고 계시니 

반갑습니다.

3번의 사례는 안티OOO를 같이 먹는 것도 좋

은 방법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약사님이 환자의 생각까지 미리 짐작

해서 정리하기 보다는 설명은 약사님 몫이고 

선택은 환자 몫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을 듯합

니다.

환자들에게 스스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환자

들이 약사님을 믿고 스스로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방법을 설명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차선책을 정하는 것입니다.

미리부터 차선책을 최선책으로 설명할 필요

는 없습니다.

치유의 길은 그렇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17일 오후 6:04)

낌. 붓기는 아직 드라마틱 한 변화를 잘 모르겠는

데, 일단 몸에 멍이 잘 안 듦. 평소 다리 마사지기 

이용하면 종아리에 멍이 생겼는데, 약 복용 후에는 

멍이 안 생긴다!

★기타 의견 : 써클OO 분명 EASY CUT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안 뜯김. 3개 중에 1개는 가위 써서 뜯음.

일반 믹스커피 EASY CUT을 생각하면 안 됨. 

나머지는 양제를 더 길게 복용해보고 개선점 말

해줄게」

종아리 통증은 얘기가 없었는데 다리 마사지기를 

쓴다고 해서 써클OO 증량 말해주고 빠른 증상 개 

선을 위해 음식 조절 다시 강조.

4. 만성 통증 (50 , 남)

안티OOO 만으로 통증 개선이 빠르게 된 사례입니

다. 1번 사례 아주머니가 써클OO로 아드님 임파선

염에 효과 본 후 책자보고 남편분께 안티OOO를 

먹어보라 했는데 온몸 여기저기 아프던 게 낫는 거 

같다고 더 사 오라 한다고 오셨습니다. 3일 정도 

안티OOO 111로 드셨다는데 아직 명현은 없다 하시

고 표정과 목소리는 효과에 감동하시는 듯했습니

다. 써클OO 병용 말씀드렸으나 가격부담으로 일단 

안티OOO만 60포 사 가고 명현이 심하면 써클OO

도 사 가겠다 하시네요.

※ 보통 의심 많고 가격에 놀라는 환자분들에게 빠

른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써클OO 고용량 투여만 

생각했었는데 이번 사례로 통증에도 안티OOO를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6월 16일 오후 2:11

김OO 약사 

#체험사례 

1. 30세, 남.(사실 저희 아들)

발목이 자주 아픔.

군 에서 삐끗.ᆞ

계속 힘들고 하면 꼭 발목 아픔.

병원에서 정  검사 까지 함.(MRA)

한의원도 다님.

써클OO 101 처음에 5일 먹음.

안 아프다고 해서 계속 먹임.

안티OOO 까지는 약 많다고 투정.ᆞ

그러더니 발목 안 아프니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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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3번의 경우는 며칠 지나면 잠이 일찍 깨고 개

운할 것입니다. 오래가지 않는 명현 증상인데 

계속 먹게 하세요.

그리고 1,2,3번 모두 안티OOO과 함께 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17일 오후 6:07)

“엄마, 써클OO 약 엄청 좋은 약이야!!”

2. 50 , 남 ᆞ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오심.

진통제 강한 것 찾음.

나프록센 제제와 써클OO 3포만 드림.

같이 복용하시라고 1알에 1포

2일 후. 써클OO만 사러 오셔서 한통 사 가심.

머리가 개운하고 진통제 없이 1포 먹었는데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3. 40 , 여.(뚱뚱) ᆞ

피곤해 보임.ᆞ

눈이 왼쪽이 아프다고 해서 안과 갈 시간 없다고 

하셔서 써클OO 5포만 복용하시고 안약 권해드림. 

그다음 날 바로 오셔서는 한포 먹었는데 눈 아픈 

게 다 나았다고 하며 근데 잠이 너무 와서 약 먹기 

겁난다고 평소 잠을 잘 못 자고 뒤척 는데 약을 

먹으면 그냥 골아 떨어진다네요.ᆞ

한통 사 간다고 해서 아침저녁으로 늘리라고 했더

니 잠이 너무 와서 겁나서 못 먹겠다고 합니다.

2018년 6월 16일 오후 2:53

이OO 약사 

#체험사례

78세, 여.

지인의 어머니십니다.

평소 고혈압약과 고지혈증약 드시는 분인데 어제 

갑자기 눈앞이 흐릿하고 어지럽고 똑바로 못 걷는 

거 같아 혹시 풍인가 싶어 동네의원 갔더니 큰 병원 

가라 해서 인근 큰 병원에 갔었습니다, 타이레놀 

이알 처방 내주며 지켜보다가 MRI 찍어 보자며 검

사 예약을 해주더랍니다.

그 소동이 있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침에 소라를 

삶아 먹었는데 혹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

각이 들어 저한테 먹을 만한 약이 있는지 전화가 

왔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소라 독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었습니다.

안티OOO 1포 써클OO 1포씩 저녁 식후에 주무실 

때 한 번 더 드시고 토요일 일요일 1일 3번 드시라고 

챙겨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전화하니 지금은 평상시처럼 아무렇지

도 않다고 하십니다. 풍이 아니어서 다행이고 소라 

독 증상이 빨리 소멸돼서 더욱 다행입니다.

근데 왜 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환자가 뭘 먹었는

지도 체크도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약사님들 소라 독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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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OO 약사

의사들의 가장 큰 단점이죠.

종합적인 사고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만 보고 판단하는 단순사고로 진단하

죠.(6월 16일 오후 3:23)

② 박OO 약사

소라 먹을 때 제거하고 먹어야 할 부분이 있는

데 그것을 먹었나 봅니다.(6월 16일 오후 

5:01)

① 류형준 약사

이런 분들 어디든 꼭 있습니다.

자기는 제 로 안 먹고 약국에 와서 약사 탓만 

합니다. 제 로 먹고 나서 증상 병화가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6월 17일 오후 6:21)

① 류형준 약사

어떻게 먹었든지 증상 개선이 빠르고 확실하

면 좋은 것입니다.

세균성 일 때는 세균과 싸우는 안티OOO와 

유산균이 빠를 수 있고 자극성인 음식물에 의

한 경우에는 안티OOO와 써클OO가 빠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6월 17일 오후 6:24)

2018년 6월 16일 오후 11:48

김OO 약사 

#체험사례 

남자

20여 일 전, 손바닥 껍질이 벗겨지고 굳은살이 생

긴지 2-3개월 됐다고 합니다. 치료 잘한다는 곳에

서 연고도 발라 봐도 별 차도가 없었다고 하네요. 

써클OO와 안티OOO 설명 드리고 소포장 각 1통씩 

사가지고 가셨습니다. 

오늘, 손바닥을 들이 며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효

과가 없다고 항의하십니다. 그런데 몸은 가볍다고. 

‘10일분 드렸는데 열심히 안 드셨군요.’했더니 아직 

남아 있다고 다 드시고 오겠다고 하곤 가시네요. 

2018년 6월 17일 오전 2:18

방OO 약사 

#체험사례 

50  초반, 여. 

지난 11월부터 써클OO 안티OOO 복용해 오던 중 

(치험예는 다음) 서울에 친구들을 만나러 간 날 저

녁 잠자리에 들자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설사. 배가 

많이 아파 안티OOO 2포와 유산균 복용함.

5분도 안 되어 뱃속에서 부글부글했던 것이 가라앉

으면서 뱃속이 푹 꺼지는 느낌이 들며 바로 편해짐.

갑작스러운 복통 변 후 불쾌함이 써클OO 2 안티

OOO 2 먹을 때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몸속에서 세균 바이러스가 죽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이후에도 계속 치유 과정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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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7일 오전 3:04

방OO 약사 

#체험사례 

80세, 여.

당뇨 

다리 수술 후 항생제를 복용하여도 낫지 않으심.

써클OO만 20포 (사진은 이전 체험예)

써클OO만 20포 (상동)

5월 28일 

바이러스 감염이라 하셔 안티OOO를 추가해 드려

야 하는데 저를 만나지 못했어요. 써클OO만 드시

던 중 지나가시는 중에 찍은 사진임. 

5월 30일

안티OOO를 드셔야 함을 설명. 

(써클OO 10포 안티OOO 10포) 드리고 사진 찍음. 

6월 12일 

약을 잘못 줘서 너무 힘들었다며 써클OO만 드시겠

다 함. 토하고 아무튼 너무 힘들어 안티OOO는 싫

다는 것을 바이러스 감염과 당뇨약도 그만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잘 체크해보시자 설명함. 

사실은 어제 병원 가서 발등 부분 뼈가 뭉개져 수술

해서 쇠를 세 개 박아 넣은것 빼고 오셨다 함. 

걷는 게 불편하지 않으시니 빨리 빼고 싶어 가셨다 함.

당뇨 조절과 세포의 치유를 다시 천천히 말씀드리

고 써클OO 202 안티OOO 101 드시자 하니 당뇨약 

안 먹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기 하시며 쌈짓돈을 

놓고 가심.

상체 부분 부어 있던 살이 많이 빠지심.

그리고 걷기 편해지시니 걷는 운동하신다 해서 호

보법 다시금 말씀드림. 

명현으로 써클OO 222 안티OOO 111 쓰기 불안해서 

써클OO만 썼던 분인데 서클 한 달 쓰고 안티OOO

이 들어갔어도 명현 증상으로 환자 거부가 있었음. 

하지만 역시 써클OO 처음엔 효과 크지만 어느 순간 

되니 안티OOO가 들어가지 않으니 진전이 없었음.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상태) 

 

써클OO 222를 111로 줄여 드시고 오셨지만 당신은 

그것만으로도 효과를 보니 계속 드실 요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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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네. 앞으로의 환자분의 달라지는 모습이 너무 

기 가 됩니다. 기다리고 있겟습니다. 감사합

니다.(6월 17일 오전 8:36)

② 류형준 약사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안티OOO와 써클OO는 증상 개선은 같을 수 

있지만 작용하는 방식이 다르기에 서로의 한

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상황 역시 많은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17일 오후 6:27)

① 김OO 약사

방OO 약사님 체험사례 기다렸습니다. 또 한

분이 치유의 길에서 행복과 웃음과 제일 중요

한 건강을 찾으셨네요.

감사합니다.(6월 17일 오전 8:34)

② 류형준 약사

저는 1년이면 10년이 젊어질 수 있다고 하는

데 방OO 약사님은 두 달 만에 20년을 젊어지

게 하 습니다.

청출어람이라고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좋은 체험사례에 감사드립니다.(6월 17일 오

후 6:29)

이번엔 써클OO 202 안티OOO 101 드시고 치유의 

길로 잘 인도해 보겠습니다.

2018년 6월 17일 오전 3:36

방OO 약사 

#체험사례 

50 , 여.

2016년 9월 좌측 설하 신경마비 증상으로 입원, 

두골의 설하 신경 압박하는 양성 종양으로 수술 후 

두피 지루성 피부염으로 치험예 올렸던 환자.

6월 7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6월 13일 써클OO 202 안티OOO 101 

4월 10일부터 지금까지 두 달 만에 정말 딱 20년 

젊어지신 듯합니다. 

지난 4월에 뵈었을 때 얼굴 칙칙하고 뭔가 화가 난 

표정이 이젠 20년 전에 뵈었던 윤기 있고 웃는 얼굴

로 변신해 오셨어요. 

13일 지방 선거일에 친척 분 선거 도우미 활동 중 

옆 할머니 말씀하시길 참으로 곱고 예쁘다는 말을 

들었다며 함박웃음 지으십니다. 

중간 명현으로 살이 찌는 것 같다 가스가 많이 나오

고 속 불편한 증상이 써클OO 증량과 레몬차 먹고 

나니 참 좋다고 하심. 

그동안 장 때문에 드셨던 청국장환 중단하라고 함. 

안 먹어도 써클OO 안티OOO 얼마나 속이 편한지 

경험하시라 했더니 역시 좋다고 하심. 

몸이 좋아지니 밤새워 옷도 만들고 성지 순례도 다녀

오고 참 행복해하시니 저도 기쁘고 보람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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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7일 오후 5:44

박OO 약사

#체험사례 

026번째 = [써클OO]+[안티OOO]

<02번째 기록>-----------------------

KGM, 52세, 여.(156cm 56kg) 

- 2008년 자궁경부암 수술

- 림프부종 5년 (좌측 다리-우측보다 1.5배 굵음)

- 과거 복용약 (엔테론, 센시아, 셀레나제, 비타민)

- 2017년 11월 7일 [써클OO] 60포/ 1포씩 bid (복

용법 지도 잘 모를 때임)

- 복용 중 과연 약간의 명현이 있어서 며칠 쉬었다

가 복용함.

- 2017년 12월 7일 붓는 기운이 덜 하다고 두 번째 

60포 가져감.

- [안티OOO]를 같이 복용하라고 하 으나 복용약

이 너무 많다고 보류함.

<02번째 기록>-----------------------

- 림프부종은 virus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안

티OOO] 같이 복용토록 설득.

- 2018년 3월 25일 

[써클OO]+[안티OOO] 각 60포 가져감.

- 며칠 후. 림프부종이 더 심해져서 복용을 중단했

다고 연락이 옴.

- 이것이 바로 명현이니까 안티OOO 쉬고, 써클OO

만 2포 tid로 복약지도.

- 다음날 이렇게 신속하게 림프부종이 빠질 줄 몰

랐다며 감탄!!

- 명현이 지나가면 다시 

[써클OO]+[안티OOO]=2+1=tid 복약 지도함.

---------------------------------

- 다리 림프부종→정상 다리 되기 위해 1~2년 복

용 강조

- 첫 시작 때 사진을 못 찍었으나 지금이라도 매월 

사진을 부탁함.

1. 림프부종 심했을 때 사진을 못 찍어서 

(외국 사진 참고)

2. 2018년 5월 21일 찍어 보내온 사진

(17년 말보다는 많이 개선된 상태)

- 2018년 06월 15일 [써클OO] 120포 (2포씩 tid 

지도) <사진원고료로 안티OOO>

3. 2018년 6월 17일 찍어 보내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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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OO 약사

수술로 림프부종이 일어날 때 처방해야겠네

요.(6월 17일 오후 5:49)

② 류형준 약사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는 굵은 것을 

알겠는데 줄어든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으로 부종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궁경부암 수술자이니 안티OOO 111과 써

클OO 222가 기본 처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6월 17일 오후 6:41)

③ 박OO 약사

림프부종의 감소 느낌은 환자가 가장 많이 느

끼고요. 저의 관점은 다리의 좌우 굵기 차이를 

주로 비교 판단합니다.

다리의 좌우가 같은 날이 오기를 기 하면서. 

감사합니다.(6월 18일 오전 11:45)

(5월보다는 개선된 상태)

4. 허벅지만 강조한 사진 

(자세히 안보면 잘 모를 상태)

※ 기타 = 피곤하면 한 번씩 다리 부종 증가함. 그럴 

땐 알아서 용량 조절함.

※ 예전에 비해서 폭 좋아져서 감사하다고 함.

※ 좌우 다리 굵기가 같이 될 때까지 1~2년 복용키

로 함.

※(사진은 본인 동의하에 올립니다)

2018년 6월 18일 오전 9:21

김OO 약사 

#체험사례 

김0철, 60세, 남. 

(전에 올렸던 사례) 

오래전 머리 허리를 다친 적 있어 진통제 가끔 복용.

지난해 심장 스텐트 시술.

당뇨 혈압약 복용.

임플란트 심고 치과 처방 약 먹는데도 잇몸에 농이 

잡히고 아프다고 함.

 

안티OOO 써클OO 초회 12 복용 후에는 11 복용으

로 7회 복용.

잇몸이 낫고 머릿속이 발적이 있던 것이 더 가려워 

심해지면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먹는 동안 혈압 당뇨도 좋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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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한 달 만에 혈압과 당뇨도 좋아져서 약을 끊었

다니 축하드립니다.

환자들은 증상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

다. 증상 개선이 빠르면 다 나은 줄 알고 증상 

개선이 늦으면 안 낫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다 보입니다.

증상이 없어졌다고 다 나은 것도 아니고 증상 

개선이 늦다고 해서 덜 낫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까지 병의 뿌리는 그 로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김현  약사님이 그때까지 치유의 열정을 간

직하고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6월 18일 오후 6:34)

① 박OO 약사

심부름 해주신 할아버지가 내가 미치겠다고 

하셔서 물으니 처음에 약 먹을 때는 지켜 앉아

서 따뜻한 물로 먹이고 했어도 다음날 갔더니 

약이 단단해서 잘 안 씹어지더라고 한다고.

그렇게 따뜻한 물로 먹고 잠시 후에 물 더 먹고 

뜨끈한 물로 손발 담그라고 했건만. 혼자 사신 

어르신들 깜빡하시니 하루 빨리 액상이 나와

야겠어요.(6월 18일 오후 12:02)

② 류형준 약사

액상 준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처방도 보강하고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출시

할 예정입니다.

8월 중순을 목표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

다.

감사합니다.(6월 18일 오후 6:36)

치유의 길을 가자고 설명했더니 지금 당장은 어렵

고 조만간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난 현재. 

의원 검사 상, 수치도 정상이고 혈압 당뇨약 끊었답

니다.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요. 

그러니 치유 프로그램도 다 나았다고 시작도 안 합

니다. 웃어야 할지…… 

2018년 6월 18일 오전 11:26

박OO 약사 

#체험사례 

어르신이 청심환을 달라고 하길래 누가 왜 드시려

고요 물으니 옆집 할머니가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응급실 갔다가 퇴원했어도 아파서 먹으려고 한답

니다. 심부름이라 써클OO 4포 주면서 저녁에 2포 

먹고 아침 점심에 1포씩 드시라 했더니 다음날 아침

에 다시 심부름 오셨는데 효과가 있어서 빨리 왔다

고. 그러면 하루분만 더 가져가시고 다음부터는 2

가지 드셔야 한다고 했더니 하루 지나 소포장 1통씩 

가져가셨습니다. 이렇게 빨리 효과를 보니 제가 놀

랄 정도입니다.

2018년 6월 18일 오전 11:53

박OO 약사 

#체험사례

56세, 남.(평소 건강)

저 자신 경험입니다.

헬스를 하면서 엘보 통증이 있었는데 혹시 하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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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엘보 통증은 오래가기 쉬운 부위인데 복용 2

일 만에 통증이 가셨다니 축하합니다.

복용 후 피로감은 음주도 향이 있겠지만 그

동안 쌓여있던 노폐물들이 한꺼번에 나가면

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6월 18일 오후 6:48)

② 박OO 약사

제가 6월 15일 안티OOO 써클OO를 받아서 

15일 16일 안티OOO 써클OO 한 포씩 세 번 

먹고 16일 평소처럼 소주 2병 마시고 17일 

평택시 약사 연수 교육 갔는데 동료 약사들이 

어디 아프냐, 얼굴이 말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안티OOO 써클OO 먹는다는 말도 못 하고 전

날 과음해서라고 얼버무리고 탈진 직전이었

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원래 로 돌아왔고요 

따뜻한 물 자주 섭취하고 우루사도 챙겨 먹고 

있습니다.(6월 20일 오전 12:03)

음에 안티OOO 써클OO 각 한 포씩 하루 세 번 복용 

이틀째인데 통증 못 느낌.

근데 복용 후 굉장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날 소주 2병 때문에 간에 무리가 되

었을 거라 짐작.

2018년 6월 18일 오후 12:12

정OO 약사

#체험사례 

66년생, 여.(본인)

고혈압.

두 번의 수술.

목 디스크, 허리디스크.

2년 전 거꾸리에서 떨어진 후 어깨 통증이 더 심해

짐.

추위 더위 많이 탐.

왼팔 시림.

부종. 

깊은 잠을 못 잠.

왼쪽 무릎 통증.

건선.

3월 18일 

안티OOO 11 써클OO 22 복용 시작

3월 26일 

각탕법 시행

3월 28일

덜 붓고 어깨 통증과 무릎 통증이 점점 덜 함. 

혈압 125/86에서 113/75 내려가서 미카르디스플

러스에서 미카르디스로 약 변경.

(친정엄마가 이뇨제 복용 후 전해질 불균형으로 응

급 상황까지 가신 적이 있어서 이뇨제를 빨리 빼고 

싶었습니다.)

3월 30일

부종이 심해짐.

혈압은 125/87

안티OOO 111 써클OO 222 복용.

4월 1일

부종 심함.

혈압은 123/82

안티OOO 111 써클OO 333 복용.

부종 덜 할 때는 222 복용.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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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종 거의 없음.

혈압은 119/81

15년 전부터 왼 팔꿈치 위에 메추리알 크기의 멍울

이 만져지면서 늘 왼팔이 시렸었는데 멍울이 없어

지고 시린 감도 사라짐.

깊은 잠을 자고 난 느낌이 듦.

안티OOO 11 써클OO 11 복용.

부종이나 근육이 뭉칠 때는 22 복용.

4월 16일

건선이 두 곳에 생김.

5월 8일 

건선이 더 심해짐.(외식이 많았네요.)

안티OOO 111 써클OO 111 복용.

5월 16일 

안티OOO 111 써클OO 111 복용.

어깨허리 무릎 통증 거의 없고, 왼쪽 팔 시린 감 

없음. 

꿀잠 

건선은 아직이네요.

안티OOO 써클OO 덕분에 날이 흐려도 가벼운 몸

과 맘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네요.

만들어 주신 류형준 약사님, 

소개해주신 이OO 약사님

체험례들로 많은 배움을 주시는 약사님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5월 16일 올렸던 체험례 습니다..

박OO 약사님!

건선 좋아져서 체험례 올립니다.

건선 치료를 위해

권OO 약사, 유형준 약사님의 조언에 따라.

5월 17일 

안티OOO 111 써클OO 222

헤모마임 100

리퀴드씨엠 100

토라타민 200

5월 28일 

안티OOO 222 써클OO 333

헤모마임 100

리퀴드씨엠 100

토라타민 200

우루사 011

5월 31일 

한 달 하고도 보름 만에 드디어 은백색의 비늘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용량! 참 중요한 열쇠네요.

두 분 약사님의 조언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6월 7일

안티OOO 111 써클OO 222

헤모마임 100

리퀴드씨엠 100

토라타민 200

우루사 011

6월 14일 

안티OOO 11 써클OO 22

헤모마임 10

리퀴드씨엠 10

토라타민 20

건선이 생기면 서너 달 길게는 여섯 달 이상 잘 낫지 

않았는데 두 달 만에 거의 나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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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와우~! 전체적으로 감동적인 체험사례 입니

다. 전에는 약에만 의존했던 습관을 일소하시

고 <식이요법과 운동의 중요성>까지 크게 깨

달으셨군요.

[66년생 여 본인] 옆에 정OO 약사 라고 안 

쓰셨네요? ㅎㅎ(6월 18일 오후 6:36)

② 박OO 약사

건선에 한 치료법을 몸소 익히셨으니 이제

부터 <피부 치유 달인>이 되시는 거 아닌가

요? 축하드립니다. 짝짝짝 (그림을 못 올려서 

자로만)(6월 18일 오후 6:39)

③ 류형준 약사

본인의 몸을 상으로 임상을 해서 효과를 봤

으니 백만 우군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식이요

법과 운동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깨달은 만큼 치유의 도구도 여러 가지로 늘어

납니다.

늘어나는 만큼 치유의 길도 훨씬 수월하고 단

단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18일 오후 6:52)

④ 정OO 약사

박OO 약사 류형준 약사 선생님들의 응원과 격

려

고맙고 감사합니다.*^^*(6월 18일 오후 

8:40)

엄청 좋아했던 매운 것 튀김과의 이별이 조금은 고

통스럽지만 앞으로도 꾹 잘 참아내야겠죠.

림프순환을 위해 남편과 날마다 동네 한 바퀴 운동 

시작했습니다. 각탕법과 운동을 함께 하면 림프순

환이 더욱 잘 되겠죠.

전에는 약에만 의존했던 제가 식이요법과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함께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

니다.

나부터 내가 먼저 치유의 길로~

내가 건강해야 건강한 안내자가 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18일 오후 12:21

강OO 약사 

#체험사례 

황00, 82세, 남.

(전에 체험례 올렸던 파킨슨 11년 되신 할아버님)

처음에 우측 허리 밑 통증으로 써클OO 111 일주일 

만에 통증 없어졌고요. 책자 보시고 본인 질환에 

도움이 될 거 같다고 해서 써클OO 21 안티OOO 

11 뇌 양제 아미넥스 동일한 용량으로 6개월 드시

고 오셨어요. 

얼굴은 50 로 보일 정도로 피부도 맑고 건강해 

보이시고요.(온 가족이 인정할 정도로) 걸음걸이에 

힘이 생기고 허리도 똑바로 펴고 걸으실 정도로 좋

아졌습니다.

부인되시는 권사님께서 지켜보셨는데 많이 총명해

지셨다고 하십니다. 2달에 한 번씩 오시는데(거리

가 먼 동네에 사세요) 오실 때마다 호전되는 것이 

보이는데 본인은 확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파킨슨은 상위 20% 질환이라 이 정도 좋아지신 것

도 다행이라고, 증상에 비해 신경 세포 손상이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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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 써클OO를 만들면서 전혀 기 하지 

않았던 파킨슨병의 체험사례를 강OO 약사님

이 올려주시니 감동입니다.

단순히 안티OOO 써클OO로만 치유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철저한 식이요법 건강플러스 등의 실천으로 

파킨스병이 차도를 보일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6월 18일 오후 6:56)

② 최OO 약사

약사님 아미넥스는 어디서 구입하는 건가

요?(7월 13일 오후 12:43)

① 류형준 약사

저라면 그렇게 매번 투덜거리면 어느 순간에 

드리지 않습니다.

정색을 하고 이야기 합니다.

약값보다 효과가 덜하면 약을 먹지 말고, 약값

보다 효과가 좋으면 비싸다고 하지 말라고 하

세요.

그리고 단순히 써클OO 안티OOO를 판매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환자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정식으로 불러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환자들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감사합니다.(6월 18일 오후 7:00)

② 최OO 약사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6월 19일 오후 

2:42)

않아 이 정도 효과 보신 거라 말씀드렸어요.

본인도 인정하시고 계속 드셔보겠다고 하십니다.

동일한 용량으로 2달분 드렸어요.

다음엔 안티OOO를 빼고(8개월 드셔서) 써클OO 

용량은 늘려볼까 합니다.

2018년 6월 18일 오후 12:44

최OO 약사 

#체험사례 

40 , 남.(180cm 80kg정도)

같은 건물 사업체 운 하시는 사장님.

골프를 자주 치러 다니시는데 원래 허리가 썩 좋지 

않아 골프만 치면 아프다고 하셔서 기존에는 앰플

제를 드렸었고 최근에 써클OO 2포와 근육 이완제

를 드시게 하고 보통 하루분씩 드렸습니다.

비싸다고 매번 투덜 시는데 효과는 좋다고 하시

면서 비상용으로 꼭 가져가신다고 하시네요.

허리치유를 위해 안티OOO과 함께 꾸준히 드시면 

좋을 거라 말씀드려도 웃기만 하시네요.

2018년 6월 18일 오후 1:51

송OO 약사 

#체험사례 

저의 체험사례

지난번 사례로 올렸던 감기 후 가래가 안 떨어져서

안티OOO 써클OO 333 까지 복용 3일째 물 설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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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계시는군요. 

건강단계가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느껴집니

다. 치유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면서 자신의 

몸이 어디까지 좋아지는 확인해 보세요.

많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18일 오후 7:07)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량 과다인 듯하여서 다시 

222로 가다가 많이 좋아져서 현재 11로 복용 중입

니다.(건강 관리차원에서)

약 한 달째. 안티OOO 써클OO 복용하면서 제 몸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피부가 깨끗하고 윤기가 돕니다.

둘째, 간혹 질염으로 인하여 속옷이 지저분할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 그런 현상이 없어

졌어요.

셋째, 머리카락이 풍성해졌습니다. 갱년기로 머리

숱이 적어져서 롤을 이용해서 말아서 부풀리곤 했

었는데 어느 사이 머리숱이 많아져서 붕 떠서 젤을 

발라 가라앉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네요.

넷째, 제가 커피를 오후에 마시면 깊은 잠을 못 자

는 편인데 요즘 학술강의 들을 때 오후에 커피 한 

잔 더 마셔도 잠을 깊이 잘 잡니다.

안티OOO 써클OO 복용하면 몸 전체의 상황이 좋

아진다는 결론이고 치료하고자 하는 질병은 경우

에 따라서는 즉시 호전되는 때도 있지만 금방 호전

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더 급한 증상 

치료를 위하여 약물이 작용하고 있으니 차차로 낫

는 경우라고 생각되는군요.

2018년 6월 18일 오후 3:18

서OO 약사 

#체험사례 

정선0, 64세(55년생), 여.

(5월30일 체험사례 올렸던 분입니다)

표증상: 

만성피로

주요증상: 

무기력. 수족번열. 불면증. 어깨 결림.

손발 저림

기왕력: 

유방암. 백내장. 다발골수증 전 단계

3월24일

써클OO 11 안티OOO 11

4월3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5월3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6월18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경과반응:

우선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잠이 잘 온다.

덜 피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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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지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런 병력이 있는 분인데 용량이 적으

니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개선되지 않고 깨끗

이 낫지도 않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복용을 중단하면 다시 전 상태로 쉽게 돌아갑

니다. 그 점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해주시길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6월 18일 오후 7:11)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최소량만 쓰고 있는 분

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치유의 길을 가자고 말씀드

렸습니다.

2018년 6월 18일 오후 3:54

김OO 약사 

#체험사례

고경O, 58세, 여.

유방암수술. 림프관 8곳 절제. 혈압약 복용

발바닥 통증이 너무너무 심함.

5월 14일 

외과 처방받아오시는 분입니다. 약국 바닥에 디스

플레이 해 논 림프순환, 면역력을 유심히 쳐다보시

길래 그렇게 유심히 쳐다보는 이유가 있는지 여쭈

니 오른쪽 겨드랑이 림프관 8곳을 절제했다고 합니

다. 지금 당장은 발바닥 통증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좋은 약이 없는 냐고 하시길래 써클OO 222 안티

OOO 111 그 자리에서 드시게 했습니다. 써클OO 

안티OOO 소포장 구매하셔서 책자도 함께 드렸습

니다. 

5월 15일

궁금해서 전화드리니 하루 먹고 좋아지겠나? 하셔

서 약 순응도가 좋으신 분은 한 번 먹고도 좋아짐을 

느낀다고 하니 그제야 처음 먹은 뒤 발바닥 통증이 

많이 가라앉아서 “머 이런 약이 다 있노?”하셨다

고. 너무 기분 좋은 반응입니다. 

매운 것, 찬 것, 술 금지하시고 명현 설명드렸습니다.

5월 24일

약국 내방하셔서 약이 너무너무 좋다고 칭찬하시

며 피곤함이 없다고 연신 극찬.(약국에 손님 많을 

때 칭찬하시지^^;) 그런데 림프관 절제한 팔 쪽이 

너무너무 기분 나쁘게 찌릿찌릿해서 먹기 겁난다

하십니다. 그래서 약 개발하신 약사님께 이런 증상

을 여쭤보고 그 내용을 전달해드리겠다고 하고 류 

약사님께 문자로 질문드렸습니다. 

5월 28일

류 약사님 답변을 그 로 옮겨봅니다.

“림프절을 절제하면 림프절에 연결되었던 림프관

도 림프절 연결 부위에서 손상이 되어 림프순환장

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초의 림프

관에서 림프순환촉진이 되면 말초의 림프액은 림

프관을 타고 올라오다가 손상된 림프관에서 막혀 

머무르거나 림프관의 손상된 부위로 빠져나와 부

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경우 염증물질이 많이 있는 림프액이나 조직

의 부종이 신경을 자극하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도 6-12개월 정도면 정상적인 림프관이 복원

되어 없어지게 됩니다.

림프절의 절제로 인한 림프관의 손상이 림프순환

에 막 한 지장을 줍니다. 이는 세포환경의 악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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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병원의사들이란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

하지. 모른다고 이야기하지는 못하니 위험하

다고 합니다. 그럼 병원에서 암환자들에게 하

는 림프마사지는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택은 환자의 몫이니 결과도 환자 몫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18일 오후 7:15)

을 미치고 건강 전체에 악 향을 줍니다. 림프마사

지는 암 환자의 림프관 절제로 인해 막 한 림프순

환장애로 인해 코끼리 다리같이 퉁퉁 부어서 일상

생활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방법입니

다. 따라서 림프관의 복원을 통한 림프순환촉진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섣부른 림프 순환촉진은 오히려 암의 전이

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 순환을 시키려면 

아예 암세포가 살지 못할 정도의 세포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암 환자나 

암 병력자에게 안티OOO 111와 써클OO 222를 적량

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안티OOO 111와 써클OO 

333도 상관없지만 써클OO의 복용량을 222 이하로 

정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제 생각의 결론은 환자의 증상은 과도기적인 증상

이므로 계속 복용하여 상기와 같은 증상을 없애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림프순환을 하도록 도와 세포

환경을 정상화하고 건강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좋

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전달해드리니 한 번 들리겠다고 하셨습

니다.

6월 2일

외과 처방전 들고 약 지으러 오셨는데 하시는 말씀

이 담당 의사가 안티OOO 써클OO 먹는 것에 부정

적 의견(암세포 전이)이라 갈등이랍니다. 약은 너

무너무 좋다고 다시 한번 칭찬하셨습니다.

선택은 환자 몫이니 잘 판단하시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2018년 6월 18일 오후 7:04

박O 약사

#체험사례 

46세, 여.(약국 직원)

안티OOO 써클OO 주문을 2017년 11월 3일 시작했

고 워낙 저 체질(43kg)인 직원은 타 학회 혈허 치료

제를 여름부터 먹고 있었습니다.

딱히 아픈 곳은 없지만 겉으로 보기에 피부도 건조

하고 기미처럼 검버섯처럼 조금씩 올라와 있기도 

하고 두통 가끔씩, 피곤은 타는 편이 어요. 제가 

환자에게 설명하는 거 보고 먹어야겠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러던 차에 안티OOO 써클OO 들어와서 본인이 

책자를 읽어 보고 또 제가 세포 치료에 한 설명하

는 걸 보더니 12월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안티OOO 써클OO 정량으로 지금껏 계속 먹고 있

네요. 달라진 건 피곤은 확실히 없어졌고 두통도 

덜 온다고 합니다. 신체 싸이클이 올라갔다고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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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신기한 일이 앞으로 하늘의 별처럼 무수

히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18일 오후 7:25)

① 류형준 약사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인데 토라토라액 리

퀴드씨엠을 써클OO와 함께 먹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써클OO는 진통제가 절  아닙니다.

림프순환촉진제이고 정상적인 림프순환이 근

육통이 일어난 부위에 근육 뭉침(근육 뭉침 

시에는 림프순환장애가 함께 생겨서 통증 부

위 근육에 국소적으로 부종을 일으킨다.)을 림

프순환촉진으로 풀어주니 통증이 없어진 것

입니다.

또한 근육 뭉침이 풀리고 부종이 빠지면서 염

증물질이나 피로물질이 빠져나가니 다음에는 

그만큼 통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통증을 해결하는 림프순환촉진의 작

용기전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19일 오전 10:08)

는 하던 중이 어요.

그런데 저번 주에 왼쪽 발 중지 쪽 사이에 티눈이 

있었는데 티눈 밴드가 잘 안 붙을 자리(다들 아시

죠? 발가락 사이. 큰 게 아니라서 피부과도 안 가고 

내버려 두고)라 방치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턴지 불

편하지 않아서 보니 없어졌다고 합니다. 언제 없어

졌는지 모르지만 없어졌데요~

말로만 듣던 바이러스 퇴치를 눈앞에서 듣다니

신기방기입니다.

2018년 6월 19일 오전 8:18

신OO 약사 

#체험사례

40  후반, 남.

며칠간 골프를 치고 난후 극심한 허리 통증을 느끼

고 약국에서 강력한 진통제를 달라고 하심.

써클OO 222와 토라토라액 리퀴드씨엠 2일간 복용 

후 통증 사라짐.

진통제 없이도 통증이 사라지는 놀라운 체험을 함.

2018년 6월 19일 오전 10:55

이OO 약사 

#체험사례 

11세, 여.(28kg)

비염이 있어 써클OO 안티OOO 0.5씩 1일 2회 기본 

복용. 컨디션 안 좋으면 저녁에는 1개씩 복용.

(2/3 먹이기가 힘들어요.) 

전에는 몇 개월 동안 감기 증상 있을 때만 복용. 

코 막힘 증상과 기침 가래가 안 끊어져서 꾸준히 

복용한지는 1달 정도 됨. 찬 거, 매운 거 매일 먹음. 

강제 조절이 안 됨. 체격과 먹는 양에 비해 활동량 

많아 밤에 자주 다리가 아프다고 함. 보호 장비 없

이 인라인 타다가 엉덩방아 찧었음. 이미 다리에는 

멍이 5군데 이상 생겼는데 쉽게 없어짐. 며칠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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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11세 여아가 꼭 따님의 이야기 같습니다.

안티OOO와 써클OO의 용량이 1/2포는 부족

한 용량일 것입니다.

써클OO는 늘리지 않더라도 안티OOO의 용량

은 2/3를 복용하는 것이 최소의 유지량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7월 3일 오후 2:15)

② 이OO 약사

네, 맞습니다. 지금은 아프다는 소리를 늘 달

고 사는 딸입니다.(7월 5일 오전 12:29)

① 류형준 약사

벌레 물린 데 안티OOO과 써클OO로 개선 효

과가 빠르게 나타나니 다가오는 계절에 모기

와 벌레 걱정은 덜 하겠습니다.

지난번 야생진드기에 한 체험사례와 지네

에 물린 체험사례도 있으니 벌레에 물린 증상

은 걱정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7월 3일 오후 2:19)

엉덩이 부분이 아파 멍은 크게 없지만 다리를 절뚝

거려 병원 가니 타박상인 것 같다고 약 안 줌. 안티

OOO 써클OO 먹을 때쯤 되면 아프다가, 먹고 나서 

30분 정도 지나면 또 괜찮음. 써클OO 1개로 용량 

증가. 멍 없이 아이도 타박상 쉽게 지나갔습니다.

2018년 6월 19일 오전 11:03

최OO 약사 

#체험사례 

이인0, 60 , 남.(보통체형)

6월 18일

벌레에 물린 것 같다며 약국에 오셨는데 팔에 3군

데 정도의 자국과 발갛게 심하게 부어오른 상태. 

 아프고 불편한데 정확히 언제 물린지도 모르겠

다고 하심. 

벌레물린데 바르는 겔과 안티OOO 써클OO 111로 

드시면 빨리 가라앉을 거라 말씀드리고 일단 하루

분 드시고 경과 보기로 함.

6월 19일

아침에 궁금해서 전화 드려보니 밝게 전화 받으면

서 거의 아물고 부기, 통증이 가라앉고 있다고 하시

네요. 꼭 다 챙겨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기분 좋게 

통화를 마쳤답니다.

2018년 6월 19일 오전 11:12

이OO 약사 

#체험사례

1. 최00, 41년 생. 여

당뇨, 허리협착증.

써클OO 복용 중인 친구 소개로 무릎 부종이 심해 

약국 방문함.

5월 21일 

써클OO 202

5월 28일 

무릎이 먹먹한 게 조금 풀어진다고 함.

써클OO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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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치료보다 빠른 치유의 표적인 모습을 확인

합니다. 

이제까지 진통제는 표적인 증상을 치료하

는 치료제 는데 통증을 개선하는 작용이 진

통제가 아닌 림프순환촉진이 빠르고 확실한 

것이 바로 치유의 장점이고 치유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20일 오전 10:04) ① 박OO 약사

<오징어연골/산약제제>는 회사명 상품명

가격 는 어찌 되는지요?(6월 19일 오후 

4:49)

6월 12일 

무릎 부종 많이 가라앉고 내 무릎 같다 하심.

써클OO 101로 줄여서 두 달 더 복용 후 안티OOO와 

병용키로 하심.

이분 친구분들은 모두 모이기만 하면 써클OO 또는 

안티OOO 써클OO 서로 자랑질(?) 하신다고 웃으

십니다.

2. 긴박한 통증!

이틀 전 식탁 모서리에 가슴을 탁 부딪쳐 숨을 못 

쉬겠노라며 파스 사러 온 분.

파스와 함께 써클OO 222 12포.

많이 힘들면 333 하라며 드림.

오늘 오셔서 많이 좋아졌다며 다시 12포.

그 신통한 약이 뭐로 만들어졌어요? 관심을 보이 

시길래 원래 생겨난 뜻과 치유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리고, 이 제품이 그렇게 쓰이게 만들어졌지만 이

렇게 급한 통증에도 아주 효과가 탁월해서 많이 쓰

인다, 림프순환촉진의 효과라고 설명해드렸습니다.

2018년 6월 19일 오전 11:43

안OO 약사 

#체험사례 

김0자, 58세, 여.

당뇨. 

지난 1월 경 나이에 걸맞지 않은 오래된 이명으로 

안티OOO 써클OO 정량으로 드셨던 분이 처음으로 

나타나 한 달간 먹고 이명이 없어졌다며 뒤늦게 소

식 전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왕래가 없었답니다. 믿

기지 않았지만 본인이 인정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

습니다.

이번은 약한 위장으로 허리, 어깨, 무릎에 한 통

증 약을 많이 먹어 결국 입원까지 할 정도로 속이 

나빠졌다며 방문. 1월에 연복했다면 근골격과 위장

의 컨디션도 동반 상승했을 텐데 고생을 사서 하셨

다고 핀잔을 조금 주었죠.

안티OOO 써클OO 정량과 오징어연골/산약제제 

한 달, 건강법 부탁.

이 번 만큼은 최소 6개월 지켜 두 번씩은 실기하지 

마세요. 바이러스 박멸에 꼭 필요한 기간이니까요.

안티OOO 써클OO! 너무 효과가 좋아 안타까운 상

황이 연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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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OO 약사

옵티마 가스쿨 7만원입니다.(6월 19일 오후 

7:02)

③ 류형준 약사

아직까지 환자들은 증상이 없어지면 다 나은 

것이라는 생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평생 치료적인 관점에서 증상이 없어지면 되

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생각이 한 번에 바뀌지

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 번씩 경험을 하면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6월 20일 오전 10:09)

① 류형준 약사

이제는 이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는 

게 보일 것입니다.

내공도 더 쌓이고 인연도 깊어져서 치유의 길을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20일 오전 11:18)

2018년 6월 19일 오후 12:40

서OO 약사 

#체험사례 

50 , 남.

주요증상:

편두통

 

6월 4일 

“편두통약 주세요!”

편두통약에다가 써클OO 222 12포 드림.

6월 18일

“먼저 번 그 약 주세요!”

하나하나 물어보니 편두통에도 좋았고, 잠이 잘 오

고 좋았다 하시길래 치유의 길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여유 생기면 드시겠다 하시네요.

기다림을 주고 가시네요. 

2018년 6월 19일 오후 12:54

서OO 약사 

#체험사례 

53세, 여.

제 아내 (소아청소년과 개원의)

표증상: 

편두통이 아주 심함. 만성피로. 깊은 잠을 못 잠.

투약: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

써클OO 111 안티OOO 111

하루도 안 빼고 복용함.

중간 중간에 몸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써클OO 222 안티OOO 222

써클OO 222 안티OOO 111 로 복용하 음.

경과반응:

편두통이 자주 오고 두통이 오면 아예 못 참아서 

누울 정도인데 이제는 아주 가끔 두통이 오고 그 

정도도 아주 약하고 참을만하다고 함.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발바닥 굳은살이 심했었는데 엷어짐.

우선 자기 자신이 효과를 보니까 소아청소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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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발바닥 굳은살도 엷어지셨다니 축하드립니

다. 수면 질은 제가 드린 환자분이 만족하십니

다요.(6월 19일 오후 3:17)

② 서OO 약사

김OO 약사 

할머니 발바닥 같았는데 예쁘게 바뀌고 있습

니다. 다음에 before. after 사진 올려 보겠습

니다.(6월 19일 오후 8:11)

③ 이OO 약사

저도 일주일 복용 만에 확 달라진 게 거친 발바

닥이 고와진 것입니다. 류 약사님 감사(6월 

20일 오전 10:45)

④ 류형준 약사

발바닥 굳은살이 줄어든다니 새로운 결과입

니다.

림프순환촉진의 효과가 피부로 나타나는 것 

중에 먼저 나타나는 것이 피부 보습과 피부 

세포재생입니다. 그러니 굳었던 살이 부드럽

게 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림프순환촉진제를 굳은살에 사용한 분도 약

사님이고 결과를 확인한 것도 약사님인데 제

게 감사하다고 하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

다.

감사합니다.(6월 20일 오전 11:32)

⑤ 서OO 약사

류형준 약사 이렇게나 좋은 명품 중의 명품을 

만들어서 공급해주시는 류 약사님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6월 20일 오전 11:58)

의면서 통합 의학(자연치료 요법)을 연구해서 만성

병 환자를 많이 보는데 환자분들에게도 적용해보

겠다고 함.

2018년 6월 19일 오후 3:49

박OO 약사

#체험사례 

027번째 = [써클OO]+[안티OOO]

CUP, 68세, 남.(164cm 58kg) <夜間尿 약20년>

- 자다가 평균 3회 소변보러 일어남.(과일, 물 더 

마시면 5회도)

- 팔미원, 당사오, 온경탕, 자감초탕 등등 잠시 효

과 다시 원위치.

- 2018년 5월 21일 [써클OO] [안티OOO] 각 20포 

(각 1포씩 tid)

- 소화 기능 허약으로 먹다 안 먹다 반복함.

- 6월 초 부터 [써클OO] 1포씩 bid ([안티OOO] 

3일마다 qd)

- 효과 : 최근 들어서 야간뇨 2회 → 1회 → 0회 

(한 번도 안 깨고 기상 후 소변)

- 다른 약(신약/한약/식품) 먹는 것 일절 없음.

- 2018년 6월 19일 [써클OO] [안티OOO] 각 60포 

(각 1포씩 tid)

- 소화, 위장에만 문제없으면 재발 않도록 1년 이상 

복용 희망함.

※ [안티OOO] 액제가 나오면 소화, 위장 약한 분께 

도움 되겠죠?

※ <모세림프관>그림 그냥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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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박OO 약사 선생님, 반갑습니다.(6월 19일 오

후 6:46)

② 박OO 약사

김OO 약사 아이고오~ 김련규 선생님은 오늘 

가입하시고 곧바로 댓 을 다셨군요. 

(제가 권유했다고 댓  다신 건가요? ㅎㅎ

ㅎ)(6월 19일 오후 10:10)

③ 김OO 약사

네…(6월 19일 오후 10:11)

④ 양OO 약사

그냥 올려 본 그림^^

한참 봅니당~^^ㅋㅋ(6월 19일 오후 10:54)

⑤ 류형준 약사

야간뇨는 한방에서는 신음부족으로 생각해서 

팔미환이 기본 처방입니다.

여기에 당사오와 자감초탕을 쓸 정도이니 말

초 순환 장애와 심장기능 이상까지 생각하고 

상기 처방을 운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치료적 관점에서는 정답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괴리감이 치료와 치유의 차이를 깨우

쳐야 할 시점입니다.

제 관점은 신음부족도 말초 순환장애도 심장

기능 이상도 모두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생

각하고 바이러스퇴치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림프순환촉진이 치유의 환경을 만드

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도 증치의 경우보다 더 빠르고 확실한 

치유의 과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치료가 치유로 가야 하는 이

유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20일 오후 3:34)

2018년 6월 19일 오후 8:21

정OO 약사 

#체험사례 

김광0, 41세, 남.(보통 체형)

입안 바이러스로 10년 고생.

입안에 바이러스성 염증이 자주 생기는데요 4-5일

이 지나면 또다시 시작하기를 되풀이하는데 약 10

년 정도 되었습니다.

4월 9일

안티OOO 11 한 달분.

(써클OO 비용 때문에 포기) 

5월 13일

안티OOO 11 한 달분.

6월 19일

안티OOO 11 한 달분.

처음에는 제가 설명해 준 로 수포가 더 커졌고 

통증도 더 심했었는데 아마 써클OO를 같이 먹었다

면 덜 고생했겠지요. 

그 후에는 수포가 작은 것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기

를 반복. 그러다가 최근 15일 동안은 한 번도 수포

가 생기지 않았다고 하면서 약이 참 신기하다고 합

니다. 

10년 동안 괴롭혔던 입안 염증을 끝낼 수 있다고 

자세히 설명하고 환자분이 믿고 드셔서 오늘의 기

쁨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힘이 빠지

는 날이었는데 다시 힘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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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바이러스성 염증이 바이러스에 한 항바이

러스효과의 차이가 결과이겠지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20일 오후 3:42)

① 이OO 약사

초췌.

먼저 초췌한 길 가주시니 뒤따라가는 우리는 

당당히!^^(6월 20일 오전 9:12)

② 양OO 약사

환자는 초조. 저는 초췌~

선생님  읽다가 빵 터졌습니당^^ㅋㅋ(6월 

20일 오후 3:10)

③ 류형준 약사

기간보다는 치유의 조건을 얼마나 많이 지켜

가냐에 초점을 맞추면 더 빠른 시간에 결과가 

확인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20일 오후 3:53)

점막 질환에는 최고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권해드

렸는데 뿌듯합니다.

2018년 6월 20일 오전 8:58

안OO 약사 

#체험사례 

김0은, 55세, 여. 

초기에 다이아벡스 500 / 1회→2회.

그 후 아마릴2 추가.

작년 12월 당뇨 2년 차인 분이 혈당 조절 안 되고 

합병증이 걱정되자 방문. 

현재 안티OOO 써클OO 정량 효소 제제 7개월 차.

매달의 혈당치에 일희일비 말고 삼 개월 간격의 당

화 혈색소 수치 변화로 호전 확인.

당화 혈색소

17,12 ~7.6

삼 개월 후 7.5 별 변화가 없어 환자는 초조, 저는 

초췌.

다시 삼 개월인 오늘 V자 그리며 입장하심. 6.0이

랍니다. 당뇨약을 줄여보잔 의사의 멘트를 들었다

네요. 그 간 운동 소홀히 했다는데도 이리 좋아졌는

데 운동을 곁들인다면 더욱 좋아지겠죠? 열의를 보

입니다.

안티OOO 써클OO 6개월 지났으나 2개월 더 복용

케 했습니다.

어디까지 좋아지나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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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약사님이 환자를 좋게 했는데 써클OO한테 고

맙다고 하시니 써클OO의 처방을 찾아서 만든 

이로써 보람과 긍지가 동시에 느껴집니다. 감

사합니다.(6월 20일 오후 3:56)

2018년 6월 20일 오전 10:10

최OO 약사 

#체험사례 

50 , 여.(마른 편)

6월 19일

허리가 많이 불편하고 힘들다며 내방하심. 일시적

인 건지 원래 안 좋으신 건지 여쭤보니 갑자기 생긴 

통증이라고 하셔서 써클OO 222와 근육 이완제 하

루분 드리며 림프순환촉진을 통한 부종과 통증 개

선에 원리에 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6월 20일

오늘 아침 일찍 오셔서 써클OO를 가리키며 2일분 

더 달라고 하셔서 어떤지 여쭤보니 허리가 많이 부

드러워졌다고 하시네요. 써클OO와 안티OOO의 효

능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드셔보시고 

효과를 얘기해주시면 그때마다 참 기분 좋고 뿌듯

해집니다.

기분 좋은 아침을 맞게 해줘서 참 고마운 제품입니다.

2018년 6월 20일 오전 10:27

이OO 약사 

#체험사례 

임라0, 51세, 남.

기존 복용 약

혈압약. 고지혈증약. 무릎 통증약

원형 탈모. 발모 원함.

오늘이 복용 3개월 되는 날.

3월 20일 

안티OOO 22 써클OO 22 복용했던 게 그날 밤의 

복통. 요통. 위 경련을 한꺼번에 잠재워 치유 학교

입학하신 분.

가장 큰 목표는 무릎, 어깨통증과 발모!!

3월 21일부터 안티OOO 101 써클OO 202 복용 중.

오늘은 발모만 보겠습니다.

5월 중순께 사진 (2달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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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탈모는 사진 상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데 

차이가 나는 것을 보니 많이 바뀐 것이겠지요. 

탈모치유라는 새로운 역을 개척하는 이OO 

정수리 많이 휑했는데 많이 채워진 모습이네요.

아쉽게도 before를 못 찾고 사례 발표함.

6월 7일 모습

6월 19일 모습 복용 3개월 되는 날

(스타일을 바꾸시려나 보네요. 가르마)

이분이 앞이마도 많이 벗겨졌었는데 좋아졌노라며 

웃으며 한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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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6월 20일 

오후 3:59)

② 이OO 약사

머리는 수북하시고 누가 보면 3개월 전에 탈

모 걱정했던 분인 줄 아무도 모를 만큼 새로 

난 머리는 만져보면 기존 모발에 비해 가늘어

요~ 원형탈모 부분도 잘 자라고 있고요. 노총

각 입가에 웃음이~~ㅎ(6월 20일 오후 4:51)

① 허OO 약사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작은 혹과 만성 

편두통이 있는데 써클OO 22로 한 15일 먹는 

도중에 머리가 더 심하게 통증이 와서 약을 

중단하 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병원 처방 약 편두통 약과 같이 먹었는데~(6

월 20일 오후 2:07)

② 허OO 약사

지금은 처방 약도 안 듣는다고 하네요.(6월 

20일 오후 2:08)

③ 박OO 약사

허OO 약사 머리 혹 = 뇌 속의 혹?

뇌종양이라면 뇌종양을 줄이는 약차를 쓰거

나 수술 방법이 있긴 하지요. 수술은 쉬운 위치

가 있고 나쁜 위치는 장담을 못하죠. 더 위험해

지기도 하니까요.(6월 20일 오후 5:26)

④ 류형준 약사

왜 초기 용량을 안티OOO 100으로 했나요?

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파킨슨도 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병

력을 확실히 써주셔야 좋습니다.

체험사례를 올릴 때는 다음 사항을 자세히 알

려주셔야 도움이 됩니다.

체험사례 기본양식

앞으로 새롭게 체험사례를 올려주시는 약사

님께서는 많은 동료 약사님들이 보고 배우고 

계시니 명확하고 세세하게 올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기본양식으로 예를 들면

먼저 맨 처음에 #체험사례 

를 꼭 달아주세요.

1) 성명(예:김00), 성별, 나이, 병명

2018년 6월 20일 오후 1:55

정OO 약사 

#체험사례 

김재0, 79세. 남.

간염, 신장 부전 등으로 엔테론정, 아달라트정, 프

로스카정 등 2개과에서 처방받아 오시는 분.

다리 전체가 붇고 시리고 힘줄이 시퍼렇게 드러나

나 보이며 잘 걷지도 못한다고 하심. 최근 식욕도 

떨어지고 있다고. 

써클OO 201 안티OOO 100 15일분, 계지복령환 

다 드시고 오셔서 시퍼런 부기가 줄어들고 있다며

더 드셔 보겠다고 하심.

써클OO 202 안티OOO 101 15일분 드림.

이분 파킨슨도 있으신데 목표를 좀 길게 잡자고 일

러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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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력과 현재 문제가 되는 증상과 심한 정도

3) 이전 복용 중인 약물의 유무와 경과

4) 써클OO와 안티OOO의 복용 여부와 추가 

제품의 여부

5) 복용 기간과 경과 등으로 내용을 적어주시

면 읽으시는 약사님들이 조금 더 내용 파악이 

쉽고 같은 경우에 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기누설건강법 약사모임’ 밴드에 올라온 체

험사례들을 함께 하는 약사님들과 서로 공유

하고 폭넓게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

토하고 있습니다.

‘천기누설건강법’은 항상 여러 약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6월 21일 오전 8:49)

⑤ 류형준 약사

허OO 약사 뇌종양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

요?

단순히 머리에 작은 혹이 있다고 하니 도 체 

뭔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확인하고 알려주시면 좋을 듯합니

다.(6월 21일 오전 8:57)

① 류형준 약사

혈압은 고혈압이나 떨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정상에서 떨어져서 저혈압이 된 것인

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하품 즉, 뇌세포의 산소 부족을 림프순환부족

으로 보고 해결하 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21일 오전 9:01)

② 정OO 약사

고혈압이 떨어진 것입니다 선생님.(6월 21일 

오후 1:53)

2018년 6월 20일 오후 2:18

정OO 약사 

#체험사례 

김기0, 56세. 여.(보통 체형) 

수시로 하품이 나옴.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하품이 나와서 죽겠다고 함. 

몇 년 되셨고, 부종 있음. 

4뭘 9일

써클OO 11 10일분.

4월 20일 

써클OO 11 10일분.

4월 23일

써클OO 11 10일분.

5월 9일 

써클OO 11 10일분.

혈압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심.

6월 20일

써클OO 11 한 달분.

이제는 하품이 거의 안 나오고 저녁에만 몇 번 나오

고 만다고 하십니다. 뇌에 산소 공급 불량으로 인한 

하품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제3장 체험사례 001161

① 김OO 약사

체험례 감사합니다. 세포 독성물질인 결핵 약

의 단점을 안티OOO 써클OO로 보완해 주셨

네요. 안티OOO로 균을 잡고 써클OO로 쓰레

기 청소하면 세포의 환경은 결핵 약만 드실 

때보다 더 좋아질 거 같아요.(6월 20일 오후 

11:22)

② 류형준 약사

결핵은 세포 사 속도가 워낙 느린 놈이라서 

안티OOO 써클OO 6개월은 부족합니다.

결핵은 안티OOO 8~10개월의 적용을 권합니

다. 

감사합니다.(6월 21일 오전 9:12)

③ 박O 약사

네~~

열심히 식구 만들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6월 21일 오전 11:02)

2018년 6월 20일 오후 11:03

박O 약사

#체험사례 

25세, 여.(결핵병원 원무과 근무 중)

직원 건강검진 중 결핵 양성반응이 나온 아는 집 

딸입니다. 학 졸업 후 취업도 어려운 판이고 병원

이라 험한 일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작년 하반기부

터 출근. 올해 3월 직원 건강검진에서 결핵양성반

응. 1년도 안 되서 결핵병원에서 결핵이 걸린 상황. 

직접 환자와 접촉한 간호사도 아닌데 어느 부위인

지는 모르나 결핵 양성반응이 나왔다네요.

병원 처방은 6개월 약 떼지 말고 일단 먹어 보자고 

했답니다. 엄마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뭐 할게 없냐

고 답답해서 4월 달에 약국에 오셨어요.

지금 결핵 약 먹는 중이니 일단 약이 독해도 내성 

문제 때문에 떼지 않고 먹는 게 중요하다, 체력적으

로 애가 약한 거 같으니 일단 잘 먹고 잘 쉬어서 

이겨내야 한다고 주지시켰습니다. 

면역력이 문제인 거 같다고 책 꼭 읽어보라 드리고 

써클OO 안티OOO로 몸을 도와줘야 한다, 독한 약

이 결핵균 퇴치하면 림프순환 도와서 쓰레기 배출 

시켜줘야 하고 안티OOO(천연물질)로 약이 해결 못

한 것도 같이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한참 때인 20 가 이런 경우도 있네요. 평상시 같

으면 비타민ㆍ비디만 줬을 건데 더 도와줄 약이 있

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식습관 개선해야 함을 

강조시키고 지금 2개월 안티OOO 써클OO 111로 투

여 중입니다.

금방 오실 때가 되었는데 일단은 6개월 먹는 동안

이라도 잘 이끌어볼 참입니다. 젊은 애들은 말을 

안 들어요.

특이한 케이스라 올려봤습니다.

2018년 6월 21일 오전 10:50

서OO 약사 

#체험사례 

86세, 여.(저의 모친)

13년 전 중풍 오셔서 요양원에 계심.

거동이 불편하셔서 휠체어로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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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다행입니다.

정말 심한 마비 증상이 있으신 것으로 짐작됩

니다. 그래도 안티OOO 써클OO는 잘 드시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21일 오전 11:29)

표증상: 

오른쪽 완전마비, 중풍

주요증상: 

밥맛없음. 변비. 깊은 잠 못 잠.

투약:

3월 1일

써클OO 11

3월 2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4월 5일

써클OO 11 안티OOO 11

5월 5일

써클OO 11

5월 22일

써클OO 11 안티OOO 11

6월 6일

써클OO 11 안티OOO 11

6월 13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그 외 유산균, 효모, 코큐텐, 오약순기산, 소경활혈

탕 드림.

경과반응:

잠이 잘 온다.

변비가 좋아짐.

얼굴색이 환해지심.

사실 워낙 심한 중풍이셔서 기  안 하고 엄마니까 

드려왔습니다.

2018년 6월 21일 오후 12:29

이OO 약사 

#체험사례 

1. 김00, 43세, 여.

5월 한 달 안티OOO만 복용했던 역류성 위염, 만성 

소화 불량 환자. 안티OOO만 111, 또는 101 드심.

한 달 동안 복용 아주 만족해했던 환자.

(사례 발표함)

써클OO를 안 쓰고 안티OOO만으로 한 달 복용하

니 그 분의 림프순환은 젊어서 가동이 잘되고 있나

보다 하며 속으로 궁금해 하고 있던 차에 6월에 들

어 속이 불편함을 다시 호소하며 방문함.

6월 4일 

안티OOO 101 써클 101 함께 복용시작. 

이틀 만에 다시 편안함을 이야기하며 웃는다. 5월

에 날마다 안티OOO 가지러 방문하더니 6월엔 안

티OOO 써클OO 챙기러 3일마다 4일마다 찾아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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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1번 체험사례에서 안티OOO로도 치유가 되는

데 써클OO을 병용해야 하는 이유가 확인이 

됩니다.

노폐물의 배출 속도가 빠르니 명현 반응이 줄고 

유효 성분의 흡수와 전달이 촉진되니 치유되는 

속도가 빠르게 되고 보다 완벽하게 됩니다.

저는 최소한 치유보다 가능한 만큼 최 한의 

치유 방법을 치유의 도구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안티OOO 써클OO뿐 아니라 각탕법, 찬 것 

매운 것 안 먹기, 추위(에어컨과 선풍기 조심

하기), 튀김 안 먹기, 각탕법과 기어 다니기 

등으로 치유의 길을 풍성하고 확실하게 만들

어 갑시다.

감사합니다.(6월 22일 오전 8:48)

6월 7일 

복용 중에도 가끔씩 속 쓰림을 호소한다.

숨어있는 바이러스 퇴치 때문에 안티OOO 4~6개

월, 세포 환경 최적화 상태를 만들기 위해 써클OO 

12개월 이상 복용해야 하는 걸 한 번 더 강조하니 

이해는 되었다면서 짧은 한숨을 쉰다. 찬 것, 매운 

것 안 먹고 잘 따라와 주니 고맙다.

1년 긴 것 같지만 금세 지나가요~~

2. 김도0, 9살, 여.(30kg)

비염으로 코 막힘. 코가 답답해서 늘 코를 가만두지 

않는 아이. 이비인후과 치료를 자주 긴 시간 받아보

지만 그때뿐. 처방 약 복약 중에 약으로 인해 설사 

복통 겪는 아이.

위 사례자 43세 김00님 딸로 본인이 먼저 몸에 전

혀 무리 없이 치유되는 걸 경험하고 있기에, 딸아이 

병원 가려는 것 이 방법 해보자고 권유.

6월 7일

안티OOO 써클OO 0.5 tid (pulv)

꿀 타서 주니 잘 먹는다.

6월 11일

코 막힘 덜하다고 아이가 더 먹겠단다.

6월 15일 

코 막힘 증세가 엄마가 봐도 좋아지고 코에 손이 

덜 간다.

6월 20일 

코 막힘이 좋아지니 아이가 짜증도 없어지고 잘 웃

는다. 20일 정도까지는 3회, 그 후로 하루 2회로 

줄여서 복용해 보기로 함.

약을 오래 먹여도 엄마도 맘이 편하고, 아이도 편안

해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신다.

저도 감사~^^.

믿고 따라와 주셔서~

2018년 6월 21일 오후 3:26

이OO 약사 

#체험사례 

61세, 여.(본인) 

사람들이 날 천사라 하면 날개가 어디 숨었지? 하

며 농담하며 웃었는데 천사의 날개가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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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상편 (군날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 동

자) 쪽으로 섬유 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

는 질환이다.(출처-네이버)

흰자위가 살처럼 덮이게 되어 일단 미관상 보기 싫

고 피곤하면 충혈되어 인관계 많은 내겐 늘 신경

이 쓰이는 부분이었고, 사진 찍었을 때 익상편이 

너무 강하게 보이면 바로 삭제하곤 했습니다.

사례 올라온 것에 익상편이 얇아졌다까지 읽어 보

며 내게도 좋은 소식 오겠지 하면서도 나의 상태는 

둘 중 심한 아래쪽 상태여서 크게 기  없이 더 큰 

목표가 있어서 거기에만 신경을 쓰면서 6개월째 들

어가는 중이다.

6월19일 

복용5개월. 

밤에 눈에 티가 들어가 빼려고 돋보기 쓴 채로 거울

을 보는데 살처럼 덮여서 흰자위가 안 보이던 내 

눈이 흰자위가 보여서 순간 깜놀! 셀카로 찍고 안경 

쓰고 사진을 확인해보니 천사의 날개가 사라지고 

있고 조금 흔적만 남아있네요.

건강한 오른 눈.

익상편 흔적이 아직은 있는 왼쪽 눈.

(셀카라 오른쪽 눈처럼 보임)

5년 전쯤 여약사 회 때 찍은 사진 중에 익상편(왼) 

보이네요. 이때보다 두껍고 넓어져 있는 상태 는데 

사진을 삭제해버리니 자료가 없네요. 5년 전 것 밖에.

 

오늘 낮에 못 미더워 다시 셀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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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OO 약사

여러 가지로 예뻐 보입니다.(6월 21일 오후 

3:33)

② 이OO 약사

양OO 약사 늘 감사^^(6월 21일 오후 3:35)

③ 최O 약사

언니 눈이 너무 맑아요~

아가 눈 같아요♡♡♡(6월 21일 오후 4:35)

④ 정OO 약사

엄청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네요.

축하드립니다.

다음 소식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더욱 자신 있게 안티OOO 써클OO를 권할 수 

있겠네요.

류형준 약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치유란 바로 

이런 것들이겠죠.

감사하여요~(6월 21일 오후 6:03)

⑤ 박OO 약사

그 이OO 약사님이 이 이OO 약사 님 맞아요?

(사진도 바뀌고, 약국 명도 없어지고…)

안티OOO 써클OO로 익상편이 없어지니 기적

입니다.(6월 21일 오후 6:07)

⑥ 이OO 약사

최O 약사 정OO 약사 박OO 약사 감사합니다.

박OO 약사님! 다른 밴드 사진 바꾼다는 게 

전체밴드사진을 바꾸어서 ㅎㅎ(6월 21일 오

후 6:11)

⑦ 류형준 약사

익상편은 염증은 있는데 화농은 안 되고 항생

제로도 잘 낫지 않는 전형적인 바이러스 염증

으로 생각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험이 없어서 결과가 궁금

했는데 확인 도장을 꽉 찍어 주셨습니다.

이제 약국에서도 치유의 안내가 가능한 증상

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6월 22일 오전 9:09)

⑧ 강OO 약사

눈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완전히 건강한 눈으로 속히 쾌차하시길 기도

드려요^^(6월 22일 오후 12:23)

⑨ 이OO 약사

강OO 약사님~ 감사합니다^^(6월 22일 오후 

5:26)

아직도 검은 동자 위에 눈곱처럼 붙어있어요. 흰자

위 부위에도 흔적처럼 한 줄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고 보니 한 달 내내 거의 쓰다시피 하는 인공눈

물과 비타민 함유 안약을 요즘 사용하지 않았네요.

5월에도 약국 맡길 약사 조카 있을 때 수술 날짜 

잡으려다가 미루었는데~~.

천사의 날개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 보고하겠습니다.

참고로 안티OOO 111 써클OO 222

처음부터 복용 중입니다.

각탕 자주 합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준 선생님과 밴드에 모든 약사님!

2018년 6월 21일 오후 4:11

권OO 약사

#체험사례 

9살, 여.

5월 2일 원형탈모로 내국 한 서현이가 열심히 1일 

2회 안티OOO 써클OO 정량 복용과 조직 양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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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권OO 약사

하OO 약사 감사합니다.(6월 21일 오후 9:51)

② 류형준 약사

권OO 약사님이 오랜만에 체험사례를 올려주

시니 반갑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탈모나 원형탈모증에 적용하

지 못했는데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니 기쁘고 

행복합니다.

신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지루성피부

염을 동반한 탈모에는 정말 빠르게 치유되는 

결과를 자주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6월 22일 오전 9:12)

③ 정OO 약사

와우! 놀랍습니다, 선생님!(6월 22일 오전 

9:18)

④ 강OO 약사

우와~~ 많이 좋아졌네요.^^(6월 22일 오후 

12:22)

⑤ 권OO 약사

강OO 약사 어린아이라서 더 빠르게 회복되는 

것 같아요.(6월 22일 오후 2:58)

⑥ 최OO 약사

와 단해요.(6월 22일 오후 3:49)

건조효모 제제 복용 후 달라진 모습입니다

6월 18일

5월 2일. 눈에 뜨는 변화가 보이시죠?

5월2일 이후 계속 정량 복용 중입니다
2018년 6월 21일 오후 4:16

박OO 약사 

#체험사례 

73세, 여.(보통체격보다는 건강) 

6월 13일 

피부과 처방전 들고 오셨는데 손과 팔이 부은 듯해

서 물어 보니 절  안 부었다고 강조. 자기는 어렸

을 때부터 이런 체질이고 지금도 형님이 보톡스 맞

았냐고 놀릴 정도라고. 다리는 안 부었냐고 물으니 

무릎 수술했다고 해서 보니 역시나 부어 있었다.

시리기도 하고 우선 써클OO 222로 1주일 드시고 

그 다음에는 111 드시고 주의 사항과 각탕법 하시라

고 하면서 1통. 다음에는 안티OOO 추가해야한다

고 말씀드렸다.

 

6월 21일

약 1통 드시고 오셨는데 약값이 비싸다고 하셔서 

약값 비 여러 부위에 작용해서 효과가 좋으니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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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부종은 직접 작용하는 효과의 빠른 결과를 보

이는 증상인데 오랫동안 부종이 있으니 그 상

태가 본인의 상태로 알고 계시는 분이니 증상 

개선이 있어도 쉽게 알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오랜 부종이니 당연히 바이러스는 

부종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안티OOO과의 병용이 기다려집니다.

감사합니다.(6월 22일 오전 9:17)

① 이OO 약사

행복해하는 최O 약사님 모습이 보이는 듯하

네요~(6월 21일 오후 4:40)

② 박OO 약사

축하축하!! 단하십니다.(6월 21일 오후 

5:56)

③ 류형준 약사

포진성 방광염이고 항생제를 3년간 복용해도 

개선되지 않은 염증이니 당연히 바이러스감

염증입니다.

안티OOO과 써클OO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

니다.

증상이 모두 없어져도 안티OOO 써클OO는 

코 비싼 약 아니다, 그동안 여러 종류 약 다 끊게 

되니 오히려 약값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 각탕법을 안 하셨네요. 다시 설명 드리고 써클

OO만 1통 가져가시네요.

 

팔과 손이 안 부었다고 오늘도 강조~

좀 지나면 보시게 될 겁니다. 

빠진 것을~ㅎ

2018년 6월 21일 오후 4:31

최OO 약사

#체험사례 

50 , 여.

생식기 포진 방광염으로 거의 날마다 항생제와 절

친. 지인 소개로 좋은 약으로 먹어 보라고 권유받

음. 항생제와 절친 된 지 3년 넘음.(가족분 중에 의

사 선생님이 많아서 주로 병원만 의존) 만성 염증은 

원인 모를 바이러스임을 설득시키고 명현 반응 설

명드림.

 

4월 25일 

안티OOO 써클OO 101

셀레늄300 ug 1일 1정 시작.

5월 17일 

전화드렸더니 포진이 한 번도 안 생겼고 항생제도 

안 먹었고 느낌이 좋으심.

5월 27일 

1달의 변화. 퇴근 후 집에 가면 아무것도 하기 싫었

는데 집안일을 하고 싶어진다, 피곤하면 발끝부터 

통증이 쫘악 올라오는데 한 번도 안 생겼다, 무엇보

다 몸이 가볍고 혈색이 좋아졌다며 이제 항생제와

는 이별!

명현 반응 없이 지나가니 참 다행입니다. 

남편분 비염과 과민성 장 증후군(설사형) 있어서 

6월 8일부터 치유 프로그램같이 시작합니다. 이분

은 바쁘셔서 전화 상담으로 관리 중인데 목소리에 

행복 활기 안티OOO 써클OO에 한 믿음이 한껏

묻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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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개월 복용은 기본 중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22일 오후 6:42)

① 박OO 약사

<어떻게 몇 년을 이렇게 지내셨을까요!?>

-병원엘 가도 해결이 안 되어서겠지요?

-어쨌든 단한 기술을 동원하셨군요..(6월 

21일 오후 5:53)

② 류형준 약사

부종이 얼마나 심한지 느껴집니다.

다행히 2주 분을 먹고 부종이 줄고 있군요.

정말 얼마나 심하고 힘들었을지 짐작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6월 22일 오후 6:45)

2018년 6월 21일 오후 5:48

정OO 약사 

#체험사례 

문종0, 62세, 남.(비만)

소변불리.

고관절통 쥐나고 항문이 내려앉는 듯함.

소변이 마려워서 가면 소변이 안 나오고 그럴 때는 

성기가 커져서 통증이 생김. 통증 가라앉을 때까지 

앉았다 일어나 일을 하심.

다리 부종 심함. 이런 증상이 몇 년 되셨다고 하십

니다.

5월 27일

써클OO 333 마비스 7일분.

6월 13일

써클OO 333 당귀수산 7일분.

6월 21일

써클OO 33 당귀수산 20일분.

지금은 다리 부종이 많이 좋아지심. 저녁에 퇴근 

때 다리가 빵빵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심.

고관절 통증 없음.

소변이 조금 나옴.

이제는 성기 크기가 그렇게 커지지 않음.

하루에도 몇 번 앉았었는데 횟수가 많이 줄어듦. 

말하지 않았던 발바닥에 검은 부위가 많이 없어졌

다고 하심.

어떻게 몇 년을 이렇게 지내셨을까요.

더 확실히 좋아지시면 안티OOO 투입 예정입니다.

2018년 6월 21일 오후 6:04

최OO 약사

#체험사례 

50세, 여.

제 체험사례입니다.

13시간 나 홀로 상담 약국 로변.

1. 우측 어금니 잇몸 염증 (3년 전부터 반복) 일요일 

진료하는 치과 가서 임플란트 할까 고민 중.

2. 우측 골반 통이 있어서 양반다리 못함. 퇴근 후 

양쪽 발가락 사이즈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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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목소리, 가래, 모두 좋아질 거예요. 지금보다 

더!(6월 21일 오후 6:14)

② 류형준 약사

드디어 본인이 직접 치유의 길을 경험하고 있

습니다.

본인의 경험은 어느 경험보다 더 크게 각인되

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확신을 갖고 신념이 생기길 

3. 늘 목에 가래. 목소리 잘 잠김.

4. 피곤하면 구순포진 잘 생김.

5. 2017년도에 알레르기성 피부염 4개월 고생.(타 

체인 약으로 관리하고 좋아짐. 지금 생각해보면 바

이러스성이었음)

약공에서 강의 듣고 다음날 바로 주문 복용시작.

4월 20일 

안티OOO 써클OO 101

- 3일 후 오한 들면서 목감기. 222 333 1주일 정도.

그 후 목이 편안해짐!!

- 포진이 생길 것 같으면 용량 늘려서 복용하면 

좋아짐.

- 잇몸 흔들거리는 거 90% 좋아졌고 염증은 안 

생김.

6월 6일 

천왕봉 등산 후에도 상태 좋음.

- 어느 순간 발가락 사이즈가 같아졌고 양반다리 

해도 통증 없음.(서혜부 림프절 막힌 게 뚫렸을 

것으로 생각)

- 천왕봉 등산 후 얼굴 발진 홍조 따가움.(바이러스

성 피부염) 용량 늘려서 5일 만에 나음.

- 피부 좋아졌다는 말 자주 듣고 있고요, 밤 9시 

반에 퇴근하고 헬스장 갑니다.

복용 전

복용 후 어느 날.

안티OOO 써클OO 용량 올리고 5일 정도 후 좋아

짐. 지금은 정량으로 복용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목이 편안해져서 안티OOO 써클OO 막

힘없이 상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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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감사합니다.(6월 22일 오후 6:50)

③ 최O 약사

이OO 약사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6월 

22일 오후 8:16)

① 류형준 약사

벌써 10년 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22일 오후 7:05)

2018년 6월 22일 오후 12:57

강OO 약사 

#체험사례 

강00, 50 , 남.

오랜 기간 스트레스 심하고 음주도 많이 함.

고혈압 지방간 피로 비만 탈모 고지혈증. 

유산균, 비타민씨, 실리마린 제제 복용 중.

생체나이 10년 전으로 돌려 봅시다, 하고 치유 프로

그램 설명 드리고 각탕법, 호보법 강조.

써클OO 11 한 달 

안티OOO 11 써클OO 11 6개월째 복용 중

본인도 위기를 느끼고 하루 한 시간씩 걷고 음식도 

조심.(매운 것, 찬 것, 탄수화물) 음주는 어쩔 수 

없어 계속. 각탕법은 못하셨다네요.

이번에 건강 검진했는데 지방간 없어지고 간 수치 

정상 LDL 수치 153에서 135로 총 콜레스테롤 240

에서 208로(고지혈증 약 안 드시고 계셨고요.)

체중은 약간 줄었는데 허리둘레 36인치에서 32로.

피로 없어지고 탈모도 호전. 아직 스트레스받는 상

황인지라 혈압은 약간 호전(1/4 정도 줄임).

몸이 날라갈 듯 가볍다고 좋아하십니다. 

써클OO는 쭉~~드시기로.

2018년 6월 22일 오후 1:14

장OO 약사 

#체험사례 

장진0, 35세, 여.(171cm 85kg)

기왕력:

1. 갑상선저하증

2. 하지부종

3. 혈압 120 후반

4. 쥐젖

5. 만성피로

6. 임신성 당뇨도 있었음.

7. 변비

8. 회음부 절개 부위 통증

주요 질환

4월 19일 

유산하고 3주일 후 검사서 자궁의 비정상적 조직비

, 혈관의 이상증식 발견되어 3개월 지켜본 후 계

속 있으면 다시 수술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무엇보

다 너무 피로하고 우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초등학

교 교사인데 부장을 맡아 유산 전까지는 매일 밤 

11시에 퇴근하고 집에서는 어린아이 둘을 양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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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아마도 다음 생리 시에 혈괴가 왕창 나올 것입

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다들 아시죠.

그렇게 해도 안티OOO 써클OO는 6~8개월은 

꾸준히 병용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6월 22일 오후 7:07)

② 장OO 약사

네 감사합니다. 저희 친언니라 지금 많이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6월 26일 오후 3:01)

스트레스까지 겹쳐 있었지요.

5월 18일

안티OOO 111 써클OO 222

우루사 101, 훼마틴 100, 비타민디 5000iu, 유산균 

101.

5월 20일 

피로 좀 덜함 

6월 5일 

피로 좀 덜함 

6월 21일 

눈 다래끼가 속 밖으로 심하게 나 안티OOO만 하루

에 10포 먹고 다음날 깨끗이 나아 신나서 문자 옴.

 

6월 22

통화로 피로는 많이 호전.

혈압 110,

부종도 개선되었을 거 같으나 약 먹고 식욕이 너무 

당겨 체중이 더 증가했다 함. 이게 함정. 

다른 검사는 안 해봤으나 당연히 좋아졌겠죠. 

2018년 6월 22일 오후 2:17

정OO 약사 

#체험사례 

김위0, 68세, 여.(보통 체형)

관절 종합병원.

목 디스크 허리디스크 고관절 통증

무릎관절 발목 발가락 손가락 관절 손목

족저 근막염 이명 항문가려움증

모두 몇 년 되심. 병원이란 병원 다 다녀보고 몸에 

이롭다는 것은 다 드셔 보심. 본인의 병에 해 거

의 포기 상태 으나 믿고 드셔보시기로 하심.

4월 25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20일분.

5월 14일

써클OO 33 안티OOO 11 20일분, 어혈제.

6월 4일

써클OO 33 안티OOO 11 20일분, 어혈제.

6월 22일

써클OO 33 안티OOO 11 20일분.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호보법을 하루에 2천 개를 

꾸준히 하고 계심. 아파트 일층부터 꼭 기 층까지 

5번씩 매일 실행하심. 하지만 6월 4일까지는 큰 차

도 없다고 하심. 단지 어깨가 조금 편해지셨다고 

하심.

칭찬에 인색하신 듯했는데요. 오늘은 족저 근막염 

괜찮아짐, 고관절 통증 많이 좋아짐, 무릎이 무거운 

것이 없어졌다 함. 목 디스크 통증도 좋아지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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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그냥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증상은 저절로 줄

어듭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보면 됩니다.

병원이란 병원에서도 다 안 된 병인데 이정도 

풀렸으니 이미 큰일을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22일 오후 7:10)

② 정OO 약사

맞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노인분이 호보법 2천보

를 하신다니 좋아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 같

습니다.(6월 22일 오후 7:40)

보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천오백 회로 줄이

라고 했더니 천육백 회부터 목이 풀리는 느낌이라

서 더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좀 나아지셨는지 

다음부터는 천오백회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항문가려움은 2년 정도 되었는데 변화 없다고 하시

고 이명도 변화가 없다고 하시는데 다음 달에도 변

화가 없으면 보혈제를 같이 드려볼 생각입니다.

그동안 약값이 많이 드는데 왜 변화가 없냐고 하셔

서 당황도 했었는데 끝까지 믿고 좀 더 이해시켜서

이제야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마다 편차가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겠습니다.

2018년 6월 22일 오후 2:19

이OO 약사 

#체험사례 

상 포진 치료 시 

처방 약 & 안티OOO 써클OO, 처방 약 단독 복용.

같은 6월 14일에 상포진 처방 약 들고 온 두 분을 

비교해봅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처방도 비슷하고.

한분은 처방 약 이틀 복용 후 안티OOO 써클OO를 

병용하신분이고, 다른 한분은 처방 약만 복용한 케

이스입니다.

1. 송경0, 59년생, 여. 

6월 14일

항문주위 상포진. 2일분 처방.

6월 16일

상동 처방전 들고 약국에 옴.

통증에 한 차도가 전혀 없고 통증이 심해 힘들어

함. 부위도 부위인지라.

안티OOO 써클OO 222 함께 병용토록 함.

6월 18일 

통증 많이 좋아짐. 좀 얼굴이 붓는다 함. 

써클OO 더 드시도록 함.

총 6일 복용, 3회 방문 후 끝.

2. 탁사0, 58년생, 남. 

또 다른 상포진 환자.(처방 약만 복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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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왜 좋은 항바이러스제와 림프순환촉진제가 

필요한지 알게 해 주는 체험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22일 오후 7:12)

① 강OO 약사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기도합니다~~

약사님 만난 안티OOO 써클OO 짱입니

다~~(6월 22일 오후 5:06)

② 이OO 약사

건강한 산모 건강한 아이 위해 기도합니다.

파비어 7일 투여 후 남은 통증 때문에 20일, 22일 

진통제 처방 들고 힘든 표정으로 방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토록 하는데 

안티OOO 써클OO의 역할이 큽니다~~^^

2018년 6월 22일 오후 4:28

권OO 약사

#체험사례 

25세, 여. 치과 간호사

(5월 12일 체험례 올렸던 분)

다낭성 난포 증후군으로 과잉 증식된 자궁내막이 

초래한 하혈로 인한 빈혈과 심한 수족냉증, 기절 

두통, 면역력 저하로 재발되어 옴.

안티OOO과 써클OO 111

햄철함유조혈제와 VtD 5000mg

프로게스테론균형을 잡아주는 양요법제 시행.

두 달 이상 지나니 괴롭혔던 옴이 먼저 완치된 후 

드디어 생리주기 정상, 생리혈의 색깔 정상, 생리량 

정상. 손발에 불이 들어와서 뜨끈뜨끈.

이젠 안티OOO과 써클OO 정량복용하며 양 요법

제 드시고 있어요. 참! 그리고 올 1월에 불임으로 

고통받던 중에 위의 요법으로 복용 중 임신 성공된 

산모의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잘 크고 있

답니다. 

축복해주세요.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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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약사님 애쓰셨습니다~~^^(6월 22일 오후 

5:29)

③ 류형준 약사

다낭성 난포 증후군으로 과잉 증식된 자궁내막

이 초래한 하혈로 인한 빈혈과 심한 수족냉증, 

기절 두통, 면역력 저하로 재발되는 옴 등의 

증상을 모두 이겨내고 임신까지 되었습니다.

임신이 조금 빠르긴 하지만 나이가 젊고 조심

하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아이와 어머니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꿈꿔봅니다.

감사합니다.(6월 23일 오전 6:41)

① 류형준 약사

증상을 보니 부종과 부종으로 인한 통증과 피

로감입니다.

10일 만에 많이 좋아졌지만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으니 머지않아 다시 올 것입니다.

증상이 가신다고 뿌리가 뽑힌 것이 아닌데 증

상이 줄면 다 나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6월 23일 오전 6:46)
2018년 6월 22일 오후 6:05

서OO 약사 

#체험사례 

홍00, 37세, 여. 

표증상: 

부종. 너무 피곤하다.

주요증상: 

스트레스가 많다. 아침이면 얼굴이 붓는다. 저녁이

면 다리가 무겁다. 온몸이 무겁고 피곤하다. 여기저

기 쑤시고 아프다.

투약:

6월 13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써클OO 30포 안티OOO 30포 가져가심

6월 23일

내국 함. 

경과반응:

붓는 것 줄어듦. 

조금 덜 피로함.

치유의 길을 설명드렸는데 다음에 여유 되면 다시 

올게요! 하네요.

2018년 6월 23일 오후 2:03

박OO 약사

#체험사례 

028번째 = [써클OO]+[안티OOO]

JUY, 54세, 여.(163cm 49kg)

과로 / 피로 / 헤르페스 반복 재발

- 과거엔 입술 헤르페스 → 지금은 둔부(꼬리뼈위

쪽) 헤르페스

- 2017년엔 면역에 좋다는 트로팍스M(미국수입-

천연비타민 120정=15만원)을 복용하면 헤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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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아무튼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쉽지 않은데 피

부는 좋아졌습니다.

이후 관리는 박OO 약사님이 알아서 치유의 

길을 완주하는데 함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6월 26일 오후 3:28)

스 사라지는데, 신경 쓰고 피로하면 다시 나타남

- 3병 복용

- 공무원으로 헤르페스가 잠복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

- [써클OO] [안티OOO]를 6개월 이상 복용하여 재

발 방지를 추천함.

<꼬리뼈 위쪽> 수포 발진 형태.

- 2018년 3월 27일 [써클OO] [안티OOO] 각 60포 

(각 1포씩 tid)

- 엉덩이 헤르페스는 없어졌다가 신경 쓰고 피로 

시 잠깐 나오다 사라짐.

<4월에 사라졌다가 5월 초에 잠시 나타남.>

- 2018년 5월 9일 [써클OO] [안티OOO] 각 60포 

(각 1포씩 tid)

- 워낙 과로하고, 시월드 등에 신경을 많이 쓰므로 

시간이 더 걸릴 듯.

- 하여 6개월 이상하여 잠복 헤르페스를 퇴치하도

록 독려함.

<현재 상태는 얼룩 자국만 남았음>

- 2018년 6월 20일 [써클OO] [안티OOO] 각 60포 

(각 1포씩 tid)

- 하루 3회 복용을 지도했으나 까먹기도 한듯.

- 엉덩이 헤르페스는 HHV-1(입술포진) 아니고, 

HHV-2(항문,음부포진) 아니고, HHV-3(수두, 

상포진)도 아니고. HHV-4? 5? 6? 7? 8? 인

지 모르지만 일단은 헤르페스로 보고 면역강화

를 꾸준히 보강할 생각입니다.

- 나중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류 선생님께

서 올리신 <치매-virus 자료>를 카톡으로 보내 

주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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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기 합니다~(6월 23일 오후 3:38)

② 류형준 약사

좋아지고 있으니 축하합니다.

이 정도라면 초기 용량은 안티OOO 111과 써

클OO 222로 증상 개선을 확실하게 개선한 

후 다시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기 확실한 증상 개선이 이후의 증상 개선과 

치유 기간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6월 26일 오후 3:35)

2018년 6월 23일 오후 3:31

방OO 약사 

#체험사례 

50  중반, 여자.(마른 체형)

5월

다리 쪽 근육이 너무 없고 허리 통증과 목뒤 양쪽 

어깨 통증으로 병원 한의원 도수 치료 큰 효과를 

못 봄. 몸이 불편하니 일상생활이 위축이 되고 소극

적이 됨. 위장 질환은 없지만 본인 생각 위가 좋은 

것 같지 않다 표현함. 변 정상. 

근육의 바이러스 감염을 설명하고 1년 치유 여정을 

하기로 함. 현재 통증이 심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

해 처방. 

써클OO 101 안티OOO 101 스트롱조인트 f 202

중간에 친구분 오셔서 몸 상태는 어떠시냐? 여쭤보

니 비행기 4시간씩 타고 딸들과 여행 갔다고 함. 

허리 아파 모임에도 잘 안 나오더니 아마 컨디션이 

좋아 갔을 거라고 웃으심. 여행 다녀오면 함께 오신

다고 함.

 

6월 

피부가 맑고 윤기 있는 상태로 오심. 목은 도수 치료

도 가끔 받긴 하는데 조금 더 나아진듯하고 허리는 

잘 모르겠고 다리는 좀 짱짱해진 느낌이 든다 함. 

변은 좋다 하시니 좀 더 기다려 보시자 말씀드림. 

써클OO 101 안티OOO 101 스트롱조인트 f 202 

어제 6월 22일 전화가 왔어요. 

잘 모르겠다던 허리가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어딘가 모르게 허리가 부드러워졌다고 딸도 치유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한 달 반 만에 허리는 치유

의 신호를 켰네요. 사람마다 한 고개 한 고개 넘는 

시간이 다른 가 봅니다. 

마른 체형인데 무릎 주위 옆 뒤로 정맥류가 많이 

보 던 분입니다. 정맥류 개선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좋아 질지 기 하고 있습

니다. 

2018년 6월 23일 오후 8:45

이OO 약사 

#체험사례 

1. 59세, 여.(비만)

심하지 않은 이명을 2년 이상 겪고 있는 분.

써클OO 101로 소포장 2번을 가져가신 후 소식이 

없다가 3개월 만에 다시 오심. 하루에 1포씩 먹었다 

함. 그래도 효과 있다고. 설명을 했으나 암튼 1포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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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손OO 약사

저도 이명 치료를 위해 4개월째 복용 중.

그동안 여러 가지 치료된 것을 경험했으나 이

명은 전혀 차도가 없네요. 현재 안티OOO 11 

써클OO 22씩 복용 중.(6월 23일 오후 10:27)

② 류형준 약사

이OO 약사님께서 이명과 좋은 인연이 있군

요. 축하합니다.

이명은 신경의 손상과 아닌 것으로 나뉩니다.

전자의 경우는 안티OOO과 써클OO로 치유가 

순조롭지만 후자의 경우는 안티OOO과 써클

OO로는 쉽지 않고 저 역시 처방이 거의 끝나

는 시점에서 차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송략 약사님처럼 쉬운 이명은 10명 중 8-9

명이고 나머지 1-2명은 후자에 속하는 경우라

고 생각됩니다.

손OO 약사님은 필요하시면 예스킨으로 머리

카락을 잘라서 보내주시면 검사 후 결과를 알

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6월 26일 오후 4:09)

먹겠다고.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 예방 차원에서 

먹겠다고 하심.

2. 60세, 남.(건장한 체격)

메니에르 진단으로 병원 약 계속 먹어도 효과 없어

서 써클OO 복용 시작. 이분도 효과를 보니까 띄엄

띄엄 드시고 있음. 3개월을 써클OO만 111로 복용.

그 후 2개월간 복용 중지. 다시 좀 안 좋다고 써클

OO 111로 가져가심. 안티OOO 설명했는데 추후에 

먹겠다며 통과.

3. 54세, 남.(건장)

3개월 전 어지럼증과 약간의 이명으로 징코민 복용 

중인데 효과 없다 하여 써클OO 101 한 달간 복용.

그 후 소식이 없다가 다시 오심. “그거 하나 주세

요!”

이번엔 몇 달 계속 복용해보겠다고 약속함.

이명에 이분들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소포장이나 

한 달분을 드렸는데 한 번도 클레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심한 분들에겐 써클OO 222로 시작하고 

중간이면 111, 그다지 심하지 않으면 101로 복용지

도 했고요.

2018년 6월 25일 오후 2:11

강OO 약사 

#체험사례 

최00, 25세, 여.

(3월에 시작한 환자이고 변화 과정을 올립니다)

생리통, 다한증, 만성설사, 식욕부진, 어지럼, 편두

통 왼쪽, 잠을 많이 잠. 장이 좋지 않아 흡수되질 

않고 흡수되질 않으니 빈혈이 심한 걸로 보임.

3월 8일

써클OO 111 복용.

3월 14일

목이 답답 눈이 시리다고 하여 써클OO 222 안티

OOO 111 2일 먹고 목이 답답한 것은 풀렸음. 

써클OO 111 안티OOO 111 복용하라고 함.

3월 30일 

빈혈약 추가 식욕도 좋아짐 변도 좋아짐.

써클OO 201 안티OOO 101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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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 정도의 치유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이면 

강은희 약사님은 이제 훌륭한 약사님이 되었

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6월 26일 오후 4:20)

4월 17일

눈 시린 것 없어지고, 편두통 없어짐. 후중감은 있

음. 생리 첫날 엄청 아팠고 어지러웠는데 둘째 날부

터는 괜찮아졌다고 함. 음식으로 변 상태가 나빠져

서 다시 조심시키고 비싼 약 먹는데 효과 있으려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함. 

5월 8일

생리 전 다리 발 관절 쪽 아프다고 함.

본인이 써클OO 101 안티OOO 101 먹었다고 함.

빈혈약 추가.

써클OO 201 안티OOO 101 먹게 함.

6월 22일 

생리통이 없어졌다고 본인도 좋아함.

조금씩 양 성분이 몸속에 채워지는 느낌이 듭니

다. 살도 조금 찐 것 같고 일단 표정이 밝아져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한증은 신경 쪽이어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길게 

보자고 하 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25일 오후 4:38

안OO 약사 

#체험사례 

우0순, 82세, 여.

좌측 다리 장애로 전동 의자 이용하는 독거노인. 심

한 어지러움 때문에 화장실에서, 방에서 낙상할 위

기에 처한 게 여러 번. 그럴 때마다 좌측 다리에 전해

지는 충격의 여파에 평소 먹던 관절 약을 정량 오버

하여 먹게 되니 이번엔 그 여파가 위로 전해져 구토, 

식욕부진. 다시 어지럼증 배가. 악순환의 연속.

한약 지으러 오셨으나 더 효력 있는 걸로 치유해 

드리겠으니 6개월은 써보시라고 했지만 여력이 안 

된다 하셔서 형편에 따라서 나누어 주셔도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안티OOO 써클OO 정량 한 달.

한 달 후 킬라 사러 오셔서 말씀하시길 속이 아파 

쉬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어떤 물로 드셨냐고 물으

니 미지근한 물로.!!! 환제가 단단하니 따끈한 물로 

다시 시작해보세요, 했습니다. 

오늘 오셔서 더운물로 먹으니 무탈하게 잘 넘어간

답니다. 현훈 없어지고 식욕 살아나고 이명, 무력감 

감소.

이제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보자 했어요. 따끈하

게 열심히 드셔본다네요. 

안티OOO 써클OO 정량 한 달.

전동 체어 조종하는 몸놀림이 한 달 전보다 훨씬 

날렵하게 보이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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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어르신들께 무병장수는 축복입니다.

반 로 유병장수는 저주입니다.

안OO 약사님이 장수의 의미를 새롭게 알려드

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병장수의 축복을 선물하세요.(6월 26일 오

후 4:26)

① 류형준 약사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데 적당한 의약품이 없

습니다.

약을 쓰기에도 안 쓰기에도 미흡한 상황입니

다.

이런 경우가 치유의 길에 딱 좋은 상황입니다.

조금만 가면 바로 건강한 상태로 안착되기 때

문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26일 오후 4:31)

불의 고리를 끊어 놓으니 제 속이 시원합니다.^^

2018년 6월 25일 오후 6:32

정OO 약사 

#체험사례 

정O석, 39세, 남.

지인의 아들.

평소에 건강한 편이고 복용 중인 약 없음.

회사에서 미국 파견근무 가게 되어 건강검진 결과 

당화혈색소 6.3 정상치를 벗어나고 염증수치가 정

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며 걱정. 좋은 약 없냐고 

상의해옴. 두 가지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티

OOO 써클OO에 관해 설명하고 각 1통씩 정량 복용

하게 하고 주의 사항 호보법 등을 적어 첨부함.

한 달 후 아들이 한국에 잠시 들 는데 검진 결과 

5.7 나왔다며 좋아함. 아들이 그만 먹어도 되지 않

냐고. 잠재된 요인 재거를 위해 꾸준히 안티OOO 

써클OO 6개월, 이후 써클OO만 6개월 설명드림. 

각 1통씩 지참하고 다시 미국으로...

2018년 6월 25일 오후 6:48

박OO 약사

#체험사례 

029번째 = [안티OOO] 

<효과 있어도 없다고 말하는 고객 1>

JHG, 76세, 남.(165cm 58kg) 

수포성 알레르기 피부 (팔, 목 등에 수포, 소양감)

- 성격: 다혈질, 큰소리 뻥뻥, (처방 약-2년 내내 

일반 약-상담 거부)

“ 상포진 두 번 걸렸고, 지금도 상포진인데, 의

사가 아니래~”

“만성 상포진은 피부과 알레르기약으로 안되니 

안티OOO로 합시다.”

- 제가 볼 땐 herpes계열(Zoster) 아니고, 물 사마

귀(전염성연유종)비슷.

- 확신은 아니고, 그냥 짐작일 뿐이며, 어쨌든 

virus는 확실함!! 

(※ 물사마귀는 사마귀科 아님.. 천연두와 같은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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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골환자의 고집 ≫

1. 처방을 멀리서도 가져오니 고맙다. 

2. 항상 친근감을 보여주니 고맙다. 

3. 일반 화 잘되고, 의기투합도 된다. 

4. 그러나 일반 약은 구매하지 않는다.

<오직 처방 약만 약인 줄 안다.>

< 학병원-교수-전문의 말만 듣는다.>

① 류형준 약사

이제는 치료와 치유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시간이 걸리고 반복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지

만 결국 가야할 치유의 길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 한 가족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

하게 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26일 오후 5:02)

=poxviridae 임.)

- 2018년 5월 21일 안티OOO 60포 (1포씩 tid) = 

120000원 (보너스-레몬차 1개)

- 2018년 6월 20일 말로는 차도 없다.(한 달째 처

방 안 받고, 외형-수포 안 보임)

“솔직히 말해라. 수포하고 가려움 효과 있지요?”

“사실은 그렇다. 현재로선 거의 증세가 없다.”

“그렇지요? 처방 약을 2년이나 먹었는데.. 요즘 처

방 안 받으니 이제 virus는 몸 안에 잠복해 있으니 

재발 않도록 6개월 합시다.”

“돈 준비되면 올게요...”

2018년 6월 25일 오후 9:33

방OO 약사 

#체험사례 

70  중반, 여.(마른 체형 예민함)

과거 주소:

소화가 잘 안 되고 발끝이 시리고 느낌이 다르다 

하여 2년 전에 가레오 앰플과 나토키나제 복용 하

셨던 분. 오랜 지병으로 남편분은 돌아가심. 

최근 주소:

어지럼증으로 병원 치료 중 차도가 없어 방문. 

변 상태도 연변이며 소화도 잘 안되고 어지러움 때

문에 불안해하심.

노인성 어지러움 (뇌 순환과 소화기 상태의 향이

라 설명) 이제는 임파 순환까지 추가로 설명 드리고 

가레오 앰플 본인이 용량 조절하시게 함.

써클OO 101 안티OOO 101 

예민하므로 속이 불편할 것을 우려하심. 걱정 마시

고 따뜻한 물에 드시고 각탕법 설명해드리고 호보

(알고 계셨음) 권유해 드림.

드시던 중 방광염으로 처방해 오심.

요즘 안티OOO 써클OO 잘 안 드시고 있냐? 여쭈니 

어지러움이 덜 하니 잘 안 챙기셨다고 함. 방광염도 

안티OOO 써클OO로 호전되니 처방 약 드시면서도 

안티OOO 써클OO 다시 드시게 함.

 

치료와 치유 다름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어지러움 없어졌으나 다시 느낌이 나타남. 

다시 가레오 앰플, 써클OO 101 안티OOO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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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어지럼증이 없어졌다니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치료와 치유의 근본적인 차이에 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안티OOO과 써클OO는 치료제가 아니라 치유

의 도구입니다.

증상은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스

스로 건강해져서 증상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치유는 한 가지 증상에만 적용되

는 것이 아니라 증상에 상관없이 몸 전체에 

고르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26일 오후 5:10)

① 류형준 약사

찰과상에도 안티OOO과 써클OO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26일 오후 5:18)

① 김OO 약사

네 감사합니다.(6월 26일 오후 11:29)

꾸준한 치유 권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안티OOO 써클OO가 있어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25일 오후 10:45

김OO 약사 

#체험사례 

83세, 여.(친정어머니)

며칠 전 넘어지셔서 무릎과 손바닥 찰과상을 입으

셨는데 진물이 많이 난다고 하셔서 안티OOO 와 

써클OO 기본으로 드시고 계셨는데 하루 세 번 드시

라고 하 습니다.

오늘 전화가 왔어요

어느새 딱지가 앉았다고. 그걸 하루 세 번 먹었더니 

빨리 아물었다고. 머리가 아파도 써클OO! 소화가 

안 되어도 써클OO! 그냥 상비약이네요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25일 오후 10:58

김OO 약사 

#체험사례 

50세, 여.

상포진으로 통증 치료를 한 달 이상 처방을 받아

오신 분. 상포진 처음 치료할 때부터 써클OO와

안티OOO를 권하고 싶었는데 한 달이 지나서야 권

했다. 설명을 잘 해드리고 각 한 달분 기본으로 먹

으라고.

며칠 후 와서는 남편만 복용한다고. 그래서 남편보

다 본인이 더 급하니 드시라고 함. 다시 한 달분 

가져가심.

어느새 얼굴빛이 맑아졌다. 선택은 환자 몫인데 일

찍 권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 미안하기도 하고 많이 

편하시다고 한다.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가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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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한 분 한 분 씩 치유의 길로 안내하다 보면 

어느새 단단해진 치유의 길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약사님과 환자분들이 함께하여 만들

어진 길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26일 오후 5:22)

2018년 6월 25일 오후 11:18

김OO 약사 

#체험사례 

75세, 여.

방광염으로 자주 처방전을 가지고 오시는 분.

며칠 전 선물이에요, 하면서 써클OO 몇 포와 책자

를 드렸다. 심심할 때 읽어 보시라고.

오늘 오셔서 방광염 치료를 확실히 안 했더니 다시 

안 좋으시다고. 그러시면서 지난번 준거 먹으니 어

깨도 안 아프고 참 좋더라고 더 달라고 하셔서 때는 

이때다 하고 방광염도 바이러스에서 오는 거라고 

안티OOO와 써클OO에 해서 설명드렸더니 소포

장 구입해서 가셨어요.

각탕법 꼭 하시고 매운 거 찬 거 드시지 말고 잘 

느껴보시고 치유의 길로 가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 6월 25일 오후 11:49

박O 약사

#체험사례 

67, 여. 

자궁 암 수술(림프절제. 관리 소홀로 오른쪽 코끼리 

다리), 혈압.

주 호소: 

두통ㆍ피로ㆍ다리가 무겁다.

혈압약 타러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분.

오른쪽 다리가 왼쪽에 비해 거의 1.5배는 돼 보이고 

늘 피로해 보이시는 어머니. 몸에 쌓여있는 독소들 

좀 내보내면 몸이 가벼워지고 두통ㆍ피로 개선도 

된다고 이야기를 꺼낸 후 지난달부터 드셨어요.

일단 몸의 쓰레기 배출하자고 시작.

써클OO 111로 드시라고 지난달 혈압약 탈 때 드렸

는데 용법 보시고 11로 드셨다고 함. 피로개선ㆍ다

리가 조금 가벼워졌다고. 편해 보 어요.

오늘 또 약 타러 오심.

몸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세포가 제 기능을 하게 

해야 한다, 몸속의 바이러스 세균 없애주고 독소 

배출 시키자고 안티OOO 111 써클OO 111로 드시라

고 했네요.

이미 코끼리 다리는 어쩔 수 없다지만 생기 좀 찾았

으면 좋겠어요.

온 집안이 암이네요.

작년에 딸 혈액 암으로 투병하다 가고 남편분은 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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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암 병력자는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가 

기본용량입니다.

써클OO 111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상의해서 용량을 늘리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6월 26일 오후 5:23)

② 박O 약사

네~~그리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6월 26일 오후 6:33)

① 이OO 약사

며칠이라도 2포씩 드시게 하면 어떨까싶네

요~(6월 26일 오전 11:01)

② 심OO 약사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약사님^^

어른들은 1포 2번도 많다고 생각하시네요^^

다시 한번 잘 설득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6월 26일 오후 

12:20)

③ 이OO 약사

하긴 저희 친정엄마도 각각 101 복용 6개월째

이신데 초반에 써클OO라도 2포 복용케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답니다. 못 드셔서요~~(6

월 26일 오후 12:29)

④ 박OO 약사

심OO 약사 성인이래도 약을 잘 못 드시면 아

기들처럼 믹서에 갈아서 분말로 드리면 좋아

요.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서두요…(6월 26일 

오후 3:37)

⑤ 류형준 약사

약사 딸이 효녀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8월 중순에는 액상 제품이 출시될 것이니 불

편해도 그때까지만 참아주세요.

감사합니다.(6월 26일 오후 5:36)

날에 후두암 치료 전력 있고 본인은 자궁암 걸려서 

5년은 지났지만 안심 단계는 아니시라고.

손주들 돌봐 주려면 건강체로 돌아오셔야 하는

데~~. 아무튼 치료의 길로 인도해볼 참입니다.

오늘 안티OOO까지 가져가신 거 보면 낫고 싶은 

마음 간절하신 분입니다.

안티OOO 써클OO를 접하기 전 딱히 줄 약이 없었

는 데 도움 줄 수 있는 약이 있어 행복합니다.

2018년 6월 26일 오전 10:37

심OO 약사 

#체험사례 

아침부터 좋은 소식입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동네 체육센터에서 무리하게 

힘자랑을 하시다가 어깨에 담이 심하게 와서 목이 

구부정하게 되셨습니다. 정형외과도 가시고 한의

원에서 침도 맞으셨지만 그 순간만 괜찮은듯하다

가 효과 없이 담이 온 상태로 구부정하게 매우 불편

하게 지내고 계셨는데 제가 보내드린 써클OO로

하루 2번 1포씩 복용 중이세요.

어깨와 목이 많이 편해지고 있다고

약사 딸 둔 효과를 이제야 본다고 하시네요.

덕분에 효녀 약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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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항상 말하고 또 설명합니다.

암 병력자는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는 

기본 용량입니다.

그래도 많은 한계가 있을 터인데 안티OOO 

101과 써클OO 101은 추천하고 싶은 용량이 

아닙니다.

부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6월 26일 오후 5:38)

② 노OO 약사

네 감사합니다.(6월 26일 오후 6:01)

2018년 6월 26일 오전 10:58

노OO 약사 

#체험사례 

1. 송병옥, 75세, 남.

고혈압 약 드시고 있고 폐암경력 있으신 분.

수일 전부터 속이 미식거리고 어지러워 병원 약을 

처방받아 먹고 딸이 준 건기식을 먹어도 차도가 없

어서 내국하셔서 누워도 어지럽고 서있어도 어지

러워 생활을 할 수가 없다하심.

우선 찬물, 찬음식. 선풍기, 에어컨 모두 조심 할 

것을 당부하고 안티OOO 써클OO 111 2일분 드렸는

데 어지럽지 않아 살 것 같다며 추가 2일분 드리면

서 림프순환과 바이러스 질환에 해 설명하고 수

긍하심.

이제는 미식거리고 어지러운 게 완전히 없어졌다

면서 한 달분 정량으로 드셔보신다고 하셔서 건강

플러스와 치유프로그램 설명드림.

2. 30 , 여. 편두통 

30  남성분이 와이프 피로회복제를 사러 와서 얘

기하다가 아내가 편두통이 자주 생겨 처방받아 약

을 먹어도 너무 일시적이고 검사해도 이상 없다고 

하셔서 타우린에 써클OO 두포 드리면서 찬물은 피

하시라 일러둠.

며칠 후 오셔서 써클OO 주세요. 하시면서 속도 가

라앉고 편두통도 많이 좋아져서 이런 경우는 처음

이라 하셔서 스트레스를 줄이시려면 운동을 꾸준

히 하시고 매운 것 기름진 것도 조심하시라 당부드

림. 원인제거에 6개월 소요되니 안티OOO도 다음

에 같이 드실 것을 적극 말씀드림.

2018년 6월 26일 오전 11:00

서OO 약사 

#체험사례 

이강0, 55세 64년생, 여.

표증상: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 어깨 견갑골 통증

주요증상: 

머리가 무겁고 무엇을 올려놓은 것 같다. 가슴이 

답답하다. 트림이 난다. 가슴이 뛰고 두근거린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자고 일어나면 붓는다.

투약:

6월 8일

써클OO 11 안티OO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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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증상 개선이 잘 되고 있으니 축하드립니다.

매번 좋은 사례를 몰려주시니 감사합니다.(6

월 26일 오후 5:47)

① 류형준 약사

매번 좋은 체험사례를 올려주시니 감사합니

다.(6월 26일 오후 5:56)

6월 25일

써클OO 11 안티OOO 11

이 외 유산균 사 잘되게 하는 제품.

부신피로증후군 양제 효소제제 비타민D 드림.

경과반응:

소화가 잘된다.

잠이 잘 온다.

밥맛이 생긴다.

붓는 중세가 좋아졌다.

2018년 6월 26일 오후 12:09

서OO 약사 

#체험사례 

장경0, 50세 69년생, 남.(농협지점장)

표증상: 

입안 염증. 혓바늘 잘 생김.

주요증상: 

눈이 침침하다. 몸이 무겁다. 머리가 빠진다. 몸이 

피로하다. 아침이면 얼굴이 붓는다.

투약:

6월 20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써클OO 안티OOO 각각 20포 짜리 1통씩 가져가심.

이 외 구내염 양제 드림.

경과반응:

입안이 깨끗해짐.

입안 염증 사라짐.

혓바늘 없어짐.

몸이 가뿐하다.

2018년 6월 26일 오후 2:45

최OO 약사

#체험사례 

20 , 남.(군인)

수두.

휴가 나와서 수두로 병원 치료 중.

아버지께서(약국 단골) 부  복귀가 5일 남았는데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고 어떻게 해 달라고 하심.

수두는 바이러스 질환이니 좋은 약 있으니 걱정 마

시라고 안심시켜드리고 천연항바이러스와 바이러

스 죽고 남은 노폐물 청소해 주면 됩니다~ 설명 

드리고 꼭 제날짜에 복귀할 수 있어요!! 장담은 했

지만 그래도 걱정.

안티OOO 222 써클OO 222 각 20포 소포장 드림.

잊고 있었는데 몇 주 후 약국 오셔서 그때 약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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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역시 바이러스에는 역시 좋은 항바이러스제

가 필요합니다.

그 결과를 보니 감사합니다.(6월 26일 오후 

5:58)

① 류형준 약사

만성 구내염도 오래된 증상이니 좋은 항바이

러스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좋은 결과를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6월 26

일 오후 6:01)

주신 약 먹고 다 나아서 부  잘 갔어요, 하시네요.

알려진 바이러스 질환은 더 효과가 빠름을 체험합

니다.

2018년 6월 26일 오후 3:53

최OO 약사 

#체험사례 

30 , 여.(보통 체형)

주 증상; 

만성 구내염

5월 7일 

만성 구내염이 있다고 내방하셔서 바이러스 질환

임을 설명 드리고 복용 기간 설명드렸는데 일단 조

금씩 드셔보시겠다고 하시고 써클OO 111 안티

OOO 111 각 8포씩 가져가심.

5월 8일

오셔서는 좋아지는 게 느껴진다며 다시 5포씩 챙겨 

가시네요.

 

5월 21일

많이 좋아졌다면서 각각 13포씩 챙겨 달라 하시기

에 꾸준히 드시면 원인 치료가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 6월 26일 오후 5:38

박OO 약사

#체험사례 

030번째= [안티OOO]+[써클OO]

<효과 있어도 없다고 말하는 고객2>

HSY, 74세, 남.(175cm 78kg) 

큰 덩치 / 버럭 함 (과식, 음주 함-소화 불량, 장탈)

- 복통, 설사 등으로 소화제, 장염 약을 자주 먹음.

- 음식을 과식하면 안 된다 해도 “뭔 소리? 먹는 

재미없으면 안 돼~”

- 2017년 가을. 담낭염-복통 수술로 쓸개 제거.

- 2018년 4월- 서혜부 탈장 발생 - 또 수술 받음.

- 체중 폭 줄었다가 거의 회복 단계.

“소화 부족, 답답, 장염(묽은 변), 피로…등”

“담낭virus, 위virus, 장virus 가능성 있으니 안티

OOO로 합시다.”

- 위, 장, 간 등에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정리 

필요 강조.

- 안티OOO 써클OO 추천하 으나 비싸다며 한 가

지만 고집.

- 2018년 5월초 안티OOO 20포, 한 포씩 t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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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박OO 약사님의 추리와 논리가 빛을 발하는 

체험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29일 오후 6:39)

- 10일 후 “20포 먹었는데, 차도가 없네? 한통 더 

줘 봐요.”

- 다시 10일 후 “20포 먹었는데, 차도가 없네? 한

통 더 줘 봐요.”

“그러면 써클OO 20포 한 포씩 tid 하세요.”

- 10일 후 “20포 먹었는데, 차도가 없네? 한통 더 

줘 봐요.”

- 또다시 10일 후 “20포 먹었는데, 차도가 없네? 

한통 더 줘 봐요.”

“내가 보니, 얼굴색도 좋아지고, 활기도 더 있어 보

이네요?”

(소화제, 장염 약도 자주 사 먹지 않음)

“그러면 이제 [써클OO] [안티OOO] 같이 써 봅시

다.”

- 2018년 6월 23일 [써클OO] [안티OOO] 각 20포 

(한 포씩 tid)

※ 평소 늘 큰소리 뻥 뻥치시는 분. 효과 없으면 

계속 복용할까요?

※ 효과 나는 부분을 제 로 말하면 어디가 덧날까

요?

그림인용 : 위키백과 (담낭, 오디괄약, 바터씨팽

부) - 그냥 올려놓습니다.

2018년 6월 26일 오후 6:12

강OO 약사 

#체험사례 

정00, 50 , 여.

하지부종, 어깨 통증, 퇴행성관절염, 고혈압.

안티OOO 써클OO 정량 6개월 써클OO 201로 두 

달째 복용 중.

하지부종, 어깨 통증, 퇴행성관절염 좋아짐.

혈압약 1/2로 줄여 드심.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해 뒷머리에 종기 생

겨 하루 종일 머리 반쪽과 목덜미 부분 통증에 시달

리다 약국에 오셔서 안티OOO 333 써클OO 222로 

드시라고 함.

다음날 아침 오셔서 한 번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니 

종기도 작아지고 머리 통증도 거의 없어졌다고 하

시네요.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동일 용량 드시라고 

했고요. 안티OOO 써클OO 치유 프로그램 하시면

서 면역력이 많이 좋아진 거 같다고 하십니다. 전에 

이런 증세 나타나면 일주일 이상 고생하셨다고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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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안티OOO 써클OO로만 심한 퇴행성관절염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지금 투여 시작한 환자가 

있어서요. 차후에 추가할까 생각중이거든

요.(6월 27일 오전 9:42)

② 강OO 약사

예, 좋아지실 수 있으세요.

초기에는 용량을 올려 투여하시구요.

심한 환자일수록 투여 기간을 길게 잡으시고 

가시는 것이 좋으실 듯해요.(6월 27일 오후 

3:21)

③ 류형준 약사

역시 언제 보아도 깔끔한 체험사례입니다.

단기 복용으로 빠르게 증상 개선을 설명한 체

험사례도 좋지만 장기 복용으로 지속적인 증

상 개선과 건강 상태가 올라간 모습에 한 

체험사례가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

니다.(6월 29일 오후 6:50)

① 류형준 약사

처음 시작은 가볍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쉬운 증상으로부터 신뢰가 쌓이면 치유의 동

반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29일 오후 6:56)

2018년 6월 26일 오후 6:36

서OO 약사 

#체험사례 

78년생, 남. 

표증상: 

목감기, 인후통

6월 23일

목 감기약을 달라고 하길래 목 감기약과 함께 안티

OOO 111 6포 같이 드렸습니다.

오늘 오셔서 그 약 그 로 한 번 더 달라하시네요.

조금 더 빨리 좋아졌다 하십니다.

약국이 한가한 시간이라서 체질 체크하고 많은 설

명드렸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요…

2018년 6월 26일 오후 7:08

정OO 약사 

#체험사례 

김순0, 56세, 남.(보통 체형)

고관절 통증 근육통 손목을 못 꺾고 어깨 통증은 

10년 정도 되심.

5월 31일

써클OO 333 3일 복용 후 33 msn 제제.

6월 26일 

오늘 전화 주셨습니다.

고관절 통증 좋아지심.

근육통 좋아지심.

손목 못 꺾는 것 물어보니 지금은 괜찮다고 함.

어깨 통증은 10년이 넘은 것인데 좋아졌다고 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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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정OO 약사님의 초기 량 요법은 항상 놀라

운 결과를 보입니다.

어떻게 10년 된 관절통과 근육통이 한 달도 

안 된 기간에 좋아지는지 놀랄 뿐입니다.

항상 좋은 체험사례에 감사합니다.(6월 29일 

오후 6:59)

① 류형준 약사

이 정도의 증상이면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로 증량해서 일정부분 확실히 개선하고 이

후로 용량을 점진적으로 줄여서 확실히 거의 

증상의 없어질 때 유지 용량을 지속하는 것이 

더욱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29일 오후 7:07)

니다.

오늘 다시 써클OO 22 안티OOO 11 msn 복용 시작

합니다.

2018년 6월 26일 오후 11:39

방OO 약사 

#체험사례 

60  후반, 여.(과체중) 

남편분이 신 약국에 오셔 상담함.

천식으로 기침이 심함. 

병원 처방 약 복용으로 큰 호전이 없었으며 그나마 

처방 약을 안 먹으니 옆에서 숨이 곧 넘어 갈듯 하여 

안타깝다며 병원 가기 전 약을 며칠이라도 드실 요

량으로 방문 함. 

청상보화환 111 안티OOO 222 2일분 드림. 병원 치

료 받으시면서 오늘 드신 게 큰 효과 있을 테니 재방

문 하셔서 치유 여정을 함께 하시자 설명드림. 

2일 복용 후 아내분과 함께 직접 약국에 오심. 

본인과 남편 두.분 모두 빠른 효과에 놀라심. 

아내를 생각하시는 남편분의 잔잔한 사랑이 느껴

지는 분이라 더욱 완주하시길 바라는 마음이었습

니다. 

써클OO 202 안티OOO 101로 치유 과정을 시작하

셨습니다. 

2018년 6월 27일 오후 12:48

김OO 약사 

#체험사례

강명0, 74세, 남.(멸치어선 승선)

4월 30일 

통풍 약 지으러 오심. 체질 개선으로 통풍 개선할 

수 있다 피력. 써클OO 20포 101 권유 주의사항 말

씀드림.

5월 2일 

궁금해서 전화드리니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심.

5월 9일

재방문 효과 없다 하심. 그러면 안티OOO 써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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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상기 체험사례를 보면 통풍에 해 빠른 개선

효과를 확인했으니 축하합니다.

통풍에 꼭 해야 할 각탕법을 추가하면 훨씬 

빠른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

또 안티OOO와의 병용이 단지 또 다른 제품의 

병용이 아니라 통풍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명되었다면 하는 아쉬

움이 남습니다.

감사합니다.(6월 29일 오후 7:26)

① 류형준 약사

물 빼러 갈 정도면 초기에는 확실하게 써클

OO 333은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하루 만에 좋아지기 시작해서 3

일이면 확실히 좋아졌다고 하지 않을까요?

가끔 급박한 상황에서는 확실한 용량으로 보

다 확실한 증상 개선이 환자를 위해서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용량을 조절하고 안티OOO와

의 병용은 필수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29일 오후 7:32)

같이 드셔보시라 함..

안티OOO만 101 소포장 구매.

5월 14일

재방, 안티OOO보다 써클OO가 더 낫다 하심.

효과에 해서는 여전히 함구. 

써클OO 소포장 구매.

6월 26일 

써클OO 20포 구매하면서 멸치어선 작업 나가는데 

상비약으로 가져 간다함. 이 약을 먹으니까 손가락 

마디마디 관절 마디마디 통증이 사라진다고 이제

야 고백하심,

써클OO 복용이후 통풍 약은 처방받지 않으심.

이렇게 띄엄띄엄 드시지 마시고 체질 개선하셔서 

통풍 치료하려면 꾸준히 6개월 복용을 권유 드림.

건성으로 흘려들음.

2018년 6월 27일 오후 4:03

성OO 약사 

#체험사례 

안00, 69세, 여.

계단 내려갈 때 무릎 통증 - 관절에 물이 차서 지난

번에 물을 뺐는데 그때 좀 나았다며 이번에도 물 

빼러 정형외과 간다는 걸 써클OO를 소개하며 며칠

만 드시고 생각하시라고 함.

현재 헤모힘, 닭발 등 이것저것 드시는 중.

써클OO 22

 

3일째부터 붓기가 좀 가시고 가볍게 느껴진다고 

함. 5일째 확실히 편하다 시며 계속 복용 중.

지난번 다른 환자분도 그랬었는데 관절 부종 염증 

초기에 써클OO를 쓰면 통증이 진통제보다 훨씬 빨

리 잡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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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타박상에 림프순환촉진이 최고입니다.

저 역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29일 오후 7:37)

① 류형준 약사

이석증에 한 체험사례가 자주 올라오는 것

은 이석증에 한 개선 효과가 확실하다는 증

거이겠지요.

하지만 이명이나 이석증과 같은 신경계 증상과 

겹치는 증상은 잘 개선되는 경우와 개선이 쉽

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6월 29일 오후 7:40)

2018년 6월 27일 오후 5:48

정OO 약사 

#체험사례 

최원0, 54세, 남.(호리호리)

타박상.

며칠 전 물건 나르다가 물건이 어깨에 떨어져서 일

을 하기가 힘들 정도여서 한의원에 가서 부황을 뜨

니 죽은 피가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어깨가 불편하

다고 오심.

써클OO 111 며칠 드림.

(사실은 정확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6월 27일

오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한 포씩 딱 3포 먹고 

어깨가 좋아졌다고 하시며 너무 신기한 약이라며 

본인은 그게 진통제인 줄 알았다고 하시네요. 나가

시면서 연거푸 신기한 약이라고 하시며 퇴장하십

니다. 소문 좀 날 것 같습니다!

타박상에도 역시 써클OO입니다.

2018년 6월 27일 오후 6:44

배OO 약사 

#체험사례 

문00, 48세, 여.

어지러움, 두통.

이석증으로 병원 치료를 한 후 7개월 만에 어지럼

증이 재발. 다시 병원 방문하 더니 이석증은 아니

고 전정기관의 문제라고만 하시고, 정확한 원인은 

모르는 듯하 습니다.

메스꺼움 없이 눈앞이 어지럽고 두통이 전체적으

로 심하여 안티OOO와 써클OO를 1포씩 하루 3번 

복용. 약을 먹고 30분 경과했을 때 어지러움이 조

금 사라지는 듯한 느낌. 3-4시간 후면 다시 어지럼

증이 심해져서 안티OOO와 써클OO를 2포씩 하루 

3회로 늘리신 후 눈앞이 뱅뱅 도는 어지럼증이 사

라져서 1주일 뒤 다시 1포씩 하루 3회로 줄 으나 

어지럼증이 다시 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1포씩 3회로 유지 중이시며, 밤에 어지러움이 

좀 느껴지시면 또 한 포씩 복용하면서 유지하고 계

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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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환자와 함께 치유의 길을 함께하는 모범 답안

처럼 보입니다.

초기 시작하는 용량도 명현 증상에 한 처

도 이명에 한 처 모두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29일 오후 7:43)

2018년 6월 27일 오후 7:22

최OO 약사

#체험사례 

김00, 50  초, 여. 

자궁 쪽 혈관 기형으로 정맥이 부어 있다고 함.

엔테론 먹고 더 안 좋아짐.

서울삼성병원 지켜보자고 함.

왼쪽 아랫배 묵직함 통증. 퇴행성 요통. 이석증, 변 

볼 때 허리가 아파서 고통(변비).

6월 4일

안티OOO 써클OO 정량 20포씩 우루사.

복용 후 하루 만에 이 약 좋다고 하심.

6월 6일

허벅지 닭살처럼 발진 왼쪽 옆구리 통증 생김.

안티OOO 111 써클OO 111

6월 9일 

닭살 발진 좋아지고 왼쪽 통증 없어지고 오른쪽이 

경미하게 아픔.

화장실 수월해짐.

6월 11일 

일욜 밤에 갑자기 이명. 병원 진료 받았는데 지켜보

자고 함(3일분 처방). 학원 원장님이라 일욜에 수업

이 많았고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일시적 증상인데 써클

OO 양을 늘려서 노폐물 처리를 더 도와주자고 권유. 

안티OOO 111 써클OO 222. 이명약 안 먹기로 함.

6월 15일

전화 통화. 이제 서야 내 몸 같다고~ 아침이면 몸이 

천근같았는데 가볍고 너무 좋다고 함. 약 먹기가 

힘들어서 안티OOO 써클OO 101 202로. 

6월 27일 

직업상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데도 이명 없어졌고 

컨디션도 좋다고 하신다. 

의사가 아무 약이나 먹으면 안 된다고 특히 혈액순

환제 등등. 자궁 쪽 혈관 기형(?) 온다고. 처음 들어

보긴 했지만 이건 단순한 혈액순환제가 아니고 림

프가 흐르다가 자궁 쪽에서 막혀서 혈관을 압박하

니 관이 좁아지고 노폐물은 정체되어서 생긴 거라

고 이해시키고 써클OO는 혈액순환제가 아니니 안

심시키고 치유 여정 시작.

많은 변화가 기 됩니다~♥

2018년 6월 27일 오후 7:45

안OO 약사 

#체험사례 

이0화, 41세, 여.

이웃으로 오랜 기간 허약한 건강 상태를 지켜봐 오

던 중 어머니를 통해 권하여 안티OOO 써클OO 정

량 한 달 각탕, 호보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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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용량을 어떻게 쓰셨는지~(6월 28일 오전 

9:38)

② 이OO 약사

1%의 희망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을 러시아 

월드컵 예선 한국-독일전에서 배웁니다~~(6

월 28일 오전 10:47)

③ 임OO 약사

죄송하지만 각탕과 호보법이 뭔가요?(6월 28

일 오후 12:32)

④ 이OO 약사

임OO 약사 천기누설건강법책 보시면 나와 있

습니다~~(6월 28일 오후 1:06)

⑤ 박OO 약사

임OO 약사 천기누설건강법책 보시면 나와있

긴 하지만 아래 그림이 각탕법입니다.

(6월 28일 오후 2:29)

⑥ 이OO 약사

박OO 약사 코팅해 놓고 활용하고 있답니다. 

감사^^(6월 28일 오후 2:31)

⑦ 류형준 약사

치유의 길은 약사님 혼자의 힘으로만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안OO 약사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만 환자가 

느껴도 좋을 것을 저 역시 안타까운 마음입니

다.

감사합니다.(6월 29일 오후 7:50)

두통, 현훈, 난청, 눈 침침(한쪽 눈은 어릴 적 실명),

안구 건조, 갑상선, 비염, 식도염, 편도염, 견비통, 

전신통, 피로, 왕래한열, 불면, 매일 악몽, 장염, 식

욕/소화 부진, 생리통, 야간 빈뇨, 오한, 입술 과일 

알레르기.

단 한 가지 증상도 호전 없었고 명현으로 나타나는 

전신의 통증만 심해지자 복용 중단하겠다 하여 앞

뒤 상황 살펴보니 각탕, 호보법, 운동 전혀 안 했음. 

우울감과 실명으로 인하여 생활의 의욕 상실.

전화로 설득 여기서 포기하면 남은 삶의 질은 바닥

으로 추락한다.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을 어머니께 

보여 드리는 것이 효도이다. 연복하기로 함.

림프관 순환이 제로이니 써클OO의 양을 늘려 보자

고 하니 양이 많아 못 먹겠다함. 무리한 권유는 연

복의 의지를 꺾을 것 같아 일단 수면의 질 향상이 

급선무이므로 멜라토닌 보조제 추가하여 안티

OOO 써클OO 정량으로 한 달. 각탕과 호보법 절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번엔 꼭 지키도록 재차 강조.

지금껏 여러 증상 중 한 가지의 호전 반응 없는 환자

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건강법을 병행할 의지가 없

는 환자에게 연복을 권유해야 하는지 망설여집니

다. 하지만 처한 상황이 안타까워 모른 체 외면하기

도 어렵네요.

건강법을 잘 지키도록 수시로 채근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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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OO 약사

놀라운 반응이네요^^

처음에 무엇 때문에 드시게 된 케이스인지요? 

다리 무거움?(6월 28일 오전 9:29)

② 최OO 약사

약국에 저 보러 오셨어요. 사랑방처럼 오시는 

분 몇 명 있음^^ 다른 사람 약 짓는 동안 이 

책 읽으라면서 천기누설 책 내 고 약 짓고 

나와서 림프순환에 해서 설명 드리니 제가 

붙여둔 써클OO 안티OOO 포스터 내용이 자

기 이야기랑 똑같다고 함.(6월 28일 오전 

9:38)

③ 최OO 약사

이분이 건강에 관심이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6월 23일 왔을 때 메가 비타민 요법도 알고 

있고 어 원서로 그런 걸 읽는다고 고백하시

더군요), 6월 5일 당시 림프순환에 마침 관심

을 갖고 있을 때라 한 번 가지고 가보겠다고 

하셨습니다.(6월 28일 오전 9:40)

④ 최OO 약사

저랑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인지는 몰랐는데, 

한 번씩 비타민 등에 해서 물어보러 오기도 

하고 한 걸보면 시간이 많은 분이신 듯합니다. 

^^(6월 28일 오전 9:42)

⑤ 류형준 약사

이것이 치유의 본 모습입니다.

세포의 위 함이 느껴지는 체험사례입니다.

왜 증상을 직접 개선하는 치료가 아니라 세포

가 스스로 회복하는 치유의 길을 가야하는 이

유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29일 오후 7:55)

2018년 6월 27일 오후 10:12

최OO 약사 

#체험사례

43세, 여.

6월 5일

림프순환 설명 드리고 20포 가져가심. 정량 복용.

6월 23일

다시 오심(시간이 없어서 빨리 오고 싶었는데 겨우 

이제야 오는 거라며). 실은 본인이 굉장히 의심이 

많아서 과연 하면서 가져가본 거라고 하심.

그런데, 써클OO을 먹었더니 정맥류 수술을 해도 

딱히 개선을 못 느꼈는데

(1) 오후 12시 이후 다리가 무겁고 발이 무겁고 힘이 

하나도 없는 게 없어졌다.

(2) 산을 억지로 억지로 1주일에 한 번 탔는데 산을 

1주일에 4번 탄다.(전에는 저에게 마치 산악인인 

것처럼 자랑하셨는데 실상은 억지로 타신 거 음. 

억지로 1주일에 한 번 산을 오르다가 1주일에 4번 

산을 타게 됨) 산에 갔다 와서 테니스도 친다.

(3) 피부 트러블이 없어졌다.

(4) 여름에도 손발이 찼는데 그게 없다.

(5) 매사 의욕이 없었는데 의욕적이 되었다.

단 20포 드시고 너무 엄청난 효과를 본인이 경험하

는 바람에 여기저기 소문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안티OOO 60포 써클OO 60포 가져가셨습니다. 

각 101로 6개월 드시기로.



 제3장 체험사례 001195

① 류형준 약사

자세히 보니 식당 사장님이 써클OO 333 이틀 

먹고 좋아져서 직원들이 사러 온 것이네요.

감사합니다.(6월 29일 오후 7:57)

① 박OO 약사

약은 24일 저녁부터 복용했습니다.

써클OO 202~(6월 28일 오전 10:51)

② 이OO 약사

노인이 넘어져서 얼굴 2cm, 손바닥 2cm 상처

인데 메디폼만 바르고 안티OOO 111 써클OO 

111 5일 투약 했더니 흉도 없이 나았네요.(6월 

28일 오전 11:13)

③ 류형준 약사

단합니다.

수술도 못 할 정도의 퇴행성관절염이 며칠 만

에 좋아지다니 놀라고 행복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오전 10:06

최OO 약사

#체험사례

55세, 여.(식당 운 )

6월 5일

앞에 올린 사례자와 동일 시간 에 오신 분.

어깨가 아파서 몇 년째 약을 먹고 물리치료 받고 

있음.

써클OO 20포 333 드시라고 함. 환자분들이 려

있어서 길게 설명을 못 드림.

직원분들에게 소문내심. 

“이거 먹고 어깨 아픈 게 싹 나았다.”

그런데 왜 안 오실까. 이틀 분밖에 안 되는데. 엄청

나게 바쁜 곳인 건 알지만.

직원분들이 본인들 먹으려고 사러 오심.

6월 25일

시간이 없어서 지금 온다며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좀 더 먹어봐야겠다고 하심.

써클OO만 60포 101로 드시기로 하고 약에 해서 

다시 설명 드리고 복용법을 지키도록 함.

2018년 6월 28일 오전 10:49

박OO 약사 

#체험사례 

55세, 여.(뚱뚱한 편)

목발 짚고 다니는 소아마비 환자인데 팔꿈치에 퇴

행성관절염으로 지난번에 병원에서 수술하자고 하

더니만 6월 23일에 병원 갔더니 검사 후 너무 심해 

수술 못한다며 2주분 처방전 주어 카톡으로 보내옴. 

다음날 약 조제해 가면서 써클OO 20포 선물. 조제

약 먹지 말고 2포씩 3번 먹어보고 다음에는 2가지 

먹어야 한다고 설명. 

6월 28일 아침에 연락 왔는데 직장 생활 중 점심때

부터 몸을 못 이기고 피곤하여 힘들었는데 그것 좋

아지는 것 물론이고 통증이 없어 살겠다고 감사 문

자 왔습니다. 움직이기 힘들어 점심때는 못 먹고 

하루 2번 써클OO만 2포씩 먹은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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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치유의 길을 완주하도록 함께 해 주시

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6월 29일 오후 7:59)

① 류형준 약사

중풍은 써클OO와 안티OOO로는 한계가 있는 

처방입니다.

또한 신경마비가 원인이기에 증상 개선 역시 

한계가 있는 질환입니다.

단 마비증상 이외의 불편한 증상의 개선을 위

해서는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서OO 약사님께 감사

드립니다.(6월 29일 오후 8:02)

② 서OO 약사

예, 감사드립니다. 

써클OO 안티OOO 외에 5가지 정도 더 드리고 

있습니다.(6월 29일 오후 9:51)

2018년 6월 28일 오전 11:10

서OO 약사 

#체험사례 

김무0, 77세 42년생, 남.

표증상: 

2012년도에 중풍이 와서 2013년도부터 우리약국

에서 한약을 드시는 분입니다.

주요증상: 

만성피로. 입맛 없음. 깊은 잠 못 잠.

투약:

5월 29일

써클OO 11 안티OOO 11

6월 27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그동안 복용하시던 한약에다가 안티OOO 써클OO

을 첨가해본 케이스입니다

경과반응:

처음에 물으니 “잘 모르겠어요?” 하시길래 차근차

근 상담지 체크해보니까 좀 덜 피곤하다, 잠이 조금 

더 잘 온다고 답하시네요.

2018년 6월 28일 오전 11:32

정OO 약사

#체험사례 

정0훈, 68년생, 남.

주요증상: 

고혈압 14년. 허리 디스크 수술 (8년 전).

발목 통증. 피부 알레르기. 피부 건조 감. 탈모.

자다가 왼쪽 발목이 너무 아파서 잠에서 깼다네요. 

꿈인 줄 알았는데 실제 통증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강의하는데 서 있는 게 고욕이었고 통증의학과 가

서 치료받고 약 먹으니 통증은 조금 완화되었다네

요. 전에도 오른쪽 발목이 아파 통증의학과에서 치

료받은 적이 있다고 하고요. 피부 알레르기도 있고 

만성 질환도 있으니 안티OOO를 함께 쓰고 싶었으

나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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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상담에 뛰어난 재주를 가지신 듯합니다.

이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고객 리드하시는 솜

씨가…(6월 28일 오후 2:17)

② 정OO 약사

박OO 약사 

선생님!

에~고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동생이라 믿고 잘 따라오네요.

늘 응원하고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6월 

28일 오후 6:28)

③ 류형준 약사

초기 증상 개선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초기 증상 개선은 확실히 성공하 으니 치유

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6월 29일 오후 8:06)

④ 정OO 약사

류형준 약사 선생님!

정성을 다하시는 그 마음 닮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6월 29일 오후 11:47)

⑤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6월 30일 오전 11:06)

6월 14일

써클OO 202 토라타민 200

복용하는 2주 동안 병원 약 안 먹었는데도 발목 통

증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래 서 있을 때만 왼쪽 발

목이 약간 불편한 정도 다고 하고요. 피부의 건조

감도 조금 덜 해졌고 피로감 역시 덜 하고요.

애주가에 사업상 술자리도 많은데 다음날 숙취가 

별로 없다고 아주 만족해하네요.

계속 먹어보고 싶다 해서 

6월 28일

써클OO 202 토라타민 200

보름 더 투약 후 안티OOO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6월 28일 오후 12:11

최OO 약사 

#체험사례

제가 6월 초에 처음 주문해서 3일 동안 완판

다시 주문해서 그 주에 완판.

3번째 주문하고 나서 제게 매우 중요한 일이 있어

서 환자 상담을 소홀히 했더니 지금은 조금 뜸한데

그동안의 환자들이 리턴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 수가 매우 적습니다. 2층에 약국이 있고 

병원이 1층에 있어서 약국이 있는 줄도 모르는 환자

도 많습니다. 입간판도 안 해둬서.

그런데 그 적은 환자 수만으로도 엄청 바쁩니다. 

숨도 못 쉴 정도로 바쁜 날도 많아요. ^^

한약 한 달 분 짓는 중에 일반 약 사러 오고 처방전 

가져오고 써클OO 안티OOO 설명하고 한약 상담하

려니.

써클OO는 주문 초기에 저에게 오신 환자 ‘모두’에

게 권했습니다. ‘모두’ 먹어야 하니까.

류 약사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겠지만 한약

과도 같이 많이 드렸습니다.(이걸로 실수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냥 써클OO만 드릴 걸)

서론이 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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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OO 약사

[저에게 오신 환자‘모두’에게 권했습니다. ‘모

두’먹어야 하니까.]

ㅎㅎ 정답이군요~

한약을 같이 드려서 실수가 한 건 있은 건...뭘

까요?(6월 28일 오후 5:51)

② 최OO 약사

양OO 네 양 선생님^^ 부자제가 몸에 안 맞았

던 듯싶습니다.(6월 28일 오후 6:35)

③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

천기누설건강법을 세상에 처음 내놓을 때 누

가 이런 생소한 엉터리 같은 이론에 관심을 

갖고 따라와 줄까 정말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어주고 함께 해 주시니 고맙

고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는 부자제와 마황제를 사용하지 않

은지 20년은 되는 것 같습니다.(6월 29일 오후 

8:11)

방금 오신 분께 감격해서 그럽니다.

84세, 여.(급여 1종)

기왕력: 

혈압, 고지혈, 좌골신경통. 

급여 1종이시기도 하고 약에 돈을 안 쓰시는 분이라

고 생각.(편견입니다)

6월 12일

너무 피로하다고 피로회복제 달라고 해서 써클OO

만 6포 드리며 하루 2번 드시라고 함.

6월 28일 

피로회복제 달라고 오심. 그거 한약처럼 생긴 거 

있잖아. 하시며 너무너무너무 좋다고 해서 겨우 6

포 가지고 가신 건데 뭐가 그리 좋으냐 여쭤보니 

“그냥 기분이 좋아.”

“지금 한 포 먹어야겠어.” 미지근한 물이랑 먹어야 

한다고 해도 말 안 듣고 이때까지 찬물만으로 효과

가 좋았다고 하심.

계속 찬 게 안 좋다고 해도 마치 백호탕 같은 증상을 

늘 겪는 듯이 말씀을 하심.

아로나민 골드는 쪼금 효과가 있고 벤포티아민은 

효과가 없더라고도 하셨습니다.(제 약국에서 사신 

건 아님. 아로나민만 먹다가 벤포로 바꿨는데 효과

가 없더라고 ㅠ)

참 요새는 할머니들도 유식하십니다.

울산에 있는 동생한테도 먹어보라고 하셨답니다. 

아마 울산의 어느 약국에서 구해서 드시고 계신듯

합니다. ^^

써클OO 60포 + 모아철 (가용성헴철)

가져가셨고, 다음에는 안티OOO까지 6개월 함께 

하기로 하 습니다.

2018년 6월 28일 오후 1:14

나OO 약사 

#체험사례 

박경O, 60 , 여

척추관 협착증으로 약 복용 중이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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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제 생각입니다.

아직 살아야 할 삶이 창창하신 분인데 단지 

기침 뿐 아니라 온 몸에 있는 바이러스를 모두 

없애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삶을 위할 수 있

도록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길은 확실히 보이는데 그 길을 약사님이 환자

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6월 29일 오후 8:14)

① 류형준 약사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몸 안의 염증이 

줄어서 염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른 증상에서도 바람직한 증상 개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6월 30일 오전 7:50)

복약지도하는 중 잔기침 계속하시면서 겨울 감기

가 지금까지 남아서 고생 중이랍니다. 이비인후과

에서 약도 드신다길래 같이 드시라고 안티OOO 

202 2일분 드렸네요.

2일 후 오셔서는 이 약이 무슨 약이냐고 기침이 좋

아졌다고. 약 설명 드리고 소포장 구매. 책자랑 챙

겨드림.

손녀를 돌보는데 기침 때문에 뽀뽀도 할 수 없고 

옷 입힐 때도 뒤에서 단추 잠가 줄 정도로 불편했는

데 이약으로 얼른 다 나았으면 하신다고~

마음껏 손녀 사랑하실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오후 2:45

서OO 약사 

#체험사례 

이동0, 65세(54년생), 여.

(처형 5월17일 올렸던 분입니다.)

표증상: 

만성피로. 무기력.

주요증상: 

두통. 깊은 잠 못 잠.

기왕병력:

갑상선기능저하증

투약:

2월 8일

써클OO 11 안티OOO 11

3월 2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5월 17일

써클OO 11 안티OOO 11

6월 28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경과반응:

수면의 질이 좋아짐.

덜 피곤하다.

두통이 좋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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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조심스러운 법

인데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주시니 감사합

니다.

모낭염은 피부 기생충인 모낭충의 감염과 그

로 인한 모낭충에 의한 자극, 분비물과 사체에 

의한 알레르기 그리고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등의 여러 요인이 겹쳐져서 생기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발 요인이 모낭충이니 

제가 만들었던 모낭충 바디워시인 오분애 바

디샴푸를 월요일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용방법은 일반 샴푸와 거품 내고 5분간 기

다리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효과는 기 할만 

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오후 2:54

서OO 약사 

#체험사례 

57세(62년생), 남.(본인)

 

2017년 11월부터 복용 중입니다.

하루도 안 빼먹고 복용 중입니다.

투약: 

처음 2개월 간은

써클OO 222 안티OOO 222

다음에는

써클OO 111 안티OOO 111

중간 중간 몸 컨디션 안 좋으면

써클OO 222 안티OOO 111

지금현재는

써클OO 111 안티OOO. 111

바라지도 않았던 모낭염이 좋아져서 올려봅니다.

 

1개월 전 사진입니다.

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오늘 6월28일 사진입니다.

워낙 몸이 부실해서 저 자신도 모낭염 치유까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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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체험사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6월 30

일 오전 7:58)

② 서OO 약사

감사

감사드립니다.(6월 30일 오전 9:46)

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 333 써클OO 111 이렇게 복용하는 

방법도 있군요.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염증을 보면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빠른 경과를 보이고 확실히 좋아지니 축하합

니다.

감사합니다.(6월 30일 오전 10:01)

① 류형준 약사

하지각약감. 

예전에는 육미지황탕의 적응증을 찾는 기준

이 되는 증상인데 이제는 써클OO가 신합니

다.

이러한 이유로 한방 처방 신 안티OOO와 

써클OO을 만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30일 오전 10:17)

2018년 6월 28일 오후 5:38

강OO 약사 

#체험사례 

장00, 50 , 여.

근래 들어 안 하던 공부와 자격시험 보느라 스트레

스 작렬. 피로 누적 상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성기 

주변에 큰 물집 잡힘. 통증도 심하고 놀라서 약국 

방문. 빨리 나아야 한다고 좋은 거 달라고 함

안티OOO 333 써클OO 111

하루 드시고 많이 좋아졌다고 3일분 재구매.

3일 후 오셔서 거의 나았다고 감사하다고 하시네

요. 완전히 나을 때까지 드시라고 했습니다. 3일분 

동일 용량으로 드렸어요.

2018년 6월 29일 오전 10:01

정OO 약사 

#체험사례 

장순0, 77세, 여.(작은 체구 조금 통통)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에 힘이 없다.

몇 개월째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에 힘이 없고 온몸

이 찌뿌둥하고 아프기를 계속한다고 하십니다.

2월 23일 

써클OO 11 한 달 msm 제제.

6월 29일 

그 후로 소식이 없으시다가 오늘 오셨습니다. 그때 

그 약 먹고 많이 좋아지셔서 다리에 힘도 있고 온몸

이 아프던 것도 좋아지셨다고 하십니다. 효과를 많

이 보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외상을 해드렸는데 

이제야 와서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재구매 해 가셨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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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상기 증상이 심장 부위이고 여러 번 반복적인 

증상이면 협심증의 우려가 있는 분입니다.

안티OOO와 써클OO를 꾸준히 복용하게 하여 

미리 예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30일 오전 10:19)

② 정OO 약사

네, 알겠습니다!(7월 2일 오후 4:54)

① 류형준 약사

더위 먹은데 써클OO가 좋습니다.

에어컨 바람에 추위에도 써클OO가 좋습니다.

추위와 더위 모두 써클OO가 좋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가족을 통해서 알게 하니 가족

이 선생님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30일 오전 10:26)

2018년 6월 29일 오전 10:53

정OO 약사 

#체험사례 

이정0, 76세, 남.(보통 체형)

속이 숨이 차고 따끔거림.

6월 19일

갑자기 속이 숨이 차고 가슴이 따끔거린다고 하심.

어혈로 인한 혈액순환장애로 생각되어 써클OO 111 

어혈제 111 5일분 드림.

6월 29일

오늘 오셔서 여쭤보니 이제 다 나았다고 하십니다.

2018년 6월 29일 오후 12:36

최OO 약사 

#체험사례 

이상0, 42세, 남.(176cm 73kg, 남편)

주요증상: 

비염과 발톱무좀

적용 사례: 

더위 먹음

비염과 발톱무좀 치유를 위해 안티OOO 써클OO 

기본 용량으로 5개월 넘게 복용 중인 상태.

며칠 전 출근했다가 땡볕에 몇 시간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더위를 먹은 것 같다고 하고 퇴근해

서 집에 가보니 기운이 없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소파에 누워있더라고요. 안티OOO와 써클OO는 챙

겨 먹었는지 물으니 안 그래도 각 3포씩이나 먹었

다네요. 양도 알아서 잘 늘려먹어서인지 밤이 되었

을 때는 기운을 차려서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따뜻

한 물에 먹으면 더 좋으련만 아무리 얘기해도 약은 

잘 챙겨 먹는데 그냥 실온 상태의 물로만 먹네요.

2018년 6월 29일 오후 3:02

박OO 약사

#체험사례 

031번째 = [안티OOO]

CYS, 67세, 男.(163cm 57kg)

<종아리-수포 / 유사 상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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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일단 급한 상포진을 개선했으니 축하드립

니다.

흉터 없애는 법은 간단합니다.

시간을 많이 기다리거나 써클OO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둘 중 양자택일하세요.

감사합니다.(6월 30일 오전 10:32)

2018년 4월 초순

- 저녁에 갑자기 우측 종아리가 바늘 찌르듯 따끔!!

다치지도 않았는데? 벌레가 물었나? 하고 상처

연고를 바름.

- 다음 날 수포가 생기면서 약간의 통증 (종아리에

도 상포진이??)

- 2~3일 지나니, 수포와 발적이 늘어나고 약간의 

통증.

- < 상포진-과립약>+[안티OOO] 1포씩 tid =각 

5일분.(사정상 써클OO는 같이 투여 못함)

- 5일 후 딱지가 생기며, 염증의 상승곡선이 꺾임.

- 잔불 끄기로 [안티OOO] 1포씩 tid=10일분

- 수포는 모두 사라졌지만, 흉터(얼룩)는 (아직까

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음.

- 흉터(얼룩) 없애는 방법을 좀 일러 주셔요.

2018년 6월 29일 오후 3:41

노OO 약사 

#체험사례 

이명0, 69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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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뇌경색으로 한 달간 병원 치료를 하고 아직도 

마비 증상이 있다고 하니 혈압과 당뇨가 어디

까지 좋아질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몸에서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세포의 이상

이면 이는 모두 회복이 가능하지만 뇌에서 조

절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좋아지는 데 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병명이라도 치유의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6월 30일 오전 10:37) ① 류형준 약사

3월, 5월, 6월 체험사례를 모두 합쳐서 올려주

시면 좋을 것입니다.

끝까지 치유의 길을 완주하도록 도와드리기 

바랍니다.

혈압 당뇨약 드시고 있고 작년에 뇌경색으로 한 달

간 병원 치료받고 오신 분.

4월 2일부터 안티OOO 써클OO 정량으로 시작해서 

매번 10일분씩 가져가시는데 6월 7일 혈압 150/xx

에서 6월 29일 140/80으로 감소 중.

4월부터 미리 맞춘 한약을 안티OOO 써클OO와 같

이 드신 게 혈압에 향을 준 것 같아 한약을 5월 

한 달 다 드시고 6월부터 안티OOO 써클OO 다시 

시작하라 조언.

혈당은 두 달에 한 번 병원 가실 때 알려주신다고 

함. 어눌한 말씨도 아주 조금씩 좋아진다고. 

혈압 당뇨만 좋아지면 계속 드시겠답니다. 

오늘도 안티OOO 써클OO 10일분씩 가져가십니다.

2018년 6월 29일 오후 5:22

조OO 약사 

#체험사례 

30  후반, 여.(은행VIP실 실장)

만성 소화불량.

위장기능이 약하고 냉하고 만성 소화불량. 식곤증. 

항상 더부룩. 업무상 VIP 고객들 스트레스.

잇몸질환 이가탄, 한방 소화제를 복용 중. 

3개월째 써클OO 복용 중 (3월, 5월 사례)

 

6월 29일 써클OO 11 30일분 추가

개선점 : 배가 냉한 증상과 복통이 사라지고 속이 

편해지심. 피로감 개선됨. 여름에 속이 안 좋아 늘 

고생했다 함.

혈색이 좋아지고 여유 있어 보이고, 미모가 더 살아

난 듯. 루테인도 같이 드신다고 사감. 눈에도 좋은 

향을 줘서 개선될 듯.

 

식생활과 각탕법을 강조하고 완치를 위해 안티

OOO 필요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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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6월 30일 오전 10:45)

② 조OO 약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6월 30일 오전 

11:03)

① 류형준 약사

이미 훈장처럼 치유의 길 이정표를 받았으니 

끝까지 완주하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6월 30일 오전 10:53)

① 류형준 약사

결국 약사님의 신념이 환자의 의심을 이겨내

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효과를 알 수 없으니 가격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결국 가성비가 좋은 게 좋은 제품이고 저렴한 

제품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30일 오전 11:01)

2018년 6월 29일 오후 6:52

방OO 약사 

#체험사례 

40초, 여.

난소기형종 (1년 전 검진 시 이상 없던 곳에 12cm 

혹이 생김)으로 복강경 수술. 수술 후 무통주사 맞

는 상황에서도 왼쪽 가슴 통증. 수술 1주 전부터 

셀레나제 2개씩 복용 중이었음. 수술 후 셀레나제 

신 안티OOO 101 써클OO 101 60포씩. 

1. 하루 먹으니 왼쪽 어깨 가슴 쪽 통증 사라짐.

2. 배변 습관이 좋아지고, 변비가 없어지고 개운함.

3.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눈꺼풀이 무겁지 

않음.

4. 어깨가 무겁지 않다. 

좋은 약 추천해 줘 고맙다고 함. 

치유 1년 과정을 권유했습니다. 

2018년 6월 30일 오전 8:33

강OO 약사 

#체험사례 

김옥0, 66세, 여.

6월 19일 

아랫배가 아프고 묵직하면서 밑이 빠질 것 같다고 

하셔서 안티OOO 111 써클OO 111 3일분 (36000원)

이라고 하니 조금 오버하면 약 값에 기절 초풍하신

다. 그래도 병원 다녀도 신통치 않으니 어머니 양

수액제 하나 맞았다 생각하시고 치유해보자고 설

득. 왜냐하면 방광염에는 3일분으로도 경험상 확신

이 있었기 때문.

6월 29일 

전화로 여쭤보니 다 나았고 고맙다고 하시네요. 방

광염에는 무조건 안티OOO 111 써클OO 111로 저는 

공식화합니다.

이번 체험례는 다수의 방광염, 질염 치유 경험 중에 

가격에 너무 놀라는 경우임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가진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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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OO 약사

선생님은 상포진 전문인 듯^^(6월 30일 오

전 11:12)

② 박OO 약사

양OO 약사 

양 선생님은 과찬의 말씀…

저도 virus 잘하게 되면 류 선생님께 고맙죠?

(과거엔 면역 양제 요법만 했었거든요.)

양OO 선생님은 부종 전문이죠?^^ ^^(곱빼

기)(6월 30일 오전 11:39)

③ 우OO 약사

< 상포진-과립> 5일분 이 무슨 약이에요?

따로 있나요?(7월 1일 오전 2:16)

④ 류형준 약사

HPV에 해서는 박OO 약사님께 많이 배우

고 있습니다.

정말 상포진 전문 약사입니다.

박OO 약사님이 위장병 전문 약사인 것처럼 새

롭게 상포진 전문 약사 박OO 약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7월 3일 오후 2:47)

2018년 6월 30일 오전 10:51

박OO 약사

#체험사례 

032번째 = [써클OO]+[안티OOO]

SSH, 45세, 男.(180cm 80kg)

<무지 심한 상포진>

- 덩치 좋고, 건장한 남성. 오른쪽 눈썹 위 검붉은 

딱지 가득.(그동안 유 가 좋던 제약회사 직원

임) 

“술 묵고 엎어졌구나? 이마는 왜 깨고 다니나?”

“다친 게 아니고요. 상포진이 심하게 나서 그렇

습니다.”

(그러고 보니 상포진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 피

투성이 같다.)

“병원 처방 약 먹고 있겠지만, 무지 빨리 낫고 후유

증 없게 해줄까?”

“예~ 빨리 낫게만 좀 해 주십시오.”

- 2018년 5월 18일 < 상포진-과립> 5일분+ [써

클OO][안티OOO] 1포씩 tid 각 60포.(헤르페스 

계열은 잠복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계속 복용 강조.)

- 일주일 후 방문. 상포진 수포나 딱지는 없고, 

약간의 얼룩만 있음.(사진 깜빡함)

- 2018년 6월 방문 사진=얼룩 약간 보이는 정도.

“잠복 바이러스 잡아야지?”

“예~ 몸 컨디션도 좋아졌고, 잔당도 잡아야지요.”

( 부분의 사람들은 증세만 없어지면, 먹겠다고 하

면서도 잘 안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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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30일 오후 12:07

조OO 약사 

#체험사례 

30  후반, 여.(은행VIP실 실장) 

(만성 소화불량 체험사례 다시 합쳐 올립니다.)

(3월 사례)--------------------------

위장 기능이 약하고 냉하고 만성 소화불량. 식곤증. 

항상 더부룩. 업무상 VIP 고객들 비위 맞추기가 힘

든 듯. 스트레스.

잇몸질환 이가탄, 한방소화제를 복용 중.

3월 14일 

써클OO 111 20포. 

찬 것, 매운 것 드시지 마시고 급하게 드시지 마시

고 꼭꼭 오래 씹어서 드시라 함.

아무래도 긴장, 스트레스, 교감신경 흥분돼서 내장

평활근 림프순환이 약해진 듯.

 

3월 21일

일단 속이 편해지고 덜 피곤하고 가스가 덜 찬다고 

함.(췌장, 담즙은 이상 없음) 증상은 일시적으로 개

선 돼지만 조심 안 하면 완전한 치유가 안 되니 4 

~6 개월 드시라고 일단 써클OO 11 한 달 더 드시고 

안티OOO랑 같이 드시기로. 

 

(5월 사례)--------------------------

5월 9일

써클OO 11 30일분 추가.

개선점 : 속이 편하다. 그간 소화가 안돼서 소화제 

복용은 1번 (한방 소화제는 안녕이네요), 일단 속이 

편하고 흡수가 잘 되니 컨디션, 피로, 빈혈 개선, 

얼굴 안색이 좋아지고 미모가 살아난 듯. 아마도 

VIP실에서 소개로 올 듯. 

편하니 본인 조절하는 듯싶어 꾸준히 복용하라 함.

위, 장관 근육세포의 정상화 작용과 림프순환으로 

양분 공급과 세포 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를 준

다고 재발 안 되고 면역력을 키우게 안티OOO를 같

이 권해드리니 다음을 기약하며 합니다. 실장님이 

가격에 민감하신데 편이신데 만족하고 가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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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상세한 설명과 그림까지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까지의 조치와 방법 그리고 설명이 모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치유의 길에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은 약사님의 몫이고 선택은 환자의 몫

입니다.

따라서 선택의 결과에 한 책임은 환자의 몫

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면 그것

은 약사님의 책임입니다.

환자의 성향에 상관없이 약사님의 역할에도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7월 3일 오후 2:51)

② 조OO 약사

깊이 새기고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7월 3일 오후 3:39)

(6월 사례)--------------------------

 

6월 써클OO 11 30일분 추가.

개선점: 배가 냉한 증상과 복통이 사라지고 속이 

편해지심. 피로감 개선됨. 여름에 속이 안 좋아 늘 

고생했다 함. 혈색이 좋아지고 여유 있어 보이고 

미모가 더 살아난 듯. 루테인도 같이 드신다고 사

감. 눈에도 좋은 향을 줘서 개선될 듯. 식생활과 

각탕법을 강조하고 완치를 위해 안티OOO 필요성

을 강조함.

짧은 생각: 위,장관 평활 근육세포의 정상화 작용과 

림프순환으로 혈류량 증가로 양분 공급과 면역

물질 활성화, 위, 장관 온도 상승으로 냉증 개선이 

된 듯싶습니다. 사실 환자 본인이 느끼는 만족감이 

좋아서 안티OOO의 필요성을 더 크게 강조를 못 

했는데요 아마도 온도 상승과 면역력 상승으로 세

포환경을 개선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래 사진은 아들 면역학 책에 나온 림프순환 조직 

참조하세요.

소장 파이어반 림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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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치질이 좋아졌으니 축하합니다.

하지만 처음 치질이 상당히 심한 상태이고 오

래된 증상인데 초기 적량 복용은 용량의 부족

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용량의 추가가 이뤄졌지만 그 역시 부

족한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시라고 전에 올린 을 다시 올립니다.

#류형준 의견

안티OOO와 써클OO의 초기 용량 조절에 하

여 안티OOO와 써클OO의 용량 조절에 해서

는 수차례 설명하 지만 아직도 많은 약사님

들이 제 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티OOO 써클OO의 적량인 101은 정확히 말

하면 증상의 거의 줄어든 상태에서 최소한으

로 복용하는 최소 유지량입니다.

병증이 심할 때, 병증이 여러 곳에 있을 때, 

병증의 부위가 넓을 때, 병소가 단단히 굳어있

을 때에는 증상의 개선이 확실히 확인될 때까

지는 초기 복용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1. 부분 만성 질환인 경우에는 병소가 단단

하게 뭉쳐서 림프순환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써클OO의 용량을 최소 유지

량으로 복용하게 되면 병소 주변의 병적 산물

과 염증 개선이 이뤄지므로 증상의 차도는 보

이지만 병소 안쪽은 써클OO와 안티OOO의 

유효 성분이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라 작용하

지 못하게 됩니다.

안티OOO와 써클OO가 제 로 작용하면 안티

OOO의 복용 기간은 6개월이면 충분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을 복용해야 

비로소 병소 안쪽까지 작용하게 되고 그렇게 

2018년 6월 30일 오후 12:17

최OO 약사

#체험사례 

50  초, 여.

말 못 할 고민 오래된 치질(출산 후부터). 좋다는 

거 다해 봐도 잦은 재발로 거의 치료 포기 상태. 

지인 소개받은 분이신데 타 지역 분.

5월 2일 

안티OOO 써클OO 정량 시작.

하루가 멀다 하고 통증 심하고 가끔 치출혈. 직업상 

새벽에 퇴근. 만성피로. 가능하면 111 111권유.

5월 30일 

통증이 없어져서 너무 좋다고 함. 피로감은 비슷. 

하루도 안 빠지고 복용. 명현 반응 없이 지나갑니

다. 그 로 정량 1달분. 철분제.

6월 29일 

전화 통화. 직업상 쪼그리고 있을 때가 많은데 전혀 

안 아프고 변 볼 때도 안 아파서 너무 좋아요! 한다. 

피곤함도 많이 좋아짐. 안티OOO 써클OO 101 101 

3개월째 시작.

목소리에 생기가 넘치네요★

치유 끝까지 완주하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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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후에야 비로소 안티OOO의 복용 기간으

로 6개월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병소가 외부로부터 천천히 무너지고 있

으니 병소 안쪽은 여전히 완고한 상태를 유지

하고 있게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컨디션이 떨

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질 상황이 되면 다시 

쉽게 발병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첫 달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로 복용하고 반드시 증상 개선을 확실히 

확인한 후 2~3개월간 안티OOO 111 써클 111

를 복용하고 증상이 거의 소실되는 것을 확인

하면 안티OOO 101 써클OO 201 혹은 101로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병증이 여러 곳에 있을 때, 병증의 부위가 넓을 

때, 병소가 단단히 굳어있을 때에도 마찬가지

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2. 급성 증상으로 병증이 심할 때에는 두 가지 

입니다.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에 의

한 감염으로 증상이 심할 때에는 증상이 가실 

때까지 최 량을 사용하고 증상 개선이 확실

히 확인되면 바로 용량 조절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감염이 아닌 다

른 원인으로 증상이 심할 때에는 안티OOO는 

기본 용량이거나 빼고 써클OO 최 량을 복용

하여 빠른 증상 개선을 안내하는 것이 기본입

니다. 물론 증상 개선이 되면 바로 용량을 조절

합니다.

3. 명현 반응이 우려되는 경우는 먼저 써클OO

만 복용하여 병소 주변의 노폐물이나 염증 삼

출물 등을 개선하고 난 후 안티OOO와 써클

OO를 병용하여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써클OO만으로 병소의 완고함

을 개선하므로 이후 안티OOO와 써클OO의 

병용 시 써클OO의 용량을 222까지 올리지 

않고 유지하여도 좋습니다.(강OO 약사님의 

사례)

4. 증상이 단순하고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

지량으로 복용해도 됩니다.

안티OOO 써클OO의 복용량을 정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병증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정답

은 없습니다.

목표하는 증상의 차도를 보이고 원하는 결과

를 얻으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안티OOO 써클OO가 출시되고 만 1년

이 조금 넘는 시점에서 이제까지 체험사례와 

본인의 경험을 종합하여 내린 결론입니다.

이미 자신만의 노하우로 안티OOO 써클OO의 

운  법을 깨달은 신 분들은 제외하고 이제 

막 치유의 길에 입문하신 분들이나 아직도 초

기 용량에 한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정리하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7월 3일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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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역시 용량의 문제이군요.

가능하면 안티OOO 111 써클OO 222로 올릴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7월 3일 오후 3:04)

② 김OO 약사

네~~선생님~감사합니다~~^^

곧 방학하면 올려서 먹여보겠습니다~~(7월 

3일 오후 4:14)

① 류형준 약사

위염, 구취, 혈압까지 한꺼번에 해결하셨군요. 

치유의 길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포의 위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7월 3일 오후 7:31)

2018년 6월 30일 오후 2:18

김OO 약사 

#체험사례 

윤00, 25세, 여.(156cm 46kg 딸)

중등교사 3년 차, 많이 피곤해하고 매일 다리 아프

고 여드름, 다크서클, 기미 생김. 고함량 B군, 칼맥, 

유산균, 오메가3 복용.

써클OO 안티OOO를 여러 핑계 며 하루 1포씩 저

녁에만 먹고 각탕법 가끔. 급기야 여드름이 심해지

고 다크서클이 심해지고 해서 한 달만 하루 두 번 

먹어보자고 설득. 밥은 안 먹어도 써클OO 안티

OOO는 각각 1포씩 하루 두 번 복용함.

2주 정도 복용. 여드름은 좋아졌으나 퇴근하면 다

리 아프다고 계속 징징거려서 써클OO 2포로 올려

서 복용.

다시 2주 지나서 보니 기미가 많이 없어지고 여드

름도 없고 피부가 촉촉해져서 화장이 잘 먹고 종일 

종종거리며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는 퇴근하면 여

전히 아프다고 하네요.

요즘은 아침 은 안 먹어도 요건 잘 챙겨 먹어요~

2018년 6월 30일 오후 3:17

강OO 약사 

#체험사례 

노00, 50 , 남.

오랫동안 위염과 구취로 고생하신 분.

식사 시간이 일정치 않고 신경 많이 쓰는 직업. 병

원 처방 약을 수시로 드셨으나 계속 재발하고 심한 

입 냄새로 아내가 힘들어함. 많이 피곤하다고 하심 

경계성 고혈압.

안티OOO 111 써클OO 111 한 달 복용 후,

안티OOO 11 써클OO 11 삼 개월째 복용 중.

위염, 구취 호전. 아내분이 살겠다고 하시고 병원 

약 한 번도 안 드셨다네요. 피로 호전 혈압도 거의 

정상수치 유지.

안티OOO 써클OO 치유 프로그램 잘 이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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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아무 약이나 먹지 말라라고 하시니 안티OOO

와 써클OO가 약의 수준까지 올라가서 접받

는 것 같아서 기쁘군요.

약도 아니고 건식도 아닌 식품인데도 말이죠.

그런 아무 약이 진짜 약을 몰아내고 있다니 

신기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7월 3일 오후 7:35)

① 류형준 약사

심장의 박동도 정상화되더니 두통까지 좋아

졌군요.

치유의 길에 새로운 역을 개척하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7월 3일 오후 7:57)

2018년 6월 30일 오후 4:47

안OO 약사 

#체험사례 

권0전, 76세, 남. 

수년 전에 중풍이 와서 반신 마비와 두통으로 고생

하던 분이 낙상을 하셔서 종아리뼈의 골절로 고생

하기를 한 달 남짓. 다시 진찰을 해보니 뼈가 잘 

붙지 않고 있다는 의사의 말에 아드님이 방문하여

안티OOO 11 써클OO 22 한 달분.

한 달 후 아드님 다시 방문. 그 약 열심히 드신 덕인

지 무사히 깁스 제거했다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평소 판콜을 하루 3병씩 드시던 분이 그 약 먹는 

한 달간은 부쩍 횟수가 줄었다며 신기해하더군요. 

림프순환이 잘 되면 두통 같은 증상은 쉬 풀리죠.

이번 기회로 중풍의 후유증을 조금이라도 덜어드

리자며 안티OOO 11 써클OO 111 한 달.

사실 올해 초 이분 어머님이 주위의 안티OOO 써클

OO 드시는 분 따라다니며 아무 약이나 막 먹지 말

라며 조언 아닌 조언하고 다니셨죠. 수간호사인 따

님 향이 컸겠죠. 판콜은 의사가 먹어도 괜찮다고 

하여 아무 약 리스트에서 빠진 거고요.

아무 약이 판콜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1일 오후 9:06

박OO 약사 

#체험사례 

백00, 52세, 여, (보통 체격)

전에 체험사례 올렸던 분(심장 수술 후 심장 뛰는 

소리가 귀에 들려 힘들었던 환자가 심장이 안정되

고 뛰는 소리가 안 들려서 좋다는 환자)을 오늘 만

났더니 그동안 있었던 두통까지 사라지고 보는 사

람들이 피부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안티

OOO 111 써클OO 111로 복용 중입니다. 

한 달도 못되었는데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

까지 나와서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2일 오전 11:38

조OO 약사 

#체험사례 

50 , 남.

역류성 식도염, 위통, 위염.

혈압, 당뇨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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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사례)--------------------------

위장 질환으로 카베진을 항상 복용하고 사러 오신 

분입니다. 내과 치료를 반복해서 받으셨다 하십니

다. 자꾸 면역력 저하로 재발하는 것은 몸에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가 성해져서 재발되는 것이고 일시

적으로 증상은 개선될 수 있으나 완치가 안 되는 

것은 면역력 저하와 세포환경의 문제이니 환경 개

선되게 항바이러스제와 림프순환제를 복용해보자 

고 권유했더니 병원에 혈액분석기기 업하신 분

이고 전에 제약회사에도 근무하시고 엔테론도 아

시고 림프순환도 아시고 수긍하시네요. 동아 병

원으로 출장 가려고 한다 하시네요.

4월 24일

써클OO 안티OOO 111 일주일 분과 책과 리플릿 가

지고 부산 가면서 체크하시고 보신다고 하네요. 

객지 생활로 주말부부하시는데 식생활도 불규칙하

고 부실하고 업하다 보면 스트레스 심하고 여름

에는 배탈로 자주 고생하신다 하네요.

찬 것, 매운 것 드시지 말라고 강조하고 매일 유입

되는 음식과 자극을 견디고 내장 근육세포의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아마도 책을 보시고 더 느끼실듯

싶네요.

또한 증상 개선뿐 아니라 완전한 치유로 확실히 가

자고 자신감을 가지고 강조했네요. 

4월 3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이담 간장약 한 달분.

개선점: 속 쓰림, 위통, 위염 없어짐. 헬리코박터균 

치료도 2차까지 하고 재발되는 것은 세포환경과 바

이러스 때문이라고 본인도 인정하네요. 완전한 치

유로 가보자고 

(5월 사례)--------------------------

5월 31일

써클OO 11 안티OOO 11 이담 간장약 한 달분.

개선점: 카베진 안녕. 여명, 컨디션, 모닝 케어 모두 

안녕입니다. 늘 사무실에서 카베진을 달고 살았는

데 안 찾고 접  술자리가 많아도 부담 없이 보내신

다 하시세요. 위통, 식도염도 거의 없고 써클OO 안

티OOO 홍보 사가 되었네요.

증상 개선되면 줄여 먹어도 되느냐?, 장기간 복용

하면 내성이 생기지 않느냐? 질문하셔서 숨어 들어

가는 바이러스가 변종으로 변할 수 있으니 용법, 

용량, 기간을 준수하면 되고 술이 안 취해도 줄이고 

찬 것, 매운 것을 피하라 함.

지난주 무등산등산해도 큰 무리가 없다 하네요.

올바른 치유의 길로 가고 있네요.

정말 카베진 안녕이네요.

 

(7월 사례)--------------------------

7월 2일

써클OO 안티OOO 11 이담 간장약 1달분

주말 출장 관계로 월 말에 못 오심.

정말로 또박또박 열심히 드심. 감사.

드시기 시작한 후 위통, 속 쓰림 증상은 한 번도 

없었다 함. 감사하게 생각하고 죽 드실 생각이라고 

함. 숙취도 피로감도 덜하다고 강조. 그래도 식생활

과 스트레스에 주의하라 강조함. 

기분 좋게 가시니 저도 좋네요.

태풍, 장마로 시작한 7월.

다들 건승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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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감사하게 생각하고 죽 드실 생각이라고 함>

(혹시 쭉(쭈~욱) 드실 생각???) ㅎ(7월 2일 

오후 6:31)

② 류형준 약사

역류성 식도염은 하부식도괄약근의 약화로 

생기는 것이라 치료가 힘들다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치유의 길에서는 작은 돌부리에 불과

합니다.

감사합니다.(7월 3일 오후 8:04)

① 류형준 약사

강OO 약사님의 아우라는 항상 빛나고 따뜻합

니다.

감사합니다.(7월 3일 오후 8:10)

2018년 7월 2일 오후 5:32

강OO 약사 

#체험사례 

이00, 60 , 여.

고혈압 고지혈증 담석.

무릎 관절 수술 후 하지부종 특히 복숭아뼈 있는 

부분의 부종이 심하시다고 센00 드시겠다고 내국. 

부종을 일으키는 원인이 정맥 순환장애보다 림프

순환 장애가 더 많다고 설명드렸으나 센00을 드시

겠다고 하셔서 일단 센00과 드셔 보셔야 차이를 

아실 거라고 써클OO 3포를 드림.

드디어 한 달 만에 써클OO 빈 봉지 들고 나타나심.

센00 드셔도 아무 효과 없었는데 써클OO 저녁 한

포 오늘 아침 한포 드셨는데 하지부종이 없어지고 

특히 복숭아뼈 쪽 부종은 누르면 푹 들어갈 정도

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여주시며 신기하

다고 하셨어요.

써클OO 소포장 구매하셨고요. 계속 드셔보겠다 하

셔서 안티OOO 써클OO 치유 프로그램이 꼭 필요

한 분이라 설명드렸습니다.

한 달 후부터 안티OOO과 같이 치유해 보시기로 

했어요.

2018년 7월 2일 오후 5:47

박OO 약사

#체험사례 

033번째 = [써클OO]+[안티OOO]

PCS, 79세, 女.(159cm 63kg)

(작은 사찰의 주지라고 함. 암자일지도?)

< 상포진 통증 심함>

- 2018년 4월 중순부터 우측 유방 아래 상포진 

시작.

- 의원 처방전 (팜시버750mg 가바펜틴100mg 등) 

2일=8800원 3일=13000원

- 15일 이상 복용하고도 옆구리 통증이 가시지 않음.

- 5월 22일이 초파일이라 큰일을 만났는데, 신경 

쓰고 바쁘니 걱정 많음.

- 양 주사를 이틀에 한 번씩 계속 맞아도 피로하

고, 통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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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OO 약사

약사님!

상포진-과립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치험사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7월 2일 오

후 6:46)

② 류형준 약사

상포진에 한 좋은 치유사례를 올려주셔

서 감사합니다.(7월 3일 오후 8:12)

① 류형준 약사

약도 아닌데 건식도 아닌데 단지 식품인데 그

렇게 믿어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7월 3일 

오후 8:13)

- 2018년 5월 7일

“ 상포진에 빨리 낫게 하는 약 써 보실래요?”

“예~ 그런 약 있으면 무조건 빨리 주세요.”

(나의 실수= 처방전 갖고 오시는 분. 비보험-일반 약 

거절한다는 선입감으로 2주가 지나서야 말하게 됨.)

< 상포진-과립> 5일분 [안티OOO] 1포씩 tid=20

포 (꿀 레몬차 1개)

-일주일 후 수포, 딱지 없어지고 통증 폭 감소.

-2018년 5월 14일

< 상포진-과립> 5일분 [안티OOO] 1포씩 tid=40포

- 5월 22일이 초파일 행사 무사히 치르고 통증도 

완전 해결.

- 잠복 virus도 없애자고 했는데 아직 안 오심.

2018년 7월 2일 오후 6:07

최OO 약사 

#체험사례 

양은0, 50 , 여.(보통 체형)

증상 : 눈 염증 및 불편 호소

며칠 전 갑작스러운 눈 충혈에 눈곱도 생겨서 불편

하다고 오셨길래 자세히 보니 충혈이 심한 상태

습니다. 다른 약사님의 체험사례가 많이 있기에 자

신 있게 써클OO 222 드시라고 하루분 드리면서 

꼭 따뜻한 물에 드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전화

드려서 여쭤보니 깨끗이 다 나았다고 하시면서 고

맙다고 하시네요.

이젠 눈 질환에도 자신 있게 권해드릴 제품이 있어 

든든합니다.

2018년 7월 2일 오후 6:18

안OO 약사 

#체험사례 

이0화, 83세, 여.

눈 밑 저림, 좌측 눈꺼풀 떨어짐, 안검경련으로 4월 

초 시작.

5월 3일 

눈 밑 저림 완전 소실, 윙크하듯 좌측 눈꺼풀만 수

시로 감기는 증상도 많이 덜해졌네요. 사실 상담할 

때에 한 쪽 눈꺼풀만 비 칭적으로 스르르 내려오

는 모습을 여러 번 보고 적잖이 걱정되더군요. 과연 

저 처음 접하는 증상도 치유가 가능할까? 하는 생

각에요.

그러나 명품을 믿고 치유의 확신 드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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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안검하수에 한 체험사례가 올라와서 반갑

습니다.

새로운 체험사례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

다.(7월 3일 오후 8:16)

① 류형준 약사

아니 3일만의 변화라고는 믿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7월 3일 오후 8:17)

다만 두 달 보름간 명현으로 생긴 전신 통증은 6남

매 출산 시 느꼈던 산고와 버금갔다며 하소연하십

니다.

아직 무반응 중인 안검경련도 반드시 치유될 거란 

믿음과 함께~ 

안티OOO 11 써클OO 12 마그네슘400mg 한 달.

2018년 7월 2일 오후 6:39

정OO 약사 

#체험사례 

60세, 여.(조금 통통)

지도설.

6월 29일 

요즘 갑자기 혓바닥이 이상하다고 하시고 치과에 

물어보았으나 잘 모르겠다고 함.

설하 정맥을 체크하고 혀 밑 부분을 체크하니 어혈

이 보 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지도

설인 것으로 판단.

써클OO 11 안티OOO 11 당귀수산 5일분.

7월 2일

오늘 오셔서 변화 있다고 3일분 더 가져가심. 

3일 후 다시 오시라고 했습니다.

6월 29일 사진입니다.

 

7월 2일 사진입니다.

2018년 7월 2일 오후 9:58

김OO 약사 

#체험사례 

58세, 여.

써클OO와 안티OOO 정량 복용 5개월째 변이 단

단하 는데 부드러워지고 변도 시원하게 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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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변비 개선! 치질 개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7월 3일 오후 8:19)

① 류형준 약사

남편분도 치유의 길로 들어오셨다니 다행입

니다.

감사합니다.(7월 3일 오후 8:27)

① 류형준 약사

상포진이 이렇게 빨리 개선된다니 저 역시 

신기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7월 3일 오후 8:30)

니 치질이 있어서 가끔 출혈도 있었는데 치질도 나

았다고 하네요.

2018년 7월 2일 오후 10:10

김OO 약사 

#체험사례 

65세, 남.(제 남편)

2월에 감기를 심하게 앓았다. 써클OO와 안티OOO

를 먹어보라 하니 몇 번 먹더니 안 먹는다. 한참 

후에 먹으라하니 꾸도 안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주방에 써클OO와 안티OOO 박스 위에 소형 가위

가 있다. 말없이 챙겨 먹는 듯.

남편은 학교 다닐 때부터 부비강염을 앓기도 하고 

알레르기로 재채기를 자주 한다. 자기가 스스로에

게 욕을 할 만큼. 어제 요즘은 재채기를 거의 안 

하네? 했더니 그런 것 같다고 재채기도 면역이 떨

어져서 그런가 보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2일 오후 10:23

김OO 약사 

#체험사례 

60세, 여.(본인)

오늘 환자분이 자기는 상포진인듯한데 병원에서

는 알레르기 같다고 알레르기 처방을 내주고 내일 

다시 오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제 왼쪽 다리가 갑자기 얼얼해

지면서 걷는 것이 조금 부자유스러워진다. 그러고 

보니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에 발등에 갑자기 알레

르기처럼 돋고 가려워서 벌레 물린 데 바르는 것을 

발라도 효과가 없어서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한참

을 뿌리고 나니 괜찮아졌던 생각이 났다. 상포진

이 오려나보다 하고 일단 상포진 약 처방전을 받

아뒀다. 

체험을 해보려고 써클OO와 안티OOO 각 2포를 먹

고 나니 서서히 풀렸다.

참 신기했다.

또 좀 전에 각 2포씩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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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3일 오전 11:25

김OO 약사 

#체험사례

김남0, 만70세, 남.

알레르기 비염,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심.

항상 비염 약을 달고 사시는 분인데, 약국에 있는 

비염 약이란 약은 전부 섭렵하신 분. 복용량을 두 

배 세배로 늘려도 효과가 없자 약국 발걸음이 없던 

차에 안티OOO 써클OO가 있어 전화.

“선생님, 알레르기 비염에 정말 좋은 약이 있으니 

약국에 한 번 들르세요.”

그분 부인이 병원에 들르셨다가 약국 내방. 그전에 

말했던 약을 가져오란다고 해서 들리심. 

5월 18일

안티OOO 써클OO 각 101 정량 복용 소포장.

주의 사항 일러줌.

5월 30일

궁금해서 전화드리니 콧물이 전혀 안나온다 함.

6월 8일

안티OOO 써클OO 소포장 재구매.

6월 26일

재구매할 시기인데 전화드리니 다 나아서 안 먹어

도 된다 함. 증상만 없어졌지 완전히 치유가 된 것

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소용없음. 

안티OOO 써클OO 알레르기 비염에는 정말 효과가 

빠르고 큰 것 같습니다!!!!

① 류형준 약사

우리는 이제 알지요. 증상 개선과 치유는 시간

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7월 3일 오후 8:31)

2018년 7월 3일 오후 12:28

서OO 약사 

#체험사례 

홍00, 46세(73년생), 남. 

(6월 12일에 올렸던 분입니다.)

표증상: 

크론병 Crohn's disease

주요증상: 

소화 불량이 생기면 복통이 생김. 비듬 

아토피. 피로감

투약:

5월 28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6월 5일

써클OO 333 안티OOO 222

6월 8일

써클OO 333 안티OOO 333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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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설사가 없는 것을 보니 크론병의 차도가 있군

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7월 3일 오후 8:35)

① 류형준 약사

인슐린 수치와 비타민D 수치가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7월 3일 오후 8:39)

써클OO 333 안티OOO 333

6월 14일~16일

써클OO 333

명현 반응이 옴.

6월 17일

써클OO 333 안티OOO 222

6월 19일

써클OO 333 안티OOO 333

7월 2일

써클OO 333 안티OOO 222

경과반응:

잠이 잘 온다.

소화가 잘 된다.

훨씬 덜 피곤하다.

머릿결이 좋아짐.

눈이 덜 피로하다.

2018년 7월 3일 오후 2:24

서OO 약사 

#체험사례 

박상0, 51세(68년생), 남. 

(6월 1일 올렸던 분입니다.)

표증상: 

당뇨 인슐린수치 51.7 (정상2.6-24.9)

주요증상: 

비타민D 10.3(정상30-80). 만성피로.

만성두통. 깊은 잠 못 잠.

투약:

3월 2일

써클OO 11 안티OOO 11

5월 1일

써클OO 11 안티OOO 11

5월 31일

써클OO 11 안티OOO 11

6월 28일

써클OO 11 안티OOO 11

이외 유산균 비타민D 셀렌크롬아연 제제 드림.

경과반응:

피로감이 훨씬 덜하다.

잠이 잘 온다.

크게 웃으면서 사실은 술을 먹었는데 다음날 술이 

빨리 깨고 두통이 빨리 없어지네요, 하시면서 술약

이냐고 묻는다. 

림프순환 설명 드리고 꾸준히 드시라고 말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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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투석하는 분까지 복용하고 효과를 보는 귀한 

체험사례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7월 3일 

오후 8:40)

2018년 7월 3일 오후 2:44

서OO 약사 

#체험사례 

김혜0, 67세(52년생), 여.

표증상: 

신장 투석 후 피로감. HB 8.9

주요증상: 

3년 전부터 신장 투석 중이신 분.

기운 없다. 눈이 한쪽 안 보임. 나머지 한쪽도 희미

함. 귀가 짜릿하게 아프다.(신경통)

투약:

4월 12일

써클OO 11 안티OOO 11

4월 22일

써클OO 11 안티OOO 11

5월1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6월 1일

써클OO 11 안티OOO 11

6월 22일

써클OO 11 안티OOO 11

7월 3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경과반응:

투석하면 매번 몸이 쫘악 가라졌는데 이제는 훨씬 

덜 피곤하다.

잠이 잘 온다.

눈이 덜 피곤하다.

산책 가보면 몸이 가볍다.

2018년 7월 3일 오후 3:48

서OO 약사 

#체험사례 

차경0, 62세(57년생), 여. 

(6월 5일 올렸던 분입니다.)

표증상: 

우하복부통증. 자신은 많이 아프고 덩어리가 만져

지는데 병원에서 MRI 찍어도 안 나옴.

주요증상: 

입이 쓰다. 입이 마른다. 머리 아픔.

겨울에 손발이 차다. 앉았다가 일어서면 어지럽다.

배가 차다.

투약:

4월 14일

써클OO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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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써클OO 333, 써클OO 222 안티OOO 111. 

써클OO 111 안티OOO 111. 

용량의 조절이 명쾌합니다.

초기 용량을 확실하게 먹게 하고 이후 증상이 

확실하게 개선된 후 유지 용량을 적용하면 됩

니다.

감사합니다.(7월 3일 오후 8:45)

5월 4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6월 2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6월 13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7월 3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경과반응:

오른쪽 옆구리 통증 80% 감소함.

염증 덩어리 없어짐.

잠이 깊이 옴.

입이 쓴 증상 호전됨.

몸이 따뜻해짐.

서 있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서서 계란 고르는 작업

을 해도 통증 못 느낌.

2018년 7월 3일 오후 4:57

정OO 약사 

#체험사례 

48세, 여.(보통 체형) 

주요증상: 

날궂이를 해결해 드림. 

온몸이 아프고 날궂이가 심함.

얼굴 부종 다리 부종 손발 저림.

관절통, 생리통, 알레르기.

6월 11일

써클OO 333 어혈제 일주일 분.

6월 20일 

효과 하나도 없다고 불평하심.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복용법 로 써클OO를 한 번

에 3포 안 드시고 한 포만 드심.

질환이 심해서 어중간하게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

게 신신당부해드렸는데 본인 생각 로 드심.

같이 오신 친구분이 옆에서 듣다가 제 로 안 드셨

다고 일러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고 써클OO 333 드시라

고 함.

7월 1일 

재구매 해 가심.

제가 쉬는 날이어서 체크 못함.

7월 3일 

오늘 재방문하심. 

요 며칠 비가 왔었는데도 날궂이 없이 잘 지나가셨

답니다. 온몸 아프던 것도 사라졌고 부종도 좋아지



001222  A BOOK OF EXPERIENCES

① 류형준 약사

정OO 약사님의 용량 조절은 이제 더 이상 자

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7월 3일 오후 8:51)

① 류형준 약사

믿고 따라주시니 제가 감사합니다.(7월 3일 

오후 8:54)

셨고 관절 통증도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저번에 오셨을 때는 불만이 많았는데 오늘은 아주 

흡족해하십니다. 역시 용량이 적중했던 것 같습니

다. 이제는 써클OO 22 하루 2번만 드시라고 했고

다음에 오시면 어혈제는 빼고 안티OOO 추가 예정

입니다.

2018년 7월 3일 오후 5:24

박OO 약사 

#체험사례 

김0자, 76세, 여.(147cm 45kg)

피부 가려운 환자에게 어느 부위가 왜 그런지 알아

본 결과 작년 8월에 척추 수술(12시간 걸림) 후 가

려웠는데 의사 선생님은 나으려고 그런다고 했답

니다.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도 가렵고 따끔거리

고 아프고 엉덩이 다리도 아프고 어떻게 할지를 모

르겠다고.

어제 써클OO 2포씩 3회 1일분 드리면서 주의 사항

과 각탕법 설명. 오늘 밝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듣는 

것 같다며 1통 달라고 합니다.

111로 복용하시고 다음에는 안티OOO추가 설명드

렸습니다. 

처음에는 나으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희망을 갖고 

기다렸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 않아 불안한 마음

을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해줄 수 있어서 감사합

니다.

2018년 7월 3일 오후 5:30

권OO 약사

#체험사례 

세 명의 가족이 복용 중입니다. 

그중 18살 수족 다한증으로 20여 일 가량 안티OOO 

써클OO 정량 복용한 따님이 특히 손에서 끈적이는 

땀이 늘 축축해서 고통이었으나 지금은 땀이 나도 

소량이고 즉시 마른다고 하네요.

레이노어 증후군으로 3달 가까이 이젠 정량으로 복

용 중인 엄마는 손발이 따스해진 건 물론이거니와

초등학교 때 얼굴에 박혔던 샤프심 때문에 점처럼 

보 던 부위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최근에는 온

몸이 부분적으로 발진이 돋았다 사라지기를 반복

하면서 회복 중입니다.

복용 9개월 지난 아빠는 이젠 써클OO 정량 복용 

중인데 가족까지 복용하려니 등허리가 휜 다시며 

그래도 너털웃음을 지으시며 구매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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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한 가족이 모두 건강해지고 행복한 모습을 보

니 저도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7월 3일 오후 8:55)

① 김OO 약사

천식은 괜찮다네요.(7월 3일 오후 5:47)

② 류형준 약사

#류형준 의견이 아닌 #체험사례로 바꿔주세

요. 감사합니다.(7월 3일 오후 8:58)

③ 김OO 약사

그러데 코가 더 막히신다 해서 고민이에요.(7

월 3일 오후 9:18)

④ 류형준 약사

천식은 좋아지셨는데 코 막힘은 더 심해졌다

면 써클OO의 용량을 222 늘리고 찬 것과 매운 

것, 튀김류는 완전히 끊어보라고 하세요.

오래되지 않아서 좋은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7월 3일 오후 9:33)

2018년 7월 3일 오후 5:41

김OO 약사 

#체험사례 

60  초, 여.

혈색 없고 신장도 약하고 천식 때문에 힘들었던 분. 

3월부터 안티OOO 써클OO 반 포 부터 드시고 천식

이 좋아지고 밤에 눕기 힘들었는데 너무 좋다고 하

셔서 지금까지 안티OOO 써클OO 11/11 드시다가 

111 드시기도. 본인이 양을 조절하고 계신데 한 달 

전부터 코 막힘 때문에 힘들어하시네요. 용량을 늘

려 보시라고도 했는데 본인이 써클OO 드시면 코가 

더 막히는 거 같다고 힘들어하시네요,

2018년 7월 3일 오후 5:53

강OO 약사 

#체험사례 

곽민0, 12세, 남.

비염, 코 막힘, 코로 숨을 못 쉼, 입 냄새.

6월 19일 

동생 양제 사면서 상담.

안티OOO 11 써클OO 11

체격이 왜소해서 용량에 해 고민했으나 명현 현

상 상세히 설명하고 7일분 투여.

6월 25일 

전화로 진행 상태를 물어보니 엄마가 너무 만족해

하신다. 코 막힘이 해소되고 냄새도 덜 난다고 하

심. 얼굴도 많이 좋아졌을 거라고 하니 맞는다고 

맞장구치면서 내일 방문 약속.

6월 30일

바로 온다던 사람이 오지 않아 다시 문자 드림.

항바이러스의 내성에 해서.

7월 3일

할아버지와 같이 방문.

엄마가 교육청으로 발령이 나서 정신이 없어 할아

버지가 오셨다네요. 과감하게 60포씩 권해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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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약사님들이 가격에 민감한 것이 어쩌면 이제

까지 관습의 관성일 것입니다.

차츰 조금씩 바뀌는 약사님을 보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7월 3일 오후 9:00)

① 류형준 약사

치유의 길의 본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감사합니다.(7월 3일 오후 9:30)

② 최O 약사

류형준 약사 피나스테리드 복용해도 효과는 

첫 번째 사진 정도 는데, 안티OOO 써클OO 

참 놀라워요!!

좋은 약 감사드립니다♥(7월 3일 오후 11:45)

서 할아버지가 계산하기에는 부담스러우신데요 하

고 조심스럽게 챙겨드리니 괜찮다고 손자가 낫는

다는데 돈이 문제냐며 카드를 주시네요.

환자보다 더 소심한 자신을 참회하며 치유로 인도

한다는 사명감을 다시 무장해봅니다.

2018년 7월 3일 오후 7:49

최OO 약사

#체험사례 

김00, 60  초, 남. 

탈모, 단백뇨, 고지혈증, 과민성장증후군.

탈모가 가장 큰 스트레스.

5월 21일 안티OOO 써클OO 정량.

1달 후. 

7월 3일 약을 늦게 시작.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이 힘이 생기고 많이 나셨네

요. 본인도 만족해하시고 피곤하면 주먹 쥐기가 버

거웠는데 한동안 잊고 사셨다네요. 처음엔 반신반

의하셨는데 다시 세포 치유해서 세포가 제 기능을 

하게 도와주면 건강에 놀라운 좋은 변화가 생길 거

라고 상담해드림.

확신을 가지고 완주하신답니다.

명현 반응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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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급성 증상이니 써클OO 333 요법으로 하루 

만에 좋아졌습니다.

만약 이런 분을 써클OO 101로 했다면 며칠 

걸렸을까요?

어느 용량이 최선의 용량인지 생각하게 하는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7월 6일 오후 5:58)

2018년 7월 4일 오후 1:30

김OO 약사 

#체험사례 

김00, 42세, 여 (간호사)

6월 28일 

출근하고 좀 있으니 2층 간호사가 내려와서 어제 

볼링 치다가 딱 소리가 나면서 팔꿈치가 너무 아팠

다고. 파스, 붕  주고 써클OO 3포씩 하루 3번 오

늘 다 먹으라고. 비싸지만 잘 들을 테니 꼭 챙겨 

먹으라고 했어요. 

좀 있으니 다시 정형외과 간다고 갔다 와서 인 가 

너무 심하게 늘어났다고 한다며 통증이 심해서 조

퇴하더라고요.

담날 출근할 때 보니 파스도 안 붙이고 오네요. 어

떠냐고 물으니 많이 좋아졌다고. 하루분 또 3포씩 

3회 가져갔고 오늘 약국 들 길래 물으니 다 나았

다고 팔을 보여주며 그때는 팔꿈치도 못 굽혔다고

약사님 덕분이라고 하니 뿌듯합니다.

2018년 7월 4일 오후 1:37

조OO 약사 

#체험사례 

30  초, 남.(화재보험과 장사로 투잡 중)

표증상: 

상열하냉, 남성 홍조. 

4월 써클OO 11 10일분.

두 달 전 들러 상열하냉을 설명하고 림프순환장애

이니 찬 것, 매운 것 먹지 말고 손발을 따뜻하게 

하고 교감 신경이 흥분돼서 나타나는 증상이니 스

트레스 피하고 견과류, 칼슘제도 잘 챙겨 먹으라고 

함. 혈압 약은 안 먹지만 체질이 안 바뀌면 높아질 

수 있다고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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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판매 성공사례는 체험사례로 분류하지 않습

니다.

어떻게 좋아졌는지에 한 설명을 추가해 주

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7월 6일 오후 6:00)

피로감과 불면과 눈 건조가 좋았는데 요즈음 다시 

안 좋다고 방문.

주증 안면홍조를 호소. 갱년기도 아니고 상열하냉

과 스트레스로 간 피로로 인한 호르몬 사 문제로 

모세혈관확장으로 홍조 유발.

피부과도 다녀 봤지만 다시 재발. 일시적인 치료(레

이저, 로섹스겔)로 증상 개선은 되지만 완전 치유는 

안 되니 식습관과 생활 개선과 같이 권유함. 또한 

만성적인 것은 잠복되어 있는 바이러스 문제이니

같이 먹기를 설명.

써클OO만 소포장 구매.

더 필요하면 또 올 듯.

올바른 치유의 길로 가길 바라며.

2018년 7월 4일 오후 2:11

양OO 약사 

#체험사례 

5월 말 처음 접하고 6월 초 약국에 보물 같은 약 

입고되었습니다.

한 달여 기간 동안 몇 사람 치유에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체험예 올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최00, 54세, 여. 

주요증상: 

요통 다리 측면 통증 심함. 발뒤꿈치 감각 무딤.

오래 서 있는 일을 하다 보니 무리하면 가끔 무감각.

그동안 한의원만 수없이 다님.

6월 7일

안티OOO 22 써클OO 22 각 60포 드림.

6월 21일 

내국 하여 약 값은 비싼데 효과 하나도 없다고 불평

불만 함. 내 성격도 괴팍한데 첫 환자라 참고 설득

하여 15일분 더 드림.

안티OOO 22 써클OO 22

7월 3일

다시 내국 하면서 표정이 좀 풀린 것 보고 절로 웃음

이 나옴. 요통과 다리 측면에 오는 통증 많이 소실

됨. 다리가 가벼워졌다고 함.

성질 안 부리고 참고 설득하여 약 주기 잘했네요. 

환자분들도 말을 조금만 예쁘게 하면 더 다정히 잘 

해 줄 텐데. 하나도 효과 없다고 하면 혼내고 싶어

요. 제 성격이 까칠해서유~. 

7월 3일

안티OOO 11 써클OO 22 다시 권유함.

웃으면서 약국 문 나가니 내 마음속으로 미소가 번

지네요.

오늘 처음 신고했으니 앞으로 몇 분 더 올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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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와우! 박이네유.(7월 4일 오후 2:24)

② 양OO 약사

선배님들, 체험례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7월 4일 오후 2:39)

③ 이OO 약사

양OO 약사 첫 체험례 올라오길 학수고 했답

니다. 참기를 참 잘하셨어요. ㅎㅎ(7월 4일 오

후 3:40)

④ 양OO 약사

이OO 약사 

눈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7월 4일 오후 

3:41)

⑤ 최OO 약사

축하드립니다.

차의 향기도 좋고요.(7월 6일 오후 12:44)

⑥ 류형준 약사

양OO 약사님. 치유의 길의 입문을 축하합니

다. 이제부터는 치유의 길을 함께 하는 환자분

들과 기쁘고 행복한 날들이 계속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7월 6일 오후 6:03)

⑦ 양OO 약사

류형준 약사 그동안 많이 배우게 하시고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7월 6일 오후 6:06)

⑧ 류형준 약사

양OO 약사 감사합니다.(7월 6일 오후 7:12)

① 박OO 약사

따님이 직접 구매하셔서 부모님께 택배로 강

추 드립니다.(7월 4일 오후 4:08)

② 류형준 약사

이OO 약사님과 박OO 약사님의 여유로움에 

저절로 미소를 짓게 됩니다.

약사끼리 경쟁이 아닌 함께 협력하며 치유의 

2018년 7월 4일 오후 3:41

이OO 약사 

#체험사례 

30 , 여.(기혼)

(6월1일 체험례 올린 분입니다.)

싱귤레어 세레타이드 등을 쭉 사용해온 천식 환자

분이 오늘 3번째 약 구입하러 오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그냥 드린 안티OOO 써클OO 각 1포씩에 바로 

좋은 느낌을 받아 드시기 시작해서 명현 반응 전혀 

없이 수 십 년 동안 본인을 괴롭혀온 지병에서 탈출

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정량으로 복용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길 첫 달 먹는 동안에는 온몸 근육

통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둘째 달 먹는 동안에

는 괜히 짜증 나는 증상이 없어졌고 활력이 생겼다

고 합니다. 그리고 자주 울긋불긋 올라온 피부 알레

르기도 안 생겼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살 타입이시고 실제로 잘 붓는다고 

하십니다.

물론 그동안 싱귤레어 복용도 세레타이드도 사용하

지 않았고요 환자분은 무척 만족해하시며 1년 후 자

기 몸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기 된다고 하십니다. 

친정아버지도 COPD 환자이신데 본인이 2개월 먹

고 좋아지니 이제 부모님께 드셔보시라고 말씀드

렸답니다.

부산에 계신다니 혹시 따님이 추천해줘서 구입하

러 온 분 계시면 잘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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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는 모습을 보니 마냥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7월 6일 오후 6:07)

① 박OO 약사

자신과 가족이 먼저 불편한 곳에 복용해 보시

면 극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7월 4일 오후 

4:06)

② 유OO 약사

333이 더 좋아요. 심한 염증에는요.(7월 4일 

오후 4:39)

③ 유OO 약사

네, 그렇군요.

다음엔 더 적극적으로 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7월 5일 오전 12:32)

④ 류형준 약사

천기누설건강법과 체험사례집 그리고 밴드에 

올라오는 생생한 체험사례를 충분히 읽으면 

저절로 가야할 길이 보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그렇게 천천히 여유를 갖고 시

작하세요.

그리고 본인 가족 약국 직원 그리고 가까운 

분들께 먼저 활용하시고 결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7월 6일 오후 6:10)

2018년 7월 4일 오후 3:50

유OO 약사 

#체험사례 

천기누설 안 지 며칠 안 된 초짜입니다.

지금 코밑 염증이 심한 남자분에게 안티OOO 222 

써클OO 222 2일분 드렸는데 효과 좋겠죠?

당당하게 드렸는데 드린 후 극 소심해집니다.

2018년 7월 4일 오후 5:01

최OO 약사 

#체험사례

69년생, 여. 

6월 30일

뱃살이 안 빠지고 우울하시다 해서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부양) 써클OO 20포 101 권유.

7월 4일 

친구분 한 분 더 소개해 주시며 본인의 왼발이 수술 

후 늘 부어 있었는데 양 발목의 차이가 줄어들었다

고 하심.

요약) 뱃살이 가볍고 얼굴이 맑아지고 발목 붓기가 

확연히 줄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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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비교사진이 없으니 비교할 수 없지만 부종이 

줄어드는 것은 림프순환촉진의 빠르고 확실

한 결실입니다.

감사합니다.(7월 6일 오후 6:12)

② 최OO 약사

류형준 약사 네, 처음 약 가져가실 때는 그에 

한 이야기가 없어서 (뱃살, 우울증만) 체크

를 못했습니다.(7월 7일 오후 9:17)

③ 최OO 약사

류형준 약사 빠른 효과를 보심에 감사하고 6개

월~1년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7월 7일 

오후 9:23)

① 이OO 약사

환자분 너무 힘드셨겠어요~~

허나 안티OOO 써클OO와 이OO 약사님을 만

났으니 좋은 결과 있으리라 확신합니다^^(7

월 4일 오후 5:52)

② 이OO 약사

제 다리가 아파오는 거 같아요. 얼마나 아팠을

까요? 모쪼록 아무 후유증 없이 완쾌됐으면 

좋겠네요.(7월 4일 오후 6:08)

③ 류형준 약사

이 환자를 실제 가서 보았는데 정말 사람 다리

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많이 사람 다리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7월 6일 오후 6:13)

2018년 7월 4일 오후 5:09

이OO 약사 

#체험사례 

64년생, 남.

 

2017년도 5월경 형 트럭에 하반신을 크게 다쳐 

삼성의료원을 갔는데 수술 거부를 당하고 아주

병원 이국종 교수에게 수술을 받고 수면 치료를 

거쳐 의식은 회복되었으나 재활과 운동 요법 약물

치료를 6개월 이상 한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가 림

프관 손상과 수술후유증으로 코끼리 다리처럼 부

어있고 기구를 짚고 겨우겨우 걷는 정도이며 자세 

바꾸는 데는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2월 말부터 안티OOO 111 써클OO 222를 3개월 복

용 시킨 결과 오른쪽 발목 부분과 허벅지 부위 부종

이 없어지고 평지지만 한 시간씩 걸어도 무리가 없

다고 합니다. 지난달 중순부터는 안티OOO 101 써

클OO 111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경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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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써클OO 222 1개월 이후 안티OOO 101과 써

클OO 111 용량의 전환이 절묘합니다.

환자 역시 좋아지고 있으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7월 6일 오후 6:15)

① 임OO 약사

호보법을 알아보려고 유튜브를 봤는데 혹자

는 왼손과 왼발이 함께 나간다 하고 혹자는 

엇갈려서 오른손에 왼발이 나간다고 돼있는

데 뭐가 맞을까요?? 저도 안티OOO 써클OO 

상담과 더불어 각탕법과 호보법을 권유하는

데 애매해서요.(7월 5일 오후 2:34)

② 정OO 약사

임OO 약사 제가 해보니까요 가장 중요 포인트

는 지면과 척추가 평행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가장 힘들지 않은 자세를 취하게 

되더라고요.

2018년 7월 4일 오후 5:46

이OO 약사 

#체험사례 

52년생, 여. 

올 2월 초 지인의 승용차에 올라타고 있는데 차가 

출발하여 다리가 차 밑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5월 중순께 지팡이에 의존하여 아주 천천히 걸어 

다니는 정도 는데 써클OO 222로 30일 복용 후 

지팡이 없이 계단도 살살 걸어 다릴 수 있게 되었습

니다.

현재는 안티OOO 101 써클OO 111 복용 중이며 스스

로도 점점 걷는 속도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2018년 7월 4일 오후 6:23

정OO 약사 

#체험사례 

조은0, 58세, 여.(조금 통통) 

표증상: 

허리 통증.

예전에 손가락 엘보 통증, 등 가려움, 하지 냉감으

로 작년 10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6개월 분 드시

고 모든 통증 없어지고 피가 날 정도로 가려웠던 

등 가려움도 완전히 없어졌고 하지 냉감도 사라졌

던 분이 오랜만에 오늘 오셨습니다.

20일 전에 허리를 삐끗하셨는데 여기저기 도수치

료까지 받으러 다녀도 허리가 아파서 죽겠다고 허

리를 부여잡고 엉거주춤 들어오셨습니다. 특히 허

리 통증 환자들 상담이 길어질 것 같으면 하는 방법

입니다. 

상담 초기에 일단 써클OO 3포 드시라 하고 계속 

상담했습니다. 이야기 도중 다른 손님들 다녀가고

호보법 설명과 시범 보여드린 뒤 써클OO 드신지

20분 지났을까요? 허리 좀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

았습니다.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괜찮네요!

이제부터는 허리 통증 위해 써클OO 복용하고 호보

법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2년 전까지 허리 통증 때문에 개인 

피티 받으셨다합니다. 일 년 운동 안 하셔서 다시 

재발한 것 같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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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무게 중심을 중앙 쪽으로 팔을 짚으면 

좋더라고요. 호보법의 핵심은 척추를 편하게 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이 

튼튼해지는 것인데요. 그냥 편하게 머리를 들고 

네발로 걸으면 허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꾸준히 하려면 재밌게 그리고 

덜 힘들게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것 같습니

다.(7월 5일 오후 3:06)

③ 임OO 약사

감사합니다. 괜히 잘 못된 방법으로 해서 더 

나빠질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유튜브 찾아보고 

머리로만 연구하고 있었네요. 저부터 실천해

보고 손님들께 전도사가 돼야겠네요.ㅎㅎ(7

월 5일 오후 7:05)

④ 류형준 약사

호보법은 호랑이 걸음입니다.

주변에 호랑이는 볼 수 없으니 고양이나 개의 

걸음걸이를 보고 걸으면 됩니다.

팔다리를 같이 움직이면 중심잡기가 많이 불

편합니다.

감사합니다.(7월 6일 오후 6:17)

⑤ 류형준 약사

먼저 써클OO 3포 먹게 하고 20~30분 기다리

게 한 후 상태를 관찰하는 방법은 역시 정OO 

약사님이구나 생각됩니다.

말로 10번 설명하는 것보다 한 번의 효과 경험

으로 행복한 상담이 되겠지요.

감사합니다.(7월 6일 오후 6:19)

2018년 7월 4일 오후 7:02

안OO 약사 

#체험사례 

김0각, 75세, 남.

평소 혈압, 당뇨, 위/장염, 비염 등 만성 질환으로 

오시던 분에게 안티OOO 써클OO 존재의 이유 설

명 드리니 두 말 않고 써보겠다 하심. 

일명 종병 환자군에 속하여 주 증상, 부증상 구별하

는 게 무의미. 안티OOO 111 써클OO 222 한 달.

한 달 보름 후 오셔서 안티OOO 11 써클OO 22로 

착각하여 복용했다고 함. 

후두통, 두중, 피로, 수족 저림, 누런 코, 눈 침침, 

황태, 구내염, 변성, 감기 호발, 식도염, 관절통 호

전.

평소 먹던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흉통과 답답함이 감소된 사실이 제 가슴을 뻐

근하게 합니다. 스텐트 시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협

심증 진단받고 신경이 쓰여 운동, 이로운 식습관 

고수하며 지내왔던 분이죠.

근데 저에게 명품 구입 후 크 씨슬, 베타글루칸 

등을 추가로 구입해 놨으니 그것들 다 먹고 온다네

요. 그건 안 됩니다. 안티OOO의 내성으로 인해 문

제가 될 수 있고, 추후 다시 시작한다면 첨부터 다

시 시작해야 합니다. 병소가 흔들리며 변화가 보이

고 있는 이 시점. 가는 말에 박차를 가하세요.

두 제품 같이 드시라 말씀 드리고 안티OOO 11 써클

OO 21 한 달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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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병소가 흔들리며 변화가 보이고 있는 이 시

점. 가는 말에 박차를 가하세요.]

동감입니다.

반드시 명심하고 실천해야 할 행동입니다.

감사합니다.(7월 6일 오후 6:32)

① 류형준 약사

치유의 길은 한 가지 증상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다 좋아지는 것이니 말해도 

말하지 않아도 좋아지는 데에는 차이가 없습

니다.

강OO 약사님 덕분에 새롭게 강조해 봅니다.

감사합니다.(7월 6일 오후 6:37)

① 류형준 약사

상포진은 바이러스가 신경세포 속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발병하는 병입니

다.

2018년 7월 4일 오후 7:28

강OO 약사 

#체험사례 

김00, 85세, 여.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 어깨 통증, 골반 통증, 척

추 협착증.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흔드셔서 써클OO 11로 3개

월 이후에 안티OOO 써클OO로 2달째 복용 중(전에 

치험례 올림).

오늘 안티OOO 써클OO 한 달분. 

한 시간가량 말씀 나누시는데 한 번도 머리 흔들지 

않음(전에는 눈에 보일 정도로 흔드셨어요). 말하

지 않으셨던 호전된 부분이 있다고 신기하다며 말

씀하시는데 오른쪽 팔이 떨려서 밥을 먹으려면 반

찬을 자꾸 놓치고 팔이 올라가지도 않았답니다.

얼마 전부터 팔도 떨지 않고 얼굴까지 팔이 올라간

답니다.

좋다는 약 먹어도 효과 없었는데 안티OOO 써클OO

는 신기하다 하십니다.

2018년 7월 4일 오후 10:47

김OO 약사 

#체험사례 

60세, 여.(본인)

2일 전 상포진인 듯해서 안티OOO 써클OO 각 

2포 먹고 시간이 좀 지나니 풀렸다고 밤늦게 체험

례 올리고 잠을 잤다. 아침에 일어나니 괜찮은 듯했

는데 근무하다 보니 다리가 찌릿 찌릿 걷기가 조금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겨드랑이 부분도 살만 

스쳐도 아프다. 그래서 안티OOO 써클OO 각 3포씩 

3번 먹고 또 하룻밤을 잤다.

 

오늘 아침도 여전히 불편해서 은근히 걱정이 되었

다. 오늘도 안티OOO 써클OO 각3포씩 4번 먹고 

이제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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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증상만 없어지면 다 나은 것이 아니라 

신경세포 안에 숨은 바이러스가 없어져야 다 

낫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하루 먹고 풀렸다거나 이틀 먹고 풀

렸다는 것은 증상의 차도입니다.

이제 치유의 길의 첫 걸음을 걷기 시작한 것입

니다.

감사합니다.(7월 5일 오전 6:31)

② 김OO 약사

안티OOO 써클OO 기본 6개월 복용 중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증량하고요.

안티OOO는 언제까지 복용해야하나요?(7월 

5일 오후 6:31)

③ 류형준 약사

안티OOO과 써클OO을 6개월간 복용하고 있

는데도 올라온다면 이는 면역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저희 주소로 머리카락을 잘라서 보내 주시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7월 6일 오후 6:39)

④ 김OO 약사

네, 감사합니다.(7월 7일 오전 8:06)

① 류형준 약사

이래서 초기 용량을 확실하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용량을 증량시키는 것보다 초기에 확

실하게 그만큼 용량을 증량하고 증상 개선이 

확인되면 조절하는 것이 더 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7월 6일 오후 6:41)2018년 7월 5일 오전 12:59

이OO 약사 

#체험사례 

51년생, 여.

척추협착증 (산후조리 잘 못해서 40년 됨).

C형간염 보균, 흑염소 자주 먹음. 

작년 10월부터 써클OO 안티OOO 101로 복용 시작

하고 2달 정도 지나니, 기억력이 돌아온 것 같다, 

걷기가 편하다고 함. 

올해부터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흑염소도 먹고, 허

리 마사지, 한의원 침도 다녀 봤는데 무리하면 다시 

재발함. 병원 약을 복용해봤는데 신경통 약이 너무 

독해서 몸이 너무 힘들어 복용 중지. 안티OOO 써

클OO 101에 의존함. 

병원에서 허리 수술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버티다

가 15일 전에 병원에 가서 신경치료 시작함. 그때 

안티OOO 111 써클OO 222로 복용 시작했는데 신경

치료받는 중이라서 인지 허리 통증은 많이 괜찮아

진 것 같다고 함. 

안티OOO 써클OO의 용량을 늘리니까 머리가 맑아

진다고 좋아함. 계속 111/222로 복용 예정.

2018년 7월 5일 오전 8:48

심OO 약사 

#체험사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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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OO 약사

안티OOO 써클OO 덕분에 치료 약이 없는 바

이러스도 걱정 안 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7월 5일 오후 2:27)

② 박OO 약사

심OO 약사 훌륭하십니다.

뎅기열은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열, 발진

에 관절통 등이 심한 증세라서 break bone 

fever라고 하며 (단핵구 세포에 감염하여 면

역파괴도 하지요) 수액제와 해열진통제 밖에 

없는데 참으로 좋은 치유로 안내하셨군요.

자신감이 충만하여 지심을 축하드립니다.(7

월 5일 오후 6:09)

③ 류형준 약사

어디까지 항바이러스 효과가 미칠지는 모르

겠지만 아직까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약사인 것이 자랑스럽고 여러분이 약사

인 것이 자랑스럽고 우리가 약사인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7월 6일 오후 6:46)

④ 심OO 약사

박OO 약사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 좋은 제

품을 제가 먼저 경험하고 집안 사람들 경험하

면서 자신이 생겨서 투약했네요.

더 열심히 자신 있게 좋은 치유의 길로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ㅋㅋ(7월 12일 오후 10:39)

지난번에 뎅기열에 안티OOO 써클OO의 적용법에 

해서 여쭈어본 적이 있습니다. 뎅기열도 바이러

스 질환인데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서 말입니다. 

환자의 주 호소는 혈소판 수치가 계속 떨어진다, 

고열이 나고 열이 나면 몸에 열꽃 형태의 반점이 

생긴다 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안티OOO 써클OO 33이었는데 

제가 환자 설득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티OOO 써클

OO 22 로 하루 2번 일주일 복용 분을 주었습니다.

이후 어제 다시 만났는데 현재 뎅기열이 95% 나았

다고 합니다. 우선 복용 시작 3일이 지나니 온몸의 

열이 확실하게 덜 생기고 발진은 가라앉고 다시 생

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약인가 궁금해서 

일주일 분을 끝까지 먹었다고 하네요.

다행이지요^^?

바이러스 질환으로 인한 발열도 확실하게 

안티OOO 써클OO가 꽉~~잡아주네요~~^^

2018년 7월 5일 오전 9:27

양OO 약사 

#체험사례

50 , 남.(약사 본인)

어떤 약물이든 건강 보조 식품이든 액상 차 또는 

한약제제 등등 새로운 것들은 환자들에게 적용하

기 전 반드시 내가 먼저 복용 후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길 때 환자들에게 권하는 편입니다.

6월 초

안티OOO 써클OO 입고 후,

안티OOO 22 써클OO 22 복용 시작함.

일주일 복용함.

복용 이유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전 소아마비가 있습니다. 왼

쪽 다리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얼마나 땅을 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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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OO 약사

축하드려야 할 이별이네요... ㅎㅎㅎ

이 참 재밌고 따뜻하네요.

또 다른 이별 소식도

기 하겠습니다~^*^(7월 5일 오전 10:27)

② 양OO 약사

정OO 약사

아름다운 이별

그리울 거예요.(7월 5일 오전 10:30)

③ 이OO 약사

양OO 약사 탁구 치는 모습 너무 멋지네요. 

노 래도 잘하시고~~^^.

써클OO 용량 222 하시나요?(7월 5일 오전 

10:35)

④ 전OO 약사

싶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지난 후 한쪽

이나마 건강함이 너무너무 감사해 있는 그 로의 

모습에 만족하며 축복된 삶을 살고 있지요.

죽을 때까지 소원은 지팡이 짚을 힘을 달라는 것뿐

입니다.

하체 부실로 오는 나만의 선물은 순환부전이 심해

겨울엔 한쪽 다리 냉감이 너무 심함. 스스로 놀랄 

정도 이지요. 겨울에는 반신욕이 생활화. 

아울러 항문에는 혈전성 외치핵이 있습니다.

때론 탈항도 되지요.

이 몸 상태에서도 운동중독으로 (탁구) 좀 더 무리

하면 탈항, 출혈뿐 아니라 통증도 수반합니다.

그때그때 가지고 있는 약물로 임시 치료하는 것이

30년 넘었습니다.

안티OOO 22 써클OO 22 7주일 복용 후 놀라운 변

화가 왔습니다.

매일 아침 샤워 때 잊을 만하면 다시 나와서 배웅하

면 알았다고, 괜찮다고 다시 주무시라고 어 넣곤 

했는데~~~ㅎㅎ 반갑지 않게 만났던 항문 주위 

볼록한 그 여인(?)이 요즘은 기다리고 때론 찾아도

인사 나오지 않는군요.

때론 나오라고 살짝살짝 간지럼 떨며 유혹해도 

부끄러움을 너무 타서 얼굴을 안 보여주는군요.

신기합니다.

제가 잘못 한 것은 아니죠?

보고 싶어도~~♡♡

운동 무리하지 않으면서 마음속으로만 짝사랑

하렵니다.

안티OOO 써클OO는 내 몸속의 일부에게 부끄러움

을 안겨준 선물입니다.

부끄러운 여인을 위해 잠시 중단했는데 이제 다시

왼쪽 다리의 냉감 치유를 위해 다시 복용하렵니다.

짝사랑의 여인은

마음속에 숨겨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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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그 여인을 너무 그리워하셔서 다시오면 

어쩌려고요?ㅎㅎ

라켓 든 모습 멋있어요. 꼭 더 건강해지시길 

기원드립니다~^^*(7월 5일 오전 10:36)

⑤ 양OO 약사

이OO 약사 

앞으로 다가오는

겨울을 온몸으로

기다리기 위하여

써클OO 222

예정합니다.(7월 5일 오전 10:38)

⑥ 양OO 약사

전OO 약사 가끔

오실 거예요.(7월 5일 오전 10:39)

⑦ 전OO 약사

이번 약사 탁구 회 오셨나요? 전 참가했는

데~ 저도 8개월째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7월 5일 오전 10:40)

⑧ 양OO 약사

전OO 약사 3~4년 연속 출전했습니다.

그 이후 광주 선수가

5명 안 되어 단체전 불가

혼자 개인전 출전하기에

재미없어 3년째

못 가고 있습니다.

8개월째 드셨으면 많은

변화 있을 텐데.

후기 자주 올려주세요.(7월 5일 오전 10:45)

⑨ 박OO 약사

밴드를 잘못 들어온 줄!

약사님의 뜻깊은 이별에도.

파란 스포츠 T가 잘 어울리는 열정적이고 잘

생긴!? 약사님께 박수 보내고 싶네요.(7월 5일 

오전 10:48)

⑩ 양OO 약사

박OO 약사 응원 감사드립니다.(7월 5일 오전 

10:49)

⑪ 강OO 약사

더욱 건강해 지시 길 기도드려요~~

파이팅입니다! 약사님~~(7월 5일 오전 

11:25)

⑫ 양OO 약사

강OO 약사님

자주 뵙게 되어

좋습니다.(7월 5일 오전 11:27)

⑬ 심OO 약사

치질에 최고여요^^

정맥류 치료에 짱입니다^^(7월 5일 오후 

2:28)

⑭ 양OO 약사

심OO 약사 동감입니다.(7월 5일 오후 2:32)

⑮ 박OO 약사

사진 찍으신 분이 사진을 너무 잘 찍으셨군요. 

노래도 잘 하신다니 실물은 더 멋진 분이시겠

네요.

하OO 약사님 처럼 재미있는 에 푹 빠집

니다.(7월 5일 오후 6:06)

⑯ 양OO 약사

박OO 약사 고맙습니다.(7월 5일 오후 6:08)

⑰ 최OO 약사

축복입니다.(7월 6일 오후 12:40)

⑱ 류형준 약사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약사님이군요.

소아마비이고 움직임이 안 되는 다리라면 다

름 분들보다 훨씬 심한 림프순환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안티OOO 111 써클OO 333로 6개월 이상 복

용할 것을 권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행복한 이별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7월 6일 오후 6:51)

⑲ 양OO 약사

류형준 약사 안티OOO 11 써클OO 22 생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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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말씀 로 증량해서 6개월 이상 복용하겠

습니다.(7월 6일 오후 6:54)

⑳ 류형준 약사

양OO 약사 감사합니다.(7월 6일 오후 7:12)

① 류형준 약사

멍 줄어듦도 역시나 입니다.

감사합니다.(7월 6일 오후 7:00)

2018년 7월 5일 오후 12:49

안OO 약사 

#체험사례 

50세, 여.

모자를 푹 눌러쓰고 오는 게 이상타 했는데 좌측 

눈덩이에 피멍이 맺히고 좌측 이마 주위와 볼 부분

까지 발적, 부종, 발열 있네요. 두어 시간 전에 주먹

으로 이마를 심하게 두 번이나 맞았다네요.

불과 두 시간 만에 눈가에 피멍이 맺혔다면 내일쯤

은 멍 자국이 더 퍼질 수 있네요. 써클OO 333 3일 

드시고 다시 오세요. 

3일 후 다시 오심. 예상 로 눈 주위 멍은 정도와 

부위가 더 커졌네요. 그러나 이마, 볼의 발적과 부

종은 많이 소실됐어요. 

써클OO 222 당귀수산 합 궁귀조혈음 제제 3일.

검은 멍이 보라로 엷어지고 부위도 축소. 다시 동량 

3일 드리고 전화 연락해보니 멍, 통증이 이젠 없어

졌다 하십니다.

써클OO와 구어혈제 조합.

멍에는 환상의 짝꿍입니다.

2018년 7월 5일 오후 3:24

서OO 약사 

#체험사례 

장수0, 63세(56년생), 여.

표증상: 

머리에 항상 쥐가 난다.

허리(척추)신경이 아프고 발과 손이 뒤틀리고 쥐가 

난다.

당뇨로 13년째 투약하고 있다.

주요증상: 

얼굴에는 쉴 새 없이 식은땀이 흐른다.

발끝까지 당기고 허리를 잘 펴지 못함.

방광염이 자주 걸린다.

갈증이 심하다.

이명 (양쪽 귀), 말초신경염이 있다.

갑상선기능저하

투약:

4월 23일

써클OO 333

5월 15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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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항상 잘 정리된 체험사례와 결과는 역시 서

OO 약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7월 6일 오후 7:03)

① 류형준 약사

이 정도면 당화혈색소의 수치도 떨어졌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기다려 봅시다.

감사합니다.(7월 6일 오후 7:04)

써클OO 222 안티OOO 111

6월 15일

써클OO 11 안티OOO 11

7월 3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경과반응:

우선 잠을 잘 잔다.

다리에 쥐나는 것 감소.

발가락 쥐나는 것 감소.

갈증 감소.

피로감 감소.

소변보는 횟수 감소.

2018년 7월 5일 오후 3:52

서OO 약사 

#체험사례 

김병O, 62세(57년생), 남.

 

표증상: 

당뇨병, 무릎관절 아픔.

주요증상: 

다리가 찌릿찌릿하다.

발바닥도 찌릿찌릿하다.

손발이 저리다.

몸이 무겁다.

투약:

5월 3일

써클OO 222

5월 23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6월 8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7월 2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이외 유산균 셀렌크롬아연제제 오메가3 드림.

경과반응:

장거리 택배를 하는데 먼 거리를 다녀와도 훨씬 덜 

피곤함.

잠을 잘 잔다.

몸이 전보다는 가볍다.

머리가 맑아짐.

당뇨 검사하면 반드시 검사 결과 가져오시라고 말

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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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5일 오후 4:32

서OO 약사 

#체험사례 

홍수0, 37세, 여.

표증상: 

우울감. 만성피로

주요증상: 

입맛 없음. 비염. 무기력. 이명.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잠을 못 잔다.

생리불순.

투약:

5월 23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6월 4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6월 22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경과반응:

우선 기분이 좋아져서 살겠답니다.

우울감 없어짐-신경과 약 줄임.

입맛 되찾음.

이명이 심했는데 90% 좋아짐.

생리가 당겨짐-좋은 반응이라고 설명함.

너무 우울하고 피곤해서 아기도 친정엄마한테 맡

겼는데 우울감이 줄어 듦.

잠이 좋아짐.

2018년 7월 5일 오후 6:04

이OO 약사 

#체험사례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왼쪽 엄지손가락 관절이 뻐

근하게 아프다. 눌러도 아프고 관절을 까딱까딱해

봐도 아프다 왜 그러지? 스트레스 받은 거도 없고 

과로도 안 하고 잠도 충분히 자는데 왜 아프지??

하나 특별한 거는 집에 와인 한 병 남아 있는 거 

월요일부터 어제 수요일까지 연속 3일 자기 전 유

리잔 한 컵 가득 먹고 잔 거밖엔 없는데.

약국 와서도 지켜볼 생각으로 써클OO를 안 먹고 

있으니 계속 불편하다 12시쯤 일부러 써클OO 1포

만 먹어봤다.

오후가 돼도 불편한 기는 그 로이다. 4시가 넘어 

2포를 한꺼번에 먹었다 지금 이 순간 스마트폰으로 

글을 쓰는데 손가락의 불편함이 전혀 없다^^

사람마다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나를 비롯

해 약국에 오는 분들에게 급성 질환에 써클OO를 

드려 보면 진경제 쪽으로 드릴 땐 1회 용량으로 1포

로도 만족할만한 효과가 잘 나는 거 같고 근육통이

나 관절통 쪽으로는 1회 용량 2포가 더 만족스러운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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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5일 오후 6:11

조OO 약사 

#체험사례 

50 초, 여.(중학교 교사, 친구와이프)

폐경으로 기운 떨어져 신학기를 맞아 방학 때 몸 

보강. 은행 지점장하는 친구 방문 때 상담 후 복용.

한의원 보약 먹을까 하다 복용.

오랜 교편생활로 하지부종과 스트레스, 피로감, 집

안 살림 등.

써클OO 11 실리마린 복용. 

책자와 건강플러스 지키라고 줌.

오늘 한 달 분 더 추가.

개선점: 하지부종 개선과 아침 기상 시 개운하고 

쉽게 일어남. 피로감도 개선. 만족.

선생님이라 책 열심히 읽고 실천한 결과.

예전에 어느 강의서 부족하면 넣어주고 

넘치면 빼주라던 보약 강의가 생각나네요.

림프순환으로 스스로 좋은 환경을 

만들게 하는 게 중요한 듯합니다.(3월 사례)

 

7월 3일 써클OO 11 40 일분 추가.

확실히 피로감과 하지부종이 덜하고 

속도 편하다고 하네요. 

신경질 잔소리도 덜 한다고 친구가 좋아합니다.

2018년 7월 5일 오후 6:12

조OO 약사 

#체험사례 

50  중반, 여.(약간 마름)

여성 부동산 사장님. 목소리도 조용조용 말씀하심.

무리한 필라테스로 인해 기운이 떨어지고 잘 때 어

지러움과 귀가 멍하다고 해서 종합 양제 사러 지

난주 방문. 세포에 양공급과 림프순환 장애로 생

긴 증상인 듯. 

써클OO 111 1주일 복용.

7월 5일

써클OO 11 한 달분 구매.

소화도 잘 되고 어지러움과 귀가 멍한 증상이 서서

히 없어지고 있다고 좋아하심. 림프순환이 개선으

로 부인과, 피부질환 등 여러 개선 효과가 있으니 

열심히 드시고 무리하지 말고 찬 것, 매운 것을 드

시지 말고 철분제도 챙겨 드시라 함.

2018년 7월 5일 오후 10:33

박OO 약사 

#체험사례 

서0숙, 70세, 여.(167cm 75kg) 

작년에 왼쪽 어깨 수술(회전근개 염증).

우측도 염증으로 치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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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래 심해 나이 들면 가래로 숨 막혀 죽을까 염려.

몇 년 전부터 우측 귀 잘 안 들림.

올해 건강 검진할 때 왼쪽 귀도 안 들림.

변비,

화장품 바뀌면 발진.

더워도 발진 연고 항시 기 중.

고혈압, 고지혈증 약, 감기약과 어지러워 이비인후

과 약은 수시로 복용. 빈혈약 복용

6월 20일 

써클OO 3포 복용해야 하나 연세가 있으시니 222

로 60포 복용.

7월 2일 

도라지도 먹어서 그런지 가래 줄어들고 저녁에는 

다리가 무거운지 어떤지 불편해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했는데 그것은 좋아진 것 같음. 도중에 하루 

밤만 소변이 안 나와 불편해서 따뜻한 물드시고 몇 

시간 만에 해결. 

그 다음 날 밤에만 써클OO 1포드시고 계속 2포. 

 

양 허벅지에 땀띠 나듯이 톡톡 쏘고 쓰리고 가렵고 

우측 무릎이 붓고~ 각탕법은 하나 어깨가 불편하

니 호보법 신 양쪽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쪽 주먹

으로 두들겨 주하고 함. 

7월 4일 

60포 드리면서 당분간 222 복용하시다가 명현 증

상 없어지면 111로 하다가 다음에는 안티OOO 추가

하시기로.

2018년 7월 6일 오전 11:29

정OO 약사 

#체험사례 

박재0, 44세, 남.(보통 체형, 철물점 사장님)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몇 년째 약을 복용 중입니

다. 한 번씩 열이 나고 추운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잇몸 통증, 손목 어깨 통증, 피부 백반증, 만성비염, 

손바닥 발바닥에서 땀.

혈압 138

6월 6일

써클OO 11 안티OOO 11 보음제 한 달분.

7월 6일

한 번씩 열나고 추운 것 없어졌답니다.

특히 어깨 통증이 많이 좋아지고 손바닥 땀나는 것

은 없어지고 발바닥은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

비염 증세도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효과를 보셔서 그런지 뚱뚱한 아들을 위하여 써클

OO 한 달분, 마른 아들을 위해서 효모 제품 구입해

가셨습니다.

2018년 7월 6일 오후 1:15

고OO 약사 

#체험사례 

고정0, 54세, 남.(180cm 90kg, 남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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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평소 음주를 즐겨 하다 퇴 골두 무혈성 괴

사> 희귀한 병명이네요. 술은 자제해야 할 듯

하군요.

 솜씨 없다 하고 선  솜씨를 발휘하네요.(7

월 6일 오후 6:17)

① 양OO 약사

좋은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7월 6일 오후 2:22)

평소 음주를 즐겨 하다 퇴 골두 무혈성 괴사가 

와서 몇 년째 고생 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선 수술하

는 방법밖에 없다고 진통제만 처방. 유명한 한의원

에서 치료도 받을 때뿐.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약

도 보내줬는데도 소용이 없었고요.

절면서 걷다 보니 척추도 뒤틀리는지 등, 허리 골반

이 다 아픔. 일이 바빠서 당장 수술은 어려운 상황

이라고 도움을 요청해서 류 약사님께 문의 후 111/ 

222로 6월 10일부터 복용 시작했답니다.

일주일 후 원래 아프던 퇴 이외 다른 곳 통증이 

사라졌다 함. 아파서 잠을 설쳤는데 3시간 정도는 

푹 잔다고 하고 혀에 백태도 없어짐. 

살도 조금 빠졌어요.

명현으로 땀이 많이 났고 좀 피곤하다고 함.

오늘 전화 왔어요.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감량법 물어보네요.

일주일 더 유지하고 111/111로 줄이라고 했어요.

3개월 먹고 다시 감량하면 될까요?

너무 기뻐서 글 솜씨 없는데도 치험례 올려요.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6일 오후 2:16

최OO 약사

#체험사례 

30 , 여.

7월 2일 

생리통이 심하다며 제일 강력한 진통제 달라고 허

리 아랫배 붙잡고 다급하게 외친다.

진통제가 잘 안 들어요!!

효과가 금방 없어져요!!!

써클OO 6포 드리면서 지금(낮 시간) 2포와 진통제 

드시고 저녁에는 진통제 먹지 말고 써클OO 2포

다음 날 아침 써클OO 2포 먹고 꼭 다시 약국 오세

요. 했습니다.

7월 6일 

써클OO 진짜 좋아요.

진통제 안 먹고 배도 허리도 안 아프고 밤새 뭔가 

나쁜 혈들이 수월하게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합니

다.(평소에 아파서 잠을 못 자는데 통증 없이 잠) 

림프순환 체크 항목 거의 전부. 우선 써클OO 20포

로 시작합니다. 생리통 심한 친구에게도 써클OO 

좋다고 알려 주었다네요~

써클OO 6포의 놀라운 힘 어혈제와는 비교할 수가 

없음을 체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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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OO 약사

몸을 일으키는군요.

기적! (7월 6일 오후 3:29)

2018년 7월 6일 오후 3:21

안OO 약사 

#체험사례 

80, 남. 

뇌경색으로 하반신 못 쓰는 분입니다.

당연히 두 팔에 의지하여 방에서 모든 걸 해결하셨

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측 팔 전체가 힘이 빠져 

그나마 거동조차 불능하며 우측 발이 더 저리답니

다. 할머니 말로는 할아버지 몸이 방바닥에 딱 달라

붙었답니다. 이동식 변기에도 올라가지 못하니 할

머님이 더 애가 탑니다. 계속 이러면 시설로 보내야

지 하며 힘겨워합니다.

써클OO 22로 드리려니 가격에 난색 하셔서 

써클OO 11 거풍환 1.

수 일후 발 저림이 좀 낫다며 다시 10일.

오늘 오셔서 붙었던 몸이 떨어져 변기에도 잘 올라

가신다네요. 인간의 존엄성 다소나마 회복.

다시 10일분.

일단 시설 행은 면하셨으나 더 높은 치유 위해선 

안티OOO 병용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니 고민해 보

겠다 하시네요.

2018년 7월 7일 오후 1:11

서OO 약사 

#체험사례 

송필0, 63세, 여. 

(6월 16일 올렸던 분입니다.)

표증상: 

머리비듬, 머리염증

투약:

6월 1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6월 16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7월 7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경과반응:

웃으시면서 들어오신다. 얼굴이 환해지심.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다.

얼굴이 덜 붓는다.

최소 8개월 치유의 길을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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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7일 오후 2:11

서OO 약사 

#체험사례 

공정0, 45세, 여.

(국수집에서 하루 종일 서있는 직업임)

표증상: 

두통-찌르는 듯한 느낌.

주요증상: 

어깨 통증. 불면증. 만성피로.

스트레스

투약:

6월 11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6월 29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경과반응:

찌르는 듯한 두통 감소됨.

수면의 질 좋아짐.

선풍기만 쐐도 몸이 너무 차가웠는데 이제는 좋아짐.

피로감 감소.

2018년 7월 7일 오후 3:05

서OO 약사 

#체험사례 

정선0, 64세(55년생), 여

표증상: 

만성피로

주요증상: 

무기력증. 수족번열. 체중이 줄고 있음.

어깨 결림

기왕병력:

유방암 다발골수증 전 단계. 백내장.

투약:

3월 24일

써클OO 11 안티OOO 11

4월 3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5월 3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6월 18일

써클OO 11 안티OOO 11

7월 2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그동안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최소량만 썼는

데 이번에는 양을 늘림.



 제3장 체험사례 001245

경과반응:

양을 늘리니까 확실히 더 좋다합니다.

수면의 질 좋아짐.

덜 피곤하다.

손발 저림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음.

2018년 7월 7일 오후 7:18

김OO 약사 

#체험사례

70 , 남. 

심장 약 드시는 분.

3개월 전 늦은 시간 넘어지셔서 입술 안쪽을 많이 

다쳐오셔서 써클OO 안티OOO 소포장 드리고 잊고 

있었는데 오늘 손발, 다리 쥐나고 저리시다고 그때 

드셨던 약 찾으시네요. 몸도 가볍고 좋았다고.

써클OO 22 소포장 미네랄 한통 권해드렸네요.

2018년 7월 8일 오전 9:51

심OO 약사 

#체험사례 

23살, 남.

조카가 중국 상해로 유학을 갔습니다.

중국에서의 학교생활 중 감기를 앓은 적이 있었는

데 감기 이후로 귀가 잘 안 들린다고. 남자아이라서 

병원도 안 가고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유지하던 중 

샤워를 하다가 발견했는데 귀에서 노란색과 청색

이 섞인 고름이 흘러나온다고. 조카는 수롭지 않

게 생각해서 한국으로 나와서 진료받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도 본인은 1년간은 한국에 

나올 생각이 없고 남자아이라서 약 먹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모와 저만 발을 동동 구르며 속

상하고 안타까워서 무엇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을

지 고민했습니다.

결론은 안티OOO 써클OO!!!

우체국 택배로

안티OOO 써클OO 보냈습니다.

안티OOO 2 써클OO 2 하루 3번.

무조건 먹게끔 매일 전화하고 문자하고 한국에 있

는 우리는 애가 타지만 정작 본인인 조카는 양이 

많아서 먹기 힘들다면서 투정을 부렸지요.

일주일쯤 지나니 귀는 편안해졌는지 이제는 잘 들

린다고. 귀에서 고름도 안 나오는 것 같다고 합니

다. 결국 병원은 안 갔지만(남자아이라서 말을 안 

들어요) 이모와 저는 안심했지요.

조카가 축구를 좋아해서 중국에서도 축구를 자주 

하는데 제가 “축구한 다음날 근육통도 줄어들 텐데 

안티OOO 써클OO먹으면…”

조카 왈 “인정....^^”

조카가 먼저 근육통이 사라지는 것을 인지하고 있

었네요. 그래서인지 평소라면 챙겨줘도 안 먹었을 

텐데 투정 부리면서도 잘 복용한 이유가 본인이 근

육통의 효과로 먼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인가 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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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조카아이가 써클OO/안티OOO로 염증 치유

는 좋은데 만일에 숨은 염증이나 virus가 남아 

있으면 ★<난청>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폰으로 크게 들어도 <난청>이 오는데…

10~20% 정도의 가벼운 난청은 본인도 전혀 

못 느끼지요.

그러다가 30 ~50 가 되면 점점 난청이 심

해진답니다.

최근엔 [스마트폰의 유료 앱]으로도 청력 검

사 방법이 있습니다.

청력 검사도 해 보고.. 써클OO/안티OOO도 

여유 있게 복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군요.(7

월 8일 오후 10:57)

② 심OO 약사

넵.

난청에 해서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네요^^

감사합니다.(7월 9일 오후 6:04)

① 유OO 약사

임신도 곧 될 거고 튼튼하게 뱃속에 잘 있다가 

순산할 겁니다.(7월 9일 오후 2:13)

2018년 7월 8일 오후 11:25

김OO 약사 

#체험사례 

32세, 여.

첫아이는 아무 탈 없이 순산하 는데 그 후 자연유

산을 몇 번 하고 하혈도 하여 임신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 그래서 써클OO와 안티OOO 기본 복용 2개

월.

평소 변비로 유산균을 계속 복용하여도 변비가 있

었는데 변을 시원하게 잘 본다고 합니다.

2018년 7월 9일 오후 6:35

안OO 약사 

#체험사례 

박O수, 83, 남.

혈뇨로 보름 고생 후 방문.

평소 지독한 변비로 관장약, 변비 차, 마그  복용.

변볼 때 힘주면 혈뇨 증가.

감기 등 처방 약 먹으니 변비 심해진 경험 있어 의원

에 가기 꺼려 함.

안티OOO 111 써클OO 111 7일분.

십 여일 후 오심. 혈뇨 증상 반감하고 변보기도 

수월함. 변볼 때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으니 

혈뇨에도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됨. 본인도 기  않

던 기분 좋은 배변까지 경험하니 연복하고픈 맘에 

보름 분 더 가져가십니다.

다음번에는 어떤 예측 불허한 반응이 나타날지 환

자와 함께 기 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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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9일 오후 7:05

서OO 약사 

#체험사례 

심백0, 47세, 남.

표증상: 

치질

주요증상: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어깨가 아프다.

투약:

6월 7일

써클OO 11 안티OOO 11

써클OO 안티OOO 각각 1개월분 가져가심.

1개월 복용하시고 오늘 오셨네요. 

원래 이분은 3월 12일부터 유산균, 오메가3 ,한방 

제제 치질 약, 효모를 드시던 분인데 써클OO 안티

OOO를 추가해본 경우입니다.

경과반응:

오늘 상담해보니 치질 크기가 약간 줄어들었다 하

는데 가격 부담 때문에 다시 써클OO 안티OOO를 

빼고 먹겠다 하네요.

치유의 길을 설명 드리고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

니다.

2018년 7월 9일 오후 7:12

서OO 약사 

#체험사례 

홍미0, 44세, 여.

표증상: 

왼쪽 옆구리 통증.

주요증상: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침이면 얼굴이 붓는다.

온몸이 무겁고 피곤하다.

기왕병력:

고혈압, 자궁근종

투약:

6월 22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써클OO 안티OOO 각각 15일분. 

7월 9일 오늘 오심

경과반응:

훨씬 덜 피곤하다.

잠이 잘 온다.

더욱 확실히 느끼는 건 먹다가 쉬어보니 너무 피곤

하다면서 써클OO 안티OOO 각각 45포씩 가져가셨

습니다.

꾸준히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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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9일 오후 9:17

류형준 약사

#체험사례

발달장애 2급(지적장애)

어제 구 팜 엑스포에 강의와 부스를 설치해서 참

여하느라고 구에 갔습니다.

거기서 배00 약사님이 발달장애 2급인 따님과 함

께 오셨습니다. 3월 초부터 발달장애 치유 프로그

램을 함께하는 녀석인데 3월에 봤을 때는 제 로 

걷기도 힘들어했는데 걸음걸이도 제법 똑바르게 

걷고 뛰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찡하도록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약사인 것이 자랑스럽고 행복해지는 순간입

니다.

그동안 있었던 사항을 올립니다.

배00, 9세, 여. 발달장애 2급(지적장애)

2018년 3월 13일

1. 2010년 3월 2일 임신 37주 차 제왕절개로 출산.

2. 양수 부족으로 퇴변 얼굴에 묻음. 18개월에 걷기 

시작.

3. 언어능력 떨어짐-언어 관장 세포 현저히 덜 분

화 판명.

4. 소근육 발달 저하. 근육은 괜찮음.

5. 감각, 언어, 인지, 통합 수업을 받고 있음

6. 집안에서는 , 소변 가리지만 외출 시에는 가리

지 못해 외출 시만 착용함.

7. 휴 폰을 유난히 좋아하여 하루에 두 번 30분씩 

주면 자기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찾아

봅니다-비디오 증후군 염려됨.

8. 언어는 자기가 필요할 때 엄마 아빠를 하고 물을 

먹고 싶을 때는 삼다수 병을 가져오고 밥을 먹고 

싶을 때는 김을 들고 옵니다.

9. 지적장애 2급 판정.

처방 1) 박패 3 2개월, 바이러스 3개월, 총 36개월.

처방 2) 중추환 1 36개월.

처방 3) 안티OOO 2 7개월.

뇌 활성도-85%, 예상 정신연령-12개월,

최종 목표-96% 복용량-성인 양의 2/3.

2018년 4월 10일

복용 3주차

1. 인지능력과 감정 표현 많이 좋아진 느낌.

2. 숙면을 취함, 운동 반응 속도가 조금 빨라짐.

3. 근육이 많이 좋아짐, 감각. 통합 선생님 말씀.

4. 기분이 좋음, 언어 선생님이 수업 집중력과 언어 

인지능력이 좋아졌다고 함.

5, 학습 능력의 변화는 없다고 하나 인지능력이 좋

아졌다는 것이 학습 능력이 좋아진 것임.

6. 아빠 엄마 발화 능력 좋아짐.

7. 변비 너무 심함 2-3일 한 번 변을 봄.(유산균, 

듀파락 먹임)

처방 1) 박패 3 1개월, 바이러스 3개월, 총 35개월.

처방 2) 중추환 1 35개월.

처방 3) 안티OOO 2 6개월

뇌 활성도-85-86%, 예상 정신연령-12-13개월.

최종 목표-96% 성인 양의 2/3



 제3장 체험사례 001249

2018년 5월 10일

변화된 내용

1. 발목을 쓰기 시작함. 좁은 면을 딛고 올라서라고 

지시할 경우 조심스레 다리를 옆으로 올려 올라갔

으나 요즘엔 자신 있게 좁은 면에 발을 디뎌서 발목

의 스냅을 주며 버티고 서있음.

2. 엎드려 책 보기 가능, 왼팔과 왼손도 조금씩 쓰기 

시작하며 근력이 확실히 좋아지는 게 보임.

3. 감기에 잘 안 걸리고 걸려도 회복 속도가 빠르며 

코 막힘이 많이 줄어듦. 특히 감기만 걸리면 항상 

열이 38도 이상 났는데 열이 잘 안 남.

4. 언어, 모방에서의 배움의 속도가 빨라짐. 선생님

이나 엄마가 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똑같이 따라 

함. 혀 쓰기, 입술 움직이기가 좋아짐.(혀, 입술, 입 

근육이 확실히 좋아지는 게 보임, 예전엔 양 입술을 

약간 붙이는 정도 는데 요즘엔 찌그러질 정도로 

확실히 붙 다 뗌.)

5. 상호 작용이 좋아짐. 어린이집에서 친구들 얼굴

을 만지고 뚫어져라 잘 쳐다보고 친동생이 밖에 나

가있을 땐 잘 챙김. 손도 잡아주며 같이 트램펄린 

뛰며 챙겨줌.

6. 미각 후각이 발달함. 아침 점심 약은 비교적 잘 

먹으나 저녁 약은 먹기도 전에 토하려고 시늉함. 

맛에 민감해짐.

4월 9일

변을 봄, 기분이 좋음, 잠을 푹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남.

4월 11일

양손이나 오른손으로 물건을 잡고 이동하고, 왼손

만으로는 물건을 잡고 이동을 안 했으나(잡고 가다 

떨어뜨림) 이제는 왼손으로도 물건을 잡고 안 떨어

뜨리고 이동함. 왼손으로 요플레 컵을 잡고 오른손

으로 요플레를 떠먹음. 

4월 13일

변을 봄. 콧물 감기약 투약.

4월 14일

변을 못 봄.

4월 16일

콧물 감기약 복용. 변을 못 봐서 그런지 힘이 많이 

없음. 변을 봄. 사물 부분을 보여주면 전체 사물 모

양을 맞춤.

4월 17일

기분이 좋으며 변을 못 봄. 코 감기약 때문에 힘이 

조금 없어 보임.

4월 20일

변을 봄. 어린이 집에 엄마가 늦게 데리러왔다고 

짜증냄.

4월 22일

기분이 좋으면 변을 못 봄.

4월 25일

엄마가 늦게 온다고 짜증을 냄. 엄마 아빠 단어는 

제법 잘 말함. 

4월 30일

안방의 불을 켜라면 켜고 끄라면 끄는 인지가 좋아

짐.(예전에는 자기가 켜고 싶을 때만 켰음) 변을 봄.

5월 1일

아침 점심 약 못 먹임. 감기약 복용(콧물+기침가래) 

1일째 변을 봄. 지시 따르기가 잘 됨.(동생 뭐 하는

지 보고 오라고 하면 동생한테 갔다 옴)

5월 3일

변을 못 봄. 락앤락 반찬 뚜껑을 닫으라고 하니 스

스로 닫음.

5월 7일

변을 못 봄. 스마트폰 의지도가 너무 높음.

처방 1) 바이러스 3개월, 총 34개월

처방 2) 중추환 1 34개월

처방 3) 안티OOO 2 5개월

뇌 활성도-86~87%, 예상 정신연령-13~15개월,

최종 목표-96% 성인 양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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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OO 약사

단 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7월 9일 오후 9:21)

② (주)네임OO 대표 강OO

표님~ 혹시 이 약이 뇌졸중에도 좋나요? 

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가 회복하

신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완전히 완치되지는 

않으셔서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7월 9일 

오후 9:34)

③ 류형준 약사

(주)네임OO 대표 강OO 뇌졸중에는 안티

OOO 써클OO가 아니라 더 높은 단계의 처방

이 필요합니다.

가능합니다.(7월 10일 오후 2:27)

④ (주)네임OO 대표 강OO

류형준 약사 그렇군요. 표님 감사합니다. 

표님 시간되실 때 상담 받고 처방 받을 수 있을

까요?(7월 10일 오후 2:38)

⑤ 류형준 약사

당연합니다. 언제든지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그 보다 앞서 머리카락 잘라서 보내주시면, 

검사진행부터 하겠습니다.(7월 10일 오후 

2:43)

⑥ 최OO 약사

축복입니다.(7월 10일 오후 7:38)

2018년 6월 4일

*한 달 동안 변화 내용

1. 양쪽 다리를 고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됨. 

예) 트램펄린을 뛸 때 주로 왼쪽 다리만 위로 올리

고 오른쪽 다리는 잘 안 올라갔으나 요즘은 균형 

있게 두 다리를 씀. 하지만 왼팔은 아직 잘 못씀.

2. 허벅지 근육도 좋아짐. 

예) 각종 사다리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도 약간

의 도움만으로 가능해짐.

3. 감정을 잘 표현하게 되었고 특히 싫어하는 곳에 

가면 팔로 얼굴을 가리고 “엄마~” 라 고 확실히 

표현함. 울다가도 딱 그치라고 지시하면 바로 그치

는 등 지시 따르기도 좋아짐.

4. 인지가 늘어남. 3년 다닌 언어 치료실에서 드디

어 숙제 노트를 내줌. 가르쳐 주고 기억력 테스트를 

하는 수업을 해보면 확실히 빨리 외움.

5. 언어는 늘지 않음. 요새 언어 선생님한테 꾸중을 

자주 들음. “엄마”, “아빠”, “네”, “안녕” 이 네 단어

를 잘 구분해서 썼었는데 요새는 무조건 “엄마” “마

미” 같이 입 붙이는 소리만 하려고 해서 꾸중을 많

이 들음. 

처방 1) 바이러스 3개월, 총 1/36개월

처방 2) 중추환 1 2/36개월

처방 3) 안티OOO 2 2/7개월

뇌 활성도-86~87%, 예상 정신연령-13~15개월, 

최종 목표-96% 성인 양의 2/3.

류형준 약사의 의견

서00 아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훈련에 의해서가 아니라 뇌 신경계가 치유의 과정

을 거치면서 회복되는 결과로 지능이 올라가고 운

동 능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불가능으로 여기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입니다.

아이가 잘 해낼 수 있도록 아이의 부모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모두 많이 응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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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OO 약사

약사님 화이팅.

멋집니다.(7월 10일 오전 11:45)

2018년 7월 10일 오전 11:43

김OO 약사 

#체험사례 

1. 정0선, 58세, 여. 

피부 알레르기.

양팔 양다리에 은하수보다는 약하게 좁쌀같 은 붉은 

반점이 쫙 깔려져 있음. 심하게 가렵지는 않다고 함. 

써클OO 222 하루분 먹고 80프로 정도 좋아지고 

요즘 붓기도 했는데 부기도 빠진다고 2일분 더 가

져가심. 림프순환 설명드림.

2. 30  중반, 여.(어린이집 경 )

우리 약국 단골손님(목사님)의 따님.

두통으로 머리 전체가 아프고 뒷골이 당기고 메스

껍다고 역류성 식도염도 있다. 평소 생약을 즐겨 

드시는 가족이라 생약으로 드렸는데 하루 지나 매

스꺼운 거는 잡혔는데 머리는 계속 아프다 하여 안

티OOO 111 써클OO 222 드시라고 소포장 가져가

심. 하루 먹고 좋아졌답니다.

따님과 함께 가족이 치유의 길로 갈 수 있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3. 장0 , 22세, 남.

지난달 머릿속 피부 염증이 피부과 다녀도 잘 낫지 

않는다고 하면서 처방 약과 함께 안티OOO 써클OO 

소포장. 101씩 경험해 보기로 가져간 학생. 명현과 

치유의 길 설명해주었는데 이번 달은 다른 피부과 

처방 들고 항생제 부신피질호르몬 처방 확인하고

는 안티OOO 써클OO로 한 달치 씩 가져갑니다.

2018년 7월 10일 오후 1:19

박OO 약사

#체험사례 

034번째 = [써클OO]+[안티OOO]

LHW, 20세, 男, (고도비만)

서서-소변불가 (앉으면 조금씩 나옴)

- 비뇨기 처방(동광 탐스로신서방정) - 별로 효과

가 없음.

- 학생이 비관함. “이렇게 살면 뭐하노? 죽어야겠

다.”

- 처음엔 정신과 약복용 말하지 않고, 비뇨 기과약 

복용만 말함.

- “20세 청년이 이런 병이 올 턱이 없는데?? 다른 

병이 없느냐?” 하 더니 “정신과약 복용한지 10

일 이상 되었다.” 함.

- (정신 신경과약=리스페달정 복용 후) 나타난 부

작용으로 판단함.

- “정신과약 부작용이니..” 정신과약//비뇨기과약 

둘 다 끊도록 지시함.

- 2018년 7월 3일 // 써클OO 40포+안티OOO 20

포 2+1포 (tid) - 7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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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 9일 앉아서는 시원하게 잘나옴.(서서

는 아직 부족함)

-완전 치유까지 연속으로 복용할 것을 지도함.

-리스페달정 부작용에 <뇨실금>이라고 있는데, 

<뇨폐>라고는 없으나 주의해야 함.

2018년 7월 10일 오후 2:37

류형준 약사

#체험사례

지적장애 3급

구 박00 약사님의 손주의 체험사례입니다.

김00, 8세, 남.(지적장애 3급)

[1] 2018년 2월 26일

증상 - 지적장애 3급, 인지능력 현저하게 저하. 

ADHD 증후군

1. 인지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말은 명사로 낱말만 

하는 정도인데 안티OOO과 써클OO을 먹어서인지 

어제부터 몇 번 동사까지 표현함.

2. 아무나 종종 꼬집고 해코지를 잘하고 소변을 

거의 못 가림.

3. 하지 말라는 것은 꼭 하려고 하고 활동력은 와일

드함.

4.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

처방 1) 박패 3 2개월, 바이러스 3개월, 총 36개월

처방 2) 중추환 1 36개월,

처방 3) 안티OOO 2 6개월 성인 양의 2/3

뇌 활성도- 89% 예상, 예상 정신연령: 12개월 예상

[2] 2018년 4월 3일

1. 며칠 전부터 눈초리 정상적 보임.

2. 3월 15일 학교에서 착석이 좋아짐. 조용히 앉아

서 칭찬 자자했음.

3. 3월 20일 침 흘리는 정도 조금 있음.

4. 3월 말 침 흘리는 정도 가끔 컵, 그릇 엎어 버림. 

종합적 아주 미미할 정도 좋아졌음??? 

처방 1) 박패 3 1개월, 바이러스 3개월, 총 35개월

처방 2) 중추환 1 35개월,

처방 3) 안티OOO 2 5개월 성인 양의 2/3

뇌 활성도-89~90% 예상, 예상 정신연령: 12~14

개월 예상.

[3] 2018년 5월 3일 

4월 6일

머리 아파서 머리, 머리, 약, 약하면서 종종 언어 

표시를 함.

4월 8일 

할머니, 할머니 하고 자꾸 부르며 언어 표시를 하려

고 하는 것 같음. 할아버지 어깨에 기 는 횟수가 

많아지고 혼자 생각하는 횟수도 증가된 것 같음.

4월 10일

할머니, 할머니 하고 자꾸 부르며 화를 시도하려

고 함. 할머니가 머리 깎아줬다고 할머니 머리, 머

리라고 표현.

4월 16일

약 먹이고 사탕 주려고 하니 둘 하는 소리에 놀람.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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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둘에서 두개로 말함. 숫자 개념을 조금 인지

하는 듯함.

4월 20일

쓴 한약을 먹은 후 꼭 사탕을 달라고 함.

전과 다르게 두 개, 세개라고 꼭 말함.

4월 22일

잘 때 외할머니 머리에 맞 고 혼자서 야옹-고양

이, 까까-과자, 빠빠-밥, 비개-베개라고 중얼거

림. 인지능력 판단이 되는 듯함.

4월 27일 

학교에서 현장 체험을 다녀왔는데 다녀와서 잠들

기 전에 물개, 물개라고 본 것을 말함.

4월 29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주면 애교를 부림. 꾀를 조

금씩 부리는 듯함.

처방 1) 바이러스 3개월, 총 35개월

처방 2) 중추환 1 34개월,

처방 3) 안티OOO 2 4개월 성인 양의 2/3

뇌 활성도-90~91% 예상, 예상 정신연령-14~15

개월 예상.

[4] 2018년 6월 4일

5월 15일 

학교에서 변을 한 것 같은데 “바지에 똥 아휴 페

페”라고 하네요.

5월 16일 

스승의 날이라 학교에서 간식을 준 것 같은데 “피

자, 사이다” 하며 먹은 걸 표현합니다.

5월 18일

학교 자연 학습 가서 “물개, 물개” 하면서 자랑합니

다.

5월 26일 

“방에 가자” 하면서 침실에 갈려고 하니 할머니가 

거실에 있으니 입구 벽에 기 어 할머니가 올 때까

지 벽에 기 어 다 큰 애처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견하게 보이네요.

5월 27일 

TV에 턱걸이 장면이 나오니 “턱걸이”라고 했네요. 

5월 29일 

좋아지는 모습이 조금씩 서서히 보이는 감이 오지

만 아직 설치고 간혹 고함지르고 발로 바닥을 딱딱 

치는 것은 있네요. 홈플러스 가자, 백화점 가자, 하

면서 동사를 함께 사용합니다.

처방 1) 바이러스 2개월, 총 33개월

처방 2) 중추환 1 33개월,

처방 3) 안티OOO 2 3개월 성인 양의 2/3

뇌 활성도-91~92% 예상, 예상 정신연령-15~17

개월 예상.

[5] 2018년 7우월 10일

- 자기 반에 민우라는 애가 선생님한테 야단맞는 

걸 할머니한테 일 음.

- TV 자기가 켜고 좋아하는 동요 채널을 찾은 리모

컨을 의기양양하면서 줍니다.

- “백화점에 가자”등 문장을 끝까지 말합니다.

- 노래도 앞 구절을 흥얼흥얼 혼자서 부릅니다.

- 무슨 소리인지 혼자서 자꾸 말을 하려고 합니다.

- 자기가 살고 있는 장소를 고 아빠 태극기 합니

다. 아빠 이름이 아파트 이름과 같고 항상 주차하

는 위치에 태극가가 있어서입니다.

-그 외는 고분고분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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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아이가 환을 먹기가 쉽지 않을 텐데 장하네요. 

저희 아이는 12살인데도 안티OOO이랑 써클

OO 못 삼켜서 물에 끓여 이개서 준답니다. 

하여 액상이나 파우더 같은 제형도 조심스럽

게 건의드려봅니다 ^^(7월 10일 오후 2:58)

② 김OO 약사

분쇄기로 갈아주시면 되는데요.

잘 갈아집니다.(7월 10일 오후 5:16)

처방 1) 바이러스 1개월, 총 32개월

처방 2) 중추환 1 32개월,

처방 3) 안티OOO 2 2개월 성인 양의 2/3

뇌 활성도-92~93% 예상, 예상 정신연령-17~19

개월 예상.

류현준의 의견

상기 내용을 읽고 있으면 김00 9세 남자아이가 얼

마나 많은 것을 해내는지 보이나요?

이는 제가 발달장애를 고치는 처방이나 비법이 있

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스스로 치유

될 수 있는 환경을 치열하게 만들고 난 후 스스로 

치유되는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10일 오후 3:14

박OO 약사

#체험사례 

035번째 = [써클OO]+[안티OOO] 

KJD, 61세, 남.(175cm 72kg, 외모 튼튼)

<심한 건선>

- 식사, 소화, 소변 양호, 차분하나 욱한다, 화 

잘함. 마라톤 즐김.

- 2년 전 등판 붉은 발진, 한약 쓰며 점점 확산 (양

다리, 무릎, 팔꿈치, 머리 밑)-소양감, 환부열감, 

귀 열감 등등

- 2017년 8월 29일 

적색포장=( 황목단 시호청간 형개연교) 녹색포장

=(자음강화 황련해독 십미패독) = 과립제 각 10일분.

- <밴드를 알기전임> (경험상... 자신감을 가지고.. 

투약함)

- 환자 반응 = 낫지는 않고, 가루가 더 생긴다. <이

런 이런!! 급실망함>

- 2017년 가을 -- 밴드에 가입함.(건선/아토피= 

류 선생님의 virus 이론에 무릎을 침)

- 2018년 2월경에 -- 환자분에게 조심스레 써클

OO 안티OOO를 권유해 봄.

- 환자 반응 시큰둥 함, 두어 달 지나서 연락이 옴. 

“한 번 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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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OO 약사

안티OOO 써클OO 복용 전이나 복용 중 가려

움증은 호소를 안 하던가요?

항히스타민제도 병용 시키셨는지요..(7월 10

일 오후 4:35)

② 박OO 약사

안OO 약사 

두 달 가까이 전혀 연락을 안했어요.

과거에 여러 가지를 복용하고 실패를 했었는

데 아마도 다른 약은 안 먹은 듯합니다.

(저는 다른 약을 일체 준 것이 없어요.)(7월 

10일 오후 6:52)

③ 양OO 약사

‘내가 먼저 연락했다가.. <효과 없다>하면.. 난

감하여 연락 못함 [급 소심!!]’ㅋㅋㅋ

저도 그런데^^

- 2018년 5월 22일 

써클OO 120포+안티OOO 120포 = 각 2포씩 (tid) 

(꿀 레몬차 2개 + 우루사 10정)

- 주의사항 -철저히 강조 (치유 안 되는 건-생활이 

불규칙하면 안 된다.)

- 써클OO 안티OOO 각 2포씩 (tid)이면 6월 중순에 

연락 와야 하는데, 연락이 안 옴.

- 내가 먼저 연락했다가 <효과 없다>하면 난감하여 

연락 못함. [급 소심!!]

- 각 2포씩 (tid) 하라고 했는데 아마도 각 1포씩 

(tid) 한 것 같아 보임.

- 2018년 7월 10일 오늘 사진을 보내옴.

- 지금까지 어떤 요법보다 뚜렷한 차도가 보임.(매

우 희망적으로 보임)

- 연속 복용으로 뿌리를 뽑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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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심호홉 한번 하고~

조심스레~물어봅니다~

어떠신지요?(방긋방긋 웃어야함^^)(7월 12

일 오후 3:29)

④ 박OO 약사

양OO 약사 

방긋방긋 웃으면.. 예뻐서라도...(7월 12일 오

후 4:56)

2018년 7월 10일 오후 7:30

정OO 약사 

#체험사례 

정 0, 49세, 남.(호리호리, 이삿짐센터)

어깨 통증. 6월 초순경 이삿짐 옮기는 일을 하다가 

어깨가 안 좋아지더니 그 이후로 새벽 3시만 되면 

아파서 잠을 깬다고 하심.

7월 3일 

써클OO 333 이틀분 드림.

7월 10일

오늘 오셨길래 물어봤더니 많이 좋아졌고 지금은 

새벽에 아파서 깨던 것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더 복용을 권했으나……

2018년 7월 10일 오후 7:58

최OO 약사 

#체험사례

60  말. 여.

남편은 젊어서부터 누워있고 오줌, 똥 치우느라 늘 

스트레스.

 

7월 3일 

목이 칼칼하고 좀 아프다고 해서

과립 시호제 + 써클OO 111 하루분.

그러면서 림프순환에 해서 설명.

다음날 와서 목은 다 나았다고 림프순환에 해서 

더 듣고 싶다고 해서 설명하니 너무 비싸다고 다른 

양제로 어떻게 안 되냐고 해서 이 명품과는 비교

할 수 없지만 이런 것도 권할 수 있다고 하니 일단 

양제 사 가시며 써클OO 몇 포만 사 가심.

7월 10일 

오늘 오셔서 써클OO에 해서 또다시 설명해달라

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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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OO 약사

림프순환 설명 최고 명강의 .(7월 11일 오전 

10:42)

② 양OO 약사

이 그림을 보여주며 림프에 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 환자에 한 선생님의 정성이 단합

니다~

존경스러움^^(7월 12일 오후 3:56)

① 유OO 약사

써클OO만으로도!(7월 10일 오후 9:58)

② 성OO 약사

넵.(7월 10일 오후 10:20)

이 그림을 보여주며 림프에 해서 하나하나 다 설

명. 그랬더니 자기가 이번에 가져간 써클OO를 먹

고 며칠간 머리가 멍하다가 오늘 머리가 탁 트이면

서 기분이 좋고 몸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물어

본다고 하심.

써클OO로 인해 쌓여있던 노폐물이 빠져나가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탁기가 빠져나간 덕분에 기분이 

좋은 거라고 설명.

써클OO 60포 가져가시며 반드시 먹어야겠다고 하

셨습니다.

2018년 7월 10일 오후 8:45

성OO 약사 

#체험사례 

75세, 남.

어지러움. 현재 복용하는 약은 없음.

갑자기 어지러워 쓰러질 뻔하고 두통-다른 약국에

서 메클리진과 거풍지보단 사서 2일 정도 먹고 좀 

덜하긴 하나 계속 어지러움.

써클OO 222 피크노제놀 성분 투약 

2 일 복용 후 어지럼 증상 말끔히 없어지고 컨디션

회복^^

2018년 7월 10일 오후 9:22

최OO 약사

#체험사례 

박00, 74세(60  초반으로 보이심), 여

6월 29일 

넓은 압박 붕 를 찾으신다.

어디에 쓰실 거예요?

왼쪽 배가 푹 쳐져서 감쌀 요량이셨다.

배 좀 보여 주세요?

복부가 배꼽을 중심으로 정말 비 칭이고

장하수? 탈장? 

병원 검사 이상 없고 침도 맞으셨고 이런 상황이 

1달 정도 지속되셨다고 하심. 1달 전 동남아 여행 

도중 왼쪽 옆구리 허리가 쏟아질 듯 아픈 다음날부

터 지금까지.

제 짧은 생각-옆구리 허리 근육 옆에 림프가 막혀

서 압박하니까 장력이 약해진 장이 내려간 듯하니 

림프순환만 시켜 주자고 설득.

써클OO 202 20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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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OO 약사

단하네요. 써클OO의 힘!(7월 10일 오후 

9:57)

② 조OO 약사

사고의 관점이 단한 수준임.(7월 11일 오전 

9:27)

③ 최OO 약사

와~ 약사님의 내공과 써클OO의 효과에 놀랍

고 존경스럽습니다.(7월 11일 오후 2:03)

④ 최O 약사

오늘은 다른 약 사러 오셔서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하시네요.

안티OOO 써클OO가 있어서 도울 수 있는 범

위가 넓어졌어요.

감사해요♥(7월 11일 오후 5:42)

7월 3일 

놀라운 일이!! 

푹 꺼진 왼쪽 복부가 80% 정도는 올라옴.

거의 정상적인 배 모양이 됨.

다시 써클OO 222.

 

7월 10일 

써클OO 60포 열심히 드시기로 하심.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고,

쳐진 복부도 남들은 모르게 좋아짐.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한참을 놀다가셨는데 과거 

뇌경색이 왔었는데 왼쪽으로 마비가 왔었다고 하

신다.

다시 한번 느끼는 써클OO의 힘!!

2018년 7월 11일 오전 9:38

류형준 약사

#체험사례 

발달장애 2급.

구미의 서00 약사님의 아드님입니다.

이00, 남자 19세 발달장애 2급

[1] 2018년 5월 2일

179cm, 70kg, 발달장애 2급

1. 운동 능력 및 지적 수준이 또래 아이들보다 상당

히 떨어지며, 자기가 정한 일의 순서에 따라 정해진 

장소와 위치에 물건이 놓여있기를 원함.

2. 언어능력과 사회성 발달이 저하되어있으며, 주

변에 별 관심이 없음.

3. 작년 봄 감기를 앓고 난 후 지금까지 지속적인 

기침을 하여 병원 진료를 받았으나 특이한 증상 없

다고 하며 현재도 기침을 수시로 함.

4. 집에서의 일상생활은 혼자 수행 가능하나 가끔 

주위의 도움을 필요로 함.

5. 표현력이 부족, 묻는 말에 답은 간간이 하나 

같은 물음을 되물어보면 묻는 이의 답이 질문자

의 원하는 답이 아니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질

문자가 원하는 답으로 바꾸어 답함.

6. 현재 척추측만증(병원 진료 후 보조기와 교정형 

깔창을 착용 중). 현재도 교정되어있지 않고 이로 

인해 좌측 다리가 우측 다리보다 더 길며 거북목에 

등이 구부정함.

7. 언어치료 선생님의 의견은 6~7세 수준의 어휘

력을 알고 있으나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은 상당히 

부족한 편이라고 함.(부모로서는 3세 이하 수준으

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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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OO 약사

정말 감동이고, 드라마 같은 느낌이에요. 가족

분들은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저까지 뿌듯해

지고 벅찬 사례네요. 축하드려요.^^♡♡(7월 

11일 오후 12:02)

처방 1) 박패 3 2개월, 바이러스 3개월, 총 30개월

처방 2) 중추환 1 30개월

처방 3) 안티OOO 2 7개월

뇌 활성도-89%, 예상 학습능력-15개월, 

예상 회복 정도-99%

[2] 2018년 6월 12일 

1. 작년 봄에 감기를 앓고 난 후 지금까지 지속적인 

기침을 하여 병원 진료받았으나 특이한 증상 없다

고 함.

2. 기침을 수시로 하고 있었으나, 현재 약물 복용 

후 연속적인 기침을 수시로 하 으나 지금은 간헐

적 기침만 하고 있는 상태이나 예전보다는 횟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임.

3. 집중력이 좋아짐.

4. 전에는 전화를 하면 단답형 화를 했는데 어제

는 수월하게 화가 된다.

5. 요즘 핸드폰으로 게임을 시작했는데 잘 한다. 

처방 1) 박패 3 1개월, 바이러스 3개월, 총 29개월

처방 2) 중추환 1 29개월

처방 3) 안티OOO 2 6개월

뇌 활성도-89~90% 예상 학습능력-15~17개월, 

예상 회복 정도-99%

[3] 2018년 7월 10일 

- 핸드폰 게임을 여러 가지 집중해서 하며, 성취도

도 높은 편임.

- 지문이 너무 길고 이해도가 떨어져서 포기했던 

기탄 국어를 다시 시작하니, 혼자서 지문 전체를 

읽고 곧잘 답을 찾아냄.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 

이해는 아직 힘들어함

- 나눗셈 2자리 이상은 계산이 힘들었는데 원리를 

이해해 푸는 방법을 알아 속도는 느려도 제법 풀

어냄

- 전화 통화 시 질문에 한 답변이 제 로 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묻는 말에 간단한 화를 할 수 

있음.

처방 1) 바이러스 3개월, 총 28개월

처방 2) 중추환 1 28개월

처방 3) 안티OOO 2 5개월

뇌 활성도-90~91% 예상 학습능력-17~18개월,

예상 회복 정도-99%

류형준의견

이00 19세 남의 아이가 스스로 치유되어 가는 과정

이 느껴지나요?

이는 단순히 교육이 아니라 뇌신경계가 스스로 회

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치유는 단지 발달장애에서뿐 아니라 모든 

뇌신경 질환에서도 같은 과정을 가게 됩니다.

이러한 길을 만들고 증거를 쌓아서 모두가 동참하

게 되는 날을 기다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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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1일 오전 10:40

장OO 약사 

#체험사례 

이현0, 56세, 여.

(5월 28일 올린 분입니다.)

증상: 왼쪽 눈 고름 2년째 나옴, 눈물 실리콘 관 

삽입 상태.

5월 10일 

안티OOO 111 써클OO 111

5월 17일 

명현 시작.

왼쪽 눈 고름 더 심해지고 매우 가려움.

5월 23일 

써클OO 222 증량하고 우루사 101 7일분 드림.

5월 28일 

고름 더욱 심해지고 눈 아래 짓무름. 

안티OOO 111 써클OO 111

우루사는 속 쓰려 안 먹음.

6월 12일

중간에 구토증이 생겨 5일간 중단함 

따뜻한 물에 다시 드시라 독려, 써클OO만 60포 구

입. 안티OOO 101 써클OO 111

7월 11일 

오실 때 됐는데 안 오셔 연락하고 싶어도 쫄려서 

못해봤습니다. 약국 들어오는데 인사 소리가 활기

차시더라고요. 고름이 이제 조금만 나온다며 약 떨

어진지는 꽤 됐고 하나만 먹을까요? 한다. 근데 혈

당이 많이 낮아졌다는데 이거 먹은 효과인가요?

혈당 혈압약 안 드실 수 있으니 안티OOO 써클OO 

6개월 써클OO 6개월 드셔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드

렸습니다. 

안티OOO 111 써클OO 111 

고름이 아예 안 나올 때까지 유지할 생각입니다. 

잘 따라와 준 환자분도 감사하고,

좋은 식품 만들어 널리 알려주신 류 약사님 감사합

니다. 

2018년 7월 11일 오후 12:17

노OO 약사 

#체험사례 

1. 오창0, 53세, 남. 

당뇨약 다이아벡스 기넥신 복용 중.

3월부터 스트레스로 인한 간열로 7월까지 안티

OOO 써클OO 정량 복용 중.

백태도 아주 많이 감소.

충혈 거의 안 생김.

피로감 거의 없고 머리가 맑아짐.

이비인후과에서 이명은 평생 간다고 했는데 많이 

줄어들고 있고 옆 병원에서 미네랄 추천해서 같이 

복용 중.

육체적 정신적으로 정화되니 모든 게 평화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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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용0, 52세, 여. 

고지혈증 약 복용 중.

목감기 몸살감기가 심하게 와서 병원에서 처방받

아먹어도 그때뿐 너무 오래가서 안티OOO 111 써클

OO 222 3일분 먹고 많이 호전됨. 외고 아들 픽업하

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요거 먹고 체력증진. 

중국에서 아들이 7년 만에 중의사 따고 졸업한다고 

일주일 있으려면 필요하다고 안티OOO 써클OO 동

량 일주일 가져가십니다.

3. 김수0, 50 , 여.

오른팔이 아프고 시리고 저리고 부어서 오신 분.

예전에는 진통제 한약제제 먹고도 리턴이 별로 없

었는데 이바펜(부루펜400) 써클OO 111 하루분 먹

고 오셔서 차도가 있어서 계속 먹어보겠다고 하셔

서 찬물 매운 것 튀김 류는 림프순환에 장애가 되니 

꼭 피하시고 각탕법 하면 배가되니 규칙적으로 매

일 하시라고 당부함. 

써클OO 60포 이바펜은 필요시 사용.

4. 감방0, 60세, 여. 

갱년기로 천연 호르몬제 복용 중.

5월부터 7월까지 써클OO 정량 드시는 분.

기존에 팔이 아파서 못 들어 올렸는데 이젠 자유자

재로 360도 감아 돌림.

다리도 순환이 잘 되서 아프지 않음.

뇌 순환제 앰플 추가로 드시면서 두중감도 아주 좋

아짐.

상열감과 불면증 호전됨.

늘 기도하시며 드시니 차도가 빠릅니다.

2018년 7월 11일 오후 3:56

정OO 약사 

#체험사례 

장연0, 51세, 여.(보통 체형)

피부병. 손가락에 수포성 염증으로 몇 년째 고생 

중. 종합병원까지 다녔으나 다시 재발하기를 반복

함. 손가락이 너무 간지러울 때는 손을 서로 비비고 

그러고 나면 손에서 열이 나서 얼음물에 담그고 그

랬었는데 그 간지러움이 싹 사라졌다 합니다.

써클OO 안티OOO와 함께요!

6월 11일

써클OO 11 안티OOO 11 복용.

7월 11일

오늘 한 달분 재구매.

피부 질환이 가장 재밌습니다.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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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연고 없이 안티OOO 써클OO만 하셨나요?(7

월 11일 오후 4:45)

② 정OO 약사

김OO 약사 예 선생님! 되도록이면 바르지 말

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써클OO 안티OOO 효

과가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7월 11일 

오후 9:43)

③ 김OO 약사

네! 저도 활용해볼게요. 감사 합니다^^(7월 12

일 오전 8:53)

복용 중 중간에 한 번 찍어 놓은 것.

7월 11일

6월 11일

7월 1일 

2018년 7월 11일 오후 4:41

박OO 약사

#체험사례 

036번째 = [써클OO]+[안티OOO] 

KSJ, 23세, 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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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OO 약사

( 답 로 잘 해야 할낀데…) 

선생님 정성을 봐서라도^^

잘 하지 않을까요?ㅎㅎ(7월 12일 오후 3:26)

② 박OO 약사

양OO 약사 답은 어쩔 수없이 하는 거로 보

임. 돈보다도 딸의 피부가 좋아야 되는데.

(따님은 아토피 개선 방법이 없는 줄 아는가 

봐요.)(7월 12일 오후 4:25)

아토피 (팔오금, 눈 밑, 코 밑) 제법 오래됨.

불규칙한 생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남).

- 본인은 오지 않고 아버지가 사감.(그래서인지 기

록을 안 남김)

- 2018년 3월 초 

써클OO+안티OOO 각60포 = 각1포씩 (tid) 

(240000원)

- 그리곤 다 잊어 먹다.

- 2018년 7월 10일 

아버지가 다시 나타나서....

“딸의 아토피가 없어져서 안 먹 는데 7월이 되니 

다시 나타났다.”

“아토피는 겉으로 없어져도, 속에 있는 것까지 6개

월~1년 해야 재발을 막아요.”

“일단 지난번 로 주세요.”

“써클OO / 안티OOO 두 가지 가져갔죠?”

“ 아니 한 가지요.(진열된 것 보고) 이건가? 저건가 

모리겠네?”

“딸이 먹었으니, 딸에게 전화해 보세요.”

“얘야~ 너 빨간 거 먹었냐? 파란 거 먹었냐?”

“두 가지 다 먹었어요.”

“두 가지 맞네요... ㅎㅎㅎ”

“딸의 아토피가 평생 가지 않게 하려면 없어져도 

1년을 먹이세요.”

“그리고 다음엔 꼭 같이 오시기 바라요.”

“네에~~~”

( 답 로 잘 해야 할낀데…) 

[사진은 못 찍어도 신상기록은 남김]

2018년 7월 11일 오후 7:09

안OO 약사 

#체험사례 

김0순, 55세, 여.

요협착으로 3회 시술 후에도 오래 서 있거나 500m

만 걸어도 발끝부터 시작되는 저린 증상이 허리에 

이르면 주저앉아야 함.

1월 31일

안티OOO 111 써클OO 111 20일

2월 22일

차도 없다 하여 안티OOO 11 써클OO 22

오늘 방문. 그 간 팔꿈치를 다쳐 인공 관절 수술하

느라 안티OOO 써클OO 쉬었답니다. 그때 두 달 먹

고도 저린 증상의 호전은 못 느꼈답니다. 그래도 

종아리 경련, 엄지의 방아쇠 증후근, 전신 부종이 

없어져 희망을 갖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네요.

안티OOO 써클OO 정량, 낫토키나아제, 오메가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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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2일 오후 2:42

서OO 약사 

#체험사례 

배아0, 28세(91년생), 여.

상포진으로 처방받아 오신 분.

7월 9일

상포진으로 FAMCICLOVIR 처방받아 오신 분인

데 처방 약에다가 안티OOO 111 Tid 로 드렸습니다.

7월 11일

전에 같으면 몸 컨디션이 아주 안 좋은데 그렇지 

않다며 처방 약 용량만큼 2일분 Tid 로 더 가져갔습

니다.

이럴 때 안티OOO 만나기전에는 무얼 드릴까? 망

설 는데 이제는 딱 정해져 있으니 기쁩니다.

2018년 7월 12일 오후 3:55

박OO 약사

#체험사례 

037번째 = [안티OOO]

<효과 있어도 없다고 말하는 고객 1-2>

<029번째 기록>---------------------- 

<효과 있어도 없다고 말하는 고객 1-1> 

JHG, 76세, 男.(165cm 58kg)

알레르기 피부 (팔, 목 등에 수포, 소양감)

- 처방 단골

- 성격-다혈질, 큰소리 뻥뻥, (처방 약-2년 내내 

일반 약-상담 거부)

환자 “ 상포진 2번 걸렸고, 지금도 상포진인데, 

의사가 아니래~”

국장 “만성 상포진은 피부과 알레르기약으로 안

되니 안티OOO로 합시다.”

- 2018년 5월 21일 

안티OOO 60포 (1포씩 tid) = 120000원 (보너스-

레몬 차 1개)

- 2018년 6월 20일

말로는 차도 없다.(소양 처방 안 받고, 외형-수포 

안 보임)

---------------------------------

※ 팔다리, 몸통의 수포는 없어졌고, 소양증 처방

-2년 내내 복용하던 것 간혹 2일분 정도.

※ 처방 단골로 찾아주시는 것 고맙긴 한데, 말을 

안 듣고, 자기 말만 함.

- 팔의 출혈 얼룩 보이면서 도움을 요청.

- 일단 사진부터 한 컷 (증거를 남겨야 하므로)

- 2018년 6월 20일 

안티OOO 60포 (1포씩 tid) (보너스= 꿀 레몬차 2개

+당귀수산 15포)

 (써클OO와 안티OOO 같이 하자고 하니 비싸서 못 

한다 우김. 경제사정 다 알고 있는데)

※ 7월 1일 팔의 출혈 얼룩은 거의 없어졌는데 위와 

장이 아프다고 함. 

※ 5월에 복용할 땐 그런 말 없었는데 지금 와서 

<써클OO 안티OOO> 때문에 그렇다 우긴다.

국장 “다른 약 복용하는 거 없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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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3년 전 류머티즘이 심하게 와서 백병원 1달 

입원 후 계속 먹는다.”

((백병원 류머티즘 처방 ))

- 트라시논정 (트리암시론1mg)

- 듀록정 (히드록시클로르퀸황산염200mg)

- 콕스낙캡슐 (세레콕시브20mg mg)

- 류마킨정 (레플루노미드mg)=아침)

국장 “이렇게 독한 약을 3년 이상 먹으니 속이 아프

지요.”

※ 그래도 환자는 <써클OO/안티OOO> 때문에 그

렇다 우긴다. [가격 깎으려는 전략으로 보임]

※ virus는 6개월 이상 복용해야 한다고 해도 가끔 

하나씩 나오는 수포 보여주며 “아프다”고 큰소리.

※ virus / 소양증 / 출혈얼룩. 개선된 것 고맙단 

말도 없어 이젠 권유 않기로 함 !!

 (자기가 답답할 때 까지 기다리기로 함.)

2018년 7월 12일 오후 4:36 

안OO 약사 

#체험사례 

1, 권0옥, 51세, 여. 

혈압, 심장약.

한약으로 보약 원하시길래 염증 물질 배출 시키고, 

그 결과 조직이 본래의 역할 제 로 수행하도록 도

와주는 안티OOO 써클OO 소개.

학교 급식소 근무하므로 체력 보충 원함.

안티OOO 111 써클OO 222 한 달.

오늘 남편이 신 와서 전하네요.

두통과 두중, 현훈, 코골이, 편도염, 견비통, 손목 

통증, 식도염, 매일 꿈 등이 소실 내지 반감.

피부도 좋아짐

안티OOO 11 써클OO 22 한 달.

2, 이0기, 54세, 남. 

혈압약 (20년 복용) 170/85

위의 아내분에게 안티OOO 써클OO 설명하자 남편

에게 당신도 먹어야겠다며 권유. 망설이다 본인 증

상 열거.

혈압약 복용함에도 평균 160/120.

200을 넘을 때도 있다. 눈 혈관이 터진 적 여러 번. 

안티OOO 111 써클OO 222 한 달

피로, 견비통, 우측 엘보, 양 수지 마비 감/냉감, 

복부팽만 호전.

한 달 만에 수축기 혈압이 110에서 140까지 측정된

다 하네요. 본인 말로는 술을 끊어서 그런 게 아닌

가 하길래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안티OOO 써클

OO로 혈관이 정화된 결괍니다,

입이 쓰더군요. 연복 권하니 둘이 함께 먹기엔 부담

이라 쉰답니다. 안티OOO는 도중에 중단하면 내성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안정화되어 가려는 혈압 여

기서 관리 중단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 하니 빠

른 시일 내에 다시 시작해본다네요.

부부의 건강 청신호, 7월의 푸르름 못지않습니다.



001266  A BOOK OF EXPERIENCES

① 최OO 약사

좋은 치험례 감사드립니다.^^(7월 13일 오전 

1:27)

2018년 7월 12일 오후 4:57 

정OO 약사 

#체험사례 

48세, 여.(보통 체형)

만성 결막염으로 2년 동안 고생하고 계심.

안과 다녀도 그때뿐임.

자주 눈곱이 끼고 눈이 아프고 피곤.

7월 5일

써클OO 11 안티OOO 11 10일분.

7월 12일 

오늘 오셨네요.

눈이 안 아프고 눈곱도 안 끼고 몸 피곤한 것도 좋다

고 하시면서 벌써 다른 분께 사 드시라고 말씀드렸

다네요. 가족들도 차차 복용하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10일분 재구매하셨습니다.

역시 점막 질환에는 써클OO 안티OOO가 백 프로 

효과고 무엇보다 치유가 빠릅니다.

2018년 7월 13일 오후 12:54 

최OO 약사 

#체험사례 

50 , 남.(마른편)

7월 12일

넘어져서 무릎 쪽에 타박상을 입었는데 붓고 아프

다며 진통제를 찾으시길래 낙센 한 통과 써클OO 

111씩 하루분 드리며 같이 드시면 훨씬 빨리 좋아지

실 거라며 써클OO의 원리를 설명 드리고 드시고 

다시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월 13일

아침 일찍 오셔서 써클OO를 내미시며 이것 때문인

지 편안했다고 하시네요. 낙센은 전에 먹어봤기 때

문에 아신다면서 써클OO를 더 먹어보겠다며 소포

장 한 통을 달라고 하시네요. 꼭 따뜻한 물로 드시

라고 강조했답니다.

2018년 7월 13일 오후 1:21 

강OO 약사 

#체험사례 

김00, 50 , 여.

고혈압, 비만, 갱년기, 불면증, 안면 홍조, 자궁 근

종, 어깨 통증, 족저 근막염, 하지 부종.

신경이 예민하고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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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OO 약사

6개월 이상 드셨군요.

단한 끈기입니다.

약사님 능력입니다.(7월 13일 오후 1:46)

분. 여러 좋다는 양제도 효과를 못 보신다고 호

소. 증상은 여러 가지여서 본인은 종합 병원이라 

하지만 치유의 개념으론 세포가 건강해지면 호전

될 수 있다고 설명 드리고 안티OOO 써클OO 치유 

여정으로 이끎.

유산균 비타민씨 미네랄 조혈제 복용 중.

안티OOO 11 써클OO 22 한 달.

어깨 통증이 호전됨.

안티OOO 11 써클OO 11 5개월.

하지 부종 호전.

써클OO 21로 두 달째.

고혈압 약 절반으로 줄임. 잠 잘 자고 피로도 좋아

짐. 안면 홍조 좋아짐. 얼굴색 엄청 좋음.

오늘 오셔서 족저 근막염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엄

지 척하고 가시네요.

2018년 7월 13일 오후 4:45 

최OO 약사

#체험사례 

서00, 40세, 여.(마른 편)

주요증상: 

한포진. 여름만 되면 재발-오래됨 스테로이드 연

고로 달램.

비염 (비충혈 제거 스프레이. 가끔 스테로이드 비강 

스프레이 사용)

5월 26일 

안티OOO 101 써클OO 101 시작.

약 먹기 힘들어해서 우선 정량 로.

일주일 정도는 조금 호전 되다가

6월 7일 더 심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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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클OO 양 늘리고 각탕법 시작. 

이맘때쯤이면 발도 심해지는데 발은 조금씩 호전. 

손끝에도 생김(없었던 곳).

6월 12일 

손발 조금씩 호전. 비염은 비슷. 

안티OOO 101 써클OO 111

약 먹기 힘들어도 열심히!!

7월 11일 

좋아지고 있음. 연고는 한 번도 사용 안함.

비염 호전. 가스 차고 가끔 변비 있는 거 좋아짐.

안티OOO 101 써클OO 101 복용 중. 

(스스로 용량 조절) 

더 이상 명현 증상 없으니 정량 로 치유의 끝까지 

갑니다.

2018년 7월 13일 오후 5:38 

최OO 약사

#체험사례 

39세, 남.(미혼, 비만형)

주 증상: 

아토피, 비염, 종기 재발 잦음.

5월 중순

이분의 엄마께서 아들 종기 약 사러 방문.

안티OOO 222 써클OO 222 10포씩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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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드리면서 종기는 바이러스 감염임을 설명.

천기누설 책 체크지 같이~

아토피도 낫는지 물어보셔서 Yes!

6월 4일 

종기 좋아지고 있음. 

아토피도 심하고 비염도 있고 게을러서 자기관리

도 못하는데 하시면서 한숨 푹~

시작이 반이니 우선 안티OOO 111 써클OO 111 써 

보자고 권유.

길게 가면 좋아집니다. 

명현반응 설명 드리고 처음에는 아토피가 더 심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국 들러주세요!!

1박스씩 가져감. 

찬 음식, 매운 음식, 인스턴트, 술 주의 당부.

6월 26일 

엄마 방문. 본인 구내염으로.

안티OOO 222 써클OO 222 20포씩 드림.

아드님 약 잘 먹을까요?

다행히 쓰레기통에 약봉지 보인다고.

(집돌이 형이라 인스턴트 다시 주의 당부 

드리고 안심~)

7월 6일 

엄마 구내염 다 나으셨고,

아들 아토피(전신 심함) 많이 좋아졌다고.

안티OOO 써클OO 1박스 씩.

(아들을 위해서 본인은 다음에 치유하시기로)

아마 101 101로 복용함.

종기도 사라졌다고 함.

피부 질환은 명현 반응이 생길 거라 예상했는데

다행입니다.

2018년 7월 14일 오후 12:19 

정OO 약사

#체험사례 

조재0, 69년생, 여.(조리사)

어깨 인  파열로 정형외과 치료 중.

요통

무릎 발꿈치 통증

안면 홍조

불면

야간뇨 3회

자궁 근종 4cm 5cm 2개

고혈압약 복용 2년째

6월 26일

안티OOO 111 써클OO 111

7월 3일

피로감 덜 하고, 더 잘 자고, 야간뇨 1회로 줄고, 

어깨 무릎 통증 감소.

간호사 딸이 병원 치료 안 하고 식품 먹는다고 눈치 

주셔서 몰래 드시겠다고.

안티OOO 101 써클OO 202

7월 6일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왼쪽 겨드랑이 긁기가 힘들

었는데 가능해짐.

어깨 돌릴 때 통증 소실.

손에 힘이 더 생김.

손 저림 해소.

손이 퍼랬는데 색이 좋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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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더 잘 낫는 요법을 하는데도 

딸이 간호사라서 눈치도 봐야하는 상황.

클라리넷도 연주할 정도면 감성이 좋은 분!!

정OO 약사 선생님과 좋은 친구 하셔요.(7월 

14일 오후 2:17)

② 정OO 약사

박OO 약사 

선생님!

편견에 쌓여 배움을 거절하는 이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좋은 벗이 되었으면 하고 저도 바래요.

감사합니다.*^^*(7월 15일 오후 9:05)

조리사 일이 여름철에는 많이 힘든데 힘들지 않게 

일한다고 엄청 좋아하심.

무릎은 아직…

안티OOO 101 써클OO 202

7월 13일

무릎 통증도 소실.

안면 홍조 소실.

전반적인 증상 많이 개선되어 감량.

안티OOO 101 써클OO 201

각탕도 열심히 하시고, 온찜질도 열심히 하시고, 음

식도 조절을 잘 하시고, 클라리넷도 연주하시며 스

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서인지 조리사 일이 힘들 텐

데도 효과가 빠르네요.

처음 오셨을 때는 병원 치료받아도 효과가 별로 없

다며 수심 가득한 얼굴이셨는데 표정이 많이 밝아

지셨네요.

덩달아 저도 흐뭇하게 웃습니다.

효과가 너무 좋다며 형님 모시고 오셨네요.

기분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네요.

덥고 한가한 여름 몰두할 수 있는 일이 있어 행복합

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14일 오후 2:48 

서OO 약사 

#체험사례 

이성0, 58세, 여.(셋째 처형)

표증상: 

다리 정맥류

주요증상: 

변비. 만성피로. 다리 아픔.

투약:

3월 20일부터 7월 14일 지금까지,

써클OO 11 안티OOO 11

그 외 유산균,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 부신 피로

증후군 양제 드림.

경과반응:

다리 정맥류가 없어지고 이제는 약간 보라색 빛의 

정맥류가 있었던 흔적만 남았습니다.

다리 아픔이 좋아짐.

몸이 가벼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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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4일 오후 2:56 

서OO 약사 

#체험사례 

이병O, 64세, 남.

 표증상: 

구순염 (입병이 심해서 부풀어 오르고 터지기를 반

복해서 입술이 몇 겹이 되었음).

주요증상: 

눈이 피로하다.

몸이 무겁다.

앉았다가 일어서면 어지럽다.

기왕병력:

당뇨 

내과 병원에서 심장에 찌꺼기 있다고 함.

투약:

7월 3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7월 13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이외 구순염에 쓰는 비타민같이 드림.

경과반응:

우선 아침에 일어나기가 쉽다 하시네요.

입술이 겹겹이 쌓 던 상처가 한 꺼풀 벗겨졌음.

얼굴색이 맑아졌음.

2018년 7월 14일 오후 5:45 

강OO 약사 

#체험사례 

19세, 남. 

고3인데 여드름과 뒷머리 쪽 종기가 자주 올라와서 

방문. 종기는 심하게 올라오면 병원에서 치료받았

다고 함. 계속 재발되는 종기는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고 피로와 면역력 향상을 위해 안티OOO 써

클OO 권함.

안티OOO 111 써클OO 111 한 달.

종기 안 올라옴.

안티OOO 11 써클OO 11 한 달.

여드름 거의 안 올라옴. 

아이가 써클OO까지 먹는 게 힘들어해서

안티OOO 11 토라타민 22(이담 간장약) 한 달.

여드름 종기 없어지고 피로도 좋아짐.

좋아져도 6개월은 채워 먹어야 한다고 다시 재강

조. 동일 용량으로 한 달분 재구매.

2018년 7월 14일 오후 7:18 

이OO 약사 

#체험사례 

55세 여.(중간 체격, 건강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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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펜잘을 달고 사시는 분.

두세 달 전부터 어지럼증이 심해졌다 함.

로컬 이비인후과 약도 복용하다가 안 돼서 종합병

원 예약하고 약국 방문하심. 펜잘 구입하러.

기립성 빈혈 증세는 없고 걸어가는 중에도 어지럽

고 서있는 중에도 어지럽다 함.

일단 써클OO 222로 3일 복용.

이틀 후 다시 방문하고 그 약 한 달 치 달라고 함.

오늘 복용 중 방문했는데 병원 예약 취소했다고 하

시네요.^^

그래도 몇 달 계속 복용하라고 얘기함.

2018년 7월 15일 오후 1:13 

안OO 약사 

#체험사례 

김0덕, 73세, 여.

혈압, 심장약 복용. 

자식을 둘씩이나 가슴에 묻고 십여 년간 살아오며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분입니다.

주 4회 이상의 악몽을 꾸며 지내오던 중 잠꼬 로 

침 에서 떨어져 늑골 세  골절. 처방전 가져오셨

길래 뼈 빨리 붙고 진통 도와주며 악몽 퇴치하는 

법 소개하고 써클OO 22 스태비 한 달.

악몽 주 2회로 줄고, 통증도 감소. 그 외 두통, 현훈, 

구고, 정신 흐림, 종아리 쥐, 번경, 식욕부진, 변비, 

왕래한열, 수전증 등 호전.

가슴이 답답하다 하여 안티OOO 써클OO 정량, 간

열 사하는 제제 한 달분.

차후 고혈압, 협심증 치유 목표로 일 년 말씀드렸습

니다.

2018년 7월 16일 오후 12:55 

박OO 약사 

#체험사례 

동전 파스 사러 온 분에게 각탕법 설명하고 써클OO

만 며칠 분 주고 책 빌려주었는데 60포를 2통 사러 

오고 또 사러 오고.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

오늘은 지금도 아프세요? 물으니 어머니도 드시고 

자기도 먹고 오늘은 와이프가 손목도 아프고 허리

도 아파서 먹는다고, 그럴 때는 써클OO 2포와 안티

OOO 1포 같이 드셔야 한다니 별말씀 없이 사 가십

니다. 먹는 목적에 따라 용량이 달라지니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효과 본 사람이 또 사러 올 때도 다시 확인해봐야겠

습니다. 

또 다른 약국에서 사서 먹는 분을 만났는데 써클OO 

3포 복용 시 한 번에 드세요 했다고. 3포를 한 번에 

먹다가 힘들어 1포씩 먹어 당연히 효과도 못 보고. 

힘들면 1포 드시고 또 1포 드시고 또 1포 드시고~ 

아주 쉽지만 저도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다음부터는 조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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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OO 약사

한 포 드시고 또 한 포 드시고 또 한 포 드시

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7월 16일 오후 

5:40)

2018년 7월 16일 오후 3:58 

서OO 약사 

#체험사례 

박 0, 39세, 남.(174cm 105kg)

표증상: 

만성피로

주요증상: 

혈압 140/85. 공복혈당 140

투약:

5월 9일

써클OO 333

5월 17일

써클OO 333 안티OOO 111

6월 15일

써클OO 333 안티OOO 111

7월 6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경과반응:

부모님이 아들 인물 난다 함.

피로감 많이 감소.

방귀 많이 나오고 장운동 활발해지더니 체중 감소.

아침 일어나는 게 쉽다.

당뇨 수치 검사하게 되면 가져오라고 말씀드렸습

니다. 

2018년 7월 16일 오후 4:40 

서OO 약사 

#체험사례 

박문0, 45세(74년생), 남.(조카)

표증상: 

허리 통증.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한다.

주요증상: 

앉았다가 일어서면 어지럽다.

투약:

6월 29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7월 7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이외 근육 이완제, 한방 제제, 칼슘 마그네슘제제 

투약함.

경과반응: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못 일어났는데

이제는 복  차고 출근해서 근무할 정도임.



001274  A BOOK OF EXPERIENCES

① 최OO 약사

아래 양OO 약사님 사례를 보니 저도 보다 정

성을 들여서 꾸준히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듭

니다. 솔직하게 쓰려고 그다지 열심히 안 먹은 

그 로 올렸으니 이해 바랍니다. 하지만 주중 

2018년 7월 16일 오후 4:43 

최OO 약사 

#체험사례

젊은 남.(약사 본인)

딱히 아픈 곳은 없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으나 몸에 

좋을 것 같아서 써클OO 생각나면 3포 내지 2포 정

도 한 번에 먹음. 일주일에 4~5일은 먹은 듯.

안티OOO 주말에 2포 정도 먹음.

첫 주문이 6월 초, 제가 먹기 시작한 건 6월 중순쯤 

부터니까 먹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된 듯합니다.

제 아내는 제가 아픈 곳을 (저 자신은 못 느끼고 

있으나) 기가 막히게 잡아내서 마사지 하는 게 취미

인 사람입니다.

꾹꾹 누를 때 제가 비명을 지르는 걸 즐기는 듯합니

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 제 어깨를 누르더니 “어?? 어

깨가 말랑말랑한데 안티OOO 써클OO 때문 아니

야??”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가 제 어깨를 누르면 

저는 늘 버릇처럼 비명을 질러왔는데 - 저는 남 

앞에서 아픔을 못 느끼는 사람인 양 근엄하게 있는

데, 아내가 누르면 아파요 - 이번에는 안 아픈 거예

요 ^^

또 하나!!!

저는 학 4년 내내 하루 10km씩 달렸습니다. 그래

서 발에 굳은살이 배이고 발가락 모양이 엉망이었

습니다.(그래서라기엔 누구나 그렇지는 않겠죠)

저는 운동 많이 하니까 당연한 거 아냐, 라고 생각

했지만, 제 아내는 제 발을 볼 때마다 한결같이 걱

정을 합니다. 발이 왜 그러냐고. 저는 솔직히 아내

가 걱정하는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운동을 

했으니까 굳은살이 배긴 거지 뭘, 그냥 놔두면 돼. 

^^

약사 된 이후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운동을 하

지 않았는데도 굳은살과 발 모양은 그 로 있었습

니다.

그러다가 한 두어 달 전부터 다시 10km씩 달리기 

시작했고, 요번 달부터는 13~14km씩 달리고 있습

니다.

그런데, 요번 주말에 아내가 제 발을 보더니 “발이 

왜 이리 깨끗해??” 이러는 겁니다.

그제야 평소에 별 관심이 없던 저의 발을 보니 굳은

살이 없어지고 발가락 모양이 예쁘고 가지런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아내 왈 “륭이 안티OOO 써클OO 먹어서 그런가 

보다. 륭이도 순환이 안 되고 있었던 거야”

예전에 찍어둔 발 사진이 없고, 지금 사진은 깨끗해

졌다 한들 못생긴 발보이기 죄송하여 사진은 올리

지 않으나 확실하게 발이 가지런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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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써클OO 3포 이상은 거의 늘 먹었습니다. 

지금 먹어야겠네요.(7월 16일 오후 5:02)

② 이OO 약사

최OO 약사 꾸준히 가 중요하더라고요~ 뭐든

지! (7월 16일 오후 5:19)

③ 최OO 약사

이OO 약사 감사합니다. 이OO 약사 선생님^^ 

열심히 정성들여 먹겠습니다. ^^(7월 16일 오

후 5:37)

2018년 7월 16일 오후 7:32 

서OO 약사 

#체험사례 

김혜0, 39세, 여.

표증상: 

만성 두통. 자기가 느끼는 두통은 아주 심한데 MRI 

찍어 봐도 아무 이상 없다 함.

공황장애.

주요증상: 

숨을 잘 못 쉴 때가 있음.

손발이 차다. 쉽게 멍든다.

눈이 발갛게 충혈 됨.

가슴이 답답함. 얼굴에 열.

어깨 자주 결림. 

허리가 아프다.

얼굴이 붓는다.

가슴이 뛰고 두근거린다.

투약:

3월 13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4월 10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6월 7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7월 16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경과반응:

기분이 너무 좋답니다.

두통이 많이 없어짐.

공황장애 줄어듦. 

숨쉬기가 편해짐.

두통 횟수 많이 줄어듦. 

눈이 편하다.

가슴 답답함이 줄어듦.

얼굴 열감 줄어듦. 

2018년 7월 16일 오후 7:42 

정OO 약사 

#체험사례 

김동0, 48세, 남.(보통 체형) 

피부병. 건선이 4년 되심.

밤마다 등이 가려워서 잠을 제 로 못 잠. 밤마다 

등이 가려워서 아내분을 깨우시니 아내분이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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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OO 약사

많이 좋아 지셨군요.(7월 16일 오후 8:23)

레스를 엄청 받았다고 하십니다.

5월 8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20일분.

먹고 나서 며칠 후 몸에 다른 곳들이 빨개지면서 

새로운 곳이 가렵다고 함. 명현 반응 설명해드림.

가려움 심하면 칼라민 로션 바르게 함.

5월 17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6월 11일

써클OO 22 안티OOO 11  

사진 상으로 봐도 변화가 있었고 덜 가렵고 새로 

돋아났던 부위들도 많이 가라앉음.

7월 16일

오늘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이 이제는 밤에 가려

운 것이 없다고 하시네요. 순간 저는 엄지 척! 해드

렸습니다. 피부병은 명현 잘 관리 못하면 중도 하차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기분이 좋

습니다. 아직도 일주일에 한 번은 술을 드시는 게 

치유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해서 조금은 더딜 수 있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는 써클OO 11 안티OOO 11 복용하시도록 

했습니다.

5월 8일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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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6일 오후 8:06 

김OO 약사 

#체험사례

체험사례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약국 근방 주택에 

사시는 할머니들 노인당에 한 20여분 계시는데 입

소문으로 써클OO 다섯 포, 열 포 부채 가지러 오시

네요. 좀 어떠시냐고 물으니 바늘귀만큼 낫다고 하

시네요. 주로 고관절, 두통 등 효과는 보셔도 계속

적으로 드시지는 못하시네요. 안타깝네요! 

한 가지 더 자랑하고 싶네요. 

친정아버지, 어머니 남미 사시다가 구 귀국하셔

서 이제 여독이 좀 풀리셨네요. 요 며칠은 어머니께

서 명현 증상처럼 왼쪽 무릎 주위 안쪽까지 당기고 

아팠는데 많이 풀리시고 안티OOO때문에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고마워하시네요. 

아버님은 외국에 계시면서도 풍치 때문에 항상 고

생하시고 부분 틀니. 임플란트 하시고도 잘 못 드시

고 힘들어하셨는데 잇몸이 많이 건강해지셔서 이

제 음식 맛도 알고 본니처럼 좋으시다네요. 

지난 3월부터 쭉 드시고 계시는데 입에 침이 마르

네요. 어머니도 허리 아프시다는 말씀도 덜 하시고

요.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17일 오후 1:07 

최OO 약사 

#체험사례 

60대, 남.

식도염으로 불편하시다고 내방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 급성 식도염이라서 안티OOO 써

클OO 각 111씩 2일분 드리고 오시라고 말씀드렸는

데 다 드시고 또 오셨네요. 효과가 있었다고 하시면

서 더 달라고 하셔서 2일분 더 드렸답니다.

2018년 7월 17일 오후 1:39 

박OO 약사

#체험사례 

038번째 = [써클OO]+[안티OOO] 

<아데노이드비 - 심한코골이>

<021번째 기록>---------------------- 

KUJ, 5세, 남.(작은 키, 마른 편 체중 미달 15kg) 

호주 사는 어린이

<증세 다양하고 많음>

*코골이/수면 무호흡 증세/아데노이드 비 증(편

도도 큰 편)

- 무호흡 증세- 입 벌리고, 엎드리거나 베개를 높

이 해 자거나 뒤척임 심하고, 잠꼬 도 많이 하며 

빈번히 코 막혀서 깸.

- 알레르기성 비염 증세가 조금 있고 눈 밑이 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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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소아 환자에게 정제 복약 지도를 어떻게 하시

나요.(7월 17일 오후 2:18)

② 박OO 약사

이OO 약사 

1. 믹서로 부드럽게 갑니다.

2. 메이플 sy (없으면 설탕물)을 탑니다.

3. 성인 비 체중에 맞게 하되, 잘 맞으면 용량

을 조금 더 늘입니다.(7월 17일 오후 2:52)

③ 이OO 약사

감사합니다.

소아 아토피 환자에게도 적용해 보겠습니

다.(7월 17일 오후 4:03)

④ 양OO 약사

운 편, 환절기 때 자주 눈 비빔.

- 잘 때 땀이 유난히 많음 (盜汗).

- 식욕 저하 및 음식 삼킬 때 밥이 많으면 헛구역질.

- 매일 아침 기침 두어 차례 -냄새에 굉장히 예민.

- 야뇨 증상-기초 체온이 살짝 낮은 편인 거 같고 

저혈당()?

- (병원 처방) 코골이와 무호흡증이 심하여 수술하

라고 함.

- 친정엄마의 권유로 수술하기 전에 약국 지도를 

함 받아 보자.

- 6개월 복용지도 

[써클OO]+[안티OOO] 각 60포 ( 략 2달분)

- (4월 중엔 증세의 호전이 일진일퇴)

<5월 12일>

“코골이와 무호흡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서 수술

은 일단 보류했어요”

---------------------------------

2018년 5월 21일

- 호주에서 한국으로 한 달간 고향 방문.

- 귀국 전 호주 의사도, 한국 와서는 한국 의사도 

수술을 권유함.

- (아이의 외할머니와 약국장만 수술은 신중하라 

했는데 난감함.)

- 마지막으로 부산의 후배 의사 HSG-ENT에 보냄.

- 사진 찍어 보더니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치료만 

해도 되겠다 함.(덕분에 수술 없이 치유해 보기로 

결정함.)

- 한국에 한 달 있는 동안 약차(청상보하원) + 써클

OO와 안티OOO 복용.

- 6월 말 호주로 돌아가서 카톡이 들어옴.

- 한국 다녀오고, 감기 걸리고, 매우 불규칙 복용함

에도 호전반응.

- 증상이 개선되고 있으니 약차 + 써클OO와 안티

OOO를 계속 복용 희망 피력함.

※참고= Adeno virus는 아데노이드(편도, 인두, 

후두)에 잠복하는 경향이 있고, 아데노이드에서 최

초로 발견되어서 Adeno virus라고 지칭함.

(고로 아데노이드가 완전 정상화될 때까지 복용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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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환자는 복용시 엄마의 정성이 더 필요하

겠네요.

상세한 복용기록 잘 보고 갑니다~^^(7월 17일 

오후 9:21)

2018년 7월 17일 오후 2:34 

최OO 약사

#체험사례 

80  후반, 여.

연세에 비해 건강하신 편이시고 혈압약 복용.

4월 말쯤 딸 방문.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워하시는데 처방 약 복용해

도 비슷.

노폐물 순환 설명 드리고 써클OO 10포.

2포씩 드시게 하고 책 드림.

다음 날 뭔가 느낌이 좋으시다고 써클OO 60포 

관절도 안 좋으시니 안티OOO이랑 같이 세포 치유 

권유.

6월 중순 

안티OOO 써클OO 101 101 치유 시작.

너무 좋아서 노인당에 소문 내셨다고 하심. 

두통 어지럼증 없어지셔서 살 것 같다고.

7월 17일 

안티OOO 써클OO 정량.

엄지 척 하고 가십니다.

치유의 행복으로 무더운 아침을 시작합니다.

2018년 7월 17일 오후 2:36 

양OO 약사 

#체험사례 

63세, 여. 

2017년 12월 20일 약국 방문한 분.

허리 협착증과 퇴행성 관절염인 상태.

본인 말은 무릎 밑 다리는 붙어있을 정도로 심하여 

흔들린다는 것. 10분 정도 걸으면 쉬었다가 간다고 

하고 서울 모 병원에서는 수술 불가하고 뇌혈관 문

제로 와파린 복용 중이고, 불면증으로 신경과 약을 

먹고 진통제, sms, 관절 양제, 뜸, 침, 물리치료를 

20년 넘게 생활하고 지금은 2평 남짓 한 집에 혼자 

사신다.

한 달분 써클OO 안티OOO 정량 복용 시작!

약은 30% 마음이 70%이니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알리고 각탕법, 기어 다니기 추천하고 냉 것, 추위, 

매운 것, 튀긴 것 먹지 말 것을 당부함.

마트에서 일할 때 낙상해서 상처 나고 응급실에서 

복합 수술하고 통증이 심해서 써클OO 하루 3번 3

포씩 복용하여 통증이 사라짐.

현재는 본인이 안티OOO 써클OO를 증상에 맞게 

용량 조절하여 복용하시고 계심.

좋은 약을 만들어주신 류 약사님께 감사의 편지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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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OO 약사

환자에게서 이런 감사의 편지도 받는군요.

극히 드문 일입니다.

안티OOO 써클OO 덕분에 환자와 신뢰가 더

쌓이고 약사님 품격도 상승.

단 하십니다. 부럽습니다.

양씨 성 약사님들 훌륭합니다.(7월 17일 오후 

3:53)

① 정OO 약사

어메이징 합니다.(7월 18일 오전 8:21)

 

2018년 7월 17일 오후 4:50 

정OO 약사 

#체험사례 

72세, 남.(보통 체형)

 

몇 개월째 자면서 식은땀이 나서 큰 병원 가서 약을 

지어먹어보았으나 효과를 못 보심.

6월 7일

순환장애로 판단하여 써클OO 11 한 달분 드림.

7월 17일

오늘 감기약 지으러 오셔서 여쭈어보니 이제는 식

은땀이 안 난다고 하시네요.

계속 복용을 권했으나 차후에 복용하신다네요.

2018년 7월 17일 오후 8:07 

강OO 약사 

#체험사례 

최00, 50  후반, 남.

전에 치험례 올렸던 신학 학 교수님.

당뇨로 인해 인슐린 주사 당뇨약 투약 중이어도 

공복 당뇨가 150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함.

써클OO 11 2달 공복 당뇨가 86까지 떨어짐.

(처음 명현으로 300~500까지 올라갔음)

안티OOO 11 써클OO 11 2달 당뇨 수치가 너무 잘 

조절된다고 놀라심 인슐린 주사 안 맞음. 당뇨약도 

줄여야 할 거 같다고 하심. 가끔 저혈당이 오는 듯

하시다고.(안티OOO 투여 초기에 혈당 220까지 잠

깐 올라갔음)

피로하지 않고 몸도 가볍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다고 하시네요.

오늘 안티OOO 써클OO 한 달분.

안티OOO 써클OO 치유 프로그램 잘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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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류형준 약사

인슐린 주사로 당뇨약으로도 공복 혈당이 15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 당뇨병 환자분이 인

슐린 주사를 안 맞고도 혈당 조절이 잘 된다고 

합니다.

강OO 약사님이 큰일을 해내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치유의 길이 원하는 목표가 바로 이런 것입니

다. 당뇨에서의 치유란 당뇨에서의 완전한 회

복입니다. 세포의 위 함을 믿고 도전해보시

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7월 18일 오전 10:53)

2018년 7월 17일 오후 10:35 

김OO 약사 

#체험사례

83세, 여.

친정어머니께서 안티OOO와 써클OO 각 101 기본

으로 6개월 복용.

변실금이 치유되고 변도 시원하게 보시니(연세

가 있으셔서 아랫배가 나왔는데) 뱃살도 빠졌다고 

좋아하시네요.

2018년 7월 17일 오후 10:46 

김OO 약사 

#체험사례 

60 , 남.

내과 처방전을 들고 오셨는데 팔에 피멍이 보인다. 

왜 그러냐고 여쭈어보니 요즘 들어서 살짝 부딪혀

도 그런다고.

써클OO 222로 2일분 드렸다.

가격이 비싸다 하시면서 효과 없으면 책임지라고 

하셨다.

네, 책임진다고요!!! 

3일 후 오셨는데 거의 사라짐.

그런데 써클OO를 먹어서 좋아진 건지 시간이 흘러

서 좋아진 건지 하시면서 써클OO 소포장 사가지고 

가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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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8일 오전 10:43 

장OO 약사 

#체험사례 

박인0, 75세, 여.(160cm 60kg초반)

기왕력:

1. 고혈압

2. 수면제 포함 신경과 약

3. 상열감으로 여성호르몬-현재는 간에 암 의심 용

종 소견으로 중단

4. 위장약

5. 탈모-마이녹실 장기 복용

6. 잇몸 염증 통증

7. 의욕상실

주요증상:

1. 간 때문에 호르몬 못 먹으니 열 오르는 것만 좋아

져도 살겠다.

2. 간에 용종 때문에 걱정.

5월 31일

안티OOO 111 써클OO 222 우루사 101

6월 11일

피부 가려움 있으나 명현 설명 듣고 그런가 보다 

함. 상열감은 좀 괜찮다가 열 있는데 가면 또 오름.

6월 25일

안티OOO 111 써클OO 222

7월 13일

열 오르는 것 없어져 하루 2번 드셨다함.

3번 복용 강조, 1년 프로그램 강조.

2018년 7월 18일 오후 1:06 

최OO 약사 

#체험사례 

48세, 남.(186cm 80kg)

7월 10일

급성 장염으로 처방 약 가지고 오셨는데 일해야 하

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셔서 안티OOO 111로 2일분 

같이 드시라고 드렸습니다.

7월 18일 

골프 칠 때마다 써클OO 챙겨 가시는 분이라서 오늘 

오셨길래 여쭤보니 역시 효과 좋았다며 비상용으

로 2포 챙겨가시네요.

2018년 7월 18일 오후 8:02 

최OO 약사 

#체험사례

1. 66년생, 여.

2018년 7월 2일 

고지혈증 약 타러 오셨길래, 써클OO 설명하며 고

지혈증에 도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림.

써클OO만 20포 사 가심.

7월 14일 

관절 약 타러 오셨길래, 좀 어떠냐고 하니 잘 모르

겠다고 하심. 관절이 어떠냐고 여쭤보니 손가락이 

붓고 어깨가 결린다고 하셔서 기왕 드신 거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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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OO 약사

감사합니다.(7월 18일 오후 8:06)

60포 다 가져가서 드시고, 안티OOO도(20포) 드시

라고 권함. 

써클OO 22 안티OOO 11

7월 18일

오늘 오셔서 손가락 붓는 게 낫고 어깨 결리는 것도 

아프지 않다고 하십니다.

2. 50  중반, 여. 

7월 4일

저번에 올렸던 <모 체인 식당 사장님이 써클OO 

333으로 10년간 아프던 어깨 통증이 나았다>는 사

례에 해 그 식당의 직원들끼리 사장님이 어깨 통

증이 낫고 피부가 맑아졌다고 얘기하는 걸 식당 쪽 

지인이 듣고는 좋다니까 드시겠다고 오심. 

고지혈증, 고혈압, 사 증후군 있는 남편만 먹이겠

다고 하는 걸 본인부터 먼저 드세요. 본인이 느끼셔

야죠, 하고 권함.

써클OO 안티OOO 각 11 60포씩

7월 18일

오늘 오셔서 두 분이서 드시느라고 벌써 다 드셨다

면서 호전 반응을 엄청 겪었다고 하심.(명현이라고 

하지 않고 호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먹자마자 좋다고 하는데, 자기는 가래가 끓

고 누런 가래 덩어리가 툭툭 계속 나오고 기침이 

쉴 새 없이 나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오른쪽 

등이 아팠다가 다음 날은 왼쪽 등이 아팠다가 어느 

날은 옆구리가 아프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프더라고. 그런데 그러한 통증들이 다 없어졌고 

가래만 덩어리가 한 번씩 나오고 잔기침을 한다고 

해서 가루 음식, 매운 음식, 찬 것, 튀김 먹지 말라

고 함. 그러니 본인이 가루 음식만 먹으면 속이 

쓰리고 뒤집어지는 것 같다고 하심.

생약과립제 며칠 분만 드리고

써클OO을 두 배로 드시라고 권함.

써클OO 22 240포 안티OOO 11 120포.

남편분은 때 없이 수도 없이 본인이 찾아서 드신답

니다.

ps. 여성분의 본래의 증상을 쓰지 않았네요.

견통, 담음(체액 저류, 림프 저류), 어혈(생리 활성

을 잃은 피)이 잡히며 자궁에 혈이 가지 않으며, 

알고 보니 자궁이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위에 쓴 모든 내용들은 림프순환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림프순환 및 체액 사 장애, 혈액 순환 

장애를 가진 여성입니다.

2018년 7월 19일 오전 10:25 

김OO 약사 

#체험사례 

 

40  후반, 여.(요양보호사)

(전에 올렸던 분입니다.) 

어제 밤 귀쪽 측두통이 송곳으로 찌르듯함.

코밑 단순 포진.

중이염 걱정.

안티OOO 111 써클OO 222 하루분 드시고 아픈 게 

싹 사라졌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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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문제가 좀 해결되면 치유의 길로 가기로 

했음. 하루빨리 치유의 길로 가길 권유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번 치험례입니다. 

치유의 길 가기 시작하여 2개월째 복용 중.

눈이 오히려 많이 가렵다가 지금은 좋아짐.

혀 백태가 벗겨짐.

비염 좋아짐.

콧물도 처음에는 계속 나오다 좋아짐.

평소 잦았던 설사도 좋아짐.

2018년 7월 19일 오전 11:27 

박OO 약사

#체험사례 

039번째= [안티OOO] 눈병(눈 충혈과 눈곱)

50  후반, 女.(마른 편)

눈병이 생기다.

단골 아줌마 “이웃 아줌마 눈병에 안약 하나 주쇼”

국장 “눈이 어떻던데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눈곱도 생기는데, 안과 갈 

시간이 없 서”

“그건 아폴로눈병은 아니라도 비슷한 거니 약을 먹

는 게 좋아요.”

“전화 한 번 해보고.” 띠리리리~ “그럼 내일 안과 

간다니 하루분만 주쇼.”

- 2018년 7월 18일

[안티OOO] 3포 + 눈병 과립 1일분.

- 다음날 본인 방문.

환자 “눈병이 폭 감소. 하루분만 더 먹으면 안과 

안 가도 되겠다.”

국장 “가끔 눈병이 생기나요?”

환자 “10년 전에 눈병을 자주 했고, 최근엔 처음.”

국장 “이번에 쉽게 나아져도 Entero virus, Adeno 

virus가 있으면 자주 재발할 수 있으니 미리 예방을 

해서 10년 전처럼 고생하지 않게 합시다.”

환자 “예~ 그렇게 만 해주신다면 더 좋지요.”

- 무더운 여름에 말처럼 예방을 잘 해야 할낀데... 

제가 만든 POP. 아직은 바이러스를 이해하는 고

객들이 많지 않아요.

“바이러스에 해서 먼저 질문하는 사람은 없답니

다.”

2018년 7월 19일 오전 11:51 

최OO 약사 

#체험사례 

김해0, 46세, 남.(170cm 65kg)

중국에서 가족과 떨어져 일하고 계신 분인데 별다

른 병력이나 지병은 없으시고 부인이 건강 관리 차

원으로 피곤함 덜어주려 하고 싶다 하셔서 써클OO

포유 권해드리며 111로 드시다가 좀 나아지면 101

로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월 30일에 2통 가져가셨었는데 그동안 거의 안 

오시다가 오늘 오셨길래 여쭤보니 써클OO 드시는 

동안은 피곤함을 전혀 못 느끼셨다고 얘기해주셨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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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9일 오후 12:11 

최OO 약사 

#체험사례 

양순0, 85세, 여.(여위신편)

류머티즘 관절. 퇴행성 무릎 질환. 부종.

7월 10일

요양보호사와 함께 휠체어를 타시고 진통소염제 

처방전을 가지고 오셨는데 손이고 무릎이고 붓고 

아파서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약 

먹어도 잘 안 듣는다면서. 안티OOO이랑 써클OO 

설명 드리면서 연세가 많으셔서 내 말을 들으실까 

했는데 본인이 너무 고통스러운지 하루분만 일단 

달라고 하셔서 안티OOO 111 써클OO 222 드시라고 

드렸습니다. 무척 힘들어 보이셔서 꼭 차도를 조금

이라도 느끼셔서 치유의 길을 갈수 있길 기도했습

니다.

7월 12일

아드님이 어머니의 처방전 가지고 오셔서 써클OO

와 안티OOO를 찾으시네요. 무슨 약이냐면서. 좀 

달라지는 게 느껴지셨다면서요. 열심히 자세히 설

명 드리고 혈압약 처방도있길래 혈압도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써클OO 222 안티OOO 111 소포장으로 시작하기로 

했답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참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2018년 7월 19일 오후 1:38 

정OO 약사 

#체험사례 

최한0, 64세, 남.(보통 체형, 스님)

당뇨, 전립선, 치통.

6년 전부터 당뇨가 있으셨지만 지금까지 약은 안 

드시고 버티고 계셨는데 지난 2월부터 복용 시작 

후 한 달에 한 번씩 별말씀 없이 꾸준히 사 가심.

오늘 오셔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제까지 공복 혈당

이 140 정도 는데 요즘은 110 이하로 떨어지셨다

고 하시네요.

스님과 기쁨을 나누며 하이파이브!

서로 믿고 신뢰한 결과에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2월 5일 써클OO 11 안티OOO 11

3월 5일 한 달

4월 16일 한 달

5월 14일 한 달

6월 25일 한 달

7월 19일 한 달

다음 달부터는 써클OO만 드신다는 소식에 기뻐하

십니다. 다음에 오시면 전립선과 치통도 여쭤봐야겠

습니다. 당뇨 치유에 기쁜 나머지 못 여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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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OO 약사

부천중동역 근처 취급 약국 댓  부탁드립니

다.감사합니다.(7월 19일 오후 4:15)

② 전OO 약사

안녕하세요. 예스킨입니다. 문자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7월 19일 오후 4:56)

③ 조OO 약사

전OO 약사 예.감사합니다.(7월 19일 오후 

5:13)

2018년 7월 19일 오후 4:09 

강OO 약사 

#체험사례 

진옥0, 60  후반, 여.

7월 17일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진통제를 찾으심. 

안티OOO 써클OO 효능 설명과 각탕법을 알려드리

며 안티OOO 111 써클OO 111 부루펜400mg 111 10

회 복용 분을 드리며 차도가 생길 테니 서울 집에 

다녀와서 같이 해보시자고 함. 본인도 너무 오랫동

안 서서 식당 일을 하셔서 너무 힘들다고 꼭 낫게만 

해주면 끝까지 하겠다고 하심.

7월 19일

전화로 여쭤보니 효과가 너무 좋아 아들 시켜서 주위 

약국을 다 뒤져 구매하셨다며 고맙다고 하시네요. 

다시 한번 1년 프로그램을 강조하며 어디서든지 꼭 

치유 기간 동안 복용하시라고 당부했습니다. 

2018년 7월 19일 오후 4:14 

조OO 약사 

#체험사례 

50 중후반, 여.

7월 18일

방광염 증상으로 방문.

써클OO 11 안티OOO 11 2번 복용분 드림.

7월 19일

써클OO 11 안티OOO 11 10일분 추가.

시원하게 보시고 통증, 잔뇨감도 없어졌다 함.

아모레퍼시픽 교육받으러 오셨다가 우리 오피스텔 

숙소에 2박 묵었다가 집으로 가려다 일부러 다시

약 사러 방문하심.

피로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근육 세포가 기능을 

못해서 피로, 독성 물질 배출이 안 되고 적체돼서 

염증을 일으킨다고. 

물을 잘 안 드신다 하시네요.

또한 피부 알레르기 가려움이 있어 피부과 약 복용 

중이라 하시네요.

물을 많이 드시고 잘 배출하시고 림프순환이 잘되

면 피부 알레르기도 줄일 수 있고 피부도 좋아진다 

함. 책과 부채랑 드리고 잘 읽어 보시고 지키시라 

함. 증상 개선의 효과보다는 완전히 치유되고 면역

력을 키워야 된다 하니 수긍.

ps. 부천 중동역 근처에 써클OO안티OOO 취급하

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알려 달라 하시네요. 혹시 없으시면 부평/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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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9일 오후 5:11 

안OO 약사 

#체험사례 

권0점, 75세, 여.

요통, 관절통 치유를 목표로 안티OOO 써클OO 6개

월 후 현재 써클OO만 2개월 차.

소싯적 여물통에 빠져 얻은 화상 흉터에서 발모가 

시작된 여인이 예쁜 머리 스타일로 단장하고 오셔

서 주 호소증이었던 허리, 무릎도 호전되어 생활에 

변화가 생겼다며 얘기하고 가십니다.

덱시부프로펜 복용 안 함.

싱크 에 배를 기 지 않고도 설거지. 

기상 시 제자리에서 바로 기립(과거에는 무릎걸음

으로 두어 번 기어가다가 힘겹게 일어남).

허리, 무릎이 유연해짐.

역전까지 논스톱! 

이미 부증상들은 7부 능선까지 이른 상태이고 주 증

상의 변화 조짐도 나타나기 시작하니 자식들도 열심

히 먹어보라 응원한다네요. 완주하겠다 합니다.

2018년 7월 19일 오후 6:08 

최OO 약사 

#체험사례 

60 , 여.(키 크고 체격 건장, 메기매운탕 사장님) 

끊이지 않는 기침. 가래.

지난 늦봄에 담배를 태워서인지 기침. 가래가 계속 

나온다며 내방하셨어요. 하루에 한 갑 이상을 피운

다고 하시고 오래되셨다고 하셔서 안티OOO 써클

OO 333씩 드셔보시라고 하루분 드렸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셨길래 여쭤보니 그렇게 먹고 난후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가라앉으셨다고 하시네요. 바

로 그 제품 때문에 나으신 거라고 인지시켜드렸네

요. 정 약사님처럼 여러 번의 사례로 확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오전 9:58 

조OO 약사 

#체험사례 

40  초반, 여.

냉방병. 

감기인지 체했는지 두통과 소화불량으로 약국 방

문. 에어컨이 강해 찬바람이 싫고 불편 증상 호소.

써클OO 111 소화제 물약.

오늘 추가 하루분 더.

두통이 덜하고 속이 덜 불편하다고 하네요.

아마도 뇌와 소화기 점막의 림프순환으로 혈류량 

개선으로 양 공급과 정체를 풀어주었나 봅니다.

찬 것 피하고 붓지 않게 하라고 함.

회사, 사무실, 콜센터, 지역이라 에어컨이 강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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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병환자에게 응용해 보세요.

또 다른 환자도

써클OO 111 청심원, 효과가 크네요.

피로, 스트레스, 냉방병 두통에 좋네요.

재구매하네요.

더워도 너무 덮네요. 열 야 피로에도 좋을 듯.

아래 자료도 참조하세요.

냉방병 - Daum 백과

http://m.100.daum.net/encyclopedia/view/35

XXXH003042#816 

냉방병

[분류] 건강증진, [발생 부위] 전신, [증상] 복부 불

편감, 소화불량, 설사, 권태감, 코 막힘, 콧물, 재채

기, [진료과] 가정의학과

m.100.daum.net

2018년 7월 20일 오후 12:01 

이OO 약사

#체험사례

75세, 남. 

(5월에 체험례 올린 덤프트럭 운전하시는 분) 

3일전 병원 처방받아 오셨습니다.

밤에 특히 기침 심하게 하고 공기가 통하지 않은 곳

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다 하십니다. 

이분이 5월에도 기침으로 병원 약이랑 안티OOO 

써클OO도 같이 드셔서 효과를 보셨는데 그 후에도 

계속 과로를 하셔서 또다시 기침.

사시는 곳 근처 준 종합병원에서 폐렴 초기라고 입

원하라고 해서 입원 치료받았으나 증상은 여전. 나

중엔 기관지 확장증이라고 치료를 하는데 여전히 

증상은 호전되지 않아 3일전 병원 다시 내원하고 

저희 약국 오신 거 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이리 기침으로 고생하시는데 쉬

지도 않으시고 똑같이 일은 계속하신답니다. 아저

씨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일하시

고 더구나 날까지 이리 더우니 더 힘드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전에 드셨던 안티OOO 써클OO 1포씩 

하루 3번 병원 약 드시면서 같이 드시라고 2일분 

드렸습니다.

바빠서 어제 왔어야 되는데 오늘 왔다면서 좀 어떠

냐고 여쭤보니 하루 먹은 후부터 벌써 느낌이 다르

더라며 숨 쉬는 것도 그렇고 기침도 그렇고 하십니

다..

5월에 오셨을 때 안티OOO 써클OO 계속 드셨으면 

그렇게 고생 안 했을 것이다. 이번에는 아저씨 전반

적인 면역력 높인다 생각하시고 꾸준히 드셔 보시

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어떻게 하실지… 일단 병원 

처방 약과 같이 7일분 챙겨가셨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안티OOO 써클OO를 꼭 드셔야 하는 



 제3장 체험사례 001289

① 양OO 약사

바나나 맛있겠네요~^^(7월 20일 오후 3:47)

분인데 말입니다. 그 연세에 너무 과로를 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2018년 7월 20일 오후 3:32 

박OO 약사

#체험사례

040번째 = [써클OO] 치질, 피로, 부종

KHG, 50세, 女.(155cm 50kg)

- 치질, 피로, 부종

- 항문외과에서 수술하라는데, 수술 않고 낫기를 

희망.

- 2018년 7월 5일

써클OO 1포 Tid + 치질 과립 = 각 15일분씩.

- 2018년 7월 20일

오늘 방문. 현재 치질 상태 없고, 통증 없고, 피로

와 부종도 거의 없음.

- 이제부터는 예방을 잘 하고, 몸을 다지는 차원에

서 복용 권유.

- 상기 복용 로 10일 분만 더 희망함.

- 주의 사항을 잘 준수하여 소기의 성과가 좋은 

듯합니다.

“뭘 이런 것 까지~~ 관두시지 마시지 않고...”

2018년 7월 20일 오후 5:25 

안OO 약사 

#체험사례

이0훈, 56세, 남. 

당뇨, 전립선.

3년 전부터 발기의 어려움으로 비아그라 5mg를 올 

1월부터 얼마 전까지 복용 중이나 별 소득 없다 푸

념. 안티OOO 써클OO를 소개하며 당뇨, 전립선에

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안티OOO 11 써클OO 22 옥타

코사놀과 망간 제제 한 달

현훈, 눈물, 견비통, 수족 저림과 냉감, 부종, 아침 

기상 힘듦, 종아리 쥐, 배뇨통 등 호전.

발기 부전은 변화가 없었지만 이 증상의 호전은 시

간과의 싸움이라 사전에 강조해 두어서인지 조바

심 없었고 설문 내용의 4할 정도가 움직이기 시작

하 으니 몸이 반드시 반응 보일 것이라 주지시키

고 건강법 다시 알려드림. 

단, 복용법을 잊어서 덜먹고, 여행가면 잊어서 덜먹

고 하면 치유 시간을 그만큼 늦추는 요인이니 이번

부터는 옹골지게 챙겨서 드시라 당부.

상동으로 2개월 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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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0일 오후 5:27 

김OO 약사 

#체험사례 

1. 본인, 여.

제가 지하주차장에서 내리다 바닥에 물이 있었는

지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졌는데 다행히 손으로 

짚으면서 넘어져서 머리는 꽈당 안 했는데 팔목과 

다리가 쑤시고 놀라서 불안했는데 다른 때 같으면 

청심환, 진통소염제 등 복용하며 풀었는데 시험 삼

아 써클OO 2포만 먹고 자고 일어 났어요.ᆞ

사실 타박상은 다음날 더 아프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너무 기분 좋은 거 있죠.

그래도 조금 아픈 곳은 있지만 너무 감쪽같아서 기

분이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50  초반, 여.ᆞ

2주 전에 신경을 너무 썼더니 그때부터 발음이 꼬

이게 돼서 너무 이상해서 성모병원 와서 모든 검사

를 다 했는데 이상 없다고 하며 자율신경제만 처방

만 나왔습니다. 약을 복약하는 중에 써클OO 얘기

를 하고 보냈는데 다음날 써클OO를 사러 오셨더라

고요. 일단 써클OO 111 하고 안티OOO랑 복용하자

고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7월 20일 오후 6:14 

박OO 약사

#체험사례 

041번째 = [써클OO]+[안티OOO] 

코 넘어감, 가래, 현운, 눈물, 눈 뿌염

<09번째 기록>----------------------- 

OCJ, 77세, 女.

- 허약, 코 넘어감, 가래.

- 2017년 가을 뇌수술 후 코가 뒤로 넘어가서 불편

하다. 가래도 있는 것 같다.

- 병원에선 외관상 이상 없으니 그 로 살라 한다.

-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론 [안티OOO]+[써클OO] 

같이 써야 한다.

- 병원 처방 약 많다고 굳이 한 가지만 먹겠단다.

- 2018년 3월 초 [안티OOO] 20포 (1포씩 tid)

- 10일 후 코와 가래가 폭 줄고, 편하다.

- 2018년 3월 중 [안티OOO] 20포 (1포씩 bid) - 

본인이 조절함.

-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코와 목이 너무 편하

다.

- 2018년 3월 말 [안티OOO] 20포 (1포씩 bid)

---------------------------------

- 코와 가래 때문에 먹었는데 어지럼증이 없어져 

버렸다. 이제 괜찮다고 두어 달 안 먹어도 된다고 

우기시더니

- 2018년 6월 25일

눈물이 고인다. 눈이 뿌옇다.(백내장 수술-시력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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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비염, 축농증 천식, COPD 등의 점막 질환 환

자의 치유 과정 중에는 복용 초기에 염증 물질

이나 가래, 코 등의 다량 배출이 있습니다.

- 혈압약은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정상인데 의원에

서 먹으라니까 먹는 정도.

- 2018년 6월 25일 써클OO+안티OOO 각 20포 

(bid) 드디어 같이 복용 설득.

- 2018년 7월 20일

어지러움, 눈물 고임, 눈 뿌염. 모두 개선됨.

“형수님은 이 약 평생 먹어야겠다.” (친하던 선배 

약사님의 미망인)

- 그래도 처음 먹었던 안티OOO가 젤 좋다면서 안

티OOO만 가져갑니다.(어쨌든 평생 드셔야 하실 

분입니다.)

“형수님, 제가 블루베리 좋아하는 것 어찌 아시고.”

2018년 7월 20일 오후 7:52 

안OO 약사 

#체험사례 

이0하, 72세. 남.

올 초 부인이 폐렴으로 재입원해야 할 위기를 안티

OOO 써클OO로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이 건을 계

기로 copd 환자인 남편분이 안티OOO 써클OO에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비염, 기침, 객담으로 

겨우내 고통스러워해서 치유 권유하여 안티OOO 

써클OO 각 202 10일.

연락이 없어 궁금. 수개월 후 들려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안티OOO 써클OO 먹고 다량의 가래가 나오

다가 제 로 토출을 못하여 응급실에 실려가 며칠 

입원했다고.

부인의 쾌차에 힘입어 과욕을 부린 것 같더군요.

정상 비 60% 이하인 환자의 저하된 폐 기능을 

염두에 두지 않고 안티OOO 써클OO의 비율을 조

절하지 못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치유의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명현을 잘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환자들에겐 심사숙고하여 처방해야겠

더군요.

저의 실패 사례가 약사님들에겐 성공사례가 되길 

바라며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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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체험 사례도 같은 사례입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례이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7월 25일 오전 6:34)

① 최OO 약사

좋은 치험례 감사합니다.(7월 23일 오전 

12:07)

2018년 7월 20일 오후 7:55 

강OO 약사 

#체험사례 

1. 30 , 남.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데 이가탄 제제와 소염 진통

제 먹어도 붓기가 안 내린다고 오셔서 안티OOO 

111 2일분.

많이 좋아졌는데 안 먹으면 다시 붓고 아프다 하셔

서 다시 안티OOO 111 2일분.

오늘 20포 소포장. 많이 좋아졌는데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드시겠다하십니다.

2. 50 , 여.

회 먹고 탈나서 병원 처방 약 먹어도 설사가 멈추지 

않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셔서, 안티OOO 111 소포장.

2달 지나 오신 듯. 탈 난 것도 좋아지셨지만 발톱 

한쪽이 거무스름한 게 없어지고 발톱 울퉁불퉁하

던 것도 없어졌다고 신기하다고 하심.

안티OOO 써클OO의 치유 프로그램 설명.

조만간 방문하시겠다 하십니다.

3. 60 , 남.

본인이 척추 교정원 운 하는 일명 도사라네요.

남은 고치면서 본인은 이곳저곳 아프다고 해서 

안OOO 써클OO 설명 드리고 책자도 드림.

일단 써클OO 11 한 달분, 부인 것도 같이 구입.

한 달 후 써클OO 11 한 달분씩 재구매. 

온몸 통증과 피로 감소 몸이 가볍다고 하심. 본인 

손님들에게도 기공 받으면서 같이 복용하라고 권

하십니다.

다음 달부턴 안티OOO과 함께~~

4. 50 , 여.

 

집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손으로 바닥을 집어 삐끗. 

손등이 순간 퉁퉁 부어오르고 손가락이 아파 파스 

사러 오심. 오래 고생하실 거 같다고 빨리 낫는 거 

달라고 하셔서 써클OO 333 2일 근육 이완제.

2일 후 손등은 가라앉고 손가락 마디만 아프시다고 

하셔서 써클OO 22로 소포장.

오늘 오셔서 다 나으셨다고 감사하다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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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0일 오후 9:09 

최OO 약사

#체험사례 

 

김00, 45세, 여.

7월 6일

왼쪽 눈 밑에 왕방울만 한 다래끼 때문에 내방.

며칠 되어서 딴딴하고 열감이 심하고 통증 있음.

안티OOO 써클OO 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 체크지

부터 시작.

피부 결이 안 좋고 얼굴 부종.

안면 홍조.

유방통이 너무 심해서 짜증 남. 

생리 안 한지 두 달 되어 감.

이건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임을 설명하고

안티OOO 222 써클OO 222 각 10포씩,

배농산급탕 222 10캅셀.

7월 9일

가슴이 덜 아파서 살겠다고 ~

얼굴도 안 붓고 다른 약에 꿈쩍도 안 하던 다래끼가 

열감 빠져 보이고 약간 줄어듦.

약 느낌이 좋다고. 

동일하게 복용. 10포씩.

7월 11일 

다래끼 50% 줄어듦.

유방통 없어지고, 얼굴 붉은 기 감소.

안티OOO 202 써클OO 202 10포씩.

7월 18일 

약이 떨어졌는데 멀어서 못 왔다고~

두 달 만에 생리. 생리통 심했는데 몸이 너무 개운.

다시 10포씩.

동의를 얻어 사진 찰칵.

다래끼는 75% 정도 좋아진 것.

처음에는 병원으로 보낼까 했는데 수술하기는 싫

다고 해서 세포 치유 시작함.

2018년 7월 21일 오전 12:04 

김OO 약사 

#체험사례 

59세, 남.(중국집 주방장)

빵을 좋아하신다.

그냥 속이 편하라고 안 하면 답답한 듯 불안하다고 

내과에서 거의 매일 주사 맞고 위장약 1주일마다 

처방받으시는 분이다. 

써클OO 안티OOO 피로회복제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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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설문지는 약사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건가

요?(7월 21일 오후 1:12)

② 서OO 약사

이OO 약사 

예. 오래전부터 써오던 겁니다.(7월 21일 오후 

2:50)

날마다 약국에 들러서 써클OO 안티OOO 각 2포씩 

사 간지 한 달이 지났는데 며칠 전 돈이 많이 드니 

하루 한 번만 먹겠다고. 그래서 이왕 시작 한 거니 

두 번 먹으라고 권유.

오늘 생각해보니 한 달이 넘도록 병원을 안 갔네요.

2018년 7월 21일 오후 12:00 

서OO 약사 

#체험사례 

정00, 91세, 남.(보행 불능)

7월 16일

요양보호사님이 할아버지가 허리가 아프신데 여러 

약국에서 진통제와 근육 이완제를 드셔도 안 듣는

다 하심. 근육 이완제는 가지고 있다 하셔서 그 약

에다가 써클OO 222 1일분 드시라고 말씀드림.

7월 17일 

효과 있다고 2일분 12포 더 가져가심.

7월 21일

오늘 오셔서 다른 약보다 좋다 하심.

요양보호사님이 자기한테도 좋은 약이냐고?

무슨 약이냐고? 물어서 설명드렸더니 설문지 체크

하고 써클OO 안티OOO 각각20포 가져가셨습니다.

2018년 7월 21일 오후 12:23 

이OO 약사 

#체험사례 

반00, 61세, 여.

우리 동네 안티OOO 써클OO 전도사 1호,

흉통으로 인해 써클OO를 만나게 된 분.

1월 말 써클OO로 만나 써클OO 101 또는 202로 빠

르게 흉통이 진정되는 걸 경험.

2월 10일

평소 무릎 통증을 포함한 병증들을 치료하기 위해 

안티OOO와 써클OO 치유 과정 들어가신 분!

정량 요법 각각 101.

급박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힘들 땐 그때그때 증량

해서 복용함.

 

먼저 만난 선물.

오랜 두려움의 흉통 사라짐.

다리시리고 저림 증세 사라짐.

심한 치흔 사라짐.

무릎 뒤쪽 당기고 아픔 해결됨.

피로 증세 가벼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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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OO 약사

좋은 치험례 감사합니다.(7월 22일 오후 

11:58)

(사례 발표함)

4월 5일

신경 쓰는 일 많아지니 흉통 다시 느낌.

그럴 땐 안티OOO 101 써클OO 202로 2~3 일 증량

하다 다시 각 101로 복용함.

6월 26일

5개월 되는 시점에 만난 선물.

손톱이 얇고 끊어지던 게 단단해짐.

머리카락이 가늘고 힘없었는데 굵어지고 힘 있다.

걸핏하면 복통, 장염 증상 오고 한 번 오면 길게 

고생하는데(한 달에 2~3회) 횟수가 아주 뜸해졌고 

와도 가볍게 지나간다.

동네 의원 식사 담당하는 일하는데 즐겁게 하신다.

 

7월 13일

6개월째 복용 중이시다.

흉통 사라진지 오래다.

피곤함 별로 못 느낀다.

다음날부턴 써클OO만 복용하게 된다.

남편과 함께 복용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형편임에

도 불구하고 건강한 삶 위해 투자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분이시다.

7월 20일

잠잘 때 다리 쪽을 쥐 뜯거나 마사지 기구를 이용하

거나 몸부림을 치다가 잠 못 드는 밤이 참 많았었는

데 이제는 까마득히 잊고 산다며 아득한 추억처럼 

이야기하시네요~

무엇보다도 아파도 믿을 구석이 생겨, 의지할 

안티OOO 써클OO 있어 든든하다 하십니다.

오히려 저에게 고마워하셔서 저만 보면 싱글벙글 

하십니다.

저도 덩달아 싱글벙글!

남편도 4개월째 함께 치유 과정 동행중에 있습니다.

2018년 7월 21일 오후 4:23 

박OO 약사

#체험사례 

042번째 = [써클OO]+[안티OOO] 

<오래된 다리 포진>

CUP, 68세, 男.(16cm 58kg) 

- 약 2~3년 정도 우측 다리 바깥쪽에 작은 포진, 

예사로 생각함.

- 좁쌀처럼 오돌토돌 하며, 간혹 가렵고, 번지지도 

않고 2년 이상.

- 습진 연고, 진균 연고 등을 발라 보았으나 차도 

없었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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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까먹을 수있으니까 tid~~

너무 좋은 복약지도네요.(7월 21일 오후 6:05)

② 박OO 약사

이OO 약사 선생님께서~

지지 찬성해 주시니 고맙습니다...(7월 21일 

오후 9:54)

③ 양OO 약사

박OO 약사 선생님은 사진을 참 잘 찍으시네

요^^

환자분들이 동의를 잘 하시는군요~(7월 25일 

오후 3:06)

국장 “생긴 것으로 봐서 virus성 포진으로 보입니

다. 심하진 않으나 만성화”

-<virus성 포진이 맞는다면 virus가 특정 부위에 

오래 생존한다는 의미>

- 2018년 5월 중순부터 [써클OO]+[안티OOO] 각 

60포 (1포씩 tid)-(6월부턴 bid)

※ 초기엔 모두 (tid)를 강조하는 이유. 까먹더라도 

(bid)는 되기 때문.

※ 만일 (bid) 하라고 하 다가 까먹으면 (qd) 가 

될 수 있으므로.

- 2018년 7월 20일 현재 매우 양호한 상태 (오돌토

돌한 포진 없고, 색만 조금 남음)

-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계속 복용함.

2018년 7월 21일 오후 6:20 

안OO 약사 

#체험사례 

29세, 남.

세무사 시험공부를 하는 아들 주려고 양제를 사

러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기존에도 계속 복용했다

네요. 이번엔 천연 물질로 만든 새로운 개념의 제품

을 먹게 해보세요.

안티OOO 써클OO 정량 한 달.

보름 지난 후 살충제 사러 온 어머니께 아드님 소식

을 물었죠. 어머님도 잘 챙겨 먹는지 궁금해 전화했

더니 안티OOO 써클OO 먹은 후 졸음이 없어졌다

며 만족해한답니다.

이 제품 복용 후 잠이 많아졌단 얘기는 수시로 듣지

만 잠이 모자란 수험생이 졸음이 없어졌다는 얘기

는 처음입니다. 각성제도 아닌 것이 각성제 역할 

제 로 합니다.

또 한 분은 안티OOO 써클OO 먹으면 기분이 좋아

진다는 얘기도 하더군요. 모두 몸이 맑아져 세포가 

제 기능 백 프로 발휘한 덕이라 생각됩니다.

수험생 보약으로도 엄지 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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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1일 오후 6:39 

최OO 약사

#체험사례

 

70 , 여.(친구 엄마)

6월 13일 친구로부터 다급한 톡이 도착.

시골에서 염증이 곪은 상태로 피부과에서 레이저

로 긁어내는 시술도 하시고 정형외과에서 항생제 

처방받아서 한 8개월 고생하시다가 다시 재발하고 

해서 서울로 오셨어. 근처 정형외과 원장님이 좋으

신 분이 있어서 모시고 갔더니 염증이 너무 심해지

셨다고 해서 입원 치료하고 그때는 괜찮더니 퇴원

하고 걸어 다니시니 다시 이리 되셨다면서 피부과

로 모셔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는 내용.

★★좋은 약 있으니 안심시키고

안티OOO 222 써클OO 222 처방받은 항생제 소염

진통제 같이 복용. 항생제만 쓸 때는 차도가 없었는데

확연히 차도가 보임.

드시는 약이 많아서(심근경색) 힘들어 하셔서

안티OOO 111 써클OO 111로 드시게 함.

새살이 돋고 아주 좋아지셔서 시골로 내려 가셨음.

염증 수치가 항상 높게 나왔는데 정상.

몸도 가볍다 하시고 항생제는 끊으셨고.

지금은(7월 15일~) 안티OOO 써클OO 101 101.

고질병인 관절염과 심근경색 호전을 기 하시면서 

열심히 복용 중이시고 무엇보다 항생제 안 먹으니 

살 것 같다고~.

걸어도 염증 안 생기셔서 더 좋으시다고 하시네요.

2018년 7월 23일 오후 5:35 

신OO 약사 

#체험사례 

17세, 여.

아토피 피부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토피 시작.

다른 부위는 없어지고 지금은 엉덩이 부위만 남았

는데, 진물 때문에 앉아서 수업 못 받고 서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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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 좋다는 병원 다 다녔지만 소용없다며 감기

약 사면서 하소연. 방학 때 한약 마지막으로 해봐야

겠다고 하셔서 아토피 피부 치유될 수 있다고 말씀

드림. 

염증 일으키는 바이러스 박멸시키고

림프순환 시키면 세포가 살아나서

제 기능을 하게 되면 아토피는 저절로 치유된다.

설명 드리고 천기누설 책과 함께

7월 3일 

안티OOO 111 써클OO 111 2일분 드림.

7월 5일

깐깐하신 남편과 함께 오심.

이틀 먹었으나 아직 아무 차도는 없는데 엄마는 한

약 먹인다 생각하고 안티OOO 써클OO 먹이고 싶

어 하고, 아빠는 효과를 믿을 수 없는 데 어떻게 

거금을 들여서 먹이냐고 하신다. 

학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데…

맞다.

나도 아토피는 치유 안 되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시도도 안 했었다. 그런데 먼저 쓰신 약사님들

께서 난공불락인줄 알았는데 정복이 가능 하다고 

하니 해보자.(체험례 올린 약사님의 표현 따서 썼습

니다.) 나도 처음이다.근데 이걸로 아토피를 고친 

약사님들이 체험례 올린걸 보고 아토피도 완치된

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해보자고 하는 거다.

진땀나게 설득함.

안티OOO 101 써클OO 101 큰 박스 1통씩.

(겁나서 세게 못 씀)

경과

7월 5일

안티OOO 101 써클OO 101 복용 시작.

7월 10일 

1/3 좋아짐.(아빠 너무 좋아하심)



 제3장 체험사례 001299

7월 12일

명현으로 심해짐. 

(엄마가 뒤집어 지면서 좋아진다고 계속 복용)

7월 15일

다시 좋아짐 (2/3 정도 좋아짐)

7월 19일

다시 뒤집어짐.(명현)

7월 22일 거의 좋아짐.

15일 만에 기적적인 치유 과정을 겪으며 학생과 부

모님이 너무 감사해 합니다. 뿌리 뽑는 치유의 과정

을 가기로 약속하고 가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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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OO 약사

다시 정리해서 올렸습니다.^^(7월 23일 오후 

5:37)

② 박OO 약사

신OO 약사 아토피는 생활 요법을 잘 지도해야

겠지요?

특히 먹는 것 중에 몸에 안 맞는 걸 관찰하라고 

하셔요.(7월 23일 오후 5:52)

③ 양OO 약사

저도 자신 있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7월 23일 오후 5:58)

④ 신OO 약사

네. 다음 방문하시면 생활요법, 각탕법, 찬 것, 

튀김 안 먹기 교육 단단히 시킬 예정입니

다.^^(7월 23일 오후 9:18)

⑤ 최OO 약사

좋은 치험례 감사합니다.(7월 31일 오후 2:54)

생생한 체험례 올려주신 여러 약사님들,

그리고 이런 좋은 제품을 만들어 주신 

류형준 약사님, 진심 감사드립니다.

약사로서 자존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23일 오후 7:48 

안OO 약사 

#체험사례 

한0청, 78세, 남.(172cm 52kg)

담배 두 갑과 하루 세 병의 소주 드시며 식욕 부진, 

천면, 악몽, 수족냉증, 요통 호소. 과하게 쌓인 독소 

뽑아내고 마음을 안정시켜드리겠다며 

써클OO 11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보조제 한 달.

아내분이 오셔서 이 약 시작 후 술을 한 방울도 안 

드신다며 좋아하시네요. 식사도 잘 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며 특히 심하던 잠꼬 가 없어져 신기하답

니다.

같은 내용으로 한 달.

담달에 안티OOO 추가 말씀 드림.

2018년 7월 24일 오전 11:34 

김OO 약사 

#체험사례 

59세, 여.(162cm 59kg)

피부는 탱탱 잡티도 없이 깨끗~

하루에 만보 걷고 족욕도 하고

찬 것, 매운 것, 튀김 안 먹음.

갱년기. 52세 때부터 혈압약 노바스크 복용 중.

최근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높다고 나옴.

비염.

갱년기 오면서 온몸 뼈마디 아파서 아주 병원 검

진 후 마그네슘, 유산균 처방받아먹고 있고 종합

양제, 석류환, 비타민디, 코엔자임, 비타민씨, 녹색

잎홍합, 폴리코사놀, 공진단, 경옥고 등등

지금도 한약이 배달 오기로 돼있다고.

언젠가 우리약국에서 써클OO을 사 갔는데 안 챙겨 

먹다가 요즘 팔다리 저리고 아프고 해서 인터넷에

서 검색 후 2포씩 하루 3회 먹으니 효과를 봐서

다시 사러 왔다고 하네요. 써클OO를 평생 어도 되

냐고 물을 정도로 좋은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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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치유의 길을 완주한 후에 10년은 넘게 젊어질 

모습을 기 합니다.

건강과 행복을 함께 선물합니다.

감사합니다.(7월 25일 오후 7:28)

온몸 뼈마디 아프다고 하니 의사 선생님이 호르몬 

한 알이면 낫는다고 하는데 그런 거 먹기 싫다고.

안티OOO 써클OO로

바이러스 처리, 노폐물 내보내서

세포가 자기 일 잘하게 하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티OOO 1포 하루 3번 써클OO 2포씩 3번 한 달 

드신 후, 정량으로 6개월 복용한 다음 써클OO만 

계속 드시라고 했어요..

2018년 7월 24일 오후 12:17 

노OO 약사 

#체험사례 

1. 양금0, 75세, 여.

수일 전부터 속이 미식거리고 어지러워 병원서 검

사해도 이상이 없어서 내국 하심. 

설문결과 평소 찬물을 좋아하고 가루 음식도 즐

기는 걸로 보아 담음병이 잘 생기는 체질이시어 림

프순환 말씀드리고 써클OO 101 5일분으로 시작. 

어지럼증이 소실되고 머리가 가볍고 전체적으로 

느낌이 좋음. 계속해서 30포드시고 건강플러스 주

지시킴.

2. 서민0, 74세, 남. 

신경과 약 3년째 복용 중.

최근에 어지러움 발생.

써클OO 안티OOO 드시고 어지럼증이 치유되신 친

구분 소개로 오신 분.

이분도 속열이 많아 찬물 좋아하시고 림프순환 장

애 심하고 예민하심. 아들이 정형외과 닥터인데 해

줄게 없다고 한탄하심.

6월 26일 

써클OO 101 3일분

차도가 없어서 202로 증량하여 10일 후 오셔서 밥

맛이 좋아지고 댄스 교실에서 춤을 추는 데 지구력

이 좋아짐. 어지러움도 조금씩 편해지고 있어서 다

음에 안티OOO 추가 약속함.

3. 김원0, 59세, 남.

몇 달 전에 테니스 엘보로 써클OO 111 소포장 한 

통과 덱시부프로펜 드린 분이 찾아와서 그거 달라

고 해서 순간 당황. 정신 차리고 자료 찾아보니 엘

보로 가져갔는데 너무 잘 들어서 다시 찾아오심. 

요번엔 요통으로 오셔서 써클OO 222 처방 약같이 

복용하시라고 60포 드림. 호전되면 202로 감량하

시라 했더니 알고 있다고. 책을 두루 읽어서 섭렵하

고 계심.

4. 민유0, 66세, 남.

며칠 전부터 손가락에 염증이 생겨 진물이 나고 아

파서 병원에서 세파클러 처방받아 먹는데도 계속 

진물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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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많은 분들과 함께 치유의 길을 가는군요.

환자들이 치유되어 가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행복이 제게도 전해옵니다.

감사합니다.(7월 24일 오후 5:56)

① 류형준 약사

에어컨 온도를 26도씨로 맞추고 습기는 제습

기로 줄이면 냉방병이 줄어듭니다.

온도를 낮추기보다는 제습기로 습도를 줄이

면 쾌적합니다.

감사합니다.(7월 24일 오후 5:53)

안티OOO 111 30포 배농산급탕캡슐 111 투여 후 5

일 만에 차도를 보여 상처가 꼬들꼬들 해지고 통증 

소실 10일 후 염증 사라짐.

직업이 이발사라 손가락 염증 때문에 너무 힘들었

는데 쉽게 해결돼 고맙다고 감사 인사하심.

2018년 7월 24일 오후 2:00 

최OO 약사 

#체험사례

46세, 여.(158cm 47kg, 약사본인)

에어컨 바람으로 인한 냉방병(두통 및 몸살).

안티OOO 써클OO 작년 11월부터 복용 시작했고 현

재는 써클OO만 101로 복용 중.

워낙 추위에 약하고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는데 요

즘 날씨가 에어컨을 안 틀고 살수 없는지라 조심했

는데도 지난 일요일 오후부터 두통. 몸살. 온몸에 

힘도 없고 속까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광동 원

탕과 써클OO 2포씩 점심. 저녁에 먹고 따뜻한 물 

충분히 마시고 나니 그 다음날 불편한 증상이 싹 

사라졌습니다.

냉방병. 온열병 모두 써클OO가 해결해주네요.

2018년 7월 24일 오후 5:16 

최OO 약사

#체험사례 

최00, 46세, 여.

(6월 초에 올렸던 체험례 리필입니다)

센시아 사러 왔음.

하지 정맥류 약간 보이고 다리가 팍팍해서 고민.

5월 초 써클OO 101 한 달분.

6월 2일 

다리가 너무 편하다. 아침 몸이 가볍다.

날마다 주물러 줬던 허벅지 뭉치고 아픈 거 없어지

고 정맥혈관 뭉친 거 조금 풀림.

구순포진 잘 생기는 편이라 세포 치유하자 권유. 

안티OOO 101 써클OO 101 치유 6개월 시작.

6월 말 

방문. 갑자기 치핵이 터져서 한바탕 피가 쏟아져서 

병원 갈까 했는데 그 뒤로 스스로 멎고 치핵이 완전

히 없어졌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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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코피, 위출혈, 장출혈, 항문 출혈, 객담 분비 

등의 명현 증상은 울체된 어혈을 빠르게 배출

하거나 염증 물질을 빠르게 배출하면서 생기

는 증상입니다.

참고하시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

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7월 24일 오후 5:49)

② BaeOO

감사합니다 (7월 24일 오후 7:03)

③ 최O 약사

류형준 약사 그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7월 24일 오후 7:53)

④ 최O 약사

BaeOO 반가워요~~

부산 한 번 마실 갈게요~~~(7월 24일 오후 

7:55)
① 류형준 약사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지 상상이 됩니

다.

겨우 한 달인데 이렇게 달라지니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행복의 파랑새가 약사님과 김00님에게 가득 

모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7월 25일 오후 7:18)

이 약 치질 치료약이에요? 

점점 막혔던 림프가 잘 돌게 되니 몸이 리모델링되

고 있네요.

7월 14일 

약 떨어지기 전에 미리 방문.

툭하면 올라오던 입술 포진이 올라올 듯하다가 안 

올라온다고~

세포 치유의 길을 잘 완주 중이네요.

2018년 7월 25일 오후 2:24 

김OO 약사 

#체험사례 

김00, 87세, 여.

허리 수술.

양다리 수술하고도 수년간 정형외과를 계속 다니

고 있고 방광염 수시로 발생.

기운 없고 숨이 차서 걷기도 힘들고 유모차 끌고도 

약국에 한 번 나오기도 일이라 신다.

 

딱 안티OOO 써클OO 권하고 싶었지만 아들딸에게 

돈 타 쓰는 사정을 알기에 권하지 못하다가 드셔보

시고 좋으면 몸을 리모델링 해보자고 용기를 내어 

각 소포장을 권했다.

드시고 좀 낫다고 며느님에게 전화해주고 설명해

달란다 1달분 각각 한 통씩 구매해가시고 며느님이 

약국 통장으로 입금해주셨다.

한 달이 지날 때쯤 걷는 폼이 힘이 넘치고 유모차도 

없이 걸어 다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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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OO 약사

선생님 근육 양제로 뭘 주셨는지요?(7월 25

일 오후 5:56)

② 안OO 약사

옥타코사놀 합 작약감초탕..(7월 25일 오후 

6:50)

③ 류형준 약사

이런 분들이 한분 한분 늘어나면 치유의 길이 

넓어지고 단단해집니다.

감사합니다.(7월 25일 오후 7:15)

2018년 7월 25일 오후 5:11 

안OO 약사 

#체험사례 

김0자, 68세, 여.

감기로 안티OOO 써클OO와 연을 맺고 허리를 치

유하러 오셨길래 안티OOO 11 써클OO 111 근육 

양제, 오메가 한 달.

현훈, 불면, 기상 시 피로, 견비통, 비색, 기관지염 

호전. 명현 없었고 누런 객담 며칠간 토출. 

거의 먹어갈 무렵 고추장 단지가 새서 새 독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자신이 없어 머뭇거리

다가 감행. 예전 같으면 이런 정도의 노동 후 필히 

몸져누웠건만 이번엔 아프긴 아파도 눕진 않았다

며 안티OOO 써클OO에 강한 신뢰감을 보임. 

한편 친구들이 곱지 않은 시선 보이며 지적질 하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왈

가왈부 말라며 어필했다는 강한 카리스마의 성격

인듯.

안티OOO 11 써클OO 111. 

2018년 7월 25일 오후 8:03 

최OO 약사

#체험사례 

김0, 60세, 여.

6월 초 주말에 난생처음으로 방광염 와서 산부인과 

가서 처방 약 3일분 받음.

약 먹어도 안 나으면 정  검사해야 한다고 함.

몸 안 좋은 데는 없는데 하는 의구심과 불안감을 

가지고 도움을 청하러 약국 오심.

우선 안티OOO만 222 하루분과 세포 치유에 해

서 상담.

다음 날, 다 좋아진 것 같은데 재발할까 불안.(급성 

방광염의 고통) 몸을 리모델링하라는 신호가 온 것

이니 이번 기회에 6개월 치유하자고 설득. 더 늙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안티OOO 101 써클OO 101 정량.

7월 25일 두 달째 시작

“뭐 좋아진 데 없어요?” 

“별 아픈 데가 없어서인지 똑같은데 새벽에 소변 

한두 번 보느라 잠을 설쳤는데 푹 잘 자 ” 하시네요.

내 몸에 한 투자는 더 늦기 전에 더 늙기 전에~ 

해야 이익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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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두 달 후에 좋아진 게 있느냐고 물으면 부분 

답이 잘 모르겠는데 입니다.

안티OOO 써클OO에 해 긍정적인 분도 마

찬가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미리 병력과 증상을 확인해서 

기록한 다음 비교하며 확인해야 얼마나 좋아

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7월 26일 오전 6:18) ① 류형준 약사

당뇨는 초기에 혈당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설명해야 하는데 알려주셨는지?

아니면 오늘이라도 전화해서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7월 26일 오전 6:20)2018년 7월 25일 오후 8:04 

최OO 약사

#체험사례 

성00, 60 , 여.(똑똑한 커리어우먼)

이분 지인께서 편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께 좋은 

거 있는지 물어봄.

림프순환제 설명 드리고 강추.

책 리플릿 써클OO 222 20포.

3일 후 지인분 편에 안티OOO 20포.

머리가 가볍고 어지럽지 않음.

책 읽어 보고 안티OOO도 먹고 싶다고.

7월 25일 

지인분이 본인 살렸다고 고마워하시고 써클OO 만

드신 약사님 참 단한 일을 하셨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네요.

“집에 하수구가 막히면 아무리 좋아도 집이 썩어 

나간다고~ 림프가 막힘이 없이 잘 돌아가야 병이 

안 생긴다고 사람 살리는 큰일 하셨다고” 잠깐 동

안 제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들 당뇨 폐 기능 저하. 

아들은 안티OOO 222 써클OO 222

먹게 하시겠답니다. 벌써 용량 조절까지.

안티OOO 써클OO 2박스씩.

2018년 7월 25일 오후 8:19 

이OO 약사 

#체험사례 

1. 58세, 남. 

 

작년 초에 상포진 앓고 5월에 낙상하고 몸이 비

정상 상태인 분. 

12월부터 안티OOO+써클OO 각각 101로 복용 중.

1월경 약간의 명현 반응이 온 듯했으나 당시에 써클

OO을 202로 잠시 증량함.

3월경 몸이 약간 안 좋아진 듯했으나 101로 계속 

복용.

안티OOO와 써클OO를 6개월 이상 복용.

이번부터 안티OOO 빼고 써클OO만 복용하자고 

함. 그런데 본인이 불안하다고 안티OOO를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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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OO 약사님이 상포진 전문약사로 됩니다.

이런 경우에 리플릿으로 체크하면 여러 문항

에서 체크가 될 것입니다.

기분 나쁘게 느끼는 곳 전체가 모두 바이러스 

감염 부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포진은 초기 용량을 최소 유지량

보다는 높여서 2~3개월 복용하고 용량 조절

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7월 26일 오전 6:25)

만 더 추가하기로 했음.

지금까지 작년처럼 몸이 내 몸 같지 않는 건 없고 

많이 가벼워졌다고 함.

2. 53세, 남.(체격 탄탄)

역시 작년 초에 상포진을 앓은 분. 

상포진 앓기 전까지 튼튼했던 몸이 그 이후로 뭔

가 안 좋다고 함.

올 1월부터 안티OOO+써클OO로 6개월, 그 이후 

써클OO만 복용하자고 함.

처음 3개월 복용 중에 상포진 증세가 아주 약하

게 온 듯함.

잠깐 왔다가 바로 괜찮아짐.

6개월 복용 후 몸 상태 괜찮다고 7월부터 써클OO

만 복용 중.

용량은 처음부터 각각 101.

두 사람 모두 면역 증강 목적으로 복용했습니다.

특별하게 나타나는 증세는 없었고 뭔가 기분 나쁜 

몸 상태 죠.

지금은 별로 기분 나쁘지 않다네요.

2018년 7월 25일 오후 11:25 

김OO 약사 

#체험사례 

32세, 여.

2년 전 임신 6개월에 유산이 되었다.

그 후유증으로 자궁 정맥 파열로 하혈 후 시술. 

손발이 차고 비염도 있어서 면역을 증강시킬 목적

으로 써클OO와 안티OOO 기본으로 6개월.

뭐 변화된 거 없냐고 하니 유산 후 생리 양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은 예전처럼 생리 양이 돌아왔다고 

하네요

2018년 7월 25일 오후 11:34 

김OO 약사 

#체험사례 

70 , 여.

발바닥 굳은살을 제거하고 며칠 후 종아리가 많이 

부어서 병원에서 왜 그런지 물어보았는데 답이 

시원하지 않고 혹시나 진드기에 물린 것이 아닌가 

하고 신경외과에 다녀오신다. 

진드기에 물린 것은 아니라고 소염진통제와 소염

제 처방을 받아오셨다.

보기가 맘이 아파서 써클OO 222 드시라고 드렸다

2일 후 오셨는데 어떠시냐고 물으니 붓기도 많이 

빠지고 몸도 편해지셔서 잠을 잘 주무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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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써클OO 222. 드시고 다시 오셨는데 붓기가 

완전히 가라앉았다

2018년 7월 26일 오후 1:20 

박OO 약사

#체험사례 

043번째 = [써클OO] 

<상담해도 안 믿는 처방단골!!>

KMS, 68세, 女.(153cm 51kg)

(요통/ 슬통/ 부종/ 身重-아침 기상 힘듦)

- 오랜 단골: 온 가족 처방전, 먼 곳 처방전, 이웃 

약국 지나서 처방전을 가져오니, 억수로 고맙긴 

한데, 일반 약은 전혀 구입하지 않는 단골!!

- 처방전으로 안 되면 이래저래 지도를 해 줘도 

“그런 약이 어딨노?” “병원에서 안 된다는데.” 

<처방 약만 신뢰하는 스타일>

- 한 달 전 도저히 안 되겠는지 “아침에 도저히 

못 일어 나겠다.”+요통+슬통+부종.

국장 “그러면 써클OO 20포 줄 테니 222 tid 복용

해 보실 것.”

- 2018년 6월 25일경 -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20포를 들고 감.

- 약 열흘 후.

“약 먹을 땐 부종도 빠지고 무릎도 안 아프더니만, 

안 먹으니 안 아프던 우측 무릎이 붓는다. 이거이 

써클OO 때문 아이가?”

국장 “그게 바로 안 믿고, 의심하고, 복용법 제 로 

안 지켜서 그런 거임.”

국장 “이번엔 2포씩 tid 복용할 것.” (써클OO 40포 

가져감)

환자 “병원 처방 약이랑 같이 먹으니 이틀 만에 부

종/통증 없어지네?”

- 2018년 7월 25일 또 “40포를 2포 tid 하니, 일주

일분 밖에 안 되네? 60포 짜리 주세요.”

- 국장 생각. 아직도 처방 약을 더 신뢰하고 있지만 

의심의 터널에서 서서히 벗어나려 하는 계기로 

보입니다.

2018년 7월 26일 오후 1:23 

안OO 약사 

#체험사례 

김0택, 64세, 남.

키는 크지만 약한 체격의 소유자로 전기톱을 메고 

벌목 작업을 하시는 분의 부인이 오셔서 뜨거운 숲

속의 환경에서 전기톱의 엔진 열을 온몸으로 받아

내는 남편이 퇴근 후 녹초가 되고 식사도 안 해서 

마른 몸이 더 야위어진다며 양제를 사러 오셨습

니다.

체온 조절과 체력 보충이 확실한 제품으로 드릴 테

니 갖다 드려 보세요.

써클OO 111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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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체온 조절과 기력 회복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

에 잡는 방법은 림프순환뿐입니다.

감사합니다.(7월 26일 오후 1:38)

① 류형준 약사

체중이 135kg이면 보통 성인의 두 배인데 기

한 달이 넘어 부인이 시어머님이 식사 못하신다며 

문의 차 들 네요. 일단, 남편의 안부 여쭈니 이제

는 식사도 잘하고 덜 지치는 기색이라 두 번씩 먹는

다네요. 연복 권했습니다. 어머님도 안티OOO 써클

OO 드실 것을 권하니 돈 준비해서 다시 오신다네요.

안티OOO 써클OO가 폭염에도 열일 합니다.

2018년 7월 26일 오후 1:49 

서OO 약사 

#체험사례 

김금0, 60 , 여.

7월 10일.

계단에서 넘어져서 타박상 심하고 멍이 들어서 오

셨네요. 진통제나 뭐 좋은 거 달라시길래 근육 이완

제에다가 멍 풀리는 연고랑 써클OO 222 3일분 드

렸습니다.

오늘 오셔서 저번에 심하게 멍들었는데 덕분에 빨

리 나은 것 같다고 인사하시네요.

써클OO 이제는 필수품이네요.

2018년 7월 26일 오후 2:04 

서OO 약사 

#체험사례 

임명0, 34세, 남.(185cm 135kg, 처조카)

 

표증상: 

만성피로

주요증상: 

잠이 깊게 안 온다. 어깨가 결린다.

3월 29일.

써클OO 11 안티OOO 11

4월 24일

써클OO 11 안티OOO 11

6월 27일

써클OO 11 안티OOO 11

7월 23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경과반응:

훨씬 덜 피곤하다.

잠이 잘 온다.

다이어트를 해봐야겠다는 의지가 발동됨.

(8kg 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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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복용량을 tid로는 늘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7월 27일 오전 6:21)

② 서OO 약사

류형준 약사 예.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본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하네요.(7월 27일 오전 11:25)

2018년 7월 26일 오후 2:21 

서OO 약사 

#체험사례 

이희0, 72년생, 여. 

표증상: 

상포진.

주요증상: 

쉽게 피로해진다. 생리통이 심하다.

7월 6일.

상포진으로 Famciclovir 처방 약 받아오셔서 안

티OOO만 111 3일분 드렸습니다.

7월 18일.

좋아지셨다고 하시네요.

2018년 7월 26일 오후 3:28 

최OO 약사 

#체험사례

66년생, 여.

저번에 올린 여성분 오늘 또 다른 효과를 말씀하십

니다.

2018년 7월 2일

고지혈증 약 타러 오셨길래, 써클OO 설명하며 고

지혈증에 도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림.

써클OO만 20포 사 가심,

7월 14일

관절약 타러 오셨길래, 좀 어떠냐고 하니 잘 모르겠

다고 하심. 관절이 어떠냐고 여쭤보니 손가락이 붓

고 어깨가 결린다고 하셔서 기왕 드신 거 아예 60포 

다 가져가서 드시고, 안티OOO도(20포) 드시라고 

권함.

써클OO 22 안티OOO 11

7월 18일

손가락 붓는 게 낫고 어깨 결리는 것도 아프지 않다

고 하심.

7월 26일

안티OOO (20포) 가져가시며 써클OO와 같이 먹으

니 무릎이 붓고 아프던 통증도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하시며 친구분 소개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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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6일 오후 3:59 

고OO 약사 

#체험사례 

안0, 63년생, 여.

주 호소: 갱년기 접어들면서 불면증으로 고통받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이습관도 좋은 분이세요.

커피 녹차도 못 마시고요.

신경정신과 처방받아 스틸녹스 자낙스 드셔도

잠이 오질 않아서 고왔던 얼굴이 많이 상해서 보기

에도 안타까운 분.

안티OOO 써클OO 설명 드리고 책자도 드리며 안

내해 드렸더니 생애전환 보약이라 생각하고 드시

겠다 하셔서 101/101로 드신지 4개월이 지났어요.

어제 약 한 달분 리필하러 오셔서 체크해보니 아직

까지 수면제를 조금씩 드시지만 잘 주무신다 하네

요. 잠을 잘 자서 그런지 얼굴에 빛이 나더군요.

이젠 아침에 커피 한 잔도 하신답니다.

2개월 더 드시고 써클OO만 6개월 오케이 하셨습니

다.^^

2018년 7월 26일 오후 6:37 

심OO 약사 

#체험사례 

85세, 남. 

혈압 약만 복용 중이시고 그 외는 건강하셨는데 갑

자기 서혜부 탈장이 생겨서 동아  병원과 성모병

원에서 수술할지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고민을 하

다가 써클OO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고 저도 자신이 부족했지만 

정맥류를 고쳤던 경험을 바탕으로 쭉- 고 나갔습

니다. 

1포씩 하루 3번

한 달 정도 지나니,

우선 사이즈가 줄어지고 있습니다.

고령이시다 보니 전신 마취로 수술하는 것이 걱정

이 되어서 한 달 더 복용해보기로 하 습니다.

좋은 결과 기 해봅니다.

사이즈도 줄었지만

더 신기한 건 머리가 조금씩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2018년 7월 26일 오후 6:58 

안OO 약사 

#체험사례 

안0자, 61, 여.

선천적인 무릎 연골 약화로 등산과 같은 과로 시 

관절 부종, 통증이 나타나곤 한답니다. 그래서 수

에 목숨 걸고 열심. 여러 종류의 건기식도 열심.

안티OOO 써클OO 각 111/30일.

타 건기식 교통정리 좀 하고

견비통, 매핵기, 식도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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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OO 약사

짧고 굵게 좋은 치험례 감사합니다.(7월 30일 

오전 1:36)

지난주에는 계곡에 놀러 가서 오리발 착용한 채 5

시간이나 수 을 즐기고 왔건만 담날 멀쩡하다며 

저 약 때문인가? 하며 의아해하더군요. 저는 답 

신 앞으로 몸의 변화에 주목해 보세요. 짧고 굵게 

말씀드리고 상동으로 한 달분. 

2018년 7월 26일 오후 7:42 

오OO 약사 

#체험사례 

지00, 20세, 여.

발달장애와 지적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5세까지 일어나고 걷지도 못해 누워 지냈고, 목을 

가눈 것도 3세 정도 던 것 같습니다.

지적 수준이 3~4세에 머물러 엄마 말이 7살 수준

만 돼도 좋겠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생리도 안 하고 검사 후 골다공증이 심하

다며 호르몬 처방 6개월분 받아오고 지난 4월 나아

진 게 없다며 다시 호르몬 처방 6개월 더 받아왔습

니다.

환자 엄마와 상의하여 보다 근본적 치유를 위해 지

난 5월 류형준 선생님께 보내드렸습니다.

현재 류 선생님 처방 제품 2개월 먹고 세 번째 검사

했습니다.(16체질 차, 로열젤리, 안티OOO 등)

류 선생님은 3년을 두고 지적 수준 향상을 위한 치

유를 시작하자 하셨습니다.

현재 똑바로 서서 걷지 못하고 무릎을 약간 구부리

고 뒤꿈치를 들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걷습

니다. 말로 화가 안 되고 요구 사항이 있으면 비정

상 단어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침을 아직 흘립니다.

치유 과정입니다.

1. 감기 한 번도 안 걸렸다-늘 실내외 기온 차 때문

에 코 막힘과 기침이 잦았다.

2. 몸 컨디션이 가볍고 기분이 좋다.

3. 변비 해결.

4. 걸음에 힘이 생김-걸을 때 양팔을 축 늘어뜨리

고 무릎을 굽히고 힘없이 걸었다-침팬지 걸음 같았

다.

5. 걸을 때 숨이 덜 참.

6. 학교에서 고집을 덜 부리고 심부름도 한다-심부

름시키면 싫어, 안 해라며~

7. 선생님 말에 순종할 줄 안다-고집이 세고 배려, 

이해 없는 아기 같다.

8. 자다 혼자 일어나서 소변본다.

9. 스스로 식판에 밥을 받아 온다- 전엔 선생님이 

받아줘야 했다.

10. 선생님이 부쩍 똘똘해졌다고 한다.

11. 약국 직원과 눈 맞춤을 오래 한다-낯선 사람 

안 쳐다보았다.

12. 침을 덜 흘린다.

13. 엄마와 같이 세 번에 끊어서 했지만

“안녕히 계세요~”끝까지 잘 했다.

태어나면서부터 힘겨운 성장 과정을 부모님과 함

께 쭉 보아왔습니다.

엄마의 바람과 같이 7세 정도 이상의 지적 수준 향

상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기 합니다.

계속 경과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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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 아이가 어디까지 진화하여 바뀔지 벌써부

터 상상이 됩니다.(7월 27일 오후 7:09)

2018년 7월 27일 오전 11:32 

정OO 약사 

#체험사례 

65세, 여.(통통하심)

손가락 가려움증. 

손가락이 가려워서 잠을 잘 못 주무십니다. 2년 정

도 되셨는데 약은 하루 2번 정도 복용. 병원 치료 

계속하고 계시는데도 잠을 못 정도로 가려워서 성

남의 나병환자 치료하는 병원에 가시겠다고 하셔

서 완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바닥도 가렵고 몸도 가렵습니다.

5월 2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20일분.

먹고 나서 일주일 동안 손가락이 가렵지 않아서 신

기해했는데 가렵지 않던 몸이 가렵고 울긋불긋 올

라왔다고 해서 그런 게 바로 설명해드린 명현 반응

이라고 말씀드리고 이해시킴.

5월 17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6월 10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너무 가려우면 안티OOO를 3일 드시지 말라고 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명현 반응으로 인한 가려움 증 때문에 오실 

때마다 언제 좋아지냐고 여러 번 투덜거리셔서 마

음이 좀 괴로웠지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인한 안티

OOO 써클OO에 한 믿음이 있었기에 끝까지 이

해시키고 설득시킴.

6월 28일

많이 좋아지셨고 울긋불긋하던 것들이 많이 사그

라짐. 밤에 너무 가렵다고 하셔서 

써클OO 22 안티OOO 11 당귀수산 11 추가.

7월 27일 

오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많이 좋아졌는

데 요새 더워서 찬 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인지

손이 다시 약간 가렵지만 밤에 가려운 것은 아니라

고 하심.

좋아져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피부약 이제는 주

지 말라고 해도 의사가 끝까지 약을 계속 복용하라

고 하셔서 괴롭다고 하심. 피부과 약하고 다른 질환 

약을 같이 처방한다고 하시네요.

의사분이 자기가 고친 줄 알고 자꾸 약을 복용하라

고 해서 난처하다고 하시네요.

이렇게까지 불평하고 믿지 못하는 환자를 처음에

는 포기하고 싶었으나 친구분이 안티OOO 써클OO

먹고 부작용 났다고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사실 

명현현상이었는데요-오기를 가지고 꼭 치료해서 

안티OOO 써클OO의 우수성을 환자와 친구분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이도 저도 아니고 저뿐만 아니라 안티

OOO 써클OO 욕할 테니까요.

피부병은 처음 한두 달을 어떻게 관리해 드리느냐

가 치유 성공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셔서 병원 의사보다 약사가 내 병을 낫게 

해줬다고 은근히 말씀해 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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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우리에겐 더 많은 사랑과 인내가 필요 합니다. 

참 잘하셨네요~♥(7월 27일 오후 12:01)

② 류형준 약사

중간에 포기하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됩니다.

이왕 시작했으면 끝까지 완주하도록 도와야 

서로가 인정하는 목표점에 도달합니다.

정OO 약사님의 자존감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7월 30일 오전 9:04)

① 박OO 약사

[고혈압 고지혈증약 복용 중]

고지혈약의 부작용에 <횡문근융해증>.

우린 다 알죠. 근육이 녹는 부작용인데 요통, 

슬통, 견통환자는 더 고생이죠.

80  여성이 수술 받으면 근육이 튼튼해질까요?

80  여성에게 칼을 면, 과반수는 인 /힘

줄/근육이 더 망가질 가성능이 높을 걸요?

이럴 때일수록 강OO 약사 선생님께서 제 로 

된 (노인약료)의 원칙을 지키고 계심을 봅니

 

2018년 7월 27일 오후 1:21 

강OO 약사 

#체험사례 

80 , 여자, 장00.

어깨관절에 연골이 하나도 없어 병원에선 수술을 

권하고 있지만, 양쪽 무릎 관절 수술 후 계속된 통

증으로 힘들어 하셔서 수술은 안하신다고 하심.

오른쪽 어깨부터 손가락까지 결리고, 아프고, 수저

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기운이 없고 통증 심함.

하지 부종도 심한 상태. 고혈압 고지혈증약 복용 중.

써클OO 111 한달, 써클OO 11 5개월 복용.

팔꿈치 이하 통증 없어짐.

하지부종 많이 호전. 가끔 저혈압 증상이 보여 혈압 

체크해보고 혈압약 조정하시자 함.

안티OOO 11 써클OO 11로 한달분. 

안티OOO의 필요성을 얘기했지만 경제적 이유로 

거절하시더니 드디어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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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사합니다.(7월 27일 오후 3:07)

② 류형준 약사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껴도 병원에 한번 입원하면 

몇 년 치 약값이 훌쩍 들어가는데 그건 안 보이

고 당장의 비용만 보입니다.

안티OOO까지 병용해서 무병장수의 길에 함

께 하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7월 30일 오전 8:59)

① 류형준 약사

중이염은 삼출물이 밖으로 나오는 상태이므

로 비교적 쉽게 차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중이염은 차도와 상관없이 꾸

준한 복용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7월 29일 오전 7:43)

2018년 7월 27일 오후 2:39 

이OO 약사 

#체험사례

79세 저희 어머니십니다. 

10여일 전 귀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십니다.

작년 1월에도 귀에서 물이 나오고 욱신욱신 쑤신다고 

하셔서 이비인후과 치료를 2번 정도 받으셨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러신 거 같습니다. 물 나오고 가렵고 

가끔씩 쑤시고. 

어머니는 아쿠아로빅을 해서 귀에 물이 들어가서 

그러나 하십니다.

안티OOO 써클OO 6개월 드신 후, 써클OO는 그리 

열심히 드시지 않는 상태십니다.

 

안티OOO 써클OO 1포씩 하루 2번 며칠 드시니, 귀

에서 물이 안 나오다 또 조금씩 나오다 안 나오다 

하신다며 이비인후과에 가보셨습니다.

의사가 심하지는 않지만 그럴 때 마다 병원에 빨리 

오셔서 치료 받으라고 하면서 주사 놔 주고 처방전 

줬답니다.

귀 상태를 확인했으니 처방약 신 안티OOO 써클

OO.

먹던 로 며칠 더 먹으니 물도 안 나오고, 가렵지

도 않고, 가끔씩 쑤시는 것도 없어졌다고 하십니

다.^^

2018년 7월 27일 오후 2:56 

박OO 약사

#체험사례 

044번째 [써클OO] 어깨 뭉침 / 부종

女, 40세쯤, 158/60정도? 어깨 뭉침 / 부종

보기에도 빵빵해 보이는 체격의 젊은 여성이다.

“진통제 하나 주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어깨가 뭉쳐서요.” 

그리고 눈두덩이 부은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부기도 빠지고 어깨 뭉침도 풀어지게 같

이 복용하세요.”

2018.07.10일경

써클OO 1포 + 진통제 2정 tid 2일분.

그리곤 까맣게 잊어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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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당연하지요.

림프순환장애가 심한데 며칠로 풀리는 증상

이 아니니 반복될 것입니다.

또한 오래된 증상은 바이러스이니 안티OOO

도 병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설명은 약사님 몫이고 선택은 환자 몫입니다.

감사합니다.(7월 28일 오전 7:52)

2018.07.26.

어제 또 등장. 똑같이 반복.

“진통제 하나 주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어깨가 뭉쳐서요.” 

그리고 눈두덩이 부은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부기도 빠지고 어깨 뭉침도 풀어지게 같

이 복용하세요.”

2018.07.26.

써클OO 2포 + 진통제 2정 tid 2일분.

“아, 2주 전엔 1포씩 먹고 좋아졌었어요.”

“아, 그러면 이번엔 2포씩 복용하세요. 효과도 많이 

나게요. 그리고 부종과 어개 뭉침이 반복하면, 아예 

60포를 연속 복용하세요. 재발도 안하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사먹고, 돈이 준비되면 올게요.”

※ 이 환자는 림프절 막힘으로 <부종과 근육 뭉침>

이 반복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 7월 27일 오후 6:46 

노OO 약사 

#체험사례 

1. 권용ㅇ, 52세, 여.

독한 감기와 고등학생 아들 픽업하느라 너무 피로

가 겹쳐 기진맥진하여 써클OO 222, 안티OOO 111 

일주일 드시고 체력회복. 사례 올림.

이번에는 중국 한의  아들 졸업식에 일주일간 다

녀오셔서 “그거 일주일분 더 주세요.” 하십니다.

중국에서 이리저리 바쁘게 활동하 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 이렇게 버틴 적이 없다고 칭찬일색

입니다.

고등학교 아들이 아토피와 간열이 있어 한약 먹고 

약간 좋아졌는데 완전치유를 원하셔서 써클OO 202, 

안티OOO 101 20일, 믿음과 함께 가져가시네요.

2. 김미ㅇ, 55세, 여.

4개월 전에 오른쪽 안출혈로 써클OO 222, 소시호

탕 4일 드시고 깨끗해지신 부동산 사장님.

4개월 만에 또 터져서 오셨네요.ᆢ 바이러스가 혈

관을 약화시켜 터지니 원인제거를 하자고 말씀드

렸지만 설득실패.

이번에도 역시 증상은 써클OO로 단시간에 없앴지

만 치유는 또 설득실패. 

4개월 뒤, 또 보겠죠?ㅠ

3. 50 , 남, 구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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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만성피로와 체력저하가 바이러스인지 증명하

는 체험사례가 올라와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

다.

만성피로와 체력저하의 원인이 바로 바이러

스입니다.

감사합니다.(7월 28일 오전 7:34)

② 최OO 약사

좋은 치험례 감사합니다.(7월 30일 오전 1:31)

① 유OO 약사

큰일 날 뻔했네요. 안티OOO 써클OO가 그 

분의 발가락을 살렸네요.(7월 27일 오후 8:00)

② 류형준 약사

인슐린을 맞는 당뇨환자라서 수개월씩 진행

된 발에 염증은 자칫 커다란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경우인데 큰일을 잘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환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들을 알지요.

안OO 약사님께 파랑새들이 가득 몰려오는 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7월 28일 오전 7:32)

③ 최OO 약사

좋은 치험례 감사합니다.(7월 30일 오전 1:35)

어디서 본 듯한 남자분이 오셔서 써클OO 안티OOO 

달라하시기에 “좀 어떠신가요?” 하고 물어보자 

구내염 때문에 와서 소포장 한통씩 먹고 말끔하게 

사라져서 고맙다면서, 들른 차에 주변에 구내염 달

고 사는 분이 계서서 한통씩 사러오셨답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다고 투덜투덜.

“ᆢ기회비용 생각하면 오히려 저렴한데요.”

림프순환 과 원인제거로 세포정상화 시키는 비용

으로 오히려 너무 저렴하다 하니 아무소리 못하고 

감사하며 가시네요.

2018년 7월 27일 오후 6:59 

안OO 약사 

#체험사례

이^자, 여, 59. 휴물린, 혈압약.

수개월 전, 엄지발가락 밑에 생긴 물집을 터뜨린 게 

화근이 되어 시간이 경과하면서 피고름도 나왔지만 

치료 않고 옥수수 밭에 가서 계속 무리하니 상태 악

화. 그제야 겁이 나서 의원 가서 치료 받고 옴.

처방약과 함께 드시라고 안티OOO 써클OO 11 /3일

분과 메디터치.

3일후 오셔서 많이 좋아졌다며 7일분 더 가져갑니다.

조직에 양이 부족하여 조직이 가난해지는 당뇨

의 특성상 다시는 말단 부위 염증 간과하면 안 된다

고 말씀 드리고, 염증이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드시라 당부. 

다음에 오시면 혈압, 당뇨 치유도 권해보렵니다.

2018년 7월 28일 오전 11:05 

최OO 약사 

#체험사례 

최재*(남, 29세).

7.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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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이번 사례로 사진의 중요성>

특히 차도가 나고 있는데도 안 낫는다고 우기

는 자, 사진 학인이 중요하지요.(7월 28일 오

후 12:23)

② 류형준 약사

피부질환이나 피부에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사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7월 29일 오전 8:12)

피부과 처방전을 가지고 오셨는데 확인해보니 7.9

일부터 계속 피부약을 드시고 계셔서 어디가 불편

하신지 여쭤보니 2주전 정도부터 갑자기 피부트러

블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팔과 다리로 번지면서 가

려움도 심하다 합니다.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안티

OOO과 써클OO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일단 2

일분 드시고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 또 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각각 111로 복용.

2일후 전화로 물어보니 별 차이를 못 느끼겠다면서 

처방 받으러 또 병원 갈 예정이니 그때 들르겠다하

고, 그 다음날 7.27일 내방하셨기에 환부를 확인하

고 찍어둔 사진과 비교해보니 환부가 훨씬 줄어든 

것이 확연히 눈에 띄어서 본인에게도 확인시키니 

그제서 인정하시네요.

좀 더 드시고 확실히 치료하자 했지만 먹기 불편하

다며 안 먹겠다고 함.

안타까웠지만 억지로 드시게 할 수는 없고, 본인이 

피부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면 다시 찾으리라 믿습

니다. 이번 사례로 사진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7.24일 사진

7.27일 사진

2018년 7월 28일 오후 12:01 

최OO 약사 

#체험사례 

30 , 여.

7월 25일 급체. 

7월 24일 저녁 먹고 나서부터 속이  불편하고 

답답하다면서 오전에 내방. 소화제 물약과 가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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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OO 약사

좋은 치험례 감사합니다.(7월 28일 오후 7:38)

② 류형준 약사

치유의 길에 한 설명은 약사님 몫,

선택은 환자 몫입니다.

감사합니다.(7월 29일 오전 8:11)

① 류형준 약사

두 번씩 먹고도 나은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종기가 손바닥만큼 커지고 발열까지 있었다

면 폐혈증으로 갈 염려도 있는 상태 는데 다

행입니다.

어제 중앙일보에 ‘새우꼬리에 손가락이 찔린 

주부가 이틀 만에 사망’이란 기사가 올라왔는

데 여름철 비브리오패혈증으로 단시간 내에 

사망한 것입니다.

패혈증으로 진행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안

티OOO 111도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안티OOO 333을 써야 할 경우

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7월 29일 오전 8:01)

앰플, 안티OOO, 써클OO 각 1봉씩 모두 2회분 드리

며 바로 드시고 4시간 후에 한 번 더 드시라고 함. 

찬 거 매운 거 먹지 말고, 따뜻한 물 자주 드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급하셨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1회분

을 드셨는데 조금 지나니 속이 뚫리는 느낌이 든다

며 급관심을 보이시네요. 알고 보니 비염이 있으셔

서 전에 책도 드리고 설명도 해드렸었는데 그땐 책

도 안 읽고 설명도 건성으로 들었나 봐요. 급체를 

계기로 다시 한번 설명도 드리고 책도 꼭 읽어보시

라 하니 신기하다며 꼭 그러겠다고 하시네요. 빠른 

효과를 보여준 안티OOO, 써클OO에게 고맙고, 만

성비염환자를 치유의 문턱으로 이끌어주니 견스

럽네요. 이제 그 문을 여는 건 환자의 몫이네요.

2018년 7월 28일 오후 12:43 

안OO 약사 

#체험사례

강^희, 남, 79. 혈압, 당뇨약.

십여 일 전에 좌측 서혜부 아래 퇴부에 생긴 작은 

뾰루지가 커져 손바닥 크기만큼 커지며 발열, 동통.

급기야 변기에 앉으면 부위가 닿으면서 아파와 자

연스레 쩍벌남이 되곤 함.

안티OOO 써클OO 111, 감잎분말 제제 7일분.

오늘 킬라 사러 오셨기에 여쭈니,

“아~ 깜빡했네요. 고맙단 전화 하려했는데, 하루 

두 번 먹었어요, 양이 많아서. 3일 먹고 해열, 5일부

터 부위가 작아지면서 다 먹고는 쾌차했어요. 당뇨 

있는데 미련 피운다고 마누라한테 잔소리 듣고 왔

는데 받아 온 약이 식품이라서 긴가민가하며 먹었

죠. 그런데 효과는 너무 놀랍고 신기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3번 드셨다면 더 빨리 나으셨을 텐데요.

마침, 안티OOO 써클OO 입문하려 기 중인 한 분

에게 보조 상담도 열심히 해주고 가시네요.

담부터 몸에 이상신호 나타나면 그 즉시 오시라 했

습니다.

요즘 처방전에는 점점 관심이 없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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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화상통증에도 써클OO가네요!(7월 28일 오후 

5:57)

② 류형준 약사

화상 후 바로 느껴지는 화닥거림을 즉석으로 

없앴군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약국에 불이 나서 소화기 두개로 간신히 껐는

데 불을 끄고 나니 불쪽을 향했던 손이 화끈거

리고 얼음물에 담가도 가라앉지 않고 손은 3

배로 붓고 해서 림프순환촉진제를 3배 용량으

로 먹었더니 화닥거리는 부위에 찬물이 섞이

는 느낌이 오더니 바로 가라앉고 다음날 물집

도 안 생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화상초기에는 림프순환촉진이 즉빵입니다.

감사합니다.(7월 29일 오전 7:52)

① 류형준 약사

써클OO 202와 안티OOO 020은 안티OOO의 

2018년 7월 28일 오후 5:28 

이OO 약사 

#체험사례 

63세, 박ㅇㅇ, 여성.

노점상 하는 분인데 가스 버너에 눈썹과 머리카락

이 탈정도로 올라온 불꽃에 오른손 화상을 심하게 

입어서 병원 갔다가 반창고 사러 와서 써클OO 세포

를 한번에 복용하게 했는데 반창고 고르는 사이 후

끈거리는 통증이 사라져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일

할 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써클OO 333으로 마무리하고, 내일은 안티

OOO 111 써클OO 111로 복용 시킬 예정입니다.

2018년 7월 28일 오후 5:40 

최OO 약사

#체험사례

1. 이명 - 써클OO 222 3일 정도 먹고 좋아진 분 

리필입니다.(4월 말부터 복용 시작)

5월 중순에 이명 완전 사라지고, 만성피로 손목통

증 아침 부종 등의 치유를 위해 써클OO 202 안티

OOO 020 (한번에 3포 먹기 버거워서).

7월 23일 발바닥 갈라진 게 없어졌어요!

(칼로 여러 줄 베인 것처럼 갈라져서 고통스러웠다

고 함).

아들27세-체력저하 식욕부진으로 안티OOO 써클

OO 101 101 꾸준히 복용 중.

살도 찌고 식욕도 좋아짐.

2. 22살 딸-수족냉증을 목표로 101 101 복용 중.(1

달)

이번 달 생리 중에 진통제 안 먹고 지나감.

알바 할 때 다리 붓고 아플 때는 써클OO 202

효과 굿!

3. 고2 아들-여드름 비염을 목표로 자기 전에 안티

OOO 써클OO 1포씩. 아침에는 바빠서~.

사춘기 여드름도 아주 좋아요.

일광 화상 입었을 때 스스로 써클OO 2포

챙겨 먹네요.

코 답답하다는 말도 쏘옥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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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복용

법입니다.

차라리 써클OO 121과 안티OOO 101로 바꾸

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안티OOO의 1일 1포 복용은 성인의 복용

량으로는 지나치게 낮은 용량입니다.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는 쓸 것이면 확실하

게, 아니면 안 쓰는 게 낫지 이렇게 용량미달로 

계속 먹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복용방법은 내성균이나 내성 바이러스

를 양산하는 실험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티OOO 1포는 바로 중지하거나 용량을 늘

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7월 29일 오전 7:48)

② 최O 약사

네, 감사합니다.(7월 29일 오전 7:59) ① 양OO 약사

충분히 이해됩니다.(7월 30일 오후 12:41)

② 류형준 약사

안티OOO와 써클OO을 증상개선을 위한 약이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항상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치유의 길에서 약사의 역할은 치료자가 아니

라 치유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입니다.

안티OOO와 써클OO는 치유의 길을 가는데 

보다 편하게 가도록 돕는 도구의 뿐입니다.

저는 사회와 같은 개념을 갖는 분들에게는 절

로 주지 않습니다. 

치유는 스스로 행하여 얻는 것이지 안티OOO

와 써클OO을 먹는다고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7월 30일 오후 1:19)

2018년 7월 30일 오후 12:29 

윤OO 약사 

#체험사례 

70  남자분.

안티OOO, 써클OO 한통, 써클OO 소포장.

28만원, 카드6개월 할부로 가져가시면서

“안 좋아지면 고발할거야.”

이런 분은 처음이라 뜨악하네요.

고발, 민원 이런 단어에 민감하잖아요.

저번에 다니던 병원으로 포진약 타러 가신다고, 약 

없으면 가져다 놓으라고 여기서 조제 하겠다고하

셔서 그런 경우는 생약 바이러스제가 있으니까 그

걸 드시면 더 좋겠다고 권했습니다.

안티OOO, 써클OO 소포장 한 통씩 드시고 오셔서

포진은 다 좋아졌는데 더 먹어야 되냐고 하셔서 

건강증진 목적으로 계속 복용하면 좋다고 말씀드

렸더니 소포장 한통씩 10일마다 가져가시는데, 그

때마다 “왜 이렇게 비싸.”하시네요.

이런 분은 계속 드셔도 부담되네요.

할머니 엉덩이 쪽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할머니도 

시작했는데요, 

우선 첫 일주일은 써클OO만 333으로 합니다.

치유에 한 확신을 너무 강조하면 부메랑이 될 수

도 있고, 약하게 얘기하면 복용의지가 없고.

안티OOO, 써클OO 들고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잠시 착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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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치유의 길의 최종 목표는 무병장수입니다.

그 중 백반증의 치유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

다.

감사합니다.(7월 30일 오후 3:17)

① 류형준 약사

치유의 길을 잘 인도하고 계십니다.

치유의 길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7월 30일 오후 3:18)

2018년 7월 30일 오후 1:05 

장OO 약사 

#체험사례

임상O님, 남, 45세, 168cm, 왜소함.

 

부인 겨드랑이 통증 때문에 써클OO 접했던 분입니

다. 

손백반증, 솔직히 권하기는 했으나 백반증은 워낙 

난치라 좀 긴장됩니다. 

5.21 써클OO 사갔으나 제 로 안 드심.

7.7 안티OOO 써클OO 101.

원래 술을 잘 못 먹는데, 이거 먹고 숙취가 없어졌

다 함.

7.27 안티OOO 써클OO 101.

“이거 먹으면 살도 찌나요?”

“찔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보약을 먹어도 살이 안 찌는데, 이거 

먹으니 살이 올라서 사람들이 보기 좋다고 하네요.

보약 먹는다 생각하고 먹으려고요”

안티OOO 써클OO가 살찌는 약도 됩니다. 하지만 

주치유목적은 백반증이라 갈 길이 멉니다. 

2018년 7월 30일 오후 1:22 

장OO 약사 

#체험사례 

성문O, 여, 55세, 164cm, 58kg. 식당일 하심.

좋다는 건기식, 양제 10종류 가까이 드시는 듯 

했습니다. 

11.25 오른쪽 윗잇몸 이물감 때문에 써클OO 101복

용 시작.

11.28 오른쪽 발꿈치 측면이 아픔. 

안티OOO 써클OO 101.

중간에 유방통, 허리통증, 감기, 여러 군데 아프면

서 약 증량해가며 복용. 이게 만병통치약이냐 이러

기도 하시고. 

4.26부터는 써클OO만 111복용

6.12에 오셔서는 몸이 날아갈듯 가볍다, 사람들이 

피부가 좋아졌다고 한다.

치질수술도 잘 회복되었다고 한다. 

오른쪽 발꿈치 가끔씩 아프답니다.

몸이 좋아지니 양제도 유산균, 크씨슬, 식이섬

유만 드시고요. 안티OOO 써클OO가 치유의 자리

를 마련한 덕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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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제 치유의 길에 동행자가 한분씩 늘어갑니

다.

그만큼 행복한 세상이 되어갑니다.

감사합니다.(7월 30일 오후 8:35)

① 이OO 약사

포기하지 않는 것, 그 또한 사랑입니다~.(7월 

30일 오후 4:31)

② 안OO 약사

1%의 희망을 건진 한국/독일전에서 한 수 배

웠습니다~.(7월 30일 오후 4:36)

③ 이OO 약사

안OO 약사 맞아요. 뭐든지 포기하지 않으

면~~(7월 30일 오후 4:40)

④ 류형준 약사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희망의 꽃이 피어납

니다.

감사합니다.(7월 30일 오후 8:40)

2018년 7월 30일 오후 4:16 

서OO 약사 

#체험사례 

여성, 47세, 노 O.

표증상: 

손가락 무릎관절 아픔.

주요증상: 

만성피로, 팔다리 살이 떨림.

투약: 6월20일 써클OO 1.1.

그 외 비타민D, 마그네슘, 피리독신, 부신피로증후

군 양제 드림.

7월24일, 손가락 무릎 통증 감소함.

아침에 일어나기가 가벼워짐.

기분이 좋아짐. 

2018년 7월 30일 오후 4:29 

안OO 약사 

#체험사례 

이^화, 41, 여. 6/27글.

안티OOO 써클OO 한 달 복용 후, 단 한 건도 호전 

변화 없어 제 속을 태웠던 분의 어머님이 오늘 다시 

오셨네요.

따님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하니,

두통, 현훈, 안구건조, 비염, 전신통, 피로, 불면, 

악몽, 장염, 소화부진, 생리통, 야간빈뇨 호전.

건강법 조금씩 지키며 한 달 보름 후부터 5시간의 

숙면을 취하게 되자 전반적인 증상들이 좋아졌다 

하네요. 그런데 어머님의 경제사정을 걱정하며 더 

먹기를 거부하네요. 어머님은 딸의 아프단 소리 줄

어들어 너무 좋다며 아예 두 달분 사가서 딸에게 

안겨 준답니다.

첫 한 달 먹고 아무 반응이 없다며 먹지 않으려 했을 

때 저도 포기했다면 오늘 같은 반전은 없었겠지요.

환자와 저, 둘 다 그 때 포기하지 않아 참 다행입니

다.

이번엔 이분의 어머님이 힘을 실어주시네요.

안티OOO 써클OO 정량, 스태비 두 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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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신장결석 후 통증, 어떤 통증에도 림프순환촉

진은 도움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7월 30일 오후 8:41)

① 류형준 약사

피로회복과 숙취개선에도 림프순환촉진이 효

과적입니다.

감사합니다.(7월 30일 오후 8:42)

2018년 7월 30일 오후 4:46 

서OO 약사 

#체험사례 

여성, 67세, 차경O.

7월 26일 신장결석 파쇄 후 통증이 있어서 진통제 

달라 하시기에 진통제와 써클OO 222 3일분 드림.

오늘 오셔서 전보다 훨씬 덜 아프다하시네요.

2018년 7월 30일 오후 5:05 

서OO 약사 

#체험사례 

여성, 56년생, 노 O.

7월 3일.

“동남아시아 여행 가는데 좋은 피로회복제주세

요.”

써클OO 20포짜리 1통 드리면서, 많이 피곤하면 2

포, 조금 피곤하면 1포 드시라고 함.

7월 26일 오셔서 예전 같으면 지쳐서 즐거움이 반

감되었을 텐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웠다고 

하심.

2018년 7월 30일 오후 5:38 

안OO 약사 

#체험사례 

김^호, 남, 79. 디아제팜, 보나링, 크라빅스.

4년 전의 뇌경색 후유증인 두통, 현훈으로 위의 약

을 수년째 먹어도 약국을 드나들 때 보이는 어설픈 

행동과 말씀이 무변하여 도움이 될 제품이 있다며 

상담 드리니 냉큼 달라 하셨네요. 

안티OOO 써클OO 정량 한달분.

우측 편두통과 얼굴 부위, 우측 어깨, 엉치 통증으

로 수시로 아내분이 부항 뜨던 게 확 줄어듦.

코골이 감소, 변성과 기침 횟수 감소.

햇볕에 나서면 두피가 따갑고 어지럼증이 심해지

던 증상이 덜함.

가격이 부담스럽지만 마누라가 옆에서 지켜보고 

분명히 언행이 좋아진 것 같다, 더 드시라 하여 무

리해서라도 가보겠다 하시네요.

무리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른 길을 찾아 가시는 겁

니다.

안티OOO 써클OO 정량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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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새로운 치유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덕분에 치유의 길은 넓어지고 단단해집니다. 

감사합니다.(7월 30일 오후 8:43)

① 류형준 약사

혈압 당뇨 골절까지, 치유의 길은 증상이나 

병명에 상관없이 정상화하는 과정입니다. 

감사합니다.(7월 31일 오후 4:38)

2018년 7월 31일 오전 11:14 

노OO 약사 

#체험사례 

이명ㅇ, 69세, 남. 혈압 당뇨약 복용.

4월 2일부터 안티OOO 써클OO 정량으로 시작해서 

매번 10일분씩 가져가시는데 6월 7일 혈압 150/xx 

에서 6월29일 140/80. 

혈당은 두 달에 한번 병원 가실 때 알려주신다고 

함. 어눌한 말씨도 아주 조금씩 좋아진다고 사례 

올림.

어제 오셔서 드디어 조절되지 않던 혈당이 200이

상에서 160으로 떨어졌고,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

왔다고 함.

10일 전에 오른팔을 삐끗해서 생긴 염좌와 실금으

로 깁스 하고 오셨는데 다 나았다고 오늘 풀고 오셨

네요.

오늘도 안티OOO 써클OO 10일분씩 가져가십니다.

2018년 7월 31일 오후 12:51 

안OO 약사 

#체험사례 

지업사 사장님, 62.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아내분 혈압약을 타러 

오셨네요.

아내분 약을 드린 후 “왜 평소와 다르게 얼굴이 

그러세요? 얼굴도 부었네요.” 여쭈니, 직원이 휴

가를 가서 혼자 도배, 장판 작업을 며칠간 했더니 

더위를 먹은 것 같다면서 실내에서만 했는데 워낙 

더워서 그랬나보다고 하신다.

“열독 빼주고 쌓인 피로 풀어드리겠으니 3일분만 

가져가 보세요.”

써클OO와 소시호탕 1일 2회로 해서 3일분 드렸지요.

최소 용량으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궁금하

여 위와 같이 드려봤죠.

이틀 후 부기와 열기가 쪽 빠진 얼굴로 다시 오셔서 

하루분 남았지만 비상용으로 더 달라며 3일분 가져

가시네요.

증상이 심할 때나 빨리 낫고 싶을 때에는 하루 세 

번 드세요~.

이분께 써클OO로 스콜과 같은 청량감을 선물해드

렸습니다.

써클OO 스콜, 어감도 비슷하고 이 폭염에서 하는 

일도 비슷하네요. 재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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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써클OO가 스콜로 시원한 빗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7월 31일 오후 4:41)

① 류형준 약사

심할때는 용량을 추가하고 증상이 개선되면 

용량을 줄입니다.

교과서적인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7월 31일 오후 4:45)
① 류형준 약사

더위를 덜 탄다고 하니 어쨌든 건강해지는 방

향으로 진전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7월 31일 오후 4:47)

2018년 7월 31일 오후 1:29 

강OO 약사 

#체험사례 

50 , 남자, 강00.

제약사 직원인데 한쪽 팔꿈치가 퉁퉁 부어 물어보

니 부딪혀서 탈골이 된 거 같다고 함. 

안티OOO 111 써클OO 222 일주일.

일주일 뒤에 왔는데 부기 통증 많이 좋아지고, 거의 

불편함 없다고 좋아하네요.

병원에서도 아주 잘 낫고 있다고 했 요.

안티OOO 111 써클OO 111 일주일 재구매.

2018년 7월 31일 오후 1:46 

이OO 약사 

#체험사례 

 

47세 미혼 남자분이십니다.

만성위염으로 윗 병원 위염약 처방 가끔씩 받아오

십니다. 올해 초에 오셨을 때 안티OOO 써클OO 한

번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한번 보자며 처방약만 조

제해 가셨고, 7월 초에 위염약 처방 받고 오셨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더니 안티OOO 써클OO 정량으

로 1달분 가져가셨습니다.

오늘 다시 병원에서 만성위염이므로 약을 더 먹으

라고 했다면서 처방전을 들고 오셨기에 안티OOO 

써클OO 먹으니 좀 어떠냐고 여쭤보니 위에 관한 

말은 없어지고 이 약을 먹으니 더위를 덜 타는 거 

같다, 그리고 이 약을 먹은 후로 밥 양이 줄어 서 

4kg이 빠졌다 하십니다.(몇 년 전에 위 병원에서 

다이어트약도 드셨습니다) 

밥맛이 없어졌다고 하시는데 전에 과하게 항진된 

식욕이 이제 정상으로 된 것이 아니냐고 물으니 

“그런가?” 하시는데 뭐가 맞는지 본인만 아시겠죠.

계속 복용하시기를 권해 드렸는데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안티OOO 써클OO가 필요하신 

분인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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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환자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게 바로 약사

의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7월 31일 오후 4:48)

① 김OO 약사

한달반, 역시 피부는 한달반이네요.(7월 31일 

오후 2:04)

② 유OO 약사

단하시네요. 요양병원 의사와 간호사를 설

득하여 드시게 하다니. 얼른 물약이 나와서 

이런 분들 드시기 펀했으면 좋겠네요.(7월 31

일 오후 3:15)

2018년 7월 31일 오후 1:50 

조OO 약사 

#체험사례 

백OO(58 여).

:고관절 이형성증인데 충돌로 비구순이 파열되어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아직은 보류하 고, 통증이 

계속 있어 작년 10월부터 주사와 진통제 1일 2회 

복용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진통제의 부작용도 염

려되니 림프순환제로 통증을 관리하여 보는 게 어

떠냐며 상담함.

뼈의 이상으로 인한 통증인데 통증이 잡히겠냐며

반신반의하며 써클OO 20포를 202로 먹고 와서

진통제 없이 괜찮다며 신기해하시며 다시 60포를 

가져가심.(담에는 안티OOO도...)

같은 병을 가지신 분들의 카페에 글을 올리셨더니 

문의가 많았다며 밝은 웃음을 짓는데 제 얼굴도 덩

달아 활짝입니다.

2018년 7월 31일 오후 2:02 

조OO 약사 

#체험사례 

김OO(80세, 여).

작년 겨울에 뇌출혈로 쓰러져 뇌수술 2번 받은 후 

좌뇌 손상으로 의식이 온전치 않으시고 코로 유동

식 식사하시는데 머리 ,귀, 얼굴에 붉은 발진과 가

려움으로 머리를 흔들어 며 괴로워하셔서(병원

에서 먹는 약과 연고를 계속 써도 차도가 별반 없었

음) 요양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을 설득하여 림프

순환 촉진제로 노폐물을 배출하면 호전반응이 있

을지라도 좋아지실 거라고 이해를 구하고, 써클OO 

101로 두 달이 되어 가는데 지금은 많이 깨끗해지셨

습니다.

그 과정에 써클OO가 물에 녹지 않아서 콧줄이 막히

기도 했고 피부의 분비물이 많아지고 가려움도 더 

심해져서 고생이 많았으나 한 달 반이 지나면서부

터 차츰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써클OO는 쓰는 만큼 정직하게 효과로 보답을 주는 

것 같아 참 고마운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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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류형준 약사

물약은 이제 처방 확정되고, 안티OOO는 기타

가공식품으로 써클OO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사항이 변경되어 출시될 예정입니다. 

최 한 빨리 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7월 31일 오후 4:52)

① 류형준 약사

귀를 뚫은 것 이외에 다른 증상이 있었는지 

확인한 증상이 있나요?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기 차트에 적어야 나중

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7월 31일 오후 4:57)

① 류형준 약사

A는 안티OOO, C는 써클OO인가요?

치유의 길에서 좋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끝까지 완주하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7월 31일 오후 5:00)

② 이OO 약사

남편분 호보법은 어디에서 하시나요. 계단 아

님 거실?(7월 31일 오후 5:27)

③ 김OO 약사

이OO 약사 거실에서요.^^(8월 16일 오후 

4:17)

2018년 7월 31일 오후 3:19 

김OO 약사 

#체험사례

이름: 미상 / 나이: 50초 / 성별: 여

귀를 뚫었는데 곪을까봐 약을 달라 해서,

진통제와 안티OOO 111 이틀분 권유.

며칠 후 정말 신기하게 통증도 없고 깨끗하게 아물

었다고 해서 세포정상화에 해서 말씀드리고 복

용을 권유. 

일단 소포장으로 복용하기로 함.

2018년 7월 31일 오후 4:34 

김OO 약사 

#체험사례

남, 53세, 남편.

현재 3달 보름 복용 중. A 111 C 111

1. 비문증(날파리가 작아지고, 수가 적어짐)호전

2. 시력이 좋아짐.

3. 머리카락이 힘이 있고, 숱이 많아짐.(호보법으로 

상승효과)

4. 귀밑머리 흰머리가 절반으로 줄어듦.(호보법으

로 상승효과)

5. 무좀으로 쑥색발톱(네 번째 발톱)이 혈색이 도는 

피부색으로 변화 중.

이상, 서방님의 중간 보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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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차근차근 치유의 길로 안내하시는 모습이 아

름답습니다. 

치유의 길이 건강의 길이고 행복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7월 31일 오후 5:19)

2018년 7월 31일 오후 5:10

이OO 약사 

#체험사례 

김재0, 여, 40 초.

앉아있는 직업이라 오후 되면 다리가 퉁퉁 붓는다

며 써클OO 5포씩 서너 번 사 가더니, 써클OO에 

급관심 보이며 “꾸준히 먹어 볼래요” 하신 분.

7.2 써클OO 20포 101

7.11 효과 좋다고 만족해함.

7.21 부은 다리 눌러보면 한참 뒤 올라오는데

눌러도 붓기 없으니 기쁘다.

안티OOO랑 병용하면 안티OOO가 숨어있는 바이

러스 박멸하고 써클OO가 세포환경을 좋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세포가 제기능을 하도록 하게 되면 

더 큰 즐거움 경험할거라고 설명하고 오늘부턴 안

티OOO 101 병용.

7.31 복용한지 한 달 남짓.

짧은 시간인데 젊은 분이라 그런지 기쁜 소식 가지

고 오셨네요.

생리 안 한지 석 달 되었는데 지난번 안티OOO 복용 

후 생리를 했으며, 평소 양도 작고 생리통도 심한편

인데 이번엔 생리통도 없고 생리양이 많아 낮에도 

오버나이트용을 사용하 다 한다.

막힌 게 뻥 뚫린 느낌이란다.

써클OO 복용시에도 컨디션 좋아지는 것 느꼈는데 

안티OOO랑 함께 복용하니 더 좋다고 한다.

허벅지에 지 이가 그림 그리고 다닌 것처럼 푸르

고 보랏빛이었던 모양이 다 사라지고 없다.(정맥류 

시작이었나 하며)

자신의 형편상 좀 버겁지만 너무 좋은 제품이긴 하

다면서 감탄사를 연발하며 다시 10일분을 손에 챙

기네요.

2018년 7월 31일 오후 5:53 

정OO 약사 

#체험사례 

근육경련. 37세남 유동? 과체중.

한번 근육경련이 일어나면 3~4일 동안 지속되어

무척 고통스럽다고 함.

계단 오를 때는 통증이 극심함.

7월 24일 어머니가 증상 설명 후 구임해 가심.

써클OO 333 3일분.

7월 31일 오늘 환자 본인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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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놔두면 중풍인데> ㅎㅎㅎ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십니다. 사실 맞구요.(7

월 31일 오후 6:35)

② 류형준 약사

그런데 써클OO는 이후로 추가되겠지요.

이제라도 정OO 약사를 만나서 희망의 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8월 1일 오전 8:02)

③ 정OO 약사

류형준 약사 명심하겠습니다.

안티OOO 추가!(8월 1일 오전 10:49)

① 류형준 약사

91세에도 이렇게 좋아집니다.

만약 치유 시작을 60세에 했다면, 그리고 꾸준

히 한다면 100세까지 무병장수가 가능하지 않

을까요?

단순하게 증상 몇 가지가 개선되는 정도가 아

니라 여러분의 가족, 일가친척, 친구, 그리고 

믿고 따르는 환자들 모두를 100세까지 무병장

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치유의 길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8월 1일 오전 8:10)

경련이 일시적으로 왔다가 금방 사라졌다고 합니

다. 효과 있다고 하네요.

써클OO 33 10일분 구입해 가심.

증상 좋아지면 써클OO 22 복용 예정입니다.

식사 후 바로 잠을 자는 습관 때문에 온몸에 담습이 

정체되어 있었는데 써클OO도 청소해주니 근육이 

편안할 수밖에요.

놔두면 중풍인데 잘 설명해서 잘 복용하도록 하겠

습니다.

2018년 7월 31일 오후 7:44 

서OO 약사 

#체험사례 

여성, 91세, 김종O. 장모님이십니다.

표증상: 

수전증(식사하실 때도 손을 덜덜덜 떪)

주요증상: 

고혈압

투약: 

써클OO 1.1 안티OOO 1.1

이외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 만성피로 증후군 

양제도 드림.

경과반응:

6개월째 드시는데, 손 떠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음.

요즈음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십니다.

오늘 아침 하시는 말씀, 

“늙은이가 이렇게 호강해도 되나?” 하시네요.

2018년 7월 31일 오후 7:54 

서OO 약사 

#체험사례 

여성, 39세(80년생), 이상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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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지금의 용량으로 3개월은 복용하고 나서 용량

조절을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8월 1일 오전 8:11)

① 류형준 약사

중풍으로 앉으신 분은 이미 병이 많이 깊은 

분입니다.

지금이라도 용량을 늘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환자분부터는 초기용량을 늘

려서 시작해 보세요.

개선속도도 빨라지지만 한계범위도 늘어납니다.

감사합니다.(8월 1일 오전 8:15)

② 서OO 약사

예, 감사드립니다.(8월 1일 오전 10:59)

표증상: 

우울증, 상열하냉이 심함.

주요증상:

혈액자반증, 가려움, 붓고 관절 아픔, 다리 아픔.

투약: 

6월12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6월26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경과반응:

피로감이 줄었다.

잠이 잘 온다.

얼굴 붓는 증세가 줄어들었다.

2018년 7월 31일 오후 8:02 

서OO 약사 

#체험사례 

남성, 77세(42년생), 김무O.

표증상: 

중풍후유증으로 보행이 불편해서 오래전부터 저희

약국에서 한약 드시던 분이십니다.

주요증상 :

만성피로, 소화가 잘 안 된다. 잠이 깊이 안 온다.

투약: 

5월 29일 써클OO 1.1 안티OOO 1.1

6월27일 써클OO 1.1 안티OOO 1.1

7월27일 써클OO 1.1 안티OOO 1.1

이외 칼슘, 마그네슘, 유산균, 오메가3, 비타민D 드

림.

경과반응:

잠이 잘 온다.

걷는 게 편해진다.

2018년 7월 31일 오후 8:56 

고OO 약사 

#체험사례 

65년생, 여자, 고**, 165/65.

고혈압, 당뇨, 통풍, 허리 협착, 디스크, 하지정맥.

새벽 3시에 종아리가 터져 나갈듯이 아픔.

허리 협착이 심해 6개월 간격으로 두 번 시술 받음.

걸을 때 다리를 끌고 걸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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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제 생각입니다.

길게 가는 것도 좋고, 끝까지 가는 것도 좋습니

다. 하지만 초기에 어느 정도 병의 원인이 되는 

환경을 크게 무너뜨리고 가야 개선속도도 빠

르고 끝까지 갔을 때 회복되는 정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통풍, 허리 협착, 하지정맥류까

지 이렇게 많은 증상이 있고 게다가 모두 고질

적인 증상이고 심한 증상입니다.

이 정도의 환자분에게 안티OOO 101과 써클

OO 101은 코끼리 비스킷 정도입니다.

증상이 줄고 컨디션이 좋아져도 단단히 뭉친 

병소를 박살내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안티OOO 111과 써클

OO 222로 1개월 이후 안티OOO와 써클OO 

111로 3개월 이후 증상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

세요.

감사합니다.(8월 1일 오전 8:22)

① 류형준 약사

1년 이상 아팠던 혀끝이 불과 며칠 만에 좋아

졌다니 신기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어진 것이지 원인까지 깨끗

이 난 것이 아니기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프

게 될 것입니다.

그때 상세히 설명하고 치유의 길로 인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8월 1일 오후 1:51)

12월 써클OO 101로 시작. 

별 명현 없어서 안티OOO 101 같이 복용함.

지금까지 정량 유지하고 있음.

새벽 3시 통증이 거의 사라짐.

통풍이 한 번도 재발 안했지만, 겁이 나서 패브릭을 

아직 먹고 있다네요.

걸음걸이가 많이 가벼워짐.

살 빠졌단 소릴 많이 들음.

혈압과 당뇨는 많이 좋은데 담당의가 줄여주질 않

는다고 하네요.

워낙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 길게 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1일 오전 10:29 

김OO 약사 

#체험사례 

85세, 함평 사는 할머니. 혀 끝 통증.

오른쪽 눈꺼풀이 반쯤 내려와 있다. 1년 정도 되었

는데, 병원에서는 신경이 죽었다고 한다.

상포진 이후에 발생. 현재, 귀도 먹었다.

혀는 아무 상처가 없고, 혀 가운데 주름이 있다. 혀

끝이 아프다고 하셔서 안티OOO 써클OO 1.2로 하

루분 드렸다.

그 다음날 조금 낫다고, 시골 가신다고 더 먹어 보

고 싶다고 해서 안티OOO 소포장 1통 써클OO 소포

장 2통 드리고, 치유의 길 설명하고, 뭔가 다른 부위

도 반응이 오기를 보자고 했다.

따님이 입금해 주고, 택배로 2번 더 보내드림.

더 이상 소식이 없더니 엊그제 오셔서 혀 다 낫게 

해주어 고맙다고 하심.

 

더 이상 못 드시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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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초기 명현증상으로 잠만 오고, 붓고, 두통이 

오는 경우에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개선됩니다.

감사합니다.(8월 1일 오후 1:53)

2018년 8월 1일 오전 11:30 

유OO 약사 

#체험사례 

전에 여기에도 썼는데, 써클OO와 안티OOO 드시고 

잠만 자고 두통이 너무 심하다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계속 드시니 붓지 않고 컨디션 좋다고 오늘 

완포장, 1통씩 재구매 했어요.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1일 오후 4:52 

박OO 약사

#체험사례 

045번째 [써클OO] 

BNS, 55세, 165/50(매우허약) // 왼손 새끼손가락 

삠, 멍들고 통증.

2018.07.13. 

소경활혈+당귀수산+작약감초=3일 + 이부프로펜

정 + 외용제

2018.07.16. 

소경활혈+당귀수산+작약감초=3일

(밴드 알기 전엔, 웬만한 건 과립으로 처리하던 방

식.)

보통사람은 금방 차도가 나는데, 여전하고 차도가 

없다.

손가락 멍 여전하고, 右 발목 복숭씨에 부종이 새로 

생긴다.

-그제야 ‘아이쿠 써클OO을 두고, 예전 방법으로 

했었구나!!’

-2018.07.27 써클OO 111 2일분 + 당귀수산6포

→ 손가락 멍, 복숭씨 부종 둘 다 현저히 개선.

-2018.07.29 상동 2일분

→ 손가락 멍과 복숭씨 부종은 눈으로는 정상상태, 

그러나 본인이 2일 더 복용 희망.

-2018.08.01 상동 2일분

※ 과거에 효과 본 사례에서, 사고전환이 빨리 안 

된 케이스입니다.



 제3장 체험사례 001333

① 이OO 약사

박쌤은 무기가 많아서 ~^^.

저는 모든 무기는 철수상태라서 멍, 삠에는 

바로 222 또는 333입니다.ㅎㅎ(8월 1일 오후 

5:13)

② 박OO 약사

이OO 약사 

모든 무기를 철수하신 이OO 약사 쌤이 부럽

습니다.

저는 철수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위의 환자는 경제력이 없어 다른 무기는 뽀오

나스로 드리기도 합니다.(8월 1일 오후 10:39)

③ 류형준 약사

저도 소경활탕이나 당귀수산은 이미 써클OO

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8월 2일 오전 1:01)

① 류형준 약사

급성질환에 빨리 낫기 원할 때는 333요법은 

좋은 복용법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2일 오후 7:36)

2018년 8월 2일 오전 11:45 

최OO 약사 

#체험사례

토요일 젊은 남자분이 오셔서 아내분 다래끼 약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행가야 하는데, 다래끼가 너무 심해서 수술

해야할 것 같다고, 본래 다래끼 걸리면 잘 안 낫고 

째야할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안티OOO 3 써클OO 3 으로 하루 세 번 이틀분 드리

며 이렇게 드시면 빨리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군말 없이 달라고 하십니다. 빨리 나아야 한다고.

다음날 카톡 보냈는데, 괜찮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2018년 8월 2일 오후 4:02 

배OO 약사 

#체험사례

45세 여성.

어깨부터 등까지 이어지는 통증으로 온갖 검사를 

해도 원인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써클OO 222와 안티OOO 111 거기에 미네랄과 간장

약을 드렸더니, 10일 뒤 없던 변비가 생겼다 하시고 

또 그전보다 더 아프고 트림이 많이 나오며 소변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호소하셔서 용량을 안티OOO 

111과 써클OO 111로 써클OO 용량을 줄여서 복용하

시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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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런 경우는 명현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써클OO의 용량을 줄이기보다는 유지하거나 

늘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 어깨통증이 준 것인지,

아니면 변비, 트림, 소변양 증가가 좋아진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8월 3일 오전 5:35)

① 류형준 약사

역시 안OO 약사님입니다.

환자와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83세의 어르신이 눈 주위 증상이 좋아지면 다

른 부위는 어떨까요?

무병장수의 길을 끝까지 안내하시길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8월 3일 오전 5:37)

14일 후 많이 좋아지셨다고 다시 재주문하셨습니

다.^^ 

2018년 8월 2일 오후 4:24 

안OO 약사 

#체험사례 

이^화, 83. 7/2글.

안티OOO 써클OO 1122, 1121, 1121, 1121 복용으로 

눈 밑 저림, 안검하수는 거의 호전되었으나

안검경련은 똑같다고 하셔서 나름 실망.

그래서 안티OOO 11 써클OO 22로 증량, 칼슘마그

네슘제제 한달분 드리고 보내드렸죠.

가신 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불가라 전화.

첫 달부터 넉 달째인 지난달까지의 변화를 기록물

과 조하여 확인해보니, 안검경련이 석 달 반 만에 

진정의 신호를 보냈네요.

횟수나 지속시간이 줄었습니다. 저는 증상의 경감

을 여쭌 건데, 어르신은 완전치유 여부를 묻는 줄 

알고 떨리는 증상이 아직 남아 있으니 똑같다고 

답하셨답니다.

잠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껏 고민하던 것이 해결됐습니다.

2018년 8월 3일 오전 11:33 

조OO 약사 

#체험사례 

 

타박, 멍. 본인. 

써클OO, 안티OOO 복용 중.

약국 정리 중 모서리에 꽈당!

극심한 통증. 이마에 스크래치.ㅎ

붓고 통증, 출혈, 약간 부풀어 올라와 밴드 붙이고, 

써클OO2포 먹고, 오후에 아는 성형외과 가봄. ㅠ

꿰맬 정도는 다행히 아니라고.

붓기도 가라앉고 2일 지나는데 타박, 멍은 거의 없

네요.

병원처치 후 밴드 붙이고 있으니 인사 많이 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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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타박. 멍, 약간의 상처, 그리고 약사 본인,

그러면 가격에 상관없으니 효과만 최 로 합

니다.

당연히 안티OOO 1과 써클OO 3으로 없어질 

때까지 복용합니다.

2일 후가 아니라 당일에도 풀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8월 3일 오후 2:37)

① 류형준 약사

이제 강OO 약사님은 당뇨전문약사가 되었습

니다.

축하드립니다.

당뇨 역시 치유의 길에서는 스스로 치유되는 

병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7일 오전 8:52)

2018년 8월 3일 오후 1:45 

강OO 약사 

#체험사례 

60 , 여자, 이00.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발이 저리고 쥐가 난다는 분.

안티OOO 써클OO 설명 드리고 치유 프로그램 시

작하자 해도 몇 달째 뜸들이시더니 워낙 쥐가 자주 

나니까 일단 써클OO 111 한 달.

(222쓰고 싶었으나 당뇨 수치에 예민하셔서리)

오늘 오셔서 써클OO가 식품인데 복용 후 쥐가 안 

났다고, 신기하다고 하셔서 다시 안티OOO 써클

OO 치유작용 설명드림.

당뇨 치유를 위해서도 반드시 안티OOO 같이 드셔

야 한다고 말씀드림.

써클OO 11 한 달분, 안티OOO는 다음 달부터~.

남편분 어깨 통증과 부정맥도 치유 프로그램으로 

해결해 보자고 설명드림.

2018년 8월 3일 오후 1:59 

강OO 약사 

#체험사례 

시력 회복에 안티OOO 써클OO가 효과 좋아요.

친정어머니, 백내장 거의 없어지고 안구건조증 호

전, 시력도 좋아지셨어요.

작은딸과 약국 실장님, 시력 호전으로 안경 다시 

맞췄구요.(0.3정도 올라감 둘 다)

남동생 안구건조증 호전(하루 5~6번 넣던 안약 한

번 정도로 좋아짐).

오늘 저도 안경원에 가서 시력 검사 했는데, 보통 

2년에 한번 검사할 때마다 노안이 3단계 정도 안 

좋아져서 늘 새안경을 맞추곤 했는데 근래 책도 많

이 보고 휴 폰도 많이 봐서 걱정을 했는데 전혀 

나빠지지 않아 안경 다시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안티OOO 써클OO 6개월 후 써클OO 6개월째 복용 

중이예요



001336  A BOOK OF EXPERIENCES

① 송광륜 (주)예스킨

저도 지난달 건강검진에서 늘 0.8~9 정도이던 

나안시력이 좌1.2 우1.5로 나왔습니다. 확실

히 효과가 있는 듯합니다.(8월 3일 오후 2:01)

② 류형준 약사

이 정도의 시력개선효과라면 매우 뛰어난 효

과입니다.

이제부터는 노안예방과 노안개선용으로 또 

시력개선용으로 안티OOO와 써클OO을 활용

해도 될 것입니다.

한민국에 안경을 쓰고 있는 모든 분에게 안

티OOO와 써클OO로 안경을 벗게 합시다.

감사합니다.(8월 7일 오전 8:53)

① 이OO 약사

구취에도 짱!(8월 3일 오후 3:30)

② 류형준 약사

구취, 속 쓰림, 역류성 식도염, 만성소화불량 

등의 소화기증상에도 안티OOO와 써클OO는 

빠른 치유효과를 나타내게 돕습니다.

감사합니다.(8월 7일 오전 8:58)2018년 8월 3일 오후 2:30 

안OO 약사 

#체험사례

오O기, 남, 74.

위장약 일 년째 복용 중이나 여전히 속이 아프고 

구취가 심하다 하여,

안티OOO 11, 가스쿨 11 한 달.

안티OOO 써클OO 정량 한 달.

첫 달에는 무반응.

둘째 달 드시고, 

“이 약 때문인가? 속이 편하네요.”

“속이 편하니 구취도 덜 하시죠?”

“네.”

“그럼 은단도 그만 드세요.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먹었던 똑같은 처방약이 13개월 만에 효과가 갑자

기 나타난 건지, 제가 드린 제품으로 효과가 나타난 

건지, 궁금하시면 다음 달엔 제가 드린 안티OOO 

써클OO만 드신 후 판단을 내려보시죠.”

그리 해보겠답니다.

다음 달이 오기는 올까요?

안티OOO 써클OO 정량 한 달.

2018년 8월 3일 오후 2:53 

김OO 약사 

#체험사례

남, 만63세, 당뇨약복용.

발가락골절로 외과약 복용.

당뇨로 인하여 뼈가 잘 붙지 않는다 해서 써클OO 

소개.

6/28 C20 111 복용.

7/4 발등 피멍이 심해서 놀라 병원 내원.

7/10 병원에서 사진 촬 하니 이제 진액이 나온다

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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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C20은 써클OO 20포라는 이야기인가요?

림프순환촉진은 뼈를 붙이는 접착제와 같은 

기능을 도와줍니다.

감사합니다.(8월 7일 오전 9:00)

① 류형준 약사

견통이 20일 만에 좋아지다니 신기합니다.

재발방지용으로 준비하기까지 하니 어떤 마

음인지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8월 7일 오후 12:38)

소포장 재구매.

2018년 8월 3일 오후 3:52 

박OO 약사

#체험사례 

046번째 [써클OO] 

女, 50세쯤, 155/50 // 좌견통 심함.

처음 보는 여성이 좌견통이 심하다면서 임시 효과 

나는 약이라도 달라고 한다. 

견통이 심하면, 임시보다는 제 로 치유되는 방법

을 써야한다고 권유함.

신약 진통제는 별로 원하지 않으니, 더더욱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함.

2018.07월 중순 

써클OO 60포(2포 tid) + 쾌담환 30포(1포 tid)

2018.08.03 오늘 재등장. 견통이 없어지다.

미국 가는 길에 써클OO 60포 + 쾌담환 15포(재발

방지용으로 준비하다).

1년간 체류예정이라 더 가져가면 좋겠지만 짐 때문

에 여렵다고 함. 만일 필요시에 연락하면, 미국에 

택배로 부쳐주기로 함.

2018년 8월 4일 오전 10:01 

안OO 약사 

#체험사례 

김^희, 여, 61.

남편과 불화로 오래된 불면과 익상편으로 안티

OOO 써클OO 4개월.

복용 1개월부터 수면 5시간으로 늘고 꿈 소실.

익상편의 크기는 아직 변화 없지만 붉은 기는 덜함.

이 후 변화는 얼굴의 번열로 술 먹었냐는 소리 자주 

듣고 말다툼 종종 있었는데 이젠 없음. 

화장이 잘 받는다 함.

갈변한 발톱 제 색을 찾음.

습관적으로 맞던 링거 안 맞음.

구내염 호전. 

익상편은 일진일퇴.

안티OOO 써클OO 정량, 항산화 + 오메가 제제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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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제 익상편도 요즘 몸이 힘들어선지 후퇴하는 

듯해요. 건선처럼 일보전진 일보후퇴를 반복

하려는지~~(8월 4일 오전 10:51)

② 류형준 약사

불면, 익상편, 안면번열감, 손톱갈변, 만성피

로, 구내염 등으로 여러 군데 증상이 있으면 

안티OOO 써클OO 101로는 조금 부족한듯합

니다.

초기 1-2달은 tid로 하면서 증상이 확실히 개

선된 것을 확인하고 용량을 조절하면 더욱 좋

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8월 7일 오후 12:41)

① 류형준 약사

퇴행성관절염은 오래된 증상이나 이미 바이

러스감염증이라고 결론내린 증상입니다.

세균감염이 있는데 아직 다 세균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항생제를 안 먹으면 다시 염증

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8월 7일 오후 1:06)

2018년 8월 6일 오전 11:19 

손OO 약사 

#체험사례 

여, 73세, 본인.

7월11일 안티OOO가 떨어지고 미처 구입을 못해 써

클OO만 2포씩 아침저녁 복용했더니 손가락마디가 

붓고 아픈 것(퇴행성 관절염)이 치료가 된 줄 알았

더니 다시 붓고 아파서 안티OOO 복용 다시 시작.

10일쯤 복용 후 부기 가라앉고 염증진행도 멈췄음.

약복용 효과일까?

올 여름 유난히 더운 탓일까?

원래 찬 것 못 먹고 에어컨도 못 쐬는데, 땀이 많아

지고 더워서 금기사항을 못 참고 시원한 음료에 각

탕법은 해보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에어컨만 틀어

도 해마다 여름이면 반복되던 배앓이(장염, 기침도 

안하고 여름을 잘 넘기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7일 오전 8:30 

안OO 약사 

#체험사례 

김^성, 남, 55.

아내분이 남편의 통풍을 걱정하기에 안티OOO 써

클OO 드시기를 권하여 정량으로 10일분 드림.

20일 후 아내분이 방문. 

왜 이제 오셨냐고 하니 통풍약과 같이 먹으면 독할

까봐 하루 한번 들게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복용했음에도 통증 감소하고 피로도 덜하

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졌답니다. 전혀 독하지 

않으니 이번엔 필히 용법 잘 지키게 하라며 다시 

10일분.

사실 아내분은 이전에 성인여드름으로 안티OOO 

써클OO 복용하다가 넘김 곤란으로 반품, 아들에겐 

여드름으로 권했다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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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한분이 치유가 되면 그 주위 분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그렇게 치유의 길은 넓어집니다.

감사합니다.(8월 7일 오후 1:14)

① 류형준 약사

얼마 되지 않은 난청이라 빠른 개선속도를 보

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8월 10일 오후 8:21)

이 가족에게 삼세번 권하여 남편분은 치유를 시작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치유의 첫걸음을 산뜻하게 

뗀 걸로 보아 다른 가족들도 안티OOO 써클OO을 

재해석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8월 7일 오후 4:37 

양OO 약사 

#체험사례

54세 직장인 남자. 

빼빼하고 혈액 진액이 부족한 사람. 여름 더위에 

며칠 잠 못 자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은 뒤 갑자기 

난청이 생김. 

병원에서 돌발성난청이라고 소론도 하루 8정씩 처

방받고 고민하는 중에, 

써클OO 222 안티OOO 111 

이렇게 복용 시작함. 

3회 복용 후부터 편한 느낌. 

3일 후에는 정상으로 돌아와 용량을 11로 줄임. 

5일째 병원 가서 검진하니 문제없이 좋아졌다고 하

면서 동일하게 약 처방(약을 먹은 줄 알고 있으므

로) 받음(약은 처음부터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당분간 11로 꾸준히 복용키로 함. 

2018년 8월 7일 오후 7:02 

이OO 약사 

#체험사례

조00, 62세, 남, 초등학교 동창.

반가운 동무라 항상 웃고 들어오지만, 오늘은 유난

히 더 웃음 지으며 찾아와서 ‘뭐 좋은 일 있구나!’ 

싶었습니다.

2.12일 복용시작.

안티OOO 111 써클OO 222로 2개월 정도 복용.

4월, 그 후 횟수만 3회에서 2회로 줄여서 복용.

6월 초, 혈압약 중단함(보고함).

지금까지 매일 체크하는데 지극히 정상이고 컨디

션 좋다. 편안해한다.

8월 7일 방문.

심한 코골이라 온 가족이 힘들어했는데 코골이에

서 해방되고, 수면무호흡증에서도 해방되었노라 

기뻐합니다. 7월 중순부터 친구보다 가족들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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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OO 약사

(8월 7일 오후 7:11)

② 류형준 약사

이제 치유의 길은 단순히 증상을 개선하는 것

을 넘어 무병장수의 백세건강으로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8월 10일 오후 8:19)

좋아한답니다.

기도를 좁게 만든 원인이 해결된 거겠지요.

비정상세포가 정상화되면서 말입니다.

혈압약 10년 경력에 당뇨약까지 2017년 10월 추가

하기 시작하고 약간은 지치고 활력이 없어 보이기

도 했던 친구인데, 감사하게도 2018년 2월에 안티

OOO 써클OO을 만나 그날부터 몸 상태가 노화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는 듯, 나이와

는 거꾸로 갑니다.

당화혈색소도 정상수치6.1, 공복혈당도 90~100.

조금씩 먹고 있던 약들을 하나 둘 내려놓을 준비를 

합니다.

친구가 말하네요.

“어~ 이러다 약 하나도 안 먹게 되면 친구 얼굴 

볼 핑계거리 사라지는데~ 그럼 안 되는데!”

한참 깔깔거리며 행복하게 웃다가 갑니다.

친구로 인해 온가족 안티OOO 써클OO 가족입니다.

온가족 안티OOO 101, 써클OO 202 복용 중.

2018년 8월 7일 오후 7:24 

강OO 약사

#체험사례 

50 , 남자, 오00.

용접일을 하는 분인데 작년 가을부터 스트레스 많

이 받은 후로 눈 주위 , 양쪽 볼, 코 부분이 빨개지고 

얼굴에 농이 있는 성인형 여드름이 많이 생겼다고 함.

안티OOO 111 토라타민 22 미네랄 제제 한달분.

코 주변 빼고 성인형 여드름 없어짐.

홍조 부위도 옅어지고 부위도 축소됨.

보는 사람마다 얼굴 좋아졌다고 해서 기분이 좋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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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OO 약사

선생님, 토라타민은 무슨 성분인가요?(8월 8

일 오후 3:17)

② 박OO 약사

크시슬과 비타민B군입니다.(8월 8일 오후 

5:57)

③ 류형준 약사

성인용 여드름이 바이러스감염증이라는 것이 

밝혀진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10일 오후 8:17)

① 정OO 약사

어메이징한 일입니다!(8월 9일 오전 2:51)

② 최OO 약사

와!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셨을까

요!! 맘이 짠해지네요.(8월 9일 오후 12:00)

③ 류형준 약사

저와 강약사님이 함께 돌보는 환자입니다.

매달 좋아지는 게 느껴지니 보호자와 강약사

님, 그리고 저도 많이 행복하게 하는 사례입니

시답니다.

오늘 동일 용량으로 한 달분 재구매.

2018년 8월 8일 오후 1:31 

강OO 약사 

#체험사례 

24세, 여자, 방00.

지체장애 2급으로 처방약을 먹으면 증세가 더 악화

되어 저희 약국에서 한약으로 조금 호전되었으나 

아래 증세는 호전이 안 되어 유형준 약사님께 부탁

드려 머리카락 검사 후 처방받아 치유 시작함. 표

적인 증세로는

1. 폭력성이 심하다.

2. 집중력이 없고 하고자 하는 일이 맘 로 안 되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

3. 약속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킨다.

4. 고집이 세다.

5. 유연성이 없다.

6. 이해심 없고, 인내심 수치심도 없다.

7. 돈 계산 안 되고, 가스불도 못 켠다.

8. 귀 한쪽이 잘 안 들린다.

9. 2살 때 심장 수술.

10. 늘 감기에 잘 걸리고, 장염도 잦다.

11. 틱현상이 심하다.(성기를 만짐)

12. 깊은 잠을 못 이룬다.

13. 침을 많이 흘린다.(병원 처방약 먹고 생겼음)

한 달 복용 후

1. 틱 현상 없어짐.

2. 침 거의 안 흘림.

3. 잠은 잘 자나 조금 일찍 일어남.

4. 폭력성이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

두 달 복용 후

1. 감기 장염이 덜 오는 듯.

2. 이성에 관심을 보임(과거 같은 학교에 다녔던 

남학생을 보고 싶어 해서 엄마와 동행해 다녀옴. 

다른 사람들이 이성 친구 있는 것을 부러워함. 처음 

있는 일이래요.)

뭔가 변화가 보인다고 어머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뿐인 딸이라 늘 애달파 하셨는데 희망이 보이

는 것 같다고 기뻐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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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사합니다.(8월 10일 오후 8:15)

① 류형준 약사

치핵은 빠르게 개선되는 사례가 계속 올라옵

니다.

간혹 치출혈과 함께 좋아지고 합니다.

감사합니다.(8월 10일 오후 8:10)

2018년 8월 8일 오후 2:37 

이OO 약사 

#체험사례 

 

50  후반 여성분. 

원래 스트레스가 많은데 유별나신 친정어머니를 2

년 전부터 모시게 되었고, 또 최근에 어머니가 편찮

으셔서 병간호까지 하다 보니 더 스트레스가 심하

신 모양입니다.

7월에 오셔서 딴딴한 치핵 두개가 항문 밖으로 빠

져 나와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을 만큼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써클OO 20포 1통과 나

프록센 10정 1통 드리면서 써클OO 2포 나프록센 

1정씩 1일 3회 드시라 하고, 찬 거 절  먹지 말고 

가루 매운 것도 먹지 말라고 하 습니다. 

오늘 약국에 오셨기에 그때 아픈 거 어떻게 됐냐고 

여쭤보니 서너 번 먹으니 그렇게 딴딴하던 치핵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통증도 점점 줄어들다가 괜찮

아졌다고 하십니다.

저희 약국에 오기 전에 근처 약국에서 소염제 사서 

먹었는데 그땐 먹으나 마나 마찬가지 다고.

2018년 8월 8일 오후 7:03 

박OO 약사 

#체험사례 

강 O, 63세, 여.

위염, 과민성 장증후군 약 스멕타를 거의 7년 가

까이 끊지 못하고 드신 분.

체중 40Kg 될까 싶지 않은 아주 깡마른 체구에 미

간주름 피는 날 없었던 분. 

조제약만 드릴뿐 건드리고(?) 싶지 않아 무심한 척 

지냈는데, 1년 전 이분이 울음보를 터뜨렸다. 너무 

아파서 살기 싫다고. 사방 군데 쑤시고 밥도 맛있게 

못 먹고 기운 없어서 살 수가 없다고. 

그때부터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드리게 

되고, 많이 좋아짐을 본인도 느끼던 중 자녀들이 

이쪽저쪽에서 손자를 돌봐 달라 했다.

“아니 그 체구에 웬 아이들을! 일 나시겠어요. 안돼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분은 왼편 상박, 늑골 

부위, 종아리에 상포진을 싣고 왔다.

이틀 정도 항바이러스제 복용하고 불안해하기에 

써클OO 2 안티OOO 1로 2회 드시라고 했다.

아이들에게도 옮으니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서 다 

보내라 했다. 2일 복용 후, 조용히 그 약 더 달라고 

해서 드렸더니, 남편에게 통으로 보내달라고 전화 

왔다.

앞으로 6개월ㅡ1년 정도 열심히 드시면 사모님의 

만병 OK일 거라고, 본인도 그럴 것 같다고.

상포진도 좋아졌지만, 이상하리만큼 안색이 예

뻐졌는데 미처 말씀 못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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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 정도면 한사람의 인생을 구한 것입니다.

치유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도와서 건강한 

행복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알게해주세요. 

감사합니다.(8월 10일 오후 8:03)

① 정OO 약사

어르신들은 안 해도 되는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 정도로 건강하시다니 축하드립니다.(8월 

9일 오전 2:44)

② 김OO 약사

네, 감사합니다.(8월 9일 오후 9:55)

③ 류형준 약사

지금부터 시작했으니 백세건강의 꿈을 현실

이 될 때까지 진행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8월 10일 오후 8:00)

써클OO가 날 기쁘게 한다.

이분 말고도 근육통, 부종, 타박에 써클OO 막 줬는

데 리턴이 안 된다. 

다 좋아져 버린 걸까? 

세시간만에 약효를 경험했던바, 그렇다고 생각된다.

2018년 8월 8일 오후 9:56 

김OO 약사

#체험사례 

83세 여자, 친정어머니.

안티OOO와 써클OO 기본으로 드신지 7개월째.

이것 먹고 올여름 무더위에 피곤한줄 모르고 밥맛

도 좋고 잘 지내신다고 한다. 

여담으로, 노인이 너무 잘 챙겨먹자니 며느리가 어

떻게 생각할지 좀 그렇다고.

드시고 건강하셔서 살림살이 도와주는데 그것이 

자식 위하는 거라고.

효과를 보시니 외삼촌께도 소개를 하시네요.

2018년 8월 8일 오후 10:52 

안OO 약사 

#체험사례 

이^우.

깔따구에 눈두덩을 물려 눈이 감긴 채 오셨네요.

얼마 전에도 같은 부위를 같은 벌레에 물려 오신 

분께 써클OO 222를 드렸으나 무효한 경험이 있어

서 주사 맞고 오시라고 하려다가 안티OOO 써클OO 

각111로 이틀분 드려봤지요.

이틀 후 눈이 떠진 채로 오셔서, 하루분 먹고 진정

되어 술, 고기 먹었고 하루분 또 먹으니 정상으로 

돌아왔다네요.

급작스런 피부염으로 처방전 가져 오시는 분께는 

안티OOO 써클OO의 병용을 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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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OO 약사

어르신들은 사진을 참 잘 찍어주시는군

요~^^(8월 8일 오후 11:20)

② 정OO 약사

그렇군요. 안티OOO도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선생님!(8월 9일 오전 2:42)

③ 류형준 약사

벌레 물린 데 참 빠릅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10일 오후 7:58)

① 박OO 약사

[운전자(아내)가 창문 올려서 목젖 위가 눌려 

붓고 통증]

ㅎㅎㅎ(8월 9일 오후 1:01)

 

2018년 8월 9일 오후 12:02 

정OO 약사

#체험사례 

1. 61년생, 손ㅇㅇ, 약사 남편.

올 1월 여행 후 코 밑 헤르페스 발생. 

팜시클로버와 안티OOO 101 써클OO 101(이틀 후 

202).

(이OO 약사님이 저 복용해보라고 주셨는데 헤르페

스 생긴 남편에게 양보.)

5일 복용 후 완쾌.

바다낚시 후 테니스엘보. 

4/9 안티OOO 101 써클OO 101(통증 심할 때 202)

한달 복용 후 완치.

계속 복용 할 것을 권했으나 중단.

화 보러 가서 주차 후 조수석에서 창 밖에 목 내

고 있다가 운전자(아내)가 창문 올려서 목젖 위가 

눌려 붓고 통증.

어찌나 미안하던지요.

(목 내 고 있는 것 몰랐답니다.)

침 삼키면 통증 심하다 함.

8/4 집에 오자마자 써클OO 3포 복용. 

8/5 통증이 조금 줄었음.

써클OO 303(세 번은 절  안 먹으려 하네요)

8/7 통증이 많이 줄었음

써클OO 202 복용 후 통증 소실.

온 가족 다 복용 중이지만, 증상 있을 때만 복용하

네요.

2. 68년생, 오ㅇㅇ, 직장인.

스쿼시 후 테니스엘보, 피로감

7/24 써클OO 202. 

8/8 어제 오셔서 2포씩 먹었더니 기운이 넘치는듯

하고 엘보도 열흘 만에 다 나아서 써클OO 101로 

복용 중이라네요. 

침 치료와 병행해서인지 효과가 빠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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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류형준 약사

안티OOO와 써클OO가 가장 건강지킴이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10일 오후 7:57)

① 안OO 약사

세포주변 청정화로 인해 세포기능 정상화가 

일궈낸 결과네. 사이다 같은 .

축하~(8월 9일 오후 2:20)

② 박OO 약사

Adeno virus가 수년간 목에 있었군요.

잠복하는 virus로는 Herpes virus(신경절잠

복), 다음으로 Adeno virus가 인후부에 평생

을 잠복할 수도 있답니다.

2월부터 6개월간, 아주 잘 하셨습니다. 짝짝

짝~~(8월 9일 오후 3:20)

③ 이OO 약사

2018년 8월 9일 오후 2:01 

이OO 약사 

# 체험사례 

배ㅇㅇ, 남, 55세.

환자분이 작성한 글입니다

제가 써클OO을 먹기 시작한 것은 목 때문이었습니다.

2월에 약사님 권유로 먹게 됐는데, 평소 화를 조금

만 내도 목에 염증이 생기고 자연적으로 가라앉는 

데에는 몇 주 걸려야하고 하루 중 말을 조금 많이 

한 날이 있으면 몇 주 목소리가 갈라져있고 맑지 

못하고 목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이 약을 처음 먹은 날, 공교롭게도 다른 사람과 말

싸움을 하게 됐는데 말싸움 했으니 ‘에고, 다음날 

아프겠구나!’ 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목이 

쉬어있지 않고 힘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이상하다 웬일이지 하는 생각을 하며 지금까

지 6개월 정도 하루 한포씩 두 번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의심하는 성격도 있는데 이글을 쓰게 

된 이유는 15년전 편도선 수술해서인지 늘 목에 칼

이 베인 느낌이 있어 조금만 화내거나 말을 하면 

목의 칼자국이 느껴지는 곳에서부터 염증 같은 게 

시작합니다.

병원 가서 편도선 수술한 부분 상처에 이상함이 없

는지 몇 번을 물어봐도 별로 겉보기엔 아무 이상 

없다고 하 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복용 6개월쯤 되니까 목에 칼자국

이 느껴졌던 부분의 살이 재생된 듯 칼자국 느낌이 

안 들고, 상처가 여물거나 재생되는 느낌을 확실시 

받게 되어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속살의 

상처가 아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른 환우님께 저의 정보를 전하고자 올립

니다. 

기타 다른 곳에 건강한 느낌도 주고 있지만,

저에겐 분명하게 목의 건강을 주고 있습니다.

추신 

환자분이 체험소감을 써와 글을 올립니다. 

지난달 방문. 

목 가래가 심하고 불편해서 이비인후과를 방문 했

으나 종병에서 검사를 받아보라 권장. 

종병에서 CT등 검사를 받았으나 이상이 없었다고 함.

그런데 가래 배출이 많은 후 상기와 같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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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이군요~(8월 9일 오후 5:54)

④ 류형준 약사

바이러스에 해서는 박OO 약사님의 정보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8월 10일 오후 7:49)

⑤ 류형준 약사

15년된 증상을 치유의 길로 안내했으니 환자

분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또 이태희 약사님도 마찬가지이겠지요.

감사합니다.(8월 10일 오후 7:51)

① 박OO 약사

만성화된 질환은 무조건 안티OOO를 줘야 할 

것 같아요.

당뇨환자에게 드려보는 게 소원인데.(8월 9일 

오후 6:20)

② 류형준 약사

지금 써클OO만 복용하는 것은 증상개선과 명

현반응을 줄이기 위해 써클OO로 전처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10일 오전 7:27)

③ 류형준 약사

늘 믿고 보는 강약사님의 체험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10일 오전 7:29)

④ 박OO 약사

전처치는 당연한 거구요, 반드시 병용해 줘야 

될 것이라는.(8월 13일 오후 12:34)2018년 8월 9일 오후 4:59 

강OO 약사 

#체험사례 

50 , 여자, 서00.

아픈 아들로 인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예민하신 

성격으로 계속 일을 하다 보니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힘이 들어 온몸이 안 아프신 데가 없다고 하십니다.

약은 먹어 본 적 없고 도수치료 기공 치료 등 많이 

받았으나 별로 효과가 없다 하셔서 써클OO 22로 

60포 드림.

20일 만에 오셔서 온몸 근육통 완화. 피로 좋아지

고 숙면 취한다고 하십니다. 같은 용량으로 60포 

재구매.

오래된 근육통은 바이러스 의심되므로 다음 달엔 

안티OOO 병용 권유 드렸어요.

2018년 8월 9일 오후 6:10 

안OO 약사 

#체험사례 

김^환, 남, 87, 관절약.

속 쓰림과 가스 팽만으로 겔^스를 하루 4포씩 장복

하던 분입니다.

이마저도 소용없자 다른 약을 달라 하시기에,

안티OOO 써클OO 11/5일분.

속 쓰림은 덜한데 많은 물로 넘겨서 그런지 복부팽

만 심해짐. 환제의 양을 줄여보고자 안티OOO 11, 

유산균제 5일. 여전히 팽만.

안티OOO 11, 반하사심탕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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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오래되고 잘 낫지 않는 위장증상도 역시 바이

러스감염증입니다.

안티OOO로 제어가 되니 증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8월 10일 오전 7:21)

오늘 전화가 왔네요.

이제야 속 쓰림, 팽만감 없다. 자신에게 딱 맞는 처

방을 찾았다며 기뻐하십니다.

겔^스 이전에도 병원을 옮겨가며 위장약을 먹었건

만 홀로 지내는 처지라 가루 위주의 음식과 냉수

를 주로 드셔서 그런지 차도가 없어 자가 처방으로 

지내왔네요.

식사여건은 조정하기 어렵지만 위장 내 바이러스

를 살멸하여 위장 내 환경을 조정하니 위장약의 바

이블로 불리던 겔제제가 무용지물이 돼버렸네요.

잘 드시게 되면 써클OO을 다시 드리려 합니다.

2018년 8월 9일 오후 7:54 

이OO 약사

#체험사례 

20  후반, 여, 친구딸.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비만 외 많음.

아빠가 안티OOO 써클OO 먹으면서 딸에게도 권해

서 3월부터 안티OOO 써클OO 각 한포씩 하루2번 

(101) 복용 중인 딸.

친구도 코골이 좋아져서 며칠 전 사례 올렸는데요.

딸은 좋아지는 중!!

친구딸도 같은 케이스인데 이 친구는 역시 젊은이

라 어플 이용해서 체크를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궁금해 했더니 카톡으로 문자랑 그래프랑 보내왔

어요.

초등학교 동창 문자로

“00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어플로 측정한 코골이 

상태입니다. 3월부터 안티OOO 1 : 써클OO 1로 복

용한 결과입니다. 7월 일시적으로 코골이가 심해진 

것은 안티OOO가 떨어져서 안 먹었다고 합니다.”

“어플 이름이 뭐예요?”

“Sleep cycle입니다. 내가 봐도 그래프로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00가 안티OOO 안 먹으니

까 이상하다고 안티OOO 사주라 하더라고요.”

그래프를 보면 4월에 그래프가 많이 올라간 게 신

기하네요. 명현반응일 수도 있겠고.

지금은 본인도 전보다 훨씬 숙면을 취한 느낌을 받

는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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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를 안 먹으니, 코골이도 바이러스와 

관계되었다는 증거입니다.

3개월 이상 진행된 부분의 증상은 바이러스

라고 했는데 코골이 역시 이에 속합니다.

코골이를 측정해서 그래프로 알려주는 어플

이 있다고 하니 참 신기합니다.

코골이를 주요 티켓으로 해서 어플과 함께 활

용하면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8월 10일 오전 7:18)

② 김OO 약사

이거 어플 네임이 어찌 되는지요? 환자에게 

써클OO/안티OOO 주면서 꼭 하라고 해야겠

네요.(8월 10일 오전 10:01)

③ 이OO 약사

Sleep cycle입니다.(8월 10일 오전 10:14)

④ 최OO 약사

정말 유용한 어플이네요.(8월 10일 오전 

11:55)

① 류형준 약사

세포환경이 정상화되면 그렇게 증상도 없어

지면서 체력도 좋아질 것입니다.

치유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100세까지 무병장수의 길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10일 오전 7:14)

안티OOO 써클OO 처음 복용 시에, 

“뭐~ 율무네?!”

라고 그러더랍니다.

‘별 거 없네~’ 소리 겠지요.

지금은 광팬 수준이지만~~ㅎ.

재미있는 어플입니다.

2018년 8월 9일 오후 10:19 

김OO 약사 

#체험사례 

60세 여자, 본인.

써클OO와 안티OOO 복용 7개월.

피곤하면 콧속이 헐고 딱지가 앉아서 코끝이 갈라

지기도 했는데 완전히 치유된 듯 콧속이 깨끗해졌

어요.

피곤하면 얼굴에도 포진이 한두 개씩 올라오던 것

이 그것마저도 올라오지 않아요. 

좀 더 기 하는 것은 눈코 주위가 오래전부터 알레

르기로 가려운 것이 치유되고, 눈 밑 한관이 사라지

길 기 해봅니다.

2018년 8월 9일 오후 10:38 

김OO 약사

#체험사례 

30  남자.

복부와 옆구리가 땀띠가 아주 심해서 두드러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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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심한 땀띠도 4일만에 풀리다니 신기합니다.

세포환경정상화가 얼마나 확실하고 신속한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8월 10일 오전 6:50)

① 류형준 약사

심장 두근거림은 매우 중요한 증상입니다.

심장은 생명과 직접 즉시 관계가 있는 장기이

기 때문에 심장에 나타나는 증상은 매우 중요

한 증상입니다.

그것이 10일 만에 없어졌다니 정말 축하드립

니다. 

그것이 용량의 중요성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용량을 그 로 유지하시고 더 많

은 증상이 확실히 치유되면 용량을 줄여도 됩

니다.

감사합니다.(8월 10일 오전 6:46)

② 김OO 약사

감사합니다.(8월 10일 오전 9:10)

럼 보 다.

써클OO 2포씩 1일3회 2일분 가져감.

며칠 후 다시 옴. 

바빠서 다른 약국에서 약을 사먹었더니 더 심해졌다

고 다시 써클OO 2포씩 1일 3회 2일분으로 좋아짐.

2018년 8월 9일 오후 11:03 

김OO 약사

#체험사례 

32세, 여자, 본인 며느리.

써클OO와 안티OOO 기본으로 복용 6개월.

그동안 변비가 치유되고, 몸이 많이 편해지고, 유산

후유증으로 자궁동맥파열로 시술 후 생리 양이 아

주 적어졌는데 원래 로 회복되었다.

그러던 중 7월 갑상선기능 항진증으로 땀이 온 몸

에 너무 많이 나고 다리 무거움증이랑 한 번씩 심장

이 압박되는 것처럼 숨쉬기가 조금 버겁다고 해서

류선생님께 상담.

안티OOO1 써클OO 2를 1일 3회 복용.

10일 지나니 심장 두근거리는 증상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치유되는 그날까지 계속 복용!

2018년 8월 10일 오전 10:22 

심OO 약사 

#체험사례 

여성, 28세, 키 168cm, 몸무게 48kg.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

제 조카입니다.

사회초년생을 벗어났지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뿐 아니라, 질염과 냉으로 인

한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반복되는 질염으로 산부인과 진료도 자주 받았지

만 낫지를 않고 냉이 너무 많이 나와서 바지를 입고 

다니기가 매우 불편해서 패션의 제한으로 힘들어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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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OO 약사

가격 비싸다며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비싸다면서도 가지고 가서 효과를 보면 더 이

상 가격에 해서는 뭐라 안하시더라고요.(8

월 10일 오후 1:25)

② 류형준 약사

결국 약국에서 찾는 것은 효과입니다.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효과 비 가격, 즉 가성비가 좋은 것이 좋은 

제품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10일 오후 5:53)

안티OOO 써클OO 22, 유산균 22.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냉이 전혀 안 나온다고, 본인이 완전 놀래서

기쁜 목소리로 좋은 소식을 전달해주네요.

그리고 가려움증도 모르겠다고.

반복적인 고질병적인 냉과 질염에도 효과적인 

안티OOO 써클OO. 

신기할 따름입니다!^^

2018년 8월 10일 오후 12:11 

이OO 약사 

#체험사례 

박00, 54년생, 여.

며칠 전 질부위에 속으로 깊은 뾰루지도 생기고, 

겉에 염증도 생겨 산부인과를 가야할지 외과 쪽을 

가야할지 난감해하며 물어 보시기에, 그냥 약으로

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안티OOO랑 써클OO을 추천

해드렸더니, 가격이 부담된다며 망설이셨다.

급한 로 안티OOO만 먼저 드시도록 했다.

1포씩 3회복용.

10포 챙겨 가셨다. 가격에 엄청 부담스러워하면

서.^^

생각의 전환

오늘 오셔서 그날 가격이 부담되어서 10포만 가져

갔는데, 신통하게 속도 편하면서 다 가라앉았다고 

하시네요.

집에 가서 챙겨 받은 리플릿을 차분히 읽어보니 림

프순환에 좋은 것이 지금 자신에게 너무 필요한 거

라며 1통 달라고 하십니다.

돈 없지만 건강해야 일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투

자하는 거라고 하십니다.

써클OO 먼저 3개월 정도 복용 후 병용해서 6개월 

이후 써클OO는 쭈욱~^^.

하셔야 됨을 설명 드렸더니, 이렇게 효과 빠른 약은 

처음 본다며, 그게 또 식품이라니 놀랍고도 안심된

다고 하네요.

2만원도 부담스러워 하셨던 분이 빠르고 편하게 염

증이 가라앉는 걸 경험하고 가격 시비 없이 건강에 

투자한다며 오신 걸 보고,

효과 빠른 안티OOO! 

사람의 생각까지 바꾸게 하는구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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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매우 훌륭한 체험사례 입니다.(8월 10일 오후 

3:34)

② 류형준 약사

사실 비문증은 안티OOO 써클OO로도 증상개

선에 시간이 걸리는 증상입니다.

그렇게 빨리 좋아졌다고 하니 신기합니다.

감사합니다.(8월 10일 오후 5:50)

2018년 8월 10일 오후 12:16 

최OO 약사 

#체험사례 

구윤*(여, 29세, 164cm, 47kg).

환자의 엄마가 딸이 비문증이라며 상담을 해왔다. 

사실 비문증이 뭔지 잘 몰라서 급히 검색을 해보니 

충분히 써클OO 안티OOO로 치유 가능할 것이라 

예상하고 원리를 설명해드리니 빌베리 추출물 눈 

양제와 써클OO 소포장을 가져가심. 202로 드시

라고 했는데 며칠 후 딸과 함께 방문하셔서 딸에게 

직접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신다.

그래서 안티OOO 써클OO의 원리도 설명해드리고 

책자도 드리고 각탕법, 호보법도 자세히 설명. 

알고 보니 저처럼 추위도 엄청 타고 갑상선기능저

하증도 있는 분!

그래서 안티OOO 써클OO 111씩 드시게 함.

소포장으로 구매해 가심.

일주일 정도 지나서 어머님만 웃으면서 오셨어요.

알고 보니 비문증 시초가 올봄에 남편이 잘못 쳐서 

딸의 눈을 다쳤고 그 뒤부터 눈이 너무 불편해졌고 

병원에선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고 시간이 지나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러던 중 여행을 갔는데 눈이 불편하니 딸이 속상

해하며 다시는 여행가지 않겠다는 얘기까지 했다

고 하네요. 딸이 약국에 다녀간 뒤에 자기암시도 

하면서 눈이 회복되고 좋아지는 상상을 매일 하면

서 열심히 약을 먹고 있고 이제 여행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좋아져서 눈앞에 뭐가 날아

다니는 것, 번쩍거림이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생활실천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이제 약사님

께 신뢰가 생겼어요!”라고 하시네요.

우울했던 따님을 희망찬 모습으로 변하게 해준 사실

이 참 기쁘고 고마웠습니다. 물론 류선생님께도요.

계속 열심히 드시게 하라고 말씀 드렸어요.

각각 111씩 복용.

2018년 8월 10일 오후 1:01 

최OO 약사 

#체험사례

같은 증상의 두 명의 환자. 

2일 전쯤 비슷한 증상의 두 분이 시간차이를 두고 

다녀가셨어요. 둘 다 장염증상으로 배도 아프고 계

속 설사.

첫 번째 환자는 30  건장남.

2번째는 77세 할머니.

두분 다 안티OOO 1포씩에 지사제 캡슐2알씩 5번 

드시게 했는데 할머니는 오늘 오셔서 배아픈 거랑 

설사가 싹 가라앉아서 고마왔다고 얘기해주셨고 

첫 번째 남자분은 어제 처방전을 가지고 오셨네요. 

그거 먹고도 전혀 차도가 없어서 병원 다녀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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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급성 증상일 때는 용량의 조절이 중요한 키역

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8월 10일 오후 5:45)

① 박OO 약사

좋은 선배!!(8월 10일 오후 3:25)

② 류형준 약사

후배 약사가 안면신경마비로 인해 치유의 길

에 입문하 습니다.

박성 약사님이 후배 약사의 평생 약사의 길을 

보람 있고 행복한 길로 이동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8월 10일 오후 5:41)

면서요. 항생제가 들어간 장염처방이었어요.

생각해 보건데 30  건장남은 증상이 할머니보다 

조금 더 심했고, 체격이나 증상에서 그 용량으로는 

부족했던 것이라 생각되며 좋은 비교사례가 되었

답니다.

2018년 8월 10일 오후 1:39 

박OO 약사 

#체험사례 

최00, 32세, 남. 후배 약사.

바이러스성 안면신경 마비 : 약사로 사회진출 4~5

개월 햇병아리 약사. 

부모님 회갑, 차운전 시작 등등 심신 스트레스가 

심했었나보다.

발병 후 다행히 건물 위층 신경외과 신속 진료. 다

량의 스테로이드 복용. 얼굴 모습이 돌아오고 난 

후, 스테로이드 과량이 남긴 터질 듯 땡탱하고 빤지

르한 얼굴만 봤음.

젊은 청년이고 혹여 재발할까봐 작은 친분이지만 

써클OO와 안티OOO 각 한통씩 선물(?)했다. 천기

누설 책도 공부하라 주고 용법, 명현현상, 운동법도 

간단 메모해 주었다. 본인은 열심히 복용하는 게 

의무사항이라고.

한 달 후인 어제 공부모임에서 만났다.

약은 보름 스케줄로 복용했을 것이고 열심히 먹었

다고 했다. 풍선 같았던 얼굴이 제 모습이 되었다. 

그렇게 바로 돌아오나? 스테로이드 먹을 땐 하얗고 

반질거려 좋더니 이젠 예전 여드름 얼굴로 되돌아

온 게 서운하다고? 그래, 이젠 근무 약국에서 직접

구해서 6개월 이상 복용해야할 시점이야. 스테로이

드 후유증은 치료되었고,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된 

여드름은 바이러스가 원인이라는 거 공부했지?

잠이 많아지고 변 양도 많아지고 명현현상도 나

름 겪어 보았던데. 

이 친구가 열심히 복용하고, 결혼 전이므로 무엇보

다 중요한 재발방지 관리, 여드름 치료에 성공하길 

바란다. 예쁜 여친도 생기길.

이젠 본인과 약국장님 몫. 

난 지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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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심근경색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갈 수 있는 

저승으로 티켓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관상동맥에 바이러스성 혈관염이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이러스가 깨끗이 없어지면 생명줄이 단단

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완주하도록 해서 한 생명을 구하실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8월 10일 오후 5:38)

① 류형준 약사

벌에 쏘인 데에도 림프순환촉진이 효과를 나

타냅니다.

벌독을 림프순환으로 빨리 제거하니 가능한 

것이겠지요.

감사합니다.(8월 10일 오후 5:33)

2018년 8월 10일 오후 2:50 

최OO 약사

#체험사례 

60  후반, 남.

심근경색 전립선비 증 처방약 복용 중.

6월. 

고환에 혹이 만져져서 광주 기독병원 진료.

혹의 종류는 알 수 없으나 항생제 소염진통제

7일분 처방(암일까봐 걱정을 많이 하심).

똑같은 처방으로 또 7일분.

; 갑자기 생긴 거니까 염증에 무게를 두고

림프순환과 항생제로 안 듣는 염증은 바이러스가

원인이니 안티OOO 써클OO 써보자고 권유.

6월 말 

안티OOO 써클OO 111 111 20포씩.

7월 초 조금 줄어든 것 같다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의심 반 믿음 반, 약값이 비싸다고 하시면서 

40포씩.

7월 19일 거의 안 잡힌다고 하심.

8월10일 심근경색약 처방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동안 전립선비  수술 받으셔서 입원하셨는데 고

환 혹은 없어져서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셨답니다.

세포 치유의 길로 곧 입문 예정입니다.

입원 중이실 때 환자분 1분 소개해 주심.

2018년 8월 10일 오후 2:50 

최OO 약사

#체험사례 

50  여. 

8월 초 벌에 물려서 며칠이 지났는데도 가려움과 

붓기, 발적이 안 가라앉아서 써클OO 222 하루분, 

벌레 물렸을 때 겔 드림.

8월 10일 아침.

또 벌에 쏘 는데 “먹는 약 주세요!”

전에는 비싸다고 하시더니, 오늘은 “얼른 주세

요!” 하시네요.

그 날 써클OO 먹고 싹 다 좋아지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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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부부가 함께 치유의 길에 입문하 습니다.

백세건강에 도달할 때까지 완주하도록 도와

주세요.

그것이 약사의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10일 오후 5:31)

② 송광륜 (주)예스킨

 

(8월 10일 오후 8:06)

③ 강OO 약사

예~ 감사합니다.(8월 11일 오전 7:16)

2018년 8월 10일 오후 2:51 

최OO 약사

#체험사례 

50  후반, 남.

허리가 뻐근하고 아프다고 방문.

써클OO 222 이부프로펜 400mg 111 드리면서 통증

과 림프순환에 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고 꼭 재방

문 요청.

그 다음 날, 신기하게 진통제만 먹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편안함이 느껴지심.

써클OO 20포 202.

3일 후, 사모님도 허리가 아파서 같이 먹었더니

너무 좋으시다고.

써클OO 20포. 세포치유 하시자고 안티OOO 설명.

8월2일, 처음 써클OO 먹을 때 임플란트 했던 잇몸

이 아팠는데 없어졌고 최근에 목에 쥐젖 얼굴에

검은 반점이 많이 생겨서 고민.

마라톤 20년 하셨는데 미리 퇴행성 질환 예방

목적으로 치유 시작하시기로.

안티OOO 써클OO 101 101 20포씩.

사모님- 한 달 정도는 써클OO 202 복용하시기로.

아침에 몸이 무척 가볍고 컨디션 좋아짐. 써클OO 

60포.

2018년 8월 11일 오후 1:10 

김OO 약사 

#체험사례 

82세, 여, 시어머니.

23년 전 유방암 수술, 10년쯤 후 또 유방암수술, 

작년 갑상선 수술.

퇴행성관절염, 손가락 관절 부종통증.

다리가 너무 아프고 붓고 저리고 쥐나고, 몸이 가렵

다고 해서 써클OO 2포씩 하루 3번 복용.

다리가 더 쥐나고 아파서 잠 못 잤다고, 못 먹겠다

고 불평. 2포씩 못 넘긴다 불평.

각탕법 꼭 하고 찬 것 매운 것 먹지마라 적어주고,

무조건 2포씩 3번 협박해서 먹게 함.

아직 한 달 안 먹었는데, 발은 뒤꿈치 부위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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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복덩어리 며느리 업고 다니셔야 겠구만요~ㅎ

(8월 11일 오후 2:02)

② 류형준 약사

82세 어머니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무병장수 

건강백세로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8월 12일 오전 11:06)

① 류형준 약사

방광염에 좋은 거, 이틀이면 낫는 거네요. 

뿌리를 뽑으려면 오래 걸리지만 증상개선까

지는 빠르긴 하지요.

감사합니다.(8월 12일 오후 8:41)

② 강OO 약사

ㄴㅇ(8월 13일 오전 9:56)

가렵기는 하지만 온몸 가려운 것이 많이 좋아졌다

고 열심히 먹어보겠다고 용기를 내네요.

각탕법도 잘 하고 계시고 계단에서 호보법도 조금 

하시고요~^^

2018년 8월 12일 오후 5:30 

김OO 약사 

#체험사례 

50  여자. 방광염. 

약국에 들어오시더니 뜸 

“저 기억하세요? 지난번 그 약 주세요. 아주 좋았

어요.”

“어디에 드셨죠?”

갑자기 머리가 순간 복잡해진다. 

‘뭐지?’

“방광염에, 환으로 된 거.”

안티OOO와 써클OO 각 101로 2일분 다시 가져가심.

가격이 쎄긴 쎄네요 하면서~ㅎ.

2018년 8월 13일 오후 3:49 

강OO 약사 

#체험사례 

1. 30  초반, 여성, 김00.

피곤하고 면역력 떨어지면 어김없이 질염이 생기

고 아랫배가 아파서 병원 처방약 타러오는 분.

면역력을 올리고 질염의 원인을 치유해 보자고 권유.

안티OOO 써클OO 111로 7일분.

갈색 냉이 없어지고 냉이 흐르지 않는다고 함.

오늘 다시 같은 용량으로 7일분 재구매.

안티OOO 써클OO 6개월 프로그램 설명 드리고 본

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네요.

2. 요즘 냉방병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림프순환이 잘 안되었던 여성분이나 찬 것을 

너무 많이 먹고 에어컨 빵빵 틀고 자고나서 속이 

미식거리고 온몸이 아프시다는 분들께 써클OO 

222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생약과 같이 드리는데

효과 좋아요.

3. 여름 감기 초기 환자분께 안티OOO 써클OO을 

같이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재구매가 많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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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OO 약사

매  위에 놓으시면서 pop문구는 어떻게 하

셨나요.(8월 13일 오후 4:00)

② 류형준 약사

여름철 냉방병과 찬 것으로 인한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반신욕과 각탕법으로 치유의 실마리를 풀어

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8월 14일 오후 10:10)

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는 없이 써클OO만으로 염증이 가셨

다니 신기하군요.

아무리 써클OO 333으로 먹는다고 해도 신기

합니다.

저라면 안티OOO를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14일 오후 10:16)

비닐 주신 거에 안티OOO 써클OO 넣고 매  위에 

놓아두었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알고 집어갑니다.

2018년 8월 13일 오후 6:46 

강OO 약사 

#체험사례 

39세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저녁에 꼬 끝이 조금 따끔거린다 싶었는데 자고 일

어나니 스치기만 해도 통증이 심하고 꼬 끝이 도라에

몽 캐릭터 코처럼 붓고 붉게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안으로 염증이 심한 거 같아 서클을 233으로 복용

을 권하 습니다.

첫째 날은 큰 변화가 없다가 둘째 날부터 통증이 

사라지고 붉었던 피부색이 변하는 걸 느꼈으며 셋

째 날엔 완전히 본래 코 상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2018년 8월 13일 오후 9:43 

박OO 약사 

#체험사례

77세 저희 엄마 사례입니다.

2월부터 안티OOO 써클OO 11정량으로 6개월 이상 

복용 중이십니다.

혈압 당뇨 없으시고 드시는 약도 양제 외에는 없

으신지라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다며 시큰둥하

시던 차, 이번에 다시 신뢰감을 갖게 되는 경험을 

하셨네요. 

일단 7개월 차 변화라고 한다면

1. 어깨통증개선-옷을 입거나 손을 들어야 할 때 

절로 나오던 비명이 사라졌네요. 4개월 차 이후부

터 좋아지신 것 같구요.

2. 안구충혈-조금만 피로하시면 충혈되곤 하던 눈

이 잠잠합니다.

3. 배변-변비는 아니셨으나 더 편해지셨답니다. 사

실 이번 휴가 때 주문을 놓쳐서 일주일동안 쉬었더

니 변이 딱딱하다가 다시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 밤 잇몸이 너무너무 아프다고 하

셔서 써클OO 2포+진통제를 드셔도 효과 무.

토요일 바로 다시 2포 드시고 치과 가시더니 잇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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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77세 어머님이 많은 공부를 시켜주시는군요.

무병장수 백세건강의 길로 끝까지 안내하세요.

감사합니다.(8월 14일 오후 10:21)

① 이OO 약사

함께 가는 길입니다.

서로서로 도움이 되게 올바른 안내자의 길을 

가야 되겠지요~~.

얼굴은 서로 몰라도 가까운 느낌입니다. 이 

방의 모든 약사님들!!(8월 14일 오후 12:44)

② 신OO 약사

질긴 여름 기침에도 안티OOO 써클OO 잘 활

용해 보겠습니다~~^^(8월 14일 오후 2:33)

③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

이제 전국의 약사님들이 모두 가족이 되고 있

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8월 14일 오후 10:59)

염증이라며 긁어내고 항생제 처방받아오셨네요. 

다른 체험례를 보면 잇몸 염증쯤이야 진통제 없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 내심 기 가 컸는데. 그동안 

쭉 약을 드셨는데 왜 잇몸이 부으셨지? 저도 살짝 

실망하려던 차, 저녁쯤 되니 하나도 안 아프다며 

다음 치과 약속을 취소해야겠다고 하시네요.

원래 좋다는 표현 잘 안 하시고 안티OOO 써클OO

도 겨우1포씩 드시더니 이번에는 알아서 2포를 챙

겨 드시는 걸 보고 속으로 ‘이제 신뢰감을 가지셨구

나!’ 했네요. 

작년인가 잇몸염증으로 응급실까지 가려고 하셨던 

일을 생각하니 안티OOO 써클OO가 얼마나 감사하

던지요~^^

잔잔하게 어머니 몸을 개선시켜주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답니다. 

2018년 8월 14일 오후 12:27 

박OO 약사

#체험사례 

047번째 [써클OO]+[안티OOO] 

男, 40 . // 여름기침 오래 가다.

모친이 와서 아들기침이 2주가 넘었다고 한다.

(때마침 고객이 여러 명 려서 몇 가지 물어볼 틈

이 없다.)

2018.08.04. 

[써클OO/안티OOO] 각각20포(여름기침에 각2포 

tid)-복약지도

(찬 것, 날것, 매운 것, 튀김류, 선풍기, 에어컨, 말하

기, 노래 자제시킴)

2018.08.08. 

(각2포 tid 하니) 3일 만에 기침이 거의 떨어지다.

※ 이분(모친)은 제가 추천해 준 것이 아니고, 본인

이 직접 지명함.

“통 에서 기침이 너무 심했는데, 이것 먹고 나았

다. 그래서 아들 기침에 먹이려구요.”

※ 통 에서 [써클OO/안티OOO] 복약지도를 잘하

신 약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저의 약국>에서 효과보신 분들도 전국 어느 약

국에서든 효과보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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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OO 약사

성약사님의 넒은 마음을 아셨슬랑가요ㅎㅎ

늘 귀여우신 소녀 같으신 성약사님~~(8월 14

일 오후 5:50)

② 류형준 약사

환자분의 마음까지 감싸는 약사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치유의 길에서는 누구나 엄마의 마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8월 14일 오후 11:05)

2018년 8월 14일 오후 5:29 

박OO 약사 

#체험사례 

진00, 67세, 남(독거).

 

만성위염, 퇴행성 무릎관절염, 척추협착증으로

종합병원 정형외과는 안 다니는 곳 없이 다 다녀오

셨음.

PPI, 모빅, 오팔몬 제제 달고 사셨던 기초 수급자. 

출근길에 걷기 운동하시는 이분을 늘 마주침.

몸에 좋은 건 본인 원하는 로 다 드려야 됨.

멀리서의 처방전도 꼭 가져다주시는 이분 덕택에 

체조제의 여왕이 되었음. 

2018.1월 무릎 아파서 못살겠다고 가시오가피 있

으면 달라고 하셨다.

가시오가피는 비교도 안 되는 좋은 것이 있다고 했

더니 내놔보라고 해서 안티OOO와 써클OO 보여드

리고 누구라도 접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느냐고 친

숙함을 보이고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각 한통씩 드렸고 본인이 다시 달라 할 때까지 기다

려 봤다. 정형외과 처방전도 뜸해지고 아저씨의 방

문이 뜸해지셨다.

4월, 드디어 찾아오셨다.

“그 좋은 가시오가피랑 줘요.”

그렇게 이어져서 어제는 각 두통씩 가져가셨다. 그

런데 오늘 안티OOO가 세 개 중 하나가 빈다고 채워

주라고! 펼쳐보니 울 약국에서 나간 통이 아니다.

직원들도 금방 알아챈다. 

써클OO가랑 안티OOO는 내가 특별관리하고 주는

데 통이 허접하다.

그렇지만 어찌해. 태연한 얼굴로 채워드렸지요.

아! 안 오시는 동안 어디선가 드시긴 했나보다. 그

래서 안 오셨나보다. 어쩔껴? 물을 수도 없고 효과

보셔서 다시 구매하시니 다행이지.

어쨌든 써클OO와 안티OOO에 한 변심만 하지 

마시고 완치될 때까지 무사히 잘 드셔줬으면 좋겠다.

2018년 8월 14일 오후 6:21 

김OO 약사 

#체험사례

박성O, 만53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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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피망은 역시 림프순환촉진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14일 오후 11:08)

① 류형준 약사

지난번에도 밝혔지만 골다공증을 칼슘제의 

보충 없이도 치유가 가능합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이미 체내 많은 부위

에 칼슘이 침착되어있으니 림프순환촉진이 

국소에 침착된 칼슘을 날라서 뼈에 채워집니

다. 

감사합니다.(8월 14일 오후 11:11)

7/10 근육파열( 퇴부안쪽)로 아주 심한 피멍이 넓

게 퍼져 외과에서 처방 받아오심.

7/11 상태 변화 없어서 써클OO 권유 C20 111 복용.

7/14 재방해서 피멍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좋아하심.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심.

노폐물청소는 역시 써클OO입니다.

2018년 8월 14일 오후 6:32 

노OO 약사 

#체험사례 

1. 신ㅇㅇ, 여, 70 , 어머니.

어깨염증을 너무 오래 방치하시고 무리하게 일하

다 오른팔이 뒤로 안돌아가고 가위질도 못할 정도

로 심각해졌는데 무거운 건 들지도 못하십니다.

용하다는 재활의학과에서 주사를 맞은 후 심하게 

부어서 근처 의원에서 응급처치함.

써클OO 222 안티OOO 111 한 달 드시고 팔은 뒤로 

돌아가는데 어깨는 여전히 아프고 약했던 위장이 

많이 보완됨.

추가적으로 수일간 각탕법 실시하면서 어깨통증 

급호전되고 가위질도 가능하고 부드러워짐.

골다공증도 심해서 미네랄 추가.

2. 20 , 남. 치핵.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이라 항문에 물집과 외치핵 생

겨서 좌욕과 써클OO 111 부루펜 6일 드시고 호전되

어 안티OOO 써클OO 111로 마무리 하면서 오래 앉

아 있는 동안 항문정맥이 약화되어 다시 재발할 수 

있고 만성비염도 있으니 이번에 잘 생각해서 치유

하시라 당부드림.

3. 박수ㅇ, 40 , 남. 

벌레에 물린 상처를 긁어 심하게 번져 가려워서 알

두택202 써클OO 101 6회분 드시고 많이 좋아졌는

데 림프순환으로 염증물질배출이 배가되어 알레르

기가 사라지니 감사하다고 카톡주셔서 다음에 오

시면 림프순환 책자 드릴 테니 한번 내국하시라 말

씀드림. 

2018년 8월 14일 오후 7:02 

서OO 약사 

#체험사례 

남성, 65세, 박종O.

약국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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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심한 요통과 수면장애가 한꺼번에 개선되고 

있으니 치유의 길이 얼마나 위 한지 새삼 느

껴집니다. 

감사합니다.(8월 14일 오후 11:12)

① 류형준 약사

오래되거나 반복적이라면 안티OOO와의 병

용도 생각할 필요는 있겠지요?

감사합니다.(8월 14일 오후 11:13)

표증상:

1. 저림증상

어깨, 팔, 손, 발 등 무릎 밑 저림이 아주 심함.

2.수면 장애

주요증상: 

우측 허리 쪽 척추협착증으로 앉을 때 자세를 잘못 

잡으면 통증이 옴.

수면제를 먹고 3-4시간 내에 깨고 그 후로는 숙면

을 못 취함.

투약:

8월 1일 써클OO 222

8월 14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경과반응:

어깨 결린 증상이 50%좋아짐.

수면제를 반으로 줄여서 복용해봤는데 

수면의 질이 좋아짐.

2018년 8월 14일 오후 7:06 

서OO 약사 

#체험사례 

남성, 67세, 김식O.

표증상: 

오른쪽 다리통증. 왼쪽 발바닥 아픔.

투약:

7월 25일 써클OO 222

8월 14일 써클OO 222

경과반응:

왼쪽 새끼발가락이 벌겋게 부었던 것이 조금 좋아짐. 

오른쪽 다리통증이 좋아짐.

몸이 가벼워짐.

2018년 8월 15일 오전 10:54 

박OO 약사

#체험사례 

048번째 [써클OO]+[안티OOO]

체험사례 034번째 기록.

LHW, 男, 20세. 

고도비만, 서서 소변 불가(앉으면 조금씩 나옴).

비뇨기처방(동광탐스로신서방정); 별로 효과가 없음.

학생이 비관함. 

“이렇게 살면 뭐하노? 죽어야겠다.”

(신경과약=리스페달 복용 후) 나타난 부작용으로 

판단함.

정신과약 부작용이니 정신과약/비뇨기과약 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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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OO 약사

14일 만에 뚫리는군요.

안티OOO, 써클OO 단합니다.(8월 15일 오

전 11:36)

② 류형준 약사

세상에 하다하다보니 14일 만에 소변을 정상

화해서 젊은 청춘을 구했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도록 이끌어주세요.

감사합니다.(8월 15일 오후 5:16)

① 류형준 약사

일시적인 무릎통증이야 써클OO만으로도 충

분합니다.

3개월 이상된 증상이라면 안티OOO도 필요하

겠지요.

감사합니다.(8월 15일 오후 5:24)

끊도록 지시함.

2018.07.03.

써클OO 40포+안티OOO 20포 2+1포(tid) 7일분.

2018.07.09. 

앉아서는 시원하게 잘나옴(서서는 아직 부족함).

2018.07.09.

써클OO 40포+안티OOO 20포 2+1포(tid) 7일분.

2018.08.01. 

서서 소변도 정상. “남은 약 어찌 할까요?”

7일분 두 번 만에 완전 정상화됨.

“남은 약 다 먹고 재발 방지, 체질개선을 위해서 

연속 복용해야 함.”

비만과 체질개선을 하기로 다짐함.

2018년 8월 15일 오전 11:32 

김OO 약사 

#체험사례

허혜O, 만 55세, 여.

7/25 일시적인 무릎통증으로 병원처방.

이후 하루 이틀 간격으로 처방받아 내국.

8/3 무릎통증이 어떠하냐는 질문에 많이 좋아졌는

데 끝마무리가 안 되는 느낌이라 하여

C20 111 복용권유.

8/7 내국하여 통증이 완전히 마무리가 된듯하여 기

뻐하시며 변비가 있었는데 변이 너무 시원하게 잘 

나와서 너무 좋다 하심.

안티OOO 써클OO 치유효과 설명 드리며 복용권유.

아직 연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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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남편분의 재채기와 탈모의 체험사례입니다. 

남편분이 좋아졌다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8월 15일 오후 5:39)

① 류형준 약사

상포진이 성할 때는 안티OOO의 용량을 늘

리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16일 오후 1:03)

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와 써클OO는 서OO 약사님의 가족

을 지키는 가족지킴이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16일 오후 1:05)

2018년 8월 15일 오후 5:06 

김OO 약사

#체험사례 

65세, 남자, 남편.

써클OO와 안티OOO 기본복용 3개월째.

재채기를 잘했는데 재채기를 안 하게 되었다고 지

난번에 사례 올렸고.

욕실 배수구 거름망에는 탈모로 솜털 같은 머리카

락이 가득했는데 요즘 자세히 보니 솜털이 거의 안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16일 오전 10:37 

서OO 약사 

#체험사례 

남성, 53세, 양종O.

은행지점장님.

7월 31일.

피부가 가렵다고 연고 하나 달라함.

제가 한번 보자고 해서 살펴보니 상포진이어서 

병원에 보내서 팜시클로비르 처방약 받아옴.

이약에다가 안티OOO 222 3일분 드림.

8월 14일.

오셔서 그냥 가려운 피부병인줄 알았는데

약사님 덕분에 상포진인줄 알아서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아서 고맙고, 더욱이 같이 주신 밤색 길쭉

한 약 덕분에 빨리 나았다고 인사 받았습니다.

2018년 8월 16일 오전 10:42 

서OO 약사 

#체험사례 

여성, 68세, 서금O.

약국에 같이 근무하시는 친누님.

이번에 만 여행 다녀오셨는데 써클OO 222 먹으

며 다니니까 잠도 잘 자고 피곤하지 않았다 하심.

같이 다닌 패키지 여행단 일원들이 연세에 비해 체

력도 좋고 잘 다니신다고 칭찬 들었다 하심.

8월8일 건강검진에서 자궁근종이 줄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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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처음 상담할 때 증상과 정도를 자세히 적었나

요?

부분 증상의 차도를 보이지만 본인은 인식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증상과 정도를 일일이 비교하

면서 확인하면 틀림없이 확인이 됩니다.

아니라면 용량은 충분하니 시간을 갖고 기다

리면 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증상과 정도는 자세히 기록해

야 합니다.

감사합니다.(8월 16일 오후 6:10)

② 류형준 약사

그리고 #체험사례를 #질의응답으로 바꿔주

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8월 16일 오후 6:10)

2018년 8월 16일 오후 3:07 

김OO 약사 

#체험사례

신홍O, 만51세, 여.

당뇨, 손 통증, 한달 6킬로 몸무게 감소, 극심한 피

로.

5/29 C60 111 복용 권유.

6/8 크게 효과 없음. 찬 것, 매운 것, 술 복용 금지.

6/11 처방전 약 받으러 오심. 효과 별로라서 온도계 

드리며 각탕법 소개.

6/26 효과 없다 하여 복용량을 늘려보자 함. 전화

통화.

7/9 내국하셨기에 다시 한번 복용량 설명.

써클OO 60 안티OOO 60 각 222 111 복용권유.

7/17 전화통화. 여전히 효과 없다함.

이분은 더 이상 치유의 길로 안내할 여력이 없네요.

2018년 8월 16일 오후 3:17 

서OO 약사 

#체험사례 

여성, 67세, 김혜O.

표증상: 

신장투석 중이신 분

주요증상: 

Hb8.9

눈이 한쪽 안보임.

나머지 한쪽 눈은 희미함.

귀가 짜릿하게 아프다.

기운 없다. 허리 아프다.

투약:

4월 12일 써클OO 1.1 안티OOO 1.1 

4월 22일 써클OO 1.1 안티OOO 1.1  

5월 1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6월 1일 써클OO 1.1 안티OOO 1.1

6월 22일 써클OO 1.1 안티OOO 1.1

7월 3일 써클OO 1.1 안티OOO 1.1

8월 2일 써클OO 1.1 안티OOO 1.1



001364  A BOOK OF EXPERIENCES

① 박OO 약사

투석환자에게도 용감히 투약하시고. 환자도 

열심히 드셔주시고, 부러워요.(8월 16일 오후 

4:54)

② 류형준 약사

투석환자라서 용량은 최소 유지 양으로만 복

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8월 16일 오후 6:12)

③ 류형준 약사

박OO 약사 약도 아니고 건식도 아니고 기껏해

야 기타가공식품인데 용감할 것은 없습니다.

너무 기타가공식품인 안티OOO 써클OO을 감

내할 필요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8월 16일 오후 6:13)

① 류형준 약사

일희일비 하지 않고 길게 가니 의미 있게 치유

의 성과가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8월 16일 오후 6:18)

 경과반응:

투석하고 나면 축 쳐지는데 힘들지 않음.

잠이 잘 옴.

산책하면서 다리에 힘이 생기고 있음.

옆에서 딸이 엄마 상태가 좋아지니까 응원하면서 

1년간의 약값을 카드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2018년 8월 16일 오후 3:58 

서OO 약사 

#체험사례 

여성, 62세, 차경O.

표증상: 

오른쪽 늑골에 염증이 있어서 통증 때문에 움켜쥐

고 다님.

주요증상: 

입이 쓰다. 입이 마르다.

복부비만.

투약:

4월 14일 써클OO 333

5월 4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5월10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6월 2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6월 13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7월 3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8월 1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경과반응:

우측 옆구리통증이 90% 감소함.

몸이 따뜻해짐.

깊은 잠이 옴.

입 쓴 증상이 좋아짐.

2018년 8월 16일 오후 4:21 

서OO 약사 

#체험사례 

여성, 45세, 공정O.

표증상: 

찌르는 듯한 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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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참 잘 하셨습니다. 

수술할 수도 있는 발목을 치유의 길로 인도하

고 혈압은 덤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어디까지 좋아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8월 17일 오전 9:07)

주요증상: 

오래 서 있는 직업(국수집)이어서 다리가 붓고 아픔.

어깨 통증, 불면증, 만성피로, 스트레스.

투약:

6월 11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6월 29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8월 4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경과반응:

찌르는 듯한 심한 두통 좋아짐.

잠이 잘 온다.

잠자는 시간(5시간정도)이 너무 부족해서 힘이 드

는데 그래도 전보다는 좋다.

피로감 감소함.

에어컨 찬바람 쐬는 게 아주 못 견뎠는데 조금 좋아짐.

2018년 8월 16일 오후 11:09 

안OO 약사 

#체험사례 

이^기, 남. 7/12글.

6월 

안티OOO 써클OO 111/222 한 달 복용 후,

연복하기를 망설이다.

7월 13일 

안티OOO 써클OO 11/22로 한 달분.

혈압은 첫 달 복용 후 안정되었고, 두 달 복용 후 

그간의 고민거리 던 발목 통증이 덜해지자 너무 

기뻤답니다. 근육이 늘어나서 나타나는 통증이 2기 

정도에 위치해 있었고 5기 정도로 악화된다면 그 

때는 수술을 각오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이 늘 신경

이 쓰 다네요. 지금은 발목이 탄탄해진 느낌이고 

걸음걸이도 아주 자연스러워졌다네요. 다만 운동

을 못하여 체중이 3키로 정도 늘었다하여 체중조절 

부탁하고 안티OOO 써클OO 동량으로 한달분. 

2018년 8월 17일 오후 3:09 

안OO 약사 

#체험사례 

한^자, 55세, 여. 5/18글.

4월 안티OOO 써클OO 11/11

5월 안티OOO 써클OO 11/111

6월 안티OOO 써클OO 11/111

7월 안티OOO 써클OO 11/11

그동안 변화 없던 산후에 생겼던 요통, 석회화건염 

호전.

6월에 밭일 하다 좌측 무릎연골이 파열되어 정형외

과 약을 복용 중이었다 함. 호전이 안 되면 수술을 

해야 한다 함.

연골의 회복을 위해 안티OOO 써클OO 11/22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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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무릎연골파열도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8월 17일 오후 4:15)

2018년 8월 17일 오후 6:51 

박OO 약사

#체험사례 

049번째 [써클OO]+[안티OOO] 혈당 정상, 감기 

극복.

2018.08.17 

점잖은 신사께서 상담을 요청하신다.

“누구신지요?”

“아, 누님과 조카의 추천을 받고 찾아 왔습니다.”

“누님과 조카가 누구신지요?”

누님이 여기서 세 번 사먹고 신기한 얘기를 해서 

찾아 왔어요.“

그래서 누님의 기록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체험사례 024번째 [써클OO]+[안티OOO] 

일 년 내내 감기.

HSJ, 女, 78세, 155 / 마른 듯(신경 예민).

식사소화 보통, 아랫배 나옴, 다리 약함.

冬寒多(내의-아직) 盜汗, 감기 달고 산다. 

원기부족-피로.

혈당약, 혈압약 복용 중.

[천기누설 건강법] 책자를 읽고 아들이 찾아와서 

어머니께 드리고 싶다고 함.

2018.05.02. 

써클OO + 안티OOO 각60포(1포씩 tid); 실제론 

bid 하신 듯.

어머님 말씀으론 기운이 조금 났다. 감기가 안 떨어

졌는데, 최근 며칠은 감기 없다.

아들 생각은 감기는 날씨가 풀려서 좋아진 것.(입술

허피스는 아직도 있다.)

=답변

“어머님은 면역이 완전바닥이므로 밑 빠진 독을 겨

우 막은 정도. 고로, 이제 겨우 감기 이기고, 좀 더 

가면 허피스도 이길 것임!!”

<체력, 면역이 완전히 돌아오려면 1년은 눈 꼭 감고 

해드려야 할 것임.>

효성이 좋은 아들은 어머니가 계속 하시고 싶다하

시니 연속으로 해보기로 함.

2018.06.01. 

써클OO+안티OOO 각 60포(1포씩 tid); 실제론 

bid?

(여기까지 체험사례 024번째 기록) 

2018.07.13. 

써클OO+안티OOO 각 60포(1포씩 tid); 한 번 더 

가져갔음.

지금부턴 남동생인 HBY(男, 69세)의 얘기.

“누님의 아들인 조카 녀석이 얼마나 효자인지, 부

모님 좋은 거라면 어디서든 사와요.”

“저도 누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매번 효자 

아들이 다녀갔으니까요.”

그런데 누님이 몸이 얼마나 약하신지, 일 년 내내 

감기 달고 있고, 여름에도 내의 입고, 선풍기도 싫어

해요. 그러다가 이번 여름에 누님집에 갔다가 ‘깜

짝!’ 놀랐어요. 누님이 에어컨을 쐬고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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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OO 약사

진솔하십니다.(8월 17일 오후 7:07)

② 류형준 약사

치유의 길을 묵묵히 가다보면 저절로 소문이 

납니다.

이럴 때 약사님은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8월 17일 오후 11:18)

① 류형준 약사

오래된 증상이니 통증이 다 없어져도 안티

OOO 써클OO 8개월은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18일 오후 3:52)

네에?? 우째 그런 일이??”

“누님이 감기도 덜하고, 덥다고 하니, 효자아들이 

당장 에어컨을 엄마방에 들여 놨어요.”

“아 그랬었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누님이 당뇨약을 십년 넘게 

먹었는데, 혈당이 정상으로 나왔 요.”

(식전=110) (식후=130~140)

“다니던 병원의사도 <뭘 먹었느냐?>고 물어봤는

데, 말 안했 요. 그리고 저도 혈당약 10년 넘게 

먹었는데 1알에서 2알로, 그러다 3알로 늘고, 보통

250 나옵니다. 그래서 조카에게 <누님 먹는 것, 그 

약국 알려달라>고 해서 찾아 왔어요.”

“아 당연히 그러셔야죠.”

2018.08.17. 

써클OO+안티OOO 각60포(1포씩 tid)

“누님과 함께 1년 이상 꾸준히 하세요.”

※ 누님은 3번 복용에 혈당 정상.(아들, 엄마, 삼촌 

각각 부산 東, 西, 北에 거주함.)

※ 하OO 약사 선생님이면 더 재미있고 실감나게 

잘 썼을 텐데요. 저는 글재주가 없어요.ㅠㅠ

2018년 8월 18일 오후 1:40 

심OO 약사 

#체험사례 

저희 이모입니다.

이모부가 공부만 계속하시고 가정을 돌보는데 소

홀하셔서 이모가 미용사 자격증을 딴 뒤로는 미용

실을 경 하면서 가정을 책임진 지 15년이 넘었네

요. 갖은 고생을 해도 힘들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웬일로 제게 전화 한통을 하셨습니다.

오십견으로 너무 고통 받고 있다고.

정형외과도 다니고 있고, 한의원도 다니는데 낫지

를 않아서 너무 힘들다고, 어떡하면 좋겠냐고.

아직 애기들이 어려서 십년은 더 일해야 할 것 같은

데 어깨가 너무 아파서 힘들다고.

안티OOO 111, 써클OO 222, 갈근탕 111

복용해보시라고 드렸습니다.

10일후에 전화를 해보니,

아직은 어깨가 많이 아프지만 한의원이랑 정형외

과는 몇 개월을 다녀도 이렇게 근육이 풀리는 느낌

이 없었는데 어깨 쪽 통증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

고, 뭔가 어깨가 수월한 느낌이 있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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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써클OO증’, 새로운 정의입니다. 

올2월 뇌암 초기로 수고했다고 하시니 안티

OOO 111과 써클OO 222는 기본용량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18일 오후 3:54)

2018년 8월 18일 오후 2:16 

성OO 약사 

#체험사례 

70  여.

혈압약 복용 중이고 특별히 아픈 곳 없음.

20~30일 전부터 귀 위쪽 두피가 부어있어 만져보

니 물집이 찬 듯한 느낌이고 통증은 없다 함.

병원 두 군데 가서 검사했으나 별 이상도 없고 의사

도 모르겠다고 약처방도 안함.

당연히 이는 써클OO증이라 생각하고 

써클OO 111복용.

생각치도 않고 있었는데 이틀 후 약국에 오셔서 아

무 충격도 없었는데 진물이 흐르면서 괜찮아진 것 

같다며 환자분이 놀라서 오신 것임.

그제서 실은 올 2월에 뇌암 초기여서 정수리부분 

쪽으로 수술을 하셨다며 눈물을 흘리시며 두피 쪽

에 뭔가 이상이 생겨 맘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며 

써클OO에 뽀뽀를 하심.

이후 안티OOO도 111로 드셔야겠기에 일단 며칠분 

같이 드시라고 드렸는데 완전히 괜찮으신지 아직

은 방문 안하심.

써클OO가 없었다면 저도 병원에서처럼 어떤 안

도 없었을 텐데 고맙단 인사까지 받았습니다.^^

2018년 8월 18일 오후 2:36 

최OO 약사

#체험사례 

50  초, 여.

5월 21일 

몇 년 만에 방광염이 와서 7일 정도 병원

치료 후 좋아졌는데 재발했다며 도움 요청.

방광염 느낌이 너무 끔찍하다고 한다.

상담지 체크 결과 양쪽 발목 사이즈 다름.

우측 무릎연골 파열로 수술 권유 받았으나

숯가마 다니면서 통증이 좋아져서 수술 안함.

그 후 우측 발목 부종이 확연히 차이가 남.

다리쥐도 빈발.

세포 염증 잡고 지금껏 차곡차곡 쌓인 노폐물 처리

해야 함을 이해시키고

써클OO 202 안티OOO 101 10일분.

5일쯤 후, 손바닥 허물 벗겨짐(20 에 손바닥 습진 

있었음). 명현이니 그 로 복용.

8월 8일 

10일 먹고 참 좋았는데 발목부종도 방광염 다시 올 

것 같은 느낌.

다시 시작. 이번에는 6개월 완주하시기로.

안티OOO 101 써클OO 202 1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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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방광염 이외에 발목부종, 살롱, 다리쥐 빈발 

등 여러 증상이 있고 증상도 심하니 초기용량

을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로 늘려서 1

개월 정도 복용하고 증상이 확실히 줄어든 것

을 확인하고 안티OOO 111과 써클OO 111로 

용량을 조절하면 더욱 편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8월 18일 오후 4:01)

① 류형준 약사

치유의 길은 단지 증상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

라 그것을 포함하고 또 체력증진을 통해 무병

장수 백세건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20일 오후 8:47)

2018년 8월 20일 오전 6:26 

류OO 약사 

#체험사례

건강검진.

43세, 여. 약사 본인입니다.

안티OOO 써클OO을 각 111로 8개월 먹고, 현재 써

클OO을 202로 먹은 지 4개월 되었습니다.

써클OO는 몸의 컨디션에 따라 용량조절하고 있으

며, 안티OOO는 중간에 감기, 림프선염, 눈 염증 

때문에 일주일정도씩 추가로 복용했습니다.

안티OOO 써클OO을 접하기 전 2016년에 건강검진

한 결과와 안티OOO 써클OO을 먹은 후 2018년 6

월에 건강 검진한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체

험례를 올립니다. ^^

자궁근종 2016년 4.3cm - 2017년 5.6cm (녹내장

수술후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급격히 커지고 통증

유발) - 2018년 4.7cm (안티OOO 써클OO 복용후 

1cm 작아짐!! 현재 통증 없음)

지방간 2016년 경증 - 2018년 없음.

우측신낭종 2016년 5.4cm - 2018년 5.8cm (이건 

그 로.)

체지방률 2016년 25.8% - 2018년 23.5%

vitD수치 2016년 22.9 - 2018년 48.7 (vitD 5000 

iu를 안티OOO 써클OO와 같이 일주일에 5알정도 

8개월 먹었음) 

전체적으로 몸의 컨디션이 뭘 하든 힘들어 하던 환

자의 상태를 벗어났습니다. 기초체력이 좋아졌고 

몸을 받쳐주는 힘이 생긴 듯합니다. 꾸준히 치유의 

길을 가겠습니다. 안티OOO 써클OO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2018년 8월 20일 오전 6:37 

류OO 약사 

#체험사례 

12년 된 건선.

41세, 남. 남편입니다.

 

안티OOO 써클OO 각 222로 3배 용량 10개월 복용 

후 안티OOO 써클OO 111로 2개월째 복용 중입니

다. 6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덕분에 회사에서 야

근이 줄었습니다. 주말 없이 매일 하던 야근을 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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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확실히 과로/피로는 모든 질병의 적입니다.(8

월 20일 오후 2:11)

② 류형준 약사

과로와 피로 역시 면역력을 소모시킵니다.

그러니 자연치유력이 줄어들고 그러면 치유

의 길은 좁고 험한 길이 됩니다.

피로가 줄어드니 건선이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8월 20일 오후 8:49)

일에 3번 정도만 하게 되고 일찍 퇴근하는 날이 생

기니 한 달여 만에 건선부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건선부위 주변부의 색이 옅어지고 엉덩이 쪽 윗부

분은 건선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너무나 기쁜 마음에 체험례를 올립니다. 

 

2018년 8월 20일 오전 6:59 

류OO 약사 

#체험사례 

성장기 키 크기.

12세, 여. 딸입니다.

어릴 때부터 천식, 기관지염, 폐렴 등 병을 달고 살

았고 몸이 마르고 밥도 잘 못 먹고 체중과 키가 발육

곡선의 25% 이하 습니다. 안티OOO 써클OO 101

로 10개월 먹은 후 2개월째 현재 써클OO만 201로 

먹습니다. 폐의 문제가 없어지고 감기에 한번 안 

걸리고 밥을 잘 먹게 되어 밥 양이 늘고 매일 아침 

힘들게 짜증내며 일어나던 아이가 기분 좋게 일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잘 자라봐야 1년에 5cm간신히 자라던 아이인

데 올해 급성장기에 들어서고 안티OOO 써클OO와 

함께 하니 1달에 1cm씩 쑥쑥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올 봄에 다니고 있는 태권도장에서 성장판검사를 

했는데 올해 급성장기에 들어왔는데 양부족이 

심각하고 골 도도 낮아서 엄청나게 신경 써서 

양을 채워줘야 제 로 성장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

습니다. 그래서 안티OOO 써클OO와 함께 칼슘제

와 단백질식단을 신경 써서 먹이고 있습니다. 재미

있는 것은 2년 전 성장판 검사를 할 때는 예상키가 

158cm 이었는데 이번 검사에서는 162cm 정도로 

나왔습니다.

아이가 아프지 않고 짜증을 덜 내고 기분 좋게 생활

하는 모습만 보아도 좋은데 키까지 잘 크니 너무 

좋네요. 안티OOO 써클OO 덕분입니다. ^^



 제3장 체험사례 001371

① 박OO 약사

엄마의 단한 정성이 빛을 발하는군요.

물론 안티OOO/써클OO의 놀라운 기 도 한

몫을 했구요.(8월 20일 오후 2:03)

② 류형준 약사

발육부진 역시 바이러스감염과 림프순환장애

가 주원인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체험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20일 오후 8:51)

① 류형준 약사

유방암이 있는데 안티OOO 101 써클OO 101

2018년 8월 20일 오후 12:25 

서OO 약사 

#체험사례 

여성, 64세, 정선O.

표증상: 

만성피로, 무기력.

주요증상: 

손발에 번열(수족번열감), 어깨 결림, 손발 저림, 

목에 이물감.

기왕병력: 

유방암(우축), 다발성골수증전단계, 백내장.

투약:

3월 24일 써클OO 1.1 안티OOO 1.1

4월 3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5월 3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6월 18일 써클OO 1.1 안티OOO 1.1

7월 2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8월 1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8월 20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경과반응:

훨씬 덜 피곤하다.

잠이 잘 온다.

몸이 가볍다.

두통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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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한 이유가 있겠지요.

암환자의 기본 처방은 안티OOO 111과 써클

OO 2 22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23일 오후 1:30)

① 류형준 약사

저도 못한 사례들을 약사님들이 올립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저는 단지 치유의 

길에 필요한 두 가지 도구를 만들었을 뿐입니

다.

그런 도구로 치유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은 약

사님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23일 오후 1:37)

① 류형준 약사

변비까지 해결되면 거의 해결되는 것입니다.

2018년 8월 20일 오후 3:07 

안OO 약사 

#체험사례 

김^숙, 여, 40. 3/21글.

2/21 안티OOO 써클OO 1122 시작.

3,4,5월 안티OOO 써클OO 1121

6,7월 안티OOO 써클OO 1111

친정어머님이 마지막 외상값 주시면서, 정확하게 

반년 복용 후 요통 완전 소실되고 체중 80에서 73

으로 감량됐다 하십니다.

아직도 과체중이라 불안하여 더 복용하는 게 좋겠

다고 했지만 일단 허리가 안 아프다 하니 여기서 

일단락 하겠답니다. 사실 딸의 형편이 어려워 6개

월간 친정어머님이 비용을 전액부담 하셔서 강요

하기도 힘들더군요. 지내다가 여차하면 다시 남은 

6개월 채워본다 하십니다.

어머님이 가시면서 그동안 딸 고쳐주느라 고생했

다하시며 감사의 인사하고 가십니다. 부끄부끄.

겸연쩍은 몫은 제 것이고, 감사의 몫은 류약사님이 

받으세요~.

2018년 8월 20일 오후 4:48 

서OO 약사 

#체험사례 

여성, 65세, 신찬O.

표증상: 

만성피로

주요증상: 

변비, 잠이 깊게 안 온다, 머리가 띵하다

투약:

8월 3일 써클OO 1.1

8월 20일 써클OO 1.1

경과반응:

잠이 잘 온다.

덜 피곤하다.



 제3장 체험사례 001373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감사합니다.(8월 23일 오후 1:43)

2018년 8월 20일 오후 5:08 

박OO 약사

#체험사례 

050번째 [안티OOO] 팔의 피부병 (진균증?)

08번째 체험사례.

권ㅇㅇ, 82세, 여성.

우측 흉협부 안쪽이 때끔때끔 한다.

적어도 5년 이상 되었고, 우측 갈비뼈 아래면 간, 

쓸개 말고는 특별한 것이 없다.

과립 시호탕 등으로 몇 차례 복용했으나 일시적 

차도뿐.

안티OOO 20포, 1포 tid 하시곤 증세가 없어졌다.

증세가 나타나려 하면 안티OOO 20포씩, 총 80포 

드시고 6개월째 재발 없다.(증세 없으니, 복용 안함)

2018.07.28 왼쪽 팔을 보이시며, 심하게 가렵다 하

신다.

(모양은 진균증처럼 보이긴 하는데, 소양증多)

안티OOO 20포, 1포씩 bid.

흉협부 통증일 때에 효과를 보셨기에 사진 찍고, 

두말없이 4만원을 내어 놓으신다.

2018.08.08 팔을 보이러 오셨다.

“엥? 아직도 안 나으셨어요?”

“남들 보면 흉볼까봐 파스를 붙이고 다녔어.”

“안돼요. 바람이 안통하면 더 오래 걸립니다.”

안티OOO 20포, 1포씩 bid.

2018.08.20. 

“안티OOO 먹고 파스 안 붙이니, 안 가렵고 빨리 낫

네! 이제 거의 다 나았으니 약 안 먹고 지내볼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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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앗, 이제 겨우 증상만 줄어든 것입니다.

아직 피부에 붉은 기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직까지 뿌리가 뽑힌 게 아닙니다.

8개월은 함께 해서 뿌리까지 뽑아내길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8월 24일 오후 7:36)

① 류형준 약사

어른이 그 정도면 아이가 걱정됩니다.

아이의 건강도 함께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8월 24일 오후 7:29)

① 류형준 약사

“맘 로 하셔요.ㅎ”

2018년 8월 20일 오후 5:14 

서OO 약사 

#체험사례 

남성, 31세, 이덕O.

8월18일.

아기가 너무 땀을 많이 흘려서 에어컨을

켜 놓은 상태로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답니다.

써클OO 222와 두뇌 피로회복제 같이 드렸습니다.

오늘 오셔서 너무 좋았다고 하시네요.

2018년 8월 21일 오후 6:49 

박OO 약사

#체험사례 

051번째 [써클OO] + [안티OOO] 팔꿈치통증.

14번째 체험사례. 

담비=강아지 17세, ♀, 1.8kg. 

심장 붓고, 기침 심하고 헐떡거림.

(동물병원에선 포기) 써클OO/안티OOO로 증상개

선 - 6개월째 건재함

LCH, 50세? 170/50? 왼쪽 팔꿈치통증.

(담비)강아지 엄마.

2018.06.15 좌팔꿈치가 아프다. 

“담비가 먹던 약 내가 먹어봐야겠다.” 하신다.

써클OO 10포(1포씩 tid).

(강아지 치유 때부터 한번에 10포씩만 가져가는 습

관?)

2018.07.05 나타나서, 

“왼쪽 팔꿈치 아픈 건 신기하게 나았다. 그래서 기

관지 천식에 그 약을 또 먹고 싶다.”

“기관지천식은 써클OO 안티OOO 같이 해야 한다.”

써클OO+안티OOO 각10포 (1포 tid) 

(또 10포씩 가져가는 습관?)

팔꿈치는 금세 나았는데, 기관지 천식은 여름이어

선지 무소식.

(전화 번호 없다. 가을이 되면 나타나실 지도.)



 제3장 체험사례 001375

안티OOO 써클OO가 강아지약으로 사용되니 

재미있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24일 오후 7:05)

① 정OO 약사

한마디로 많이 예뻐졌습니다.(8월 21일 오후 

7:44)

② 류형준 약사

축하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의 여드름이 깨끗히 되는데까

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8월 24일 오후 7:04)

2018년 8월 21일 오후 7:43 

정OO 약사 

#체험사례 

성인형 여드름.

20세남, 보통 체형, 강찬0.

학창시절 내내 여드름으로 고생함.

사진이 설명해드립니다.

조카 친구로 매달 사진으로만 확인하 습니다.

4월 30일 써클OO 안티OOO 222 1.1

5월말 써클OO 안티OOO 222 111

6월말 써클OO 안티OOO 222 111

7월말 써클OO 안티OOO 222 111

8월 21일 써클OO 안티OOO 111 111 ; 부담된다며 

써클OO을 줄이기로 함.

 

4월 30일 왼쪽 얼굴      8월 21일 왼쪽 얼굴

 

4월 30일 오른쪽 얼굴  8월 21일 오른쪽 얼굴

입니다.

2018년 8월 21일 오후 7:59 

강OO 약사 

#체험사례 

82세, 남자, 황00.

전에 체험례 올렸던 파킨슨 11년 되신 할아버님.

처음에 우측 허리 밑 통증으로 써클OO 111 일주일 



001376  A BOOK OF EXPERIENCES

① 류형준 약사

파킨슨병이 안티OOO와 써클OO로 이렇게 좋

아지는 것이 저도 신기합니다.

모두가 강OO 약사님의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24일 오후 7:00)

① 류형준 약사

아토피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심하고 

부위가 넓다면 안티OOO 써클OO의 용량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안티OOO 써클OO 복용 후 5개월이 지나도록 

만에 통증 없어졌구요.

책자 보시고 본인 질환에 도움이 될 거 같다고 해서

써클OO 21 안티OOO 11 뇌 양제 아미넥스

동일한 용량으로 6개월 드시고 오셨어요.

얼굴은 50 로 보일 정도로 피부도 맑고 건강해 

보이시구요(온 가족이 인정할 정도로), 걸음걸이에 

힘이 생기고 허리도 똑바로 피고 걸으실 정도로 좋

아지셨어요.

부인되시는 권사님께서 지켜보셨는데 많이 총명해 

지셨다고 하십니다.

2달에 한 번씩 오시는데(거리가 먼 동네에 사셔요)

오실 때마다 호전되는 것이 보이는데 본인은 확 좋

아지지 않는다고 하시네요ㅜㅜ 

파킨슨은 상위 20% 질환이라 이정도 좋아진 것도 

다행이라 말씀 드렸구요, 증상에 비해 신경 세포 

손상이 크지 않아 이 정도 효과 보신 거라 말씀드렸

어요. 

본인도 인정하시고 계속 드셔보겠다고 하십니다.

동일한 용량으로 2달분 드렸구요.

다음엔 안티OOO를 빼고(8개월 드셔서) 써클OO 

용량은 늘려볼까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번에 올린 체험례이구요.

오늘 오셔서 2달분 재구매.

안티OOO를 빼려고 했는데 본인이 더 드시고 싶다

고 하셔서 동일 용량으로 드렸습니다.

얼굴빛은 지난번보다 더 좋아지셨고 계단도 잘 올

라 다녀서 교회분들이 놀라워하신답니다.

본인도 건강에 자신이 생겼다고 할 정도로 좋아하

십니다.

조금 더 건강하게 백수하게 되시길 기 합니다.

2018년 8월 21일 오후 11:40 

이OO 약사 

#체험사례 

 

18세, 고2 남학생. 

어릴 때부터 아토피로 고생해서 최근엔 아주 병

원이 유명하다고 다녔는데 좋아지는 듯하다가 다

시 악화. 

안티OOO 써클OO와 아토피의 바이러스 감염 설명 

자세히 드리고 안티OOO 써클OO 치유프로그램시작. 

한포씩 bid 토라타민 202 명현 있을 수 있으니 걱정 

말라 했는데 별 명현 없이 좋아지기 시작. 지금 시

작한지 3개월 지났는데 공부할 때 가려워 긁는 게 

없어지니까 살 거 같다고. 시험 때 학원 에어컨이 

강해서 다시 안 좋아졌는데 글루타셀 스프레이 바

르고 진정시킴.

괜찮아져서 토라타민 끊으니 다시 가렵다고 5개월

째부터는 다시 토라타민 추가. 지금 잘 유지하고 

있다고 어머님 좋아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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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렵다면 무너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

니다.

감사합니다.(8월 24일 오후 6:55)

2018년 8월 22일 오전 10:29 

이OO 약사 

#체험사례 

송00, 여, 69년생.

섬유조직염(섬유 근육통증), 우울증.

중간보고 드립니다.

최근 1년 동안 아파서 집밖을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

이다.

진통제를 너무 많이 복용 중이라 옆 의원에서 위장

약을 365일 조제해 가는데 본인은 못 오고 사촌오

빠가 심부름한다.

 

안티OOO 써클OO 상담하는 걸 귀동냥하더니 동생

의 상태를 이야기하며 가능하겠느냐 묻는다.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5.30

써클OO 2포씩 최소 2번 ~4번, 하루에 15포까지도 

복용하라고 함.

복용 3일째.

진통제를 먹어도 몇 분이라도 안 아픈 적 없던 사람

이 안 아프고 움직이니까 가족들이 마약 아니냐며 

걱정했단다.

며칠 안 아프더니 다시 아프고 반복되지만 희망을 

갖게 된다고 한다.

하루에 8~10포를 2포씩 3포씩 먹었다 한다

이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반응이 빠르게 와서 기쁘고 또 놀랐다.

써클OO로 2~3개월 

안티OOO 써클OO로 7~8개월

이후 써클OO로 쭉 가야됨을 미리 설명했던 환자

분.

6월13일 여기까지 사례보고 함.

5월 30일 부터 8월15일까지 

써클OO만 222 또는 2222 복용함.

도중에 포기하려 할 때 그때마다 용기 북돋우며 포

기만 하지 말라고 그럼 희망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2개월 반 달려옴.

약국휴가로 인해 5일간 써클OO 복용 못함.

써클OO 안 먹으면 다시 아프면 어쩌나했는데 다행

히 그래도 전처럼 아프진 않았다고 함.

그동안 써클OO 복용하면 통증의 강도가 차츰 줄어

드는 듯 했는데 8월 들어서 별다른 진전을 못 느끼

고 있다고 해서 지금이 처음 설명한데로 안티OOO 

추가해야할 시간임을 설명 드리고 ,다시 한번 긴 

여정임을 강조하고 새로운 각오로 시작합니다.

8월 21일 안티OOO 111 써클OO 222 우선 2달 해보

기로.

그 후 상황 봐서 용량 조절하기로 함.

간절히 치유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티OOO 

병용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느낌은 희망적입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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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OO 약사

한마음으로 열렬히 응원합니다.(8월 22일 오

전 11:01)

② 이OO 약사

정OO 약사 감사합니다~.(8월 22일 오전 

11:11)

③ 강OO 약사

응원합니다 약사님~~(8월 22일 오후 1:35)

④ 이OO 약사

강OO 약사 감사합니다~.(8월 22일 오후 

2:06)

⑤ 정OO 약사

좋아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8월 22일 오

후 6:55)

⑥ 신OO 약사

저도 응원 합니다.

제 친구가 이분과 비슷한 캐이스인데, 치유의 

여정을 시작 해 보겠습니다.(8월 22일 오후 

9:38)

⑦ 이OO 약사

정OO 약사 신OO 약사 감사합니다~.(8월 22

일 오후 10:45)

⑧ 류형준 약사

정말 희망과 믿음이 벅차게 느껴집니다.

한분의 인생이 구원되면 한 가족 모두의 삶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OO 약사님이 지금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치유의 길이 희망과 믿음에 답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감사합니다.(8월 24일 오후 6:45)

⑨ 이OO 약사

류형준 약사 늘 감사합니다~^^(8월 24일 오후 

8:55)

⑩ 김OO 약사

이미 플러스 방향으로 진행하 습니다. 축하

드리며, 저도 희망의 날개를 얹습니다.(10월 

18일 오후 11:33)

① 류형준 약사

이렇게 빠른 개선은 저도 신기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24일 오후 6:37)

2018년 8월 22일 오후 12:38 

김OO 약사 

#체험사례 

70 , 노인, 남.

당뇨약, 이석증약 드시는 분.

토요일 병원 끝나자마자 오셔서 어지럽고 속이 불

편해서 빈속에 이석증약 한 봉지 먹었는데도 계속 

어지럽다고 하시고, 전날 비아그라를 반알 드셨다

고 하심.

림프순환 장애인거 같다고 써클OO 2포 두 번 드셔

보고 오시라고 하니, 약국에서 따뜻한 물로 2포 먹

고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어지러운 것도 괜찮아지고 

속도 편안해졌고 저녁에 또 2포 먹고 다음날 컨디

션 좋아졌다고 하네요.

오늘 방문. 써클OO 비상약으로 가져가심.

평소에 안 어지러울 때도 드시면 노폐물 독소 빠져

서 붓기, 피로, 컨디션 좋아진다고 알려드림.

‘어지러울 때도 정말 잘 듣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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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역류성 식도염, 비염, 다낭성난소증후군까지 

온몸 구석구석 바이러스로 꽉 차있는 것이 느

껴집니다.

지금이라도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로 

한 달은 먹고 증상이 확실히 개선된 것을 확인

하고 안티OOO 111과 써클OO 111로 2개월 

이후에 용량을 다시 조절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8월 24일 오후 6:36)

② 김OO 약사

네,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8월 24일 오후 7:15)

2018년 8월 22일 오후 1:15 

김OO 약사 

#체험사례 

28세, 여, 165cm, 70kg. 직장인.

역류성위염약 처방 3일분 지어가신 분.

퇴근길에 들러서, 병원약 먹으니 속이 더 아파서 

밤새 2~3번 깼다고 한다. 

학 때부터 위장 통증 오래 됐다면서 잘 때 통증으

로 잠을 깨서 낮에 늘 피곤하다고 하기에, 

오래됐으면~바이러스인거 같다고 안티OOO 써클

OO 각1포씩 두 번 복용하고 오라고 함.

다음날 퇴근길 방문.

속이 편하다고 잠도 안 깨고 잘잤다고 한다.ㅎ

‘글쿠나~!^^’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오래전 레이저 시술했으나 

일년 뒤부터 또 비염증상 그 로 나타남. 

어깨 허리 통증, 1년 전부터 다낭성난소증후군.

써클OO 안티OOO 각1포씩 3번 먹길 권했으나

2번 먹는다고 해서 2번 10일 먹고 오라고 함.

2018년 8월 22일 오후 1:53 

강OO 약사 

#체험사례 

1. 60  여성

눈이 이유 없이 아프고 충혈되어 안과에서 약과 안

약 처방받아 쓰셔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아 내국.

심한 통증 호소하시고 충혈도 심하여

안티OOO 111 써클OO 222로 이틀분.

이틀 후 오셔서 덕분에 살았다면서 하루 정도만 더 

드시면 될 거 같다고 하루분 재구매. 

그 후 다른 약 사러 오셔서 다 나으셨다고 함

2. 12세 여자

이 아이도 충혈되고 눈 안쪽이 부어오름. 

통증은 없다고 하여

안티OOO 11 써클OO 11 2일분.

할아버지 오셔서 다 나았다고 하심.

3. 60  남성

알레르기성 체질로 벌에 쏘이면 가려움과 부기가 

잘 낫지 않고 오래 간다고 함. 이번에는 말벌에 쏘

는지 온몸 발진과 가려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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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안구충혈에도 벌에 물린 데에도 안티OOO와 

써클OO가 결실을 맺게 합니다.

감사합니다.(8월 24일 오후 6:32)

① 류형준 약사

치유의길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함께 하는 것

은 그분에게는 건강과 행복을 선물하는 것입

니다.

감사합니다.(8월 24일 오후 6:30)

① 하OO 약사

훌륭합니다.(8월 22일 오후 5:42)

② 류형준 약사

조금 더 기다리면 혈당이 내려가는 결실이 있

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24일 오후 6:29)

써클OO 222 항히스타민제 3일분.

3일 후 많이 좋아졌는데 조금 더 드셔야 할 거 같다

고 하셔서 3일분 재구매. 그동안 드셨던 약 중 가장 

효과가 좋은 거 같다고 하십니다.

2018년 8월 22일 오후 2:46 

고OO 약사 

#체험사례 

 

70 , 심ㅇㅇ, 여자.

몇 년 전부터 얼굴과 입술에 뭔가 기어 다니는 듯 

불편하다고 호소. 연고를 발라도 전혀 소용없다. 바

이러스 감염이다 설명 드리고 써클OO 안티OOO 

111로 4개월째 복용 중. 약간씩 호전되는 중이고 

부수적으로 무릎 시린 것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엄

청 깐깐한 스타일인데 효과 보니 복약순응도가 좋

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기로 했어요.

2018년 8월 22일 오후 3:32 

김OO 약사 

#체험사례

이은O, 만 53세, 여.

당뇨약 복용.

6/7 써클OO 일주일 222, 그 후 111 복용.

6/11 외과처방전 들고 내국, 단 4일 복용 후 몸무게

변화와 손목부종 호전, 온도계증정 각탕법 소개.

6/27 안티OOO 써클OO 각111 재구매.

손과 팔에 있는 잡티 없어지고 부종이 확실히 빠져 

재구매.

7/20 안티OOO 써클OO 재구매. 각 111 복용 중 당

뇨수치가 엄청 높아진다고 걱정해서, 일시적 증상

임을 강조.

8/1 남편에게도 복용시킬 거라며 안티OOO 써클

OO 구매.

당뇨치유 경과는 나중에 또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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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역류성 식도염, 비염, 연변과 가스, 이러한 증

상들이 한 가지 치유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개

선됩니다.

감사합니다.(8월 23일 오후 6:57)

2018년 8월 22일 오후 6:40 

김OO 약사 

#체험사례 

57세, 남. 역류성 위염.

처방약 14일분씩 한 달에 한번 받아 가시는 분.

알레르기 비염. 

장에 가스차고 변보기 힘든 무주룩, 속 불편 답

답, 얼굴색 어둡고, 항상 짜증.

위와 장의 바이러스 처리와 노폐물을 처리하자에 

동의.

안티OOO 써클OO 111 20포 복용 후 약간 장이 좋아

진 듯하다고 한다.

또 똑같이 20포 복용 후 조금 좋아진 거 같다.

또 20포 복용 후 또 조금 좋아진 거 같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속이 조금 편하고 변을 보기가 조

금 수월하다고 오늘도 똑같이 20포 가져감.

얼굴색이 많이 밝아지고 표정이 좋아지고 있네요.

2018년 8월 22일 오후 9:26 

최OO 약사

#체험사례 

51세. 

6월 11일 몇 달 만에 약국 오셨는데 살이 많이 찌셔

서 어찌된 문인지 상담.

갱년기 증후군으로 부으면서 다리도 무겁고 안면

홍조에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하소연.

림프가 꽉 막혀있음을 이해시키고,

안티OOO 101 써클OO 111 1달분.

7월 8일 우선 아침 부종이 덜하고 종아리 딴딴하게 

뭉친 게 없어짐. 다시 1달분.

8월 14일 여름마다 재발하는 발한포진이 이번에는

지나감!!

비염증상은 못 느낌.

안면홍조 사라짐.

다시 1달 세포치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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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치유의 길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선물했군요.

치유의 길을 완주하고 난 후의 모습이 그려집

니다.

감사합니다.(8월 23일 오후 6:50)

① 김OO 약사

질문합니다.

67세 여성. 몇 년 전부터 이석증과 어지럼증으

로 바로 누워자지도 못하는 환자입니다.

혹 치험례 있는 약사님 알려주시면 해요.(8월 

23일 오후 4:48)

② 류형준 약사

김OO 약사 이석증과 어지럼증에 한 체험사

례는 많이 올라온 사례입니다. 전체  화면에

서 찾아보기(돋보기모양)에 ‘이석증’ 혹은 ‘어

지럼증’이라고 치고 돋보기모양을 누르면 됩

니다.

감사합니다.(8월 23일 오후 6:52)

③ 류형준 약사

아프면 힘들고 불행해집니다.

건강하면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그 길이 바로 치유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23일 오후 6:54)

2018년 8월 22일 오후 9:40 

김OO 약사

#체험사례 

32세, 여자. 제 며늘아기.

7/24일 갑상선 혈액검사결과 (TSH 0.153, FT4 

1.92) 호르몬수치 불균형합니다. 컨디션 관리 잘하

시고 1달 내원하여 경과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중간

이라도 불편감 있으시면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본인 자각증상은 심장이 터질듯 다리도 무겁고 땀

도 많고 하여 류선생님 지시 로

안티OOO 써클OO로 하루3번.

 

밥은 굶어도 꼭 챙겨먹게 함.

1주일 복용하니 심장 편해졌다고 지난번에 사례올림.

오늘 며늘아기가 전화해 왔어요.

오늘 검사결과 나왔는데 아주 정상이라고, 의사 선

생님께서 일시적 염증이었나보다고 했다면서 며늘

아기는 써클OO와 안티OOO를 잘 챙겨먹어서 그렇

다며“어머니, 감사합니다!”하네요. 

아직 1개월이 안 되었는데, 1개월 채우면 안티OOO 

써클OO 각1포씩 1일 3회로 계속 할 거예요.

류선생님,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오전 11:54 

김OO 약사 

#체험사례

김선O, 만57세, 남. 당뇨, 통풍약 복용.

6/11 통풍약 지으러 내국, 체질 개선하자는 권유에 

흔쾌히 동의.

안티OOO 써클OO 각 101 복용.

6/19 내방. 변색깔이 녹색, 통풍 통증, 피곤함이 훨

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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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통풍과 당뇨라면 초기 복용량을 안티OOO 

111과 써클OO 111로 시작하 으면 하고 생

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tid로 한두 달 먹고 

혈당이 떨어지는지 확인하고 bid로 조절하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8월 23일 오후 6:46)

① 류형준 약사

써클OO와 안티OOO가 치료약처럼 생각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써클OO는 진경제도 아니고 진통제도 아닙니

다.

림프순환촉진이 되면 저절로 풀어지는 증상

입니다.

진경효과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진경제로 생

각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8월 23일 오후 6:38)

7/3 각탕법 소개, 온도계 증정, 병원에서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손 피부 벗겨짐이 더 심해짐, 바이러

스 퇴치중임을 강조.

7/9 재구매 안티OOO 써클OO.

처음보다는 반응이 느리지만 건강해짐이 느껴진다

고 함. 

8/8 재구매 안티OOO 써클OO 

처음 권유할 당시 6개월 복용하자 했는데, 꾸준히 

복용하시는 훌륭한 환자분들 중 한분입니다.

추후 변화시 체험사례 올리겠습니다.

2018년 8월 23일 오후 1:13 

이OO 약사 

#체험사례 

 

30  미혼 여성. 조각가인 듯합니다.

오래전부터 가끔씩 저희 약국에 두통, 생리통, 피로

회복 등으로 약을 가져가십니다. 스트레스가 주 원

인입니다

지난 겨울에는 같은 일을 하는 오빠와 프랑스에 간

다며 비상약을 사러 왔길래 안티OOO 써클OO 소

포장 1통씩도 같이 챙겨줬습니다. 

어제는 명치끝이 쓰리고 아프다고 왔습니다.

전에 이런 적이 있었냐고 물으니 처음이라고 합니다.

식사 용으로 씨리얼과 우유를 먹는다고 해서 먹

지마라고 하고 더불어 가루, 찬물, 찬 음식, 맵고 

자극적인 음식, 커피, 녹차, 박카스 같은 카페인 음

료 먹지 마라고 하고 빨아먹는 제산제, 써클OO 4포

씩 주며 같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약 1번 먹으니 반응이 오더라며 더 달라고 

합니다. 써클OO가 참 좋은 거 같다고 하네요.^^

저는 위통 등 진경제로 써클OO을 많이 애용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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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2년 정도 지속된 이명과 어깨 통증이 두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한분의 삶은 건강하고 행복한 치유의 길로 인

도하 습니다.

감사합니다.(8월 23일 오후 2:31)

2018년 8월 23일 오후 1:58 

나OO 약사 

#체험사례 

59세, 남. 

어깨통증으로 종합병원 정형외과에서 자가혈 치료 

받고 호전되었으나 마일드한 통증 지속.

약 2년 정도 지속된 이명으로 타나민 복용 중에 안

티OOO 써클OO 만났네요.

5월부터 1주일간 써클OO 202

다음엔 안티OOO 써클OO 1포씩 101

타나민, vit D, 지큐랩, 비맥스 이렇게 복용했는데 

어깨통증은 두 달 지나니 사라지고 어느 순간 이명

도 사라졌다네요. 피로감도 훨씬 덜하구요.

증상이 소실되니 약 복용이 게을러짐.

다시 재발할 수 있다고 바짝 긴장시켜 열심히 복용 

중입니다~.^^

2018년 8월 23일 오후 4:21 

박OO 약사

#체험사례 

052번째 [써클OO] 

(요통/ 슬통/ 부종/ 身重) + 쥐, 멍, 혹

체험사례 043번째 기록. 

KMS, 女, 68세, 153/51.(요통/ 슬통/ 부종/ 身重)

만신이 무겁고, 기상불능/ 우슬부종심함.

 

2018.07.16 써클OO 40포(각2포씩 tid)

써클OO 복용 중엔 요통, 슬통, 부종, 몸 무거움 등

이 모두 개선됨.

그런데 복용을 안 하니 다시 슬슬 나타난단다.

“60년 이상 몸을 돌보지 않아서 생긴 건데 단방에 

나을까요?”

“다 나을 때까정 연속으로 복용하셔야 해요.”

게다가 최근엔 손가락에 혹까지 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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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손가락 혹까지 없어지다니, 60년 동안 돌지 

않아서 낡고 병든 몸을 리모델링하는 중이군

요.

감사합니다.(8월 23일 오후 6:28)

① 류형준 약사

치유의 과정을 따라오면서 느껴지는 증상의 

변화입니다.

건강과 행복의 치유의 길에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8월 23일 오후 6:20)

2018.08.09 써클OO 60포(각1포씩 tiid)

2018.08.23 오늘 중간보고.

자주 나던 쥐도 안 나고, 이유 없이 들던 멍도 덜 

난다.

손가락 혹이 없어짐. 화분 들다가 허리 찌직함.

“무리하지 마시고, 남은 것 드시고 연속으로 하세

요.”

2018년 8월 23일 오후 5:54 

서OO 약사 

#체험사례 

남성, 77세, 김무O.

오래전부터 우리약국에서 한약을 드셔오던 분입니

다.

표증상: 

중풍후유증 치료과정

주요증상: 

불면증, 만성피로, 입맛 없음, 피부 가려움.

투약:

5월 29일 써클OO 1.1 안티OOO 1.1

6월 27일 써클OO 1.1 안티OOO 1.1

7월 27일 써클OO 1.1 안티OOO 1.1

8월 23일 써클OO 1.1 안티OOO 1.1

이외 아연제제, 유산균 효소제제, 오메가3, 비타민

d 드림.

경과반응:

훨씬 덜 피곤하다. 

잠이 잘 온다.

산책 가보면 몸이 가볍다.

2018년 8월 23일 오후 6:00 

서OO 약사 

#체험사례 

여성, 9세, 2010년생, 박가O.

7월 11일 상포진 처방 들고 내국함.

상포진 약에다가 안티OOO만 1/2포씩 1일 3회 

먹으라고 드림.

경과반응:

오늘 와서 엄마 하시는 말씀이 상포진이 예전보

다 빨리 좋아졌다고 말씀하심.

제가 체크해 보니 체력도 좋아졌네요.

먼젓번에 약사님 말씀하신 것같이 먹여 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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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상포진이 9살부터 나타나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치유의 길을 완주하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8월 23일 오후 6:18)

① 류형준 약사

만성피로와 부종은 바이러스 퇴치와 림프순

환 촉진이 치유의 길로 인도를 합니다.

감사합니다.(8월 23일 오후 6:17)

써클OO 20포 1개통, 안티OOO 20포 1통씩 가져 

가심.

2018년 8월 23일 오후 6:03 

서OO 약사 

#체험사례 

여성, 41세, 홍채O.

 표증상: 

만성피로

주요증상: 

너무 피곤하다, 만성 비염, 아침이면 얼굴이 붓는

다, 온 몸이 쑤시고 아프다

투약:

7월 11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8월 23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경과반응: 

일단 아침에 일오나기가 쉽다.

훨씬 덜 피곤하다. 

얼굴이 덜 붓는다.

2018년 8월 23일 오후 8:44 

최OO 약사

#체험사례 

첫 안티OOO, 써클OO 환자분.

50  후반, 여.

비염약, 종합감기약 달고 사시고 정형외과 약 자주 

복용. 한방치료도 겸함.

늘 부어 있고 온몸이 무겁고 심신불안(남편 사고로 

사망 후).

4월21일 

설레는 맘으로 10포 5포씩 소분해 놓고 어떻게 쓸

지 공부하고 있을 때, 일하시다가 손목을 너무 무리

해서 붓고 아프다고 찾아오셨다.

림프순환제 드셔야 풀림을 강조,

써클OO 202 안티OOO 101 5일분.

4월25일 

“약 주세요!”

비염약 안 먹어도 코가 훨씬 부드럽고 손목도 편안

해졌다고 함. 진통제 복용 안함. 

약 먹기 너무 힘들다고 하셔서 111 111로 20포 두박

스씩.

며칠 후, 명현반응 시작. 

어지럽고, 기운 없고, 두통.

각탕법, 우루사, 레몬차 총동원했으나 다른 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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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증상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로 복

용했다면 더욱 좋은 결실이 있었을 것으로 생

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많아서 명현시기를 못 견디겠다고 중단.

가끔 비염약, 감기약, 진통제 사러 오실 때마다

세포치유 염증원인 등등 설명.

8월 20일 

입술 포진이 남산만하게 커져서 오심.

며칠 되어도 안 낫는다고 하기에 집에 남은 안티

OOO 2포씩 222 드시면 된다고 설명.

8월 23일 “안티OOO 주세요.” 하신다! 이번엔 명

현반응 없이 포진은 90%정도 좋아짐.

남은 써클OO와 같이 먹고 토요일에 방문하셔서

세포치유여정 하시기로 약속.

첫 환자라 기  반 걱정 반이었는데 다시 맺어진 

인연이니 잘 인도해 보겠습니다.

한 분 한 분 관심과 정성을 쏟으면 결과도 좋아짐을

체험합니다.

2018년 8월 24일 오후 12:08 

김OO 약사 

#체험사례

강순O, 만51세, 여.

혈압, 무릎 수술, 새끼손가락 관절염, 우울증, 불면.

림프순환에 관심 있어 안티OOO, 써클OO 설명 드

리자 바로 구매, 6개월 복용하기로 하심.

6/11 안티OOO 써클OO 각 101 복용.

6/16 병원 들러 약국내방, 명현증상으로 더 아플 

수 있음을 말씀드리자 머리, 목이 욱신욱신 더 아프

다고 호소.

7/4 궁금해서 전화통화. 어깨종수술 입원 후 퇴원, 

상포진도 생겼다고 함.

그동안 입원, 수술 등으로 안티OOO, 써클OO 복용 

못했다 하심.

수술 및 상포진 발병상태이므로 안티OOO 111 써

클OO 222 복용 권유. 알겠다고 하심.

8/14 연락이 없어 전화드림.

거주지를 포항으로 옮기셨다 해서 반드시 근처 약

국에서 안티OOO, 써클OO 구매해서 꼭 복용하시

라고 신신당부 드림.

마지막으로 한말씀 하심. 

“안티OOO, 써클OO 약은 좋아요!” ^^

2018년 8월 24일 오후 12:10 

서OO 약사 

#체험사례 

남성, 57세, 약사(본인).

워낙 부실체질이어서 새로운 좋은 약이나 양제 

나오면 저 먼저 먹어보는 사람입니다.

만성피로, 두통, 어깨 결림이 심했었는데 많이 좋아

졌구요. 더욱 더 고마운 점은 치료를 바라지도 안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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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용법은 루틴하게 각각 101로 하셨는지 궁금합

니다.(8월 24일 오후 12:15)

② 서OO 약사

김OO 약사 

처음 1개월간은 

써클OO 222 안티OOO 111. 

그 이후로는 10개월 차인 지금까지

써클OO 111 안티OOO 111로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8월 24일 오후 12:26)

③ 김OO 약사

네, 임상에서 의외로 각종 피부 트러블이 많은

데 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8월 

24일 오후 12:28)

④ 류형준 약사

치유의 길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비정상 상태

를 정상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감사합니다,(8월 24일 오후 6:04) 

던 다리 허벅지에 있는 모낭염이 좋아진 점입니다.

처음 사진도 이 약 써클OO 안티OOO 먹기 시작하

고 6개월 후의 사진이라서 더 심했던 사진이 없는 

게 아쉽지만 6개월 복용 후의 사진과 오늘 사진을 

비교해보면 뚜렷한 효과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17년 11월 중순~18년 지금까지 단 한 끼도 안 빼먹

고 1일 3회 써클OO 안티OOO 복용 중입니다.

용량은 처음 1개월은 써클OO 222 안티OOO 111,

그 이후로는 써클OO 111 안티OOO 111. 

중간중간 몸 상태 안 좋을 때는 10일 정도씩 

써클OO 222 안티OOO 111로 복용했습니다.

해외 여행시에도 가져갔습니다.

 

써클OO 안티OOO 복용 6개월차 사진

지금 방금 약국에서 찍은 사진

2018년 8월 24일 오후 12:16 

정OO 약사

#체험사례 

체험례 1.

68년생, 남, 정*훈, 동생.

고혈압 14년, 허리 디스크 수술(8년 전), 발목 통증, 

피부 알레르기, 피부 건조감, 탈모.

6/14 써클OO 202 토라타민 200

6/28 발목 통증 소실. 오래 서 있을 때만 왼쪽 발목

이 약간 불편한 정도. 피부의 건조감이 조금 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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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와 써클OO가 가족건강지킴이입니

다.

가족들이 좋아지면 그 후에는 만사형통입니

다.

감사합니다.(8월 24일 오후 6:02)

피로감 역시 덜함. 

애주가에 사업상 술자리도 많은데 다음날 숙취가 

별루 없다.

7/6 지루성 피부염 호전, 다크써클도 없어졌고, 늘 

각질이 일어나고 울긋불긋했던 피부도 깔끔하고 

촉촉해졌다.

7/14 사례 발표

7/20 안티OOO 101 써클OO 101 토라타민 200

안티OOO 추가하니까 피부 가려움증 생김.

가려움증 심하면 안티OOO 101 써클OO 202

토라타민 202로 복용하라고 함.

8/23 가려움증 간혹 있으나 견딜 만하다고 하며

용량조절 하면서 잘 복용하고 있네요.

잠이 많아졌고 숙면을 취한다.

피로감이 별로 없고 숙취가 없다.

술을 줄이면 더 효과가 좋을 텐데요.

동생의 건강해진 모습 덕분에 옆에서 지켜보던 동

서 둘까지 함께 복용 중이네요.

체험례 2

고1, 여, 정채0. 조카.

입술이 자주 트고, 입 주위 피부염, 아토피 약간, 

피부 건조증, 피로감, 빈혈.

아빠 피부 좋아진 것 보고 방문함.

6/30 써클OO 202 토라타민 200 철분제.

7/14 입술이 덜 마르고, 입 주위 피부염도 가라앉

고, 피부의 건조감도 덜 함.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 

안함. 피로감은 아직.

안티OOO 101, 써클OO 101, 토라타민 202, 철분제.

건조한 피부에는 써클OO.

어떤 보습제보다 효과가 빠르네요.

여기까지 사례 발표했구요,

8/23 물을 거의 안 먹었는데, 음수량이 많아졌다.

(요건 저도 그랬습니다)

소변 검사하면 혈뇨가 나와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았었는데, 요번 검사에서는 혈뇨가 안 나왔다네

요.

고1이라 아직도 피곤하다지만 엄마가 보기에는 늦

은 시간에도 좀 더 초롱초롱 한 것 같다고 하네요.

하루 두 번씩 꼬박꼬박 안 먹구 저녁약은 가끔 빼먹

었다고 해서 앞으로는 더 정성 드려서 먹기로 약속

했습니다.

일어설 때 어지럼증이 가끔 있다 해서 레드파톤 추

가하기로 했습니다.

안티OOO 101, 써클OO 101, 토라 020, 헤모테인 

100, 레드파톤 001.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4일 오후 2:26 

강OO 약사 

#체험사례 

70 , 남성, 한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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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강OO 약사님의 사례는 아우라가 빛나고 있습

니다.

감사합니다.(8월 24일 오후 5:57)

① 류형준 약사

오래된 증상은 바이러스감염증이니 차후로 

안티OOO와 병용이 있을 것을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8월 24일 오후 5:56)

6개월 전 일하시다 넘어진 후 고관절 통증으로 병

원에서 검사 했으나 아무 이상 없다고 하는데, 쉬면 

괜찮고 일하면 절룩거릴 정도로 통증이 심하여 진

통제 드시려고 내국.

림프순환제에 한 설명 드리고,

써클OO 222 소포장 1통, 진통소염제 prn.

넘기는 게 힘들어서 써클OO 111로 드셨는데 진통

제 안 드셔도 통증 완화되었다고 써클OO 소포장으

로 2번 더 재구매.

오늘 오셔서 너무 힘들게 일했는지 다시 통증이 재

발됐다 하는데, 6개월 정도 된 통증은 염증 부위에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고, 6개월 정도는 안티

OOO와 써클OO로 염증퇴치 해보자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보자고 하셔서 일단,

안티OOO 111 써클OO 111 소포장 구매.

치유 여정 시작~~!

2018년 8월 24일 오후 3:40 

정OO 약사 

#체험사례 

정강이가 얼얼함.

67세, 여, 김용0.

다리가 아프고, 무겁고, 허리가 시리고, 무릎통증, 

발가락도 저리고, 정강이도 얼얼하고 이런 증상이 

오래 되었다고 합니다.

허리는 수술도 하셨구요.

5월 4일 써클OO 111

5월 22일 써클OO 111 당귀수산

8월 24일 오늘 허리가 시리다며 진통제 지으러 오

셔서 여쭤보니 다리도 좀 괜찮아지고, 무릎통증도 

좋아지고, 특히 정강이가 얼얼한 증상은 이제 없어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는지 하루에 한포만 드셨다고 합니다.

허리시리고 발가락 저림 증상은 여전하다고 하여

계속 복용하기를 권해드렸습니다.

써클OO 용량을 늘리고 횟수도 늘리고 했는데

본인 마음 로 복용하실 듯합니다.

써클OO 한 달분 재구매하셨습니다.

발길을 멈췄다가도 써클OO만한 것이 없다싶으시

면 재방문해 주십니다.

2018년 8월 24일 오후 4:27 

정OO 약사 

#체험사례 

안면홍조.

61세남, 김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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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안티OOO가 오히려 열을 올려서 혈관 확장에 

안 좋은 향을 미친 건가요?(8월 24일 오후 

4:56)

② 정OO 약사

김OO 약사 안티OOO는 문제가 없는데, 써클

OO의 용량이 적어서 상초의 혈액을 하강시키

기에는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8월 24일 오후 

5:32)

③ 류형준 약사

용량의 차이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공부할 수 

있어서 유익한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24일 오후 5:55)

안면홍조 때문에 복용 시작 후 몇 개월이 지나도 

큰 차도가 없어서ㅡ약간의 변화만 있었음ㅡ

류형준 선생님과 통화 후 용량을 증량한 후의 변화

입니다.

모처럼 환자분도 변화에 웃어주십니다.

아내분도 변화가 보인다고 하신답니다.

아직도 술을 가끔 드신다고 하십니다.

작년 11월부터 6월 중순까지 

매달 써클OO 안티OOO 1111 복용.

6월 18일 써클OO 안티OOO 222 111, 우루사.

7월 13일 써클OO 안티OOO 222 111, 우루사, 시호

청간탕 11.

8월 7일 써클OO 222, 황련해독탕 11.

 

처음 방문 사진입니다.   8월 24일 사진입니다.

2018년 8월 25일 오전 10:53 

최OO 약사 

#체험사례 

이상*(43세, 남). 약사 남편.

비염과 무좀 완치를 위해 안티OOO와 써클OO 복용

중이며 현재 7개월 차라 써클OO만 복용하고 있는 

상태.

밤마다 배고픔을 못 참고 꼭 라면 같은 걸 먹고 자는 

경향이 있는데 8.22일 수요일에 라면을 먹으면서 

콩나물과 구입하고 만들어 놓은 지 5일정도 된 냉

장고에 있던 우 쌈장을 먹었답니다. 우 이만 싹 

건져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밥 하려고 거실에 나갔더니 

밤새 설사를 해서 고생을 했다며 계속 배가 아프다

고 하네요. 처음엔 콩나물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해서 유통기한 아직 넉넉해서 그럴 일 없는데 이상

하다고 했더니 한참 후에 우 이가 원인 같다고 하

네요. 

집에 안티OOO가 없어서 일단 스멕타 복용 후 1시

간 후 써클OO 2포 복용 후 출근. 오후에 통화해보

니 계속 똑같다고 해서 점심시간에 약국에 들러 안

티OOO 2, 써클OO 2, 유산균 1포 복용. 저녁엔 설사

는 거의 가라앉고 복통이 계속 있다고 해서 써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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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와 써클OO가 식중독을 해결하는데

에도 유효한 것을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8월 26일 오전 8:41)

① 류형준 약사

치유의 길에 초 되었지만 아직은 인연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8월 26일 오전 8:49)

② 김OO 약사

깨달음에 시간이 필요한 분입니다. 건강만큼 

소중한 게 없는데요.

자궁적출 수술로 빈궁이 되셔서 갑상선호르

몬저하 유사증상까지 보이시고 부신의 기능

까지 다운이 되셔서 면역력은 극도로 떨어졌

겠어요.

안티OOO 써클OO의 용량만 맞게 유지하면 

더불어 다 같이 좋아지겠어요.

부종이 좋아지면 잇몸질환도 좋아지고,

다리 무거운 증상도 좋아지고. 

세포에 림프순환 개선으로 따뜻한 혈액이 돌

면 추위타는 것도 좋아지고 부종이 없어지니 

허리 무릎통증은 빨리 개선됐겠어요.(8월 26

일 오후 12:30)

2포, 티파론 1, 트리메부틴 1, 유산균 1포.

다음날 아침 점심도 같은 처방으로 먹고 나서 오후

부터는 설사와 복통이 모두 가라앉았네요. 

항생제 없이 안티OOO로 설사를 잡고 써클OO와 

다른 약의 도움으로 독소배출과 복통을 가라앉혔

어요. 여름 식중독 무섭다는 걸 실감했네요.

2018년 8월 25일 오전 11:28 

최OO 약사 

#체험사례 

황미*(53세, 여, 150cm. 57kg).

39세 때 자궁적출 수술 받아 생리 없어짐.

현재 불편 증상:

잇몸 통증, 림프순환체크리스트 7개 해당(다리 무

겁고, 몸이 붓고, 멍 잘 들고, 아침기상 힘들고, 쉽게 

피로해짐. 추위잘탐, 어깨 허리무릎 통증 있음.)

면역력체크 2개(눈이나 입에 염증이 자주 생김, 만

성비염)

6월 14일 잇몸통증을 호소하셔서 상담을 하던 중 

진열된 써클OO을 보고 다 자기한테 해당되는 증상

이라 해서 복용시작.

안티OOO 111 써클OO 222 소포장 1통, 2통. 우루사 

같이 드림.

6월 25일 잇몸통증이 가라앉았고 명현증상이 잠깐 

있었다고 함.

안티OOO 써클OO 101씩, 101로 소포장 한통씩.

한참 후에 오셨는데 남편 몰래 먹었는데 형편이 안 

좋아서 다음에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시네요.

이럴 땐 뭐라고 할지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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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89세 어르신도 치유의 길에 동참이 가능합니

다.

감사합니다.(8월 26일 오전 8:57)

2018년 8월 25일 오전 11:53 

서OO 약사 

#체험사례 

여성, 89세, 하성O. 약국직원 어머님.

표증상: 

다리가 저리고 당긴다.

기왕력: 

척추협착증.

주요증상: 

머리 정수리부분이 아프다.

어깨가 묵직하게 아프다.

발이 저리다.

허리가 아프다.

등에 식은땀이 난다.

잘 놀란다.

악몽을 자주 꾼다.

투약:

7월 16일 써클OO 2.2 안티OOO 1.1 

8월 2일 써클OO 1.1 안티OOO 1.1

8월 24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경과반응:

워낙 연세가 있으셔서 크게 기  안했는데.

일단 덜 피곤하다고 하시네요.

잠이 잘 온다.

2018년 8월 25일 오후 12:24 

서OO 약사 

#체험사례 

여성, 63세, 장수O. 약국직원 부인.

표증상: 

오른쪽 유방내의 찌르는 듯한 통증.

머리에 항상 쥐가 나고 식은땀이 흐른다.

발과 손이 뒤틀리고 쥐가 잘 난다.

주요증상: 

발끝까지 기고 허리를 펴지 못한다.

방광염이 자주 걸린다.

갈증이 심하다.

귀에 이명이 있다.

기왕병력: 

척추신경염, 지방간, 갑상선기능저하, 당뇨.

투약:

4월 23일 써클OO 333

5월 15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6월 1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6월 15일 써클OO 1.1 안티OOO 1.1

7월 3일 써클OO 1.1 안티OOO 1.1

8월 4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경과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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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증상이 다양하고 심해서 써클OO 333으로 시

작해서 용량을 조절하며 줄여가는 방법이 좋

은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26일 오전 9:08)

① 박OO 약사

<4일 복용하고 증상이 발현>했다는 건 

몸이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는 건데, 환자는 

안티OOO/써클OO의 효과가 없어서라고 생

각했겠지요?

어떻게 4일 만에 몸이 개선된단 말입니까?

응급실 갔다 와서 위의 요법을 연속으로 하셔

야 될듯해요.

[이미 처방약의 부작용이 몸에 밴 듯한 느낌이 

드는군요.](8월 25일 오후 3:25)

② 하OO 약사

복용 며칠 만에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나서 바

로 반품하신 것 같진 않고, 안티OOO와 써클

OO 두 배 용량 복용 후 갑작스레 찾아온 명현

증상 등을 겪으며 심리적으로 위축되던 차에

(어라, 이게 뭐지? 명현이 온다더니 이런 건

가? 그런데 좀 무시무시한데. 강도가 좀 센 

녀석이야. 머리가 꽉 찬 느낌. 울 울 . 몸살

이야 뭐야. 당수치는 왜 이리 올라가지? 나는 

그 약사님의 한약 맛이 그리운데. 야속하네. 

내 말 로 해주시지. 그랬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아낙필락스까지 덮치니 아픈 동안 내내 심리

적 갈등이 심했고, 계속 먹는 게 무서워 반품하

시지 않았을 지요.

처음 한두달 써클OO 111, 베타 루칸, 간장

약 이런 처방이면 어땠을까 합니다.

약사님 이 느무 반가워 숟가락 올립니

다.*^^*(8월 25일 오후 5:10)

③ 권OO 약사

하OO 약사 워낙 절친 고객이라 우루사로 명현

피부가 매끄럽게 윤이 남.

다리쥐 나는 것 감소.

발기락 통증 감소.

갈증 감소.

피로가 덜 느껴진다.

잠이 잘 온다.

2018년 8월 25일 오후 2:28 

권OO 약사

#체험사례 

62세, 남성. 

20년 이상 당뇨환자이며, 관리가 잘되어 트라젠타

듀오2 5/500 bid, 아마릴 2mg bid 복용.

그러나 올 2월부터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발적과 호

흡곤란으로 응급실만 5회 가셨고, 한약조제를 원하

셨으나 환자를 설득하여 안티OOO 111 써클OO 222 

실리마린제제와 베타글루칸제제로 1달분 드림.

명현 우려로 아예 우루사 100mg을 같이 복용하라

고 함. 

그런데 4일 드시고 다시 증상이 발현되어 병원에 

입원했다며 반품 요구하여 환불해줌.

2월에 80kg인 몸무게가 지금 60kg이라며 부인이 

한 걱정하며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르는 자가면역

질환이라며 응급용 '에피네프린 주사제'를 항시 지

참하여 비상시 자가주사를 알려줌.

이분을 어떻게 케어했어야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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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이며 무리하며 안티OOO 111 써클OO 

222로 드렸어요.

저도 먼저 써클OO로만 한두 달 복용하려 했

으나 너무 의욕이 앞서서리...(8월 25일 오후 

8:14)

④ 류형준 약사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후의 과정과 결과가 매우 궁금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8월 26일 오전 9:10)

⑤ 김OO 약사

권OO 약사 선생님 환자분께 시간이 필요합니

다. 병원치료로 면역억제제 쓰고 힘들고 지쳐갈 

때 권선생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실 거 같아요.

 

그동안 환자분께 설명 드렸던 거, 환자분 기억 

속에 다 저장되어 있어요. 환자분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환자

분 치료할 때 필요한 거 최선을 다해 말씀 드리

면 다시 돌아오더라구요. 

지난번 권선생님이 올려주신 체험례 안티

OOO 써클OO의 양조절 많은 도움이 되고 있

습니다. 깨우침 주셔서 감사합니다.(8월 26일 

오전 9:22)

⑥ 권OO 약사

김OO 약사 환자에 한 사랑과 약사님의 진정

성을 느끼게 되는 진심어린 조언 감사드립니

다.(8월 26일 오후 4:50)

① 류형준 약사

서OO 약사님께는 치유의 길이 가족건강지킴

이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26일 오전 9:11)

2018년 8월 25일 오후 3:05 

서OO 약사 

#체험사례 

남성, 34세, 임명O. 처조카입니다.

표증상: 

만성피로, 어깨 결림.

주요증상: 

깊은 잠 안 옴. 팔다리 아픔.

투약:

6월 29일 써클OO 1.1 안티OOO 1.1

7월 23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경과반응:

직업이 간호사인데 오래 서있으면 다리가 부었는

데 덜 붓는다.

훨씬 덜 피곤하다.

잠이 비교적 쉽게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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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명현반응이 심하 는데 슬기롭게 잘 이끌었

습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치유의 결과는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26일 오전 9:13)

② 김OO 약사

저도 어제 양쪽 귀밑이 부어서 오신 분, 병원에

서 닥터가 혈관에서 오는 증상 이라고 했는데, 

증상이 10년이 됐다고 하네요. 항생제 치료도 

했고 수술로 째서 농을 제거한 흔적도 있었어요.

 

세포 속에 곰팡이 바이러스 세균이 10년도 전

에 감염돼서 그런다. 컨디션이 좋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술 과로 스트레스로 교감신경 항

진으로 면역력저하가 오면 세포 속 바이러스

가 슬슬 염증반응 과민반응 시작을 한다. 

책자, 써클OO 5, 안티OOO 5, 가레오 10캅 

드리고 명현증상을 길게 얘기해 드렸어요. 

10년도 넘게 시간이 걸렸으니까 안티OOO 써

클OO에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들이 명현으로 

튀어나와 환자분 힘들게 할 수 있다. 꼭 이겨내

시고 아직 젊으니까 꼭 치료하자.(8월 26일 

오전 9:43)

2018년 8월 25일 오후 4:07 

최OO 약사

#체험사례 

최ㅇㅇ, 53, 여.

비염 축농증. 하지 정맥류 갱년기 증후군(온몸이 

아프고 열감 피로감)으로 거의 날마다 비염약과 진

통제 복용.

병력-안면신경마비, 자궁근종수술, 탈장수술.

10 에 편도 절제술.

5월 23일 안티OOO 써클OO 111 111 1달분.

약물반응이 민감한 타입이라 명현 예상되어서

우루사 10일분 같이 드림.

딱 2번 먹고 저녁에 갑자기 심한 오한.

전화 와서 각탕법, 써클OO 2포, 레몬차 마시게 함.

5월 24일 오한은 좋아짐. 써클OO 222로 늘리게 함.

명현반응이 피부 발진으로 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피부 알레르기 심한 적 있었음).

6월 12일 컨디션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되나

신기한 것은 비염약 안 먹어도 일상생활이

가능!

안티OOO 101 써클OO 202로 1달분.

7월 17일 부모님 병간호로 힘들 때인데도

써클OO 때문에 진통제 안 먹고도 잘 버티는

것 같다고 하심.

명현반응은 안 오는 것 같다고~

레몬차 상시 복용함.

다리도 덜 아픔. 그 로 복용.

8월16일 15일에 농사일 도와주고 왔는데도

끄떡없다고 하심.

또 한 번“비염 다 나았어요! 비염에 최고예요~.”

안티OOO 101 써클OO는 1~2포씩 조절해서 복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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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6일 오후 5:29 

정OO 약사

#체험사례 

사례1. 

79세, 여, 유*례. 친정엄마.

고혈압약 40년째 복용.

3번의 뇌졸중.

오른쪽 손과 발 불편.

오른쪽 퇴부 혈관이 막혀서 작년 5월에 시술.

고지혈증, 과민성 방광증상, 변비.

5월 5일 써클OO 1.1

복용 이틀 만에 변비 해소.

심하지 않아서인지 효과가 빠르네요.

말씀 하실 때 목에 가래가 가득 찬 듯 발음이 또렷하

지 못하셔서 말씀 하시는 엄마도 듣는 우리도 답답

했었는데 하루하루 점 점 점 발음이 좋아지네요.

처방 약만 10가지라 써클OO만 조심스럽게 드려봤

는데 예측하지 못했던 곳에서 반응이 참 빠르게 오

네요.

6월 4일 안티OOO 1.1 써클OO 1.1

두 달 드신 후 변화는 주무실 때 오른팔과 손이 저려

서 지압기를 손에 쥐고 주무셔야만 했고 또 자주 

깨어서 왼손으로 주물러 주시곤 했는데, 얼마 전부

터 저림 증상이 없어졌다고 하시네요.

부정확 했던 발음도 조금씩 더 좋아지시고 목소리

에 힘이 더 있으시구요.

7월 3일 사례 발표했구요.

틀어졌던 골반이 제법 반듯해졌다고 좋아하시던 중.

7월 8일 충수염이 터져서 수술.

염증 수치가 높아서.

8월 11일 셀레나제 505, 써클OO 111.

5일 복용 후 염증 수치 떨어져서 퇴원하셨구요.

수술 후 변비로 화장실에서 30분 이상씩 고생하고 

간병인 도움을 받아야만 배변이 가능했는데 써클

OO 복용 3일째부터는 배변이 조금씩 나오고 6일째

부터는 배변이 편해졌다고 하시네요.

빈뇨.

8월 16일 안티OOO 111, 써클OO 111, 헤모마임 10, 

바이탈업 10.

8월 24일 소변 변 정상이고, 기운도 점점 나신다

고 하네요. 빠른 회복을 위해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안티OOO 써클OO가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

사례2. 

88세, 여, 김*자. 시어머님.

2016.1 눈길에 넘어지셔서 오른 어깨 골절 수술 후 

통증.

다리 통증, 상열감, 역류성 식도염, 만성 변비,

식욕 부진.

5월 5일 써클OO 1.1

제일 빠른 반응은 입맛이 통 없으셨는데 입맛이 좋

아졌고 변도 잘 본다고 하시네요.

신물 올라온다는 말씀도 없으셨구요.

어깨도 다리도 덜 아프다고 하시네요.

6월 4일 안티OOO 1.1 써클OO 1.1

7월 3일 활동 하실 때도 숨이 덜 차신다.

어깨 통증이 한 번씩 있다. 

8월 26일 발 무좀과 발톱 무좀이 나으셨네요.

손톱 무좀은 아직 남아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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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정OO 약사님이 효자입니다.

안티OOO 써클OO가 정약사님의 효심에 도움

이 되었다니 감사합니다.(8월 27일 오후 6:19)

② 정OO 약사

류형준 약사 선생님 덕분에 효도하네요.

감사합니다.*^^*(8월 27일 오후 6:33)

① 류형준 약사

더위를 이겨내고 허리 아픈 걸 이겨냈더니 머

어깨 통증 다리 통증 많이 사라지고, 숨도 덜 차시

고, 입맛도 좋고, 변도 잘 보시고, 잠도 잘 주무신다

네요.

안티OOO 써클OO가 효자네요.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6일 오후 6:33 

정OO 약사

#체험사례 

64년생, 남, 정00. 오빠.

고혈압에 허리 디스크 수술까지 받은 오빠가 서울

에서 직장 생활 청산하고 귀농하여 하우스에서 무

화과 농사 지은 지 3년.

가장 더운 7~8월에 무화과를 수확해야 해서

요만 때면 더위와 일에 지쳐서 물에 젖은 솜처럼 

보 는데 지난 주말에 만났는데 쌩쌩하네요.

7월 15일부터 써클OO 202, 토라타민 202 

복용 중이랍니다.

큰 피로감이 없고, 허리가 덜 아프다고 합니다.

7월 31일 사례 발표 했구요.

8월 15일 어머니 병원으로 이송 중, 허리 삐긋.

반듯이 서서 걷기 불편 할 만큼 심한 통증.

병원 처방약.

안티OOO 111 써클OO 222 토라타민 202.

일주일 복용으로 통증 많이 감소하여

안티OOO 101 써클OO 202 토라타민 202.

오늘 반가운 소식이 왔네요.

정수리 부분 탈모로 맘이 많이 쓰 는데 머리카락

에 힘이 생기고 훤하게 보이던 정수리가 조금씩 차

기 시작했다네요.

복용 40일 만에 반응이 참 빠르네요.

70일 먹은 동생은 덜 빠지기는 하는데 더 나는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하는데, 용량이 다르고 동생은 M

자형 탈모이기도 하구요.

허리가 많이 아파서 용량을 올렸는데 고마운 선물

을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지난달 사진은 없어서 오늘 사진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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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덤으로 좋아졌습니다.

세포환경정상화에 의한 치유의 길이 무병장

수의 길임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8월 27일 오후 6:22)

② 정OO 약사

류형준 약사 기쁜 선물을 많이 안겨주는 안티

OOO 써클OO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8월 27일 오후 

6:35)

① 류형준 약사

안유진 약사님이 치유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치유의 길이 안약사님과 가족 그리고 주변 분

들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27일 오후 6:26)

2018년 8월 27일 오전 7:19 

안OO 약사 

#체험사례

37세, 여.(본인 체험사례입니다.)

마르고 약해보이는 체질입니다.

안티OOO 101 써클OO 101 한 달째 복용 중입니다.

써클OO을 먼저 시작하고, 1주일 뒤 안티OOO도 같

이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후 2시간단위로 쪽잠을 자던 습관이 생겼는

데, 써클OO 복용 첫날부터 통잠을 자고, 일어나면 

머리도 몸도 개운하네요.

써클OO 덕에 출산 전 몸무게로 돌아왔습니다. 매

일아침 깨끗하게 장청소도 되는 것 같아요.

생리통이 심하고 생리기간이 기본 10~15일에다 

검은 피가 나왔는데, 생리통이 사라지고 5일 만에 

깔끔하게 생리가 끝나네요. 생리혈 색도 선홍색입

니다.

요즘 피부가 맑아졌다는 소리를 들어요. 주변에서 

화장품을 뭐로 바꿨냐고 물어보네요. 

형약국 근무 중이라 퇴근하면 발바닥이 찢어질

듯 아팠는데 각탕법과 병행하니 발바닥이 너무 시

원하네요. 태국마사지보다 써클OO 각탕법이 더 좋

은 것 같아요.

치과 갈 때마다 혼나는데 이번엔 잇몸이 깨끗하다

고 양치 잘했다며 칭찬받았습니다.

첫 복용 1주차에 명현현상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거나 정크푸드를 먹고 나면 단단하

고 통증이 심한, 꽤 큰 여드름이 생기곤 하는데, 써

클OO 복용 1주차에 좁쌀만한 여드름이 두세 개 올

라오더라구요. 

명현현상이구나, 생각하고 꾸준히 복용했더니 별 

탈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좋은 약 개발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인생템이라고 할까요.

가족들을 설득해서 다 같이 건강해졌으면 좋겠구

요, 표약사님 설득해서 많은 환자분들도 써클OO 

안티OOO로 건강한 생활을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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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정OO 약사님의 체험사례는 믿고 보는 성공사

례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27일 오후 6:27)

2018년 8월 27일 오전 9:14 

정OO 약사

#체험사례 

무릎통증.

55세, 여, 김현0, 조금 통통.

걸으면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고 계단 오를 때는

힘이 드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관절염 초기라고 진단 받으셨습

니다.

작년 12월 21일 써클OO 안티OOO 1111, 관절 양제. 

2월 18일 써클OO 안티OOO 1111, 관절 양제 한 

달분.

4월 2일 한 달분.

6월 11일 두 달분.

8월 27일 써클OO 1.1 두 달분, 관절 양제.

요즘은 무릎은 많이 좋아지셔서 걸을 때 통증도 없

고 계단 오를 때도 힘들지 않게 오른다고 하십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꾸준히 복용하셔서

효과를 보셔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써클OO와 관절 양제로 관리해드릴 생

각입니다.

살만 조금 더 빼시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2018년 8월 27일 오전 11:47 

김OO 약사 

#체험사례

곽 O, 만55, 여.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약 복용.

친정어머니 관절약 타러 항상 같이 오심.

얼굴이 항상 부어있는 상태.

피부가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조를 나타냄.

6월 12일 항상 부종이 있고 ,쥐가 잘 난다해서 안티

OOO 써클OO 소개드림.

혈압, 당뇨 치유 해보자 권유. 6개월 복용하기로 

함.

안티OOO 써클OO 각 111복용 권유.

6월 26일 경과 확인 차 전화, 6월 25일부터 복용하

셨다고 함.

하루 복용했는데 소변량이 너무 많이 나오고 , 밤새 

잠을 못잘 정도로 자주 소변을 보러갔다 하심.

7월 9일 전화 체크. 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부종, 피로. 스트레스 등등.

어느 날 따님이 방문하셔서 “좋은 약을 추천해 주

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어머니가 항상 술을 드시는

데 그 약을 드시고 술 드시는 횟수가 줄고 양이 줄었

다.” 한다.

8월 1일 본인이 와서 재구매. 안티OOO 써클OO.

너무 좋아서 딸에게도 반드시 먹어보라고 권유했

다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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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약이 많아서 하루 2번만 드셨다 함.

다시 한번 6개월 복용으로 근본적인 치유를 하자고 

강조 드림.

2018년 8월 27일 오후 2:52 

정OO 약사 

#체험사례 

천식.

76세, 여, 김옥0. 조금 통통하다고 하심.

사촌 동생이신 단골손님께서 약국에 걸린 홍보용 

플랫카드를 보시고 오래전부터 기침으로 고생하시

는 사촌 누님에게 선물한다고 사가심.

환자분과 전화통화로 명현현상 설명해 드림.

7월 6일 써클OO 안티OOO 1111

8월 27일 오늘 동생분이 오셔서 기침이 나아졌다고 

재구매해 가셨습니다.

환자분과 직접 통화해보니, 우선은 힘이 생겼고 밤

에 기침이 나오고 감기 걸리면 기침이 아주 심했는

데 기침이 많이 덜해졌다고 합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더욱 건강해지셨으면 하는 마음

입니다.

약 효과 좋으니 서서히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2018년 8월 27일 오후 3:05 

서OO 약사 

#체험사례 

여성, 37세, 홍수O.

표증상: 

우울감, 불안감, 무기력.

주요증상: 

불면증, 피로, 입맛 없음, 이명, 생리불순.

투약:

5월 23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6월 7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6월 22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7월 6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7월 16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8월 27일 써클OO 1.1 안티OOO 1.1

이외 유산균 효소제제, 부신피로증후군 양제, 피

리독신 드림.

경과반응:

우울증이 아주 많이 좋아짐. 

정신과약을 다음 달에는 끊어도 될 것 같다고 할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개선됨.

무기력증 개선됨.

불면증 좋아짐-수면이 좋아지니까 기분이 너무 좋음.

힘이 생김.

입맛이 생김.

이명이 좋아짐.

환자 자신이 아주 행복해 합니다.

저도 많이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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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OO 약사

3개월 만에 드라마틱한 치유효과(8월 27일 오

후 3:08)

2018년 8월 27일 오후 7:58 

변OO 약사 

#체험사례 

서설#. 배우자.

작년 11월부터 안티OOO 써클OO을 복용해옴.

현재는 안티OOO 1, 써클OO 2로 아침저녁 복용 중.

지난 토요일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무릎 이하 

종아리가 땡땡해지고 만지기도 어렵고 걷기도 힘

들고 통증이 너무 심함.

다친 쪽 다리가 정상다리보다 1.3배정도 부었음.

일요일에 지방을 다녀와야 하는데, 난감함.

얼음팩을 하고 써클OO 3, 당귀수산 2포. 근이완제. 

소염제 투여.

1회 복용으로 견딜만함.

일요일 같은 용량으로 4회 복용. 

부기, 통증이 가라앉고 말랑해짐. 보통은 멍으로 도

배를 해야 하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야 멍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없음.

오늘부터는 써클OO 3, 당귀수산 2포로 1일 3회 투

여. 정상적인 활동을 함.

2018년 8월 27일 오후 11:30 

김OO 약사 

#체험사례 

본인, 60세, 여자.

2018년 1월 5일부터 써클OO와 안티OOO를 기본복

용, 시작.

필요에 따라 용량을 늘리기도 함.

눈 주변 특히 코를 중심으로 콧  양주변이 가려웠

다. 2~30년은 된 듯.

세수 후 수건으로 닦을 때는 유난히 가려워서 수건

으로 문지르다보면 상처가 날 정도로 가려웠는데

이제 완전히 그 증상은 치유되었네요.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8일 오전 10:45 

노OO 약사 

#체험사례 

1. 권용ㅇ, 52세, 여.

만성피로와 체력저하로 안티OOO 써클OO 111 222 

한 달 드시고 체력완전 회복되어 이제는 가족과 함

께 치유의 길 결정하신 분.

외고 다니는 아들도 아토피 동일 용량으로 치유되

고 있고, 중의사 자격 딴 첫째아들도 책자보고 먹어

보고 감탄하며 치유의 길 동참.

이제는 이분이 안티OOO 써클OO 전도사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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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께도 전달 중입니다.

오늘도 가족들 위해 안티OOO 소포장3, 써클OO 6 

가져가십니다.

2. 한관ㅇ, 50 , 남.

만성위염 역류성 식도염으로 병원 치료가 차도가 

없어 내국.

가루, 커피, 튀김, 매운 것, 찬 것 주의하며 안티

OOO 111 일주일 드시고 처방약과 달리 재발이 안 

되고 컨디션까지 좋아져 장기복용 결정.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산물 배출로 어지럼증 피부

트러블, 코 가래, 배변과다, 근육통 등 설명 드리고 

일주일 가져가심.

3. 김수ㅇ, 30 , 여.

몸의 상태에 따라 알레르기 발생하고 병원치료 로 

그때그때 모면하시는 분.

반복염증은 바이러스임을 주지시키며 알두택 202 

안티OOO 101드리고, 카톡으로 확인해보니 아주 

많이 좋아졌다고 감사하시는데 계속 반복되면 치

유프로그램 해보자고 설명 드림.

2018년 8월 28일 오전 11:49 

김OO 약사 

#체험사례

이휘O, 만20세, 남. 군복무 중. 울아들.

군복무중인 아들이 휴가 와서 나눈 아빠와의 화

입니다.

“아빠, 나 피부과에 가야되겠어요.”

“머 할라꼬?”

“얼굴에 여드름이 심해지네요.”

“그래? 아들아! 피부과 갈 필요가 읎다. 우리에겐 

안티OOO와 써클OO가 있잖니! 흐흐.”

“????”

아들에게 자신의 체험담을 구구절절 장황하게 설

명. 그렇게 한참을 설명하자,

“음...(쪼금 미심쩍어하면서 먹는다 함)”

“자, 그럼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놓자.ㅋ”

그 뒤 아빠가 지극정성으로 아침저녁으로 안티

OOO 써클OO 챙겨 먹이고, 일주일 뒤 복귀.

7월 24일 안티OOO 써클OO 각 101복용.

보름 후 사진 찍어 보냈는데 여드름이 많이 진정되

고 범위도 축소.

6개월 복용시켜 건강함을 찾아주고 싶어요.^^

소심한 아들의 반 로 사진을 못 올린 점, 안타깝습

니다.

2018년 8월 28일 오후 1:52 

최OO 약사

#체험사례 

50  중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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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다래끼가 이틀만에 없어졌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8월 29일 오전 9:34)

6월 19일 만성 비염과 무릎통증으로 상담.

만성비염의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은 바이러스임

을 설명해드리고 림프순환이 안 되는 이 많은 증상

들이 개선되어야 나을 수 있음을 공감하시고

안티OOO 써클OO 111 111 1박스씩 시작.

7월 10일 코막힘과 후비루는 있으나 더 심해지지는 

않음. 다리가 훨씬 가볍고 무릎통증 개선.

무엇보다 피로감이 없어짐. 명현반응 없이 지나감. 

그 로 111 111 복용~.

8월2일 이비인후과 약 중단.

머리가 맑아졌고 변 개운.

가래는 비슷. 다시 111 111.

8월28일 남편분이 안티OOO 써클OO 포장 가지고 

오셔서 “이거 주세요.” 하며 많이 좋아지셨다고 

전해주시네요.

2018년 8월 28일 오후 4:09 

박OO 약사 

#체험사례 

고3, 남학생. 

엄마가 와서 애가 다래끼가 생겼다고. 

다래끼가 어릴 때부터 자주 생기는 편인데 보통 배

농상급탕 + 프로폴리스 먹으면 금방 잡히는데 이번

에는 암만 먹어도 안 줄어든다고.

그러면 땡땡하고 크게 굳었으니 안과 가서 째라고 

했는데 한 번 째면 고3이 공부도 못하고 애가 어릴 

때부터 다래끼 때문에 안과에서 자주 째서 트라우

마가 있다고.

그럼 비싸도 마지막 방법을 해보자며 제안.

안티OOO 202 써클OO 202 이틀 하고 꼭 다시 오라

고.

그런데 안 오셔서 안돼서 째러 가신 건가, 비싸서 

부담스러워 안 오시나 생각했는데, 며칠 후에 만나

서 다래끼 어째 됐냐고 했더니 준 약만 먹고도 완전

히 나아서 다시 약국 올 필요가 없었다 하네요.

저도 모르게 박이네요, 엄지척!

엄마도 같이 엄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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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역시 사진은 가장 강력한 증거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29일 오전 9:32)

2018년 8월 28일 오후 4:23 

박OO 약사

#체험사례 

053번째 [써클OO] 축구하다 손등 다침.

男, 50  후반. 택시기사.

오른쪽 손등을 다쳐서 퉁퉁 부었는데, 10일 지나도 

여전함.

그동안 신약처방, 침을 맞아도 여전하고, 주먹 쥐기

와 운전하기 불편함.

2018.08.21 써클OO 2포, 당귀수산 2포, tid 3일분.

3일 후 부종이 줄어든 상태에서 사진 촬

2018.08.24 써클OO 2포, 당귀수산 2포, tid 3일분.

오늘 방문. 거의 정상화 되고, 주먹 쥐기와 운전하

기에 불편이 없다 함.

2018년 8월 28일 오후 5:23 

강OO 약사 

#체험사례 

78세, 여성, 조00.

허리 수술, 퇴행성 관절염, 고혈압.

몇 년 전 척추 협착증과 디스크로 인해 허리 수술했

으나 하지 부종이 심하고 무릎도 수술을 권유받고 

있는 상태.

허리 수술 후 계속된 통증과 후유증으로 인해 수술

에 한 거부감이 심하심. 수 은 매일 죽기 살기로 

하신답니다.

안티OOO 써클OO 치유 프로그램 설명 드리고, 수

술 없이 세포 정상화로 건강하게 살아보자고 말씀 

드렸구요.

써클OO 111 관절 양제 한달.

같은 용량으로 2개월 복용. 

하지부종 개선. 

전체적으로 몸이 가볍고 통증도 완화되셨답니다.

오늘 안티OOO 11 써클OO 11 관절 양제 한달분 

구매.

안티OOO 써클OO 치유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백세 

사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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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무병장수 백세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8월 29일 오전 9:26)

2018년 8월 29일 오전 5:11 

송광륜 (주)예스킨

354명이 읽었습니다.

체험사례 기본양식 및 작성 가이드

앞으로 새롭게 체험사례를 올려주시는 약사님께서

는 많은 동료 약사님들이 보고 배우고 계시니 명확

하고 세세하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양식으로 예를 들면

먼저 맨 처음에 해시테그 #체험사례 

또는 #써클OO체험사례

#안티OOO체험사례#안티OOO와써클OO체험사

례 등으로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해시테그를 달지 않으시면 체험사례 포상 집계 시 

누락될 수도 있고 모아 보기도 불편합니다. 꼭 달아

주세요!

1) 성명 : 

2) 성별 : 男/女

3) 나이 : 00세

4) 신장 : 000cm

5) 체중 : 00kg

6) 병명(아픈 곳) : 

7) 병력과 현재 문제가 되는 증상과 심한 정도 

8) 이전 복용 중인 약물의 유무와 경과 

9) 써클OO/안티OOO의 복용여부와 추가제품 여부 

10) 복용기간과 경과 

11) 기타(보충설명) 

등으로 적어주시면 읽으시는 약사님들이 조금 더 

내용 파악이 쉽고, 같은 경우에 응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위의 양식을 복사하여 붙여놓고 양식에 내용을 적

어 주시면 좀 더 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박

OO 약사님의 제언)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9일 오후 2:57 

이OO 약사 

#체험사례

토요일 오후 남자분이 10일 전에 일하는 곳에서 스

테인레스 철판에 엄지손가락이 비스듬하게 베었다

고 하십니다.(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네요. T.T)

당시 병원에 가지 못했고 약국에서 약만 사먹었는

데 나을 기미는 보이지 않고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안티OOO랑 써클OO 1포씩 1일 3번 3일분을 드렸

습니다.

오늘 오셔서 그 약 먹고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면서 

붕 를 풀어 보이시네요. 살이 거의 아물어 있었습

니다. 토요일에는 붕 를 풀어 보여 주지 않으셔서 

어떤 상태인지 보지 못했지만 아저씨 말씀으로는 

살이 너덜너덜했다고 하네요. 종이에 베어도 많이 

아픈데 철판에 베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1일분만 더 가져가시면서 “봐서 또 올게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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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OO 약사

저도 을 읽는데 소름 돋네요. 급한 환자에게 

좋은 도움 주셨네요. 저에게도 좋은 사례네

요.(8월 30일 오전 11:53)

② 류형준 약사

빨리 붙지 않으면 많이 고생하는 경우인데,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8월 31일 오전 2:39)

① 이OO 약사

뿌듯하셨겠습니다~(8월 29일 오후 5:18)

② 류형준 약사

포진이 있는데 안티OOO가 빠지면 안 되겠지

요.

감사합니다.(8월 31일 오전 2:28)

① 류형준 약사

부종의 해결사는 이뇨제가 아니라 림프순환

촉진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31일 오전 2:25)

시네요.

2018년 8월 29일 오후 4:58 

이OO 약사 

써클OO4유 #체험사례 

57년생, 남자. 식당업.

“쌍화탕 1박스 주세요!” 하더니 진열된 써클OO

을 보곤“저거 주세요.”하시기에 반가워서

“이거 어떻게 아세요? 드셔 보신 적 있나요?” 

물으니 얼마 전에 입술포진이 자주 나는데 부인 왔

을 때 제가 6포를 111로 드시라고 드렸는데 전달이 

잘못되어 1일 1포씩 드셨는데도 효과가 좋아 포진

이 안 생긴다고 또 사러 오신 겁니다.

오늘은 완통 1박스 12만원에 가격 따지지 않고 사가

셨어요. 그 신 아침저녁 각1포씩 꼭 드시고, 다음

엔 입술포진 원인균은 바이러스니 안티OOO랑 같

이 드시라고 했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2018년 8월 29일 오후 6:24 

이OO 약사 

#체험사례 

63년생, 여성.

당뇨약 복용 중인 환자로 전신부종 때문에 병원처

방약도 복용해보고 다이어트약도 복용해봤는데 손

발이 불편을 느낄 정도의 부종은 전혀 차도가 없었

습니다. 

평소 찬 것은 거의 안 먹는 편입니다.

써클OO 222로 3일간 복용했는데 손발도 편하고 

부어있다는 느낌도 전혀 없다고 하면서 이뇨제도 

안 되던 게 차도가 확실했다고 지나가다 들러서 이

야기 했습니다.

흡연을 하니 더욱더 계속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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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처음에는 한분이었는데 이제는 온가족이 동

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8월 31일 오전 2:24) ① 류형준 약사

체크리스트는 효과확인의 잣 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31일 오전 2:20)

2018년 8월 29일 오후 6:52 

박OO 약사 

#체험사례 

장OO. 전에 체험례 올렸던 에어컨 시장님.

2년 된 피부병.

 

글루코타치온제제 2알 1회, 써클OO 안티OOO 1포

씩 2회 2개월 복용 후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같은 양으로 7개월 복용 중.

재발 없고 컨디션 양호.

다음 달부턴 써클OO로만 쭉~.ᆢ

사장님 아들도 알레르기 피부병으로 써클OO, 안티

OOO, 글루타치온제제 기본양으로 2개월 복용 후 

증세 소멸.

20 라 계속 복용하는 것을 꺼려 중단했으나, 현재

까지 괜찮음.

5일 전, 사장님 내방하셔서 당뇨 있는 사모님도 치

유해야겠다고 써클OO 2통과 안티OOO 1통 가져가

심.

온 가족이 써클OO와 안티OOO 덕에 새 삶을 산다

고 기뻐하심.

류선생님 덕분에 한 가족을 행복하게~!ᆢ

2018년 8월 30일 오전 10:23 

김OO 약사 

#체험사례

심문O, 만 69세, 남.

경미한 통풍, 눈이 감기며 눈 질환 심함, 복부가스 

너무 심함.

복용약 : 통풍으로 인한 관절약.

체질 개선해 보자는 제의로 안티OOO 써클OO 소

개.

7월 3일 안티OOO 써클OO 각각 111 복용.

7월 12일 변화 체크 의도로 전화. 전체적으로 큰 

변화 없다 하심.

8월 1일 약국 내방. 아무런 효과 없다 해서 복용 

전 체크리스트 꺼내서 항목마다 확인.

많은 증상이 개선됨을 확인하자 멋쩍어하심.

눈 염증, 복부 가스, 피곤함, 통풍 통증 등.

8월 1일 안티OOO 써클OO 재구매.

반드시 복용전후 체크리스트 활용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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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액상이 곧 나옵니다.

이런 불편을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31일 오전 2:17)

① 김OO 약사

ㅇ(8월 30일 오후 2:34)

② 류형준 약사

일단 효과를 확인하고 장기간 치유의 길을 준

비합니다.

감사합니다.(8월 31일 오전 2:15)

2018년 8월 30일 오전 11:49 

최OO 약사 

#체험사례

50 남. 건장한 체격.

주 증상: 

알레르기성비염

며칠 전 비염에 잘 듣는 효과 빠른 약을 달라고 하셔

서 알레르기비염약과 써클OO 222씩 6회분 드리며 

바쁘다고 하시니 간단한 설명과 함께 책도 드렸습

니다. 

이틀 지나서 오셔서 효과 없다며 투덜투덜. 그래도 

더 먹어 보겠다 하시는데 얘기를 나누다보니 하루 

한번만 약을 드셨다네요. 1일3회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었는데! 약을 어떻게 하루에 3번이나 먹냐면서 

오히려 역정을 내시네요. 그래도 이왕 드셔보시기

로 결심하셨으니 잘 챙겨 드시라고 토닥토닥. 

안티OOO.써클OO 111씩 2일분 드림.

어제 오시더니 좀 나아지는 게 느껴지신다며 안티

OOO 써클OO 111씩 소포장 2통씩 달라고 하시네요.

비염의 치유를 위해 꾸준히 잘 챙겨 드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 8월 30일 오후 12:07 

안OO 약사 

#체험사례 

여, 60 .

평소 훼스^, 까스활명^를 두 박스씩 자주 사가시던 

분의 남편분이 오셔서는, 위의 소화제를 십여 일간 

계속 먹었지만 효과가 없어 다른 약을 사 오라해서 

오셨다네요.

위내에 상존하는 바이러스가 원인이니, 안티OOO 

써클OO 각111과 베나치^ 하루분을 데워서 드시게 

하라며 드렸죠.

이틀 후 속이 많이 편해졌다며 이틀분 더 가지러 

오셨네요. 

이거 드시고 확신이 들면 장복하여 고질적인 위장

병에서 벗어나세요.

식체, 술약으로 탁월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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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10개월된 통증은 당연히 안티OOO도 병용하

겠지요.

감사합니다.(8월 31일 오전 2:12)
① 류형준 약사

설사를 심하게 하는데 컨디션이 좋다면 이는 

확실한 명현증상입니다.

용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 오

히려 좋은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31일 오전 2:11)

2018년 8월 30일 오후 1:43 

정OO 약사 

#체험사례 

어깨탈골 후 통증.

79세남, 김일0. 보통체형.

10개월 전에 계단에서 굴러서 어깨가 탈골되었는

데 병원에서 끼워 맞춰주심.

그 후로 어깨통증으로 고생하심.

7윌 9일 써클OO 111 일주일

7월 23일 써클OO 111 일주일

8월 19일 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만 조제해 가심.

8월 30일 오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번에 먹었

던 박스에 있던 것 좀 달라고 하시면서 그것 먹고 

많이 좋아졌는데 다시 아파서 좀 더 복용해 보신다

고 하십니다.

병원에서는 수술하라고 했는데 당신께서 안하신다

고 하셨답니다.

이번부터는 써클OO 22 복용하시라고 했습니다.

2018년 8월 30일 오후 2:22 

김OO 약사 

#체험사례 

유OO, 67년생, 여.

간질약 복용 중.

천식, 다리 쥐남, 피로, 길가다가 쓰러짐.

안티OOO 1 써클OO 2 복용. 

설사를 심하게 하여 안티OOO 써클OO 각11로 줄여

보기로 함.

설사는 하는데 컨디션은 좋다고 하심.

1통씩을 2개월에 걸쳐 드시고, 이제 길가다가 쓰러

지지는 않는다고 재구매 해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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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효자아들 이야기는 기억에 있습니다. 

효자아들과 함께 어머니를 치유의 길로 안내

합니다. 

감사합니다.(8월 31일 오전 2:09)

2018년 8월 30일 오후 3:01 

박OO 약사

#체험사례

054번째 [써클OO]+[안티OOO] 일 년 내내 감기.

체험사례 024번째.

 

HSJ, 女 , 78세, 155/마른 듯.

신경 예민/ 식사소화 보통/ 아랫배 나옴/ 다리 약함.

冬寒多(내의-아직) 盜汗, 감기 달고 산다, 원기부

족-피로/ 혈당약, 혈압약 복용 중.

[천기누설 건강법] 책자를 읽고, 아들이 찾아와서 

어머니께 드리고 싶다고 함.

2018.05.02 써클OO+안티OOO 각60포(1포씩 

tid)-실제로는 bid하신 듯.

2018.06.01 써클OO+안티OOO 각60포(1포씩 bid)

(여기까지 체험사례 024번째 기록) 

2018.07.13 써클OO+안티OOO 각60포(1포씩 bid)

◐그리곤 오늘은 드디어 효자아들이 어머니를 모

시고 왔다.(스스로)

어머니는 부산서쪽, 아들은 부산동쪽, 약국은 그 중간.

그간의 경과를 직접 어머니께 물어 보았다.

1)감기에 안 걸린다. 

2)추위타는 게 많이 덜해졌다. 

3)혈당이 정상화되었다.(그래도 줄여서 복용하고 

있다.)

4)잠이 잘 온다. 5)Herpes가 나오지 않고 있다.

6)사람마다 얼굴이 좋아졌다고 입을 뗀다.(내가 봐

도 78세로 보이진 않음.)

7)남동생 HBY님(69세)도 혈당(250) 때문에 써클

OO/안티OOO 구입하다.(49번째 기록)

남은 문제 

식욕, 소화가 나아지긴 했으나, 간혹 소화제 먹고, 

변비(토변) 있다.

-2018.08.30 써클OO+안티OOO 각60포 (1포씩 

bid) + 우루사정100mg 10정.

-------------------------

◐기록이 많을 땐 기록양식 벗어나도, 처음 쓸 때는 

양식 로 써 보겠습니다.

2018년 8월 30일 오후 3:33 

최OO 약사 

#체험사례

52살. 

제품공장에 오후에 시하기를 하시는 남자분.

이가 많이 아프다고 게보린 달라고 해서 안티OOO

와 써클OO 1.1과 나프록센 111씩 5번 복용하라고하

고 ,술과 찬 것과 매운 것은 먹지 말라고 하고, 계속 

복용해서 염증제거와 세포재생으로 잇몸치료를 하

려고 했는데 5번을 먹고 낫다고 더 안 사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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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최OO 약사님의 체험사례는 늘 빠르고 확실한 

결실을 보입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 증상개선만을 목표로 활용

하시는 것 같아서 치유의 길을 함께 하는 동반

자를 만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8월 31일 오전 2:05)

① 류형준 약사

임신 11주인데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은 결실을 봤으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8월 31일 오전 1:56)

② 박OO 약사

류형준 약사 피부발진의 표적인 virus발진

이 홍역 / 풍진 / 허피스-장미진 / 파보-B19 

/ 두창 등등 많기도 하죠.

또 아프면 또 와서 사갑니다. 저는 안티OOO와 써

클OO 2개 봉지에 포장해서 모든 증상에 적응하므

로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약사님들도 안티OOO와 써클OO 2개를 봉지 포장

하시어서 판매하시면 매상도 쑥쑥 올라갑니다.

2018년 8월 30일 오후 6:32 

박OO 약사

#체험사례 

055번째 [써클OO]+[안티OOO] 

전신 발진과 소양증.

◐ KSU, 女, 39세, 160cm, 50kg. 임신11주.

◐ 병명(아픈 곳) : 전신(얼굴제외)=심한 발진과 심

한 소양증(잠 못 잠) 약 1달.

피부과 (스테로이드, 페니라민으로도 무효)

◐ 피부과 다녀도 안 되니, 어떻게든 도움 달라고 

부탁함.

◐ 임신 중 바이러스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 2018.08.16 써클OO+안티OOO 각20포(각1포

씩 tid) + 지민10정(생약앨러지약)

◐ 2018.08.30 방문. 소양증 완전히 멈췄다고 감

사.^^

얼룩은 남았으나 (임신 중이라서, 출산 후 없애기로 

합의)

◐ 감사 의미로. 비싼 천연비타민 구매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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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임신 중에 야들이 기형과 아토피를 일

으킨다 하니, 실은 두어 달 더 복용해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써클OO/안티OOO의 태아문제만 크지 않다

면 기형예방과 아토피예방에 필요하다고 생

각이 되어집니다.

류선생님~ 단히 감사합니다.(8월 31일 오

후 12:03)

① 류형준 약사

알레르기는 이미 바이러스감염증이라고 결론

을 내렸습니다.

결론에 한 증거를 올려주시니 감사합니

다.(8월 31일 오전 1:53)

② 김OO 약사

류형준 약사 네, 알레르기도 바이러스감염증

이군요.

감사합니다.(8월 31일 오전 8:07)

2018년 8월 30일 오후 10:07 

김OO 약사 

#체험사례 

60세, 여자, 본인. 파스 알레르기.

1월5일부터 안티OOO와 써클OO 기본복용 중

중간중간 상황에 따라 증량하기도 함.

무릎주변과 오금이 당기고 아파서 자석파스를 붙

는데 그 부위에 알레르기가 와서 짓무르기 일보 

직전이 되었다.

다리가 아프다보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2일정도 

지나니 깨끗해졌다.

안티OOO와 써클OO을 만나기 전에는 파스 한 장

만 붙여도 알레르기가 생겨서 가려운 증상이 오래

갔는데...

2018년 8월 31일 오전 11:39 

박OO 약사

#체험사례 

056번째 [써클OO]+[안티OOO] 

눈꺼풀염증(맥립종?)

★ 男, 20  중반, 180cm, 75kg 추정. 건장함.

◐ 병명(아픈 곳) : 눈꺼풀이 붉고 부은데 간단한 

약을 희망함.

2018.08.30 간단하게 프로폴리스10cap + 배농산

급탕 10정 주며, 빠른 효과를 위해서 써클OO +안

티OOO 각1포씩 tid 하루분 추천함.

◐ 점심 때 한번 복용 후 오후 늦게 방문함.

“한번 복용에 이렇게 빠른 차도가 나다니, 원리를 

알고 싶습니다.”

‘이런 기특한 청년을 보았나! 궁금하면 바로 물어보

러 오다니.’

써클OO의 림프순환 외에 <림프의 면역주도권>에 

한 설명과 우리 몸에 600여개의 림프절과 <장림

프절>의 중요성강조.

안티OOO의 항균/항진균/항바이러스 작용과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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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OO 약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8월 31일 오전 11:42)

② 김OO 약사

상세한 내용 감사드립니다.(8월 31일 오전 

11:51)

③ 김OO 약사

그림까지.! 잘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8월 31일 오전 11:52)

④ 양OO 약사

‘이런 기특한 청년을 보았나? 궁금하면 바로 

물어보러 오다니.’ㅎㅎ

체험례 잘 보았습니당!^^(8월 31일 오후 

4:38)

⑤ 류형준 약사

항상 준비된 약사님이니 이런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1일 오후 4:42)

을 설명함.

“그렇다면 제 손에 의한 세균감염이 아니란 말이

죠?”

“그렇지~. 물론 손을 잘 씻으므로 세균과 virus감

염기회가 줄긴 하지만, 결국은 나의 면역이 공기감

염, 음식감염, 접촉감염도 방어하는 힘이지~.”

“그래서 그런지 눈도 가벼워졌지만, 변도 시원하

게 나와서 신기해서 왔습니다.”

림프와 면역에 관한 자료를 주며, 면역에 관

한 전도사가 되길 당부하며 보냄.

◐ 소장의 융모그림 ◑

{수용성 양분은 모세혈관에서 흡수하여 문맥에

서 간으로 보내고}

{지용성 양분은 암죽관→모세림프관→흉부림프

관→ 정맥→심장으로}

※ (암죽관=유미관)→소장림프관으로 연결됨.

2018년 8월 31일 오후 3:31 

최OO 약사

#체험사례 

61세, 여.

왼쪽 다리와 무릎이 아파서 걱정이신 분.

3월부터 종아리 뭉치면서 통증.

병원 여러 군데 다녀도 소염진통제 처방만.

진통제 먹으면 가끔 몸이 붓는다.

남편분께서 한샘 약국 가보라고 권유.

8월 20일 방문 상담지 체크하고 림프순환이

안 돼서 여기저기 통증이 시작됨을 설명하고 노폐

물 처리하고, 세포 염증 원인제거만이 진통제 안 

먹고 통증 치유된다고 상담.

우선 써클OO 222 40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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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지금 시작할 수도 있고 지금은 증상개선에 만

족하다가 반복되면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환자 몫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1일 오후 4:33)

① 류형준 약사

병의 뿌리가 남았으니 다시 증상이 시작됩니

다. 

처음부터 치유의 길 전체를 설명했으니 환자

분도 이해하려 다시 치유를 시작하게 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1일 오후 4:31)

8월 31일 다리가 가볍고 걷기가 수월.

계단 오르내려도 거의 안 아픔.

다시 써클OO 222 소포장 2개.

처음 상담부터 안티OOO 설명했으나 약값 비싸다고!

초기에 그동안 쌓인 노폐물 먼저 처리하고, 안티

OOO 병용해서 6개월 정도 치유여정 알려

드렸으나 나머지는 이분 몫인 것 같습니다.

반응이 빠르니 치유 시작하실 겁니다.

진통제 안 먹어도 통증이 없어짐을 신기해하심.

2018년 8월 31일 오후 3:34 

서OO 약사 

#체험사례 

남성, 71세. 편도O.

 

표증상: 

다리에 쥐가 남

주요증상: 

잠이 잘 오지 않는다, 변비, 부종.

투약:

5월 4일 써클OO 222

6월 15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휴약 기간: 

7월2일 ~ 8월31일

계속 복용해서 치유의 길 가자고 말씀드렸는데도

증세가 좋아지시니까 한동안 안 드셨습니다.

경과반응:

다리에 쥐나는 증상이 완전 없어졌었는데 2개월간 

휴약하니까 다시 쥐난다며 사러 오셨네요.

이번에는 꼭 6개월간 이어서 드시라고 말씀드렸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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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OO 약사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올려주시는 체험사례 

너무 잘 읽어보고 실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례와 같은 경우 써클OO 안티OOO 각

각 111로 7일간이면, 84,000원에 납득하고 가

시는가 해서요.^^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이제 접한 단계라서 2~3일치 정도 드리거든

요.^^;;(8월 31일 오후 4:34)

② 노OO 약사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나중에 전화해보면 부분 만족하시네요.

판촉물 (부채, 리플릿 등) 활용하세요.(8월 31

일 오후 5:14)

③ 류형준 약사

정OO 약사 물건을 파는 관점에서 보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병을 치유하는 관점에서 보면 

치유가 되면 가격은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손을 쓰는 직업인데 손목인 염증이 있으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심하면 생계가 힘들어집

니다.

하루분 임금도 안 되는 가격에 좋아졌는데 문

제가 될까요?

선택은 환자의 몫이다. 약사님이 미리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8월 31일 오후 6:44)

④ 정OO 약사

노동원, 류형준 약사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8월 31일 오후 7:01)

2018년 8월 31일 오후 3:35 

노OO 약사 

#체험사례 

1. 박 ㅇ, 67세, 남.

천식으로 세레타이드디스커스 250 사용 중.

환절기만 되면 천식 증상 심해져 병원처방 받으러 

오시는데 염증물질배출과 원인균제거로 치유해보

자고 설득.

안티OOO 111 써클OO 111 7일.

일주일 후 전화 드리니 천식흡입기만 사용할 때와 

달리 흡입기 사용이 현저히 줄어들고, 피로감소,

가래도 감소, 조만간 다시 찾아오신답니다.

2. 50  남성, 손목인 염증.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어서 손목에 염증, 부종, 통증

으로 병원약 먹다가 그 때 뿐이라 내국하셔서 상담.

써클OO 222 부루펜 111 1일분.

2일 후 전화드리니 부기도 거의 없고 염증, 통증 

모두 소실.

추후에 또 재발될 수 있으니 장복 권유함.

3. 60  여성, 발목부종.

며칠 전 일하다 발목타박상으로 복숭아뼈 주변이 

심하게 부어오름. 

병원 갔더니 부종엔 약이 없으니 그냥가라고 해서 

내국함.

타박상 부종에 의사들은 한약과 일반의약품 주는 

것에 완전 개무시한다는 걸 요번에 알았네요. ᆢ약 

없는데 왜 주냐고!!

써클OO 222 2일분.

전화해서 경과반응 확인하니 부종 완전 소실.

허, 참! 이래도 약이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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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제는 박OO 약사님은 당뇨전문약사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1일 오후 4:27)

① 류형준 약사

제가 정말 원하는 사례입니다.

병으로 생각조차 포기해야 하는 환자가 좋아

져서 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한사람의 병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

의 건강과 행복을 구원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1일 오후 4:25)

2018년 8월 31일 오후 4:28 

박OO 약사

#체험사례 

057번째 [써클OO]+[안티OOO] 혈당내리기.

★ HBY, 男, 69세.(166cm 60kg 정도)

◐ 병명(아픈 곳) : 혈당약 10년 넘게 복용, 1알→2

알→3알 늘고 보통250

49번째 기록. 

8세 누님이 3개월 복용하고, 혈당 정상 된 것 보고 

찾아오신 분.

2018.08.17 써클OO+안티OOO 각60포(1포씩 tid)

오늘 08.31 전화가 왔음.

혈당이 보통 250이라고 했는데, 많을 땐 350도 올

라갔음.

써클OO + 안티OOO 약2주 복용했는데, 지금은 혈

당 190 정도로 나옴.

“이웃에 혈당이 심한 노인(인슐린주사를 배에 차고 

있는 분)께서 자기도 그 약을 사달라고 하는데, 어

찌 하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본인이 오심이 좋으니, 택시 타고 같이 

오세요.”

※ 중증환자로 보여서 연세, 체력, 증세의 심한정도

를 보고 결정하려구요.

2018년 8월 31일 오후 5:07 

조OO 약사 

#체험사례 

*엄OO(65세, 여).

삭신이 쑤시고 아프시다 하여 써클OO 20포씩 가져

가며 101로 드셨는데, 몸 아픈 증상은 바로 좋아져

서 계속 드시는데 4번째 가져가면서 손톱이 검었었

는데 없던 손톱의 반달이 하얗게 나왔다고 좋아하

십니다.

림프순환이 잘 이루어지면서 손톱도 원상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OO(65세, 여.)

퇴행성 관절염 진단으로 식당일 하시는데, 손가락

이 붓고 통증이 있어 일하기가 불편하여 양방치료

하며 식당을 접어야할지를 고민하던 중, 상담하여 

써클OO 222와 양요법 병행하여 복용하니 한결 

부드럽고 통증도 덜하다고 하시며 식당 접는다는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장기간 안티OOO와의 병행을 설명 드리며 책도 드

리고, 계속 복용 중에 당뇨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컨디션이 달라진다며 남편분도 계속 드시길 희망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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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짧게 복용하고 개선되는 사례도 좋지만 길게 

먹고 개선되는 사례도 모두 많은 도움이 됩니

다. 

감사합니다.(9월 1일 오후 4:21) ① 류형준 약사

아토피, 여드름, 하지부종, 비염, 생리통 이정

도 증상이라면 안티OOO 111과 써클OO 111

이나 써클OO 222로 시작하는 건 추천합니다.

증상이 여러 곳이면 자칫 용량이 부족해서 기

2018년 8월 31일 오후 6:26 

서OO 약사 

#체험사례 

남성, 51세, 박상O.

표증상: 

만성피로

주요증상: 

변비, 아침에 무기력함, 깊은 잠이 안 옴.

투약:

3월 2일 써클OO 1.1 안티OOO 1.1

5월 1일 써클OO 1.1 안티OOO 1.1

5월 31일 써클OO 1.1 안티OOO 1.1

6월 28일 써클OO 1.1 안티OOO 1.1

8월 1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경과반응:

깊은 잠이 온다.

훨씬 덜 피곤하다.

정신이 맑아졌다.

2018년 8월 31일 오후 8:16 

강OO 약사 

#체험사례

26세, 여자, 김00.

아토피, 여드름, 하지부종, 비염, 생리통.

예민한 성격. 

어려서부터 비만이라 다이어트로 인한 요요가

심한 상태. 

항상 피곤하고 잘 붓는다고 합니다.

유산균, 비타민씨, 빈혈약 복용 중 안티OOO 써클

OO의 세포 정상화 설명하고 복용 시작.

안티OOO 11 써클OO 11 한달.

현재 4개월째 복용 중이구요.

아토피 거의 없어졌고 안 좋은 음식 먹으면 팔 안쪽

에 잠깐 생겼다 없어지구요.

생리 할 때 뾰루지 올라왔다 하루 만에 없어지고,

생리통 없어졌구요,

하지부종 거의 없어졌고, 감기 걸려도 한두 번 안티

OOO 써클OO 용량 늘려먹으면 바로 좋아진답니

다.

체중도 먹는 거에 비해 잘 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효과가 빨리 나타난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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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오래 걸리거나 증상은 줄었는데 나중에 

없어지지 않는 증상이 있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9월 1일 오후 4:11)

① 류형준 약사

잇몸재생에도 안티OOO와 써클OO가군요.

감사합니다.(9월 1일 오후 4:04)

① 박OO 약사

평소에 안티OOO와 써클OO을 어떻게 복용하

고 있는지 빠트렸군요.ㅎㅎ(9월 1일 오전 

9:04)

② 류형준 약사

사실 끓는 물이 옷에 쏟아져서 데일 정도면 

심한 화상이 생겨야 합니다.

2018년 8월 31일 오후 10:36 

박OO 약사 

#체험사례 

52세, 여성. 직장인. 

올해 1월 초 약국 이전한지 얼마 안 되어 경황이 

없을 때 오셔서 잇몸에 좋은 약 달라고 하심. 

써클OO 1통과 책 드림.

하루 2번 따뜻한 물로 복용하게 하고, 주의사항 얘

기함.

2월에 방문해서 너무 좋다고 2통 달라고 하는 것을 

안티OOO 설명하고 각각 1통씩 드림.

잇몸약 1년 넘게 복용했으나 호전되지 않았는데, 

써클OO는 다르다고 함.

안티OOO 써클OO 8월까지 7개월 복용.

써클OO 복용 전 임플란트 하려면 뼈 이식하고 해야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7개월 복용하니 뼈 이식 안

하고 바로 임플란트 했다고 기뻐하심.

또 임플란트 하고도 잇몸도 붓지 않고 통증도 없어 

만족ᆢ.

본인이 써클OO 안티OOO 2달 더 먹겠다고 하시며 

구입해 가심.

복용 3개월부터 철단백 같이 복용했음.

이분은 직장동료에게도 다른 잇몸약 먹고 고생하지 

말고 써클OO 안티OOO 먹으라고 광고 했다고.ᆢ

2018년 8월 31일 오후 10:51 

김OO 약사

#체험사례 

60세, 여자. 본인. 가벼운 화상.

1월부터 안티OOO와 써클OO 기본 복용 중(상황에

따라 증량) 주방에서 끓는 물이 복부에 옷 위로 

튀었다. 얼른 얼음찜질 하고 바쁘다 보니 잊어 버렸

다가 저녁에 보니 빨갛다.

예전 같으면 데인 자국보다 나중에는 상처가 더 커

지고 가렵고 흉이 남았는데, 가려운 것도 없고 5일

정도 지났지만 그냥 두었는데도 흔적 없이 깨끗이 

치료가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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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과 자연치유력이 좋아지니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1일 오후 4:02)

① 류형준 약사

이제 드디어 요양원 환자분에게 활용하시는

군요.

부분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바

이러스가 꽉 차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써클OO 111도 좋지만 안티OOO 111과 병용

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감사합니다.(5월 8일 오후 6:10)

2018년 5월 7일 오전 11:24 

박OO 약사 

#체험사례

윤XX, 여성, 34년생 85세.

요양원 입원환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약 드시며 거의 누워 계시고 

죽으로 식사하심.

온몸이 아프다고 하셔서 신경통약 처방받아 드셨

으나 통증 개선 안 됨.

써클OO 111로 20일 복용 후 전신통증 개선됨.

거의 누워 계시므로 운동부족으로 인해 림프순환

이 안된 것이라 생각됨.

써클OO 투여로 진통제 투여해도 개선이 안 된 통증

이 사라진 것으로 생각됨. 

2018년 5월 7일 오후 3:01 

정OO 약사 

#체험사례

30  남자. 

일하다가 손이 끼어 손가락이 까맣게 됨.

병원 갔더니 괴사될 수도 있겠다고 말해서 겁먹은 

상태로 방문. 

수부관절 전문 병원도 갔는데 뼈는 이상이 없고

신경이 죽었으면 감각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함.

첫날 손가락을 압박붕 로 묶은 상태라 사진을 못 

찍었음.

진정시키고 제가 낫게 해드리겠다고 괴사까지 생

기는 일은 막을 수 있고 설령 괴사된 조직도 회복 

효과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써틀 222 드

시라고 함.

그렇게 걱정이 많으면서 막상 먹으려니 하루 6포는 

너무 많은 거 같아 1포만 먹었 서 전화로 혼내고

붕  풀면 사진 찍어 보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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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이쁜 써클OO, 고마운 써클OO♥(5월 7일 오

후 3:25)

② 양OO 약사

전화로 혼내고^^ㅎㅎ

약사님이 말을 이뿌게 잘하신 듯~(5월 7일 오

후 3:36)

③ 조OO 약사

참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

죠.ㅎ(5월 7일 오후 4:24)

④ 정OO 약사

어메이징입니다!(5월 7일 오후 4:38)

⑤ 김OO 약사

할일이 많아요. 혼도 내야 하고 안심도 시켜야

하고. 감사하다는 인사 들으면 다행이지만

요.(5월 7일 오후 6:06)

⑥ 류형준 약사

조OO 약사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는 당연히 다릅니

다. 저도 다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달라야 합

니다. 그러기에 처음부터 어떻게 그림을 그리

고 치유의 길을 제시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누구는 일을 하는데 열 가지 조건이 필요한 

어떤 일에 한가지 있는 것을 갖고 나머지 아홉

가지를 채워서 해내고, 또 누구는 아홉가지가 

있어도 한가지 없는 것 때문에 포기합니다.

누구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 줄 

한사람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것도 안티OOO와 써클OO을 아무 말 없이 

사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치유의 길

에 동행할 동반자 한명이 더욱 필요합니다.

치유의 길에 동행할 동반자를 만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5월 8일 오후 6:26)

⑦ 류형준 약사

정순용 약사님, 축하합니다.

오는 한사람의 인생을 구한 것입니다.

만약 치유되지 않고 가운데 손가락을 절단했

다면 이 환자분의 인생이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몇 개를 팔고 말고가 아니라 한사람의 인생을 

구해준 것에 해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한 광된 자리에 안티OOO와 써클OO을 

활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5월 8일 오

후 6:29)

위 사진이 2일 복용 사진.

첫날과 비교가 안돼서 안타깝지만 엄청 부어있고 

까맣게 돼서 피부이식 얘기까지 병원에서 말했다

고 함.

소포장 복용 후

언제 그랬냐는 듯 멍도 빨리 빠지고 붓기도 없고,

한 달 병가를 내니 어쩌니 하더니 써클OO 먹고 괜

찮아져서 3일 만에 출근한다고.

손을 많이 쓰는 일이라 조심하라고 당부 드렸습니다.



001422  A BOOK OF EXPERIENCES

① 정OO 약사

어메이징합니다!(5월 8일 오전 11:43)

② 류형준 약사

확실히 보입니다. 빵빵하게 부어서 터질 듯한 

느낌이었는데 부종이 가라앉아서 좋아진 모

습이 느껴집니다.

만약 열감이 있었다면 안티OOO와의 병용도 

좋았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5월 8일 오후 6:50)

③ 김OO 약사

2018년 5월 8일 오전 11:39 

이OO 약사 

#체험사례

 

남성, 50 .

얼마 전 교통사고 후 무릎에 부종과 통증으로 병원 

다니던 중, 약국 오셔서 사고난지 2개월 다되어가

는데 부기가 안 빠지고 통증 있다며 오심.

써클OO 소포장 한통 드리며 2포씩 2~3회 복용토

록 함.

한통 20포 복용 후,

“약사님, 그 약 아주 좋아요!” 하고 들어오신다.

물리치료사가 “부종이 엄청 좋아지셨네요.” 해

서 이 환자분 그냥 웃으셨단다.

“부종부위의 림프순환은 단순하게 부종만을 줄여

서 물리적인 기전의 통증만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염증물질의 배출도 촉진하여 화학적인 기전의 통

증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 40p.천기누설건강법

복용 전

복용후

사진 상으로 구별이 좀 어려운데 환자분이 입은 꽉 

낀 바지의 모습과 약간 여유 있는 바지로 비교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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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OO 약사님, 책 페이지까지 기억하시네요. 

몇 번 정독하신 거에요? 저도 다시 읽고 있거

든요. 감사합니다. 체험례 보면서 늘 많이 배

우고 있습니다요.(5월 9일 오전 11:45)

④ 이OO 약사

김OO 약사 ㅎㅎ 보고 쓴 거예요.

거기에 쓰여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5월 9일 

오후 12:06)

⑤ 김OO 약사

그래도 얼마나 많이 읽고 준비되신 분인지 알

겠어요. 급반성했습니다요.(5월 9일 오후 

12:40)

2018년 5월 8일 오후 12:48 

최OO 약사 

#체험사례

 

65살, 주부. 혈압약 복용.

허벅지에 지방종을 서울 에서 수술을 했는데 3개

월이 지나도 그자리가 부기가 있고 나아지지 않는

다고 호소해서 써클OO을 111을 복용시켜서 세포재

생효과와 림프순환으로 치료하고 있어요.

3일 복용하니까 부종이 점차 나아지고 있으므로 계

속 복용시키고 있고 3개월 동안 치료 안 된 것이므

로 바이러스도 생각해서 다음치료는 안티OOO와 

함께 치료가 들어갈 것입니다.

2018년 5월 8일 오후 7:20 

류OO 약사 

#체험사례

부종에 특효. 33세 아가씨.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약무직 아가씨입니다. 

5월 5일 결혼식을 앞두고 하루 전인 4일에 얼굴이 

퉁퉁 부어서 출근했습니다. 뭘 잘 못 먹었는지 원인

은 알 수 없지만 평소에도 자주 피부 알레르기가 

나고 잘 붓고 얼굴 및 피부가 창백한 편입니다. 병

원에서 안티OOO와 써클OO을 권유하기 어려워 평

소에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결혼식 앞두고 많이 

걱정하기에 써클OO 2포를 오전 10시쯤 복용하도

록 주었습니다. 하루 동안은 차가운 물 금지시키고 

따뜻한 물만 먹도록 했습니다.

1시간쯤 뒤에 어떤지 물어보니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해서 다시 물어보니 1포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

서 그럼 점심 식후에 나머지 1포를 더 먹으라 했습

니다. 그러곤 3시부터 4시 사이에 설사를 3번 했다

고 합니다. 컨디션을 물어보니 아주 개운하고 좋다

고 합니다. 4시쯤 되니 얼굴 부종이 쏙 빠지고 푸석

푸석했던 얼굴이 깨끗하고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써클OO 2포를 더 주고, 혹시 저녁에 다시 

부으면 갖고 있다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5일 결혼식 때 보니 새신부 얼굴이 밝고 화사하네

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 나중에 안티OOO 써클OO 치

유의 세계로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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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축하합니다.

써클OO와 마그네슘제제로 증상의 차도를 보

다니 축하합니다.

팔다리 쥐가 나고 저리며 아파서 물리치료 받

고 처방약을 복용 중인데 차도가 없다고 하면 

3개월 이상 증상이겠지요.

3개월 이상 된 증상은 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단순히 증상개선을 위한 방향이 아니라 증상

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안티OOO와의 병용

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5월 10일 오후 4:09)

2018년 5월 9일 오후 2:42 

안OO 약사 

#체험사례

김^연, 여, 80. 위장약.

심한 안구건조로 안약 2종류 쓰는 분.

눈 깜박일 때 위, 아래 눈꺼풀이 붙어 잠시 텀을 

준 후 뜸, 뻑뻑함과 통증으로 늘 인상을 찌푸리고 

다녀 좌측 눈이 작음.

써클OO 11 한달 드시고 방문.

눈꺼풀이 안 붙고 통증이 덜해 인상 펴고 오심.

좌우 눈 크기 같아졌음.

덤~두통, 현운, 피로, 체머리, 이명, 불면, 식체, 

야간 빈뇨, 멍 잘 듦.

저는 주소증보다 덤으로 호전되는 증상들이 더 신

기방기합니다.

이번엔 녹물이론 말씀드리며 안티OOO 병용 권하

니 형편상 힘들다고 하셔서 다음 달에는 선물로 안

티OOO 드리며 다시 권해보렵니다.

2018년 5월 9일 오후 7:26 

김OO 약사

#체험사례

홍○녀, 63세, 여.

신경외과에서 팔 다리 쥐나고 저리며 아파서 물리

치료 받고 처방약 복용 중인데, 차도가 없다고 호소

해서 한 달 전 림프순환 촉진과 전신 세포회복을 

설명하면서 병원약(소염진통, 근육 이완제, 오팔

몬)끊고 원인치료 해야 한다고 해서 써클OO, 1주는 

111과 Mg 함유 혈액순환제 병용해서 한 달치 주었

는데 오늘 재 구매하러 왔어요.

손발 저림이 좋아졌다고요~.

써클OO 1.1 마그네슘제 1.1 

계속 열심히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치유되는 환자를 보니 하루 피곤이 풀리네요.

2018년 5월 9일 오후 8:08 

박OO 약사 

#체험사례

이XX, 여성, 1974.04.17일생.

증상 : 이명, 어지럼증, 두통 호소 , 마른 체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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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명과 두통이 좋아졌다고 하니 축하드립니

다. 하지만 이명, 어지럼증, 두통 호소 , 마른 

체형으로 안면과 손이 차고 황색임, 용혈성 

빈혈 등의 증상은 일시적인 증상이 아닌 만성

증상이므로 바이러스 감염증을 함께 조치해

야 합니다.

안티OOO와의 병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음에는 써클OO만이 아니라 안티OOO도 함

께 복용하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5월 10일 오후 4:12)

① 김OO 약사

저도 끓는 냄비에 팔이 닿아 데었는데 써클

OO 두포를 더 먹었더니 물집이 잡혔다가 사

라져서 써클OO 효과인가 했어요.

복용 1시간 정도에 일어난 일입니다.(5월 12

일 오후 4:38)

② 류형준 약사

화상의 치유에 림프순환촉진이 정말 좋습니

다.

초기화기를 빼는 데에도, 물집을 줄이는 데에

도 세포재생을 시키는 데에도 모두 필요한 효

과입니다.

상처가 작을 때에는 그냥 먹는 로이지만 화

상부위가 크면 써클OO 333으로 정말 많이 

커지면 써클OO 33333으로 용량을 늘려야 합

니다.

감사합니다.(5월 12일 오후 8:42)

안면과 손이 차고 황색임. 용혈성 빈혈 의심 됨.

1) 2018. 03. 24

써클OO 1.0.1 레디피린 (철분제) 1.0.1 *30일

2) 2018. 05. 9

이명과 두통이 좋아졌다고 동일 처방으로 한 달분 

재구매. 6개월간 복용하기로 함.

2018년 5월 12일 오후 3:06 

서OO 약사 

#체험사례

 

50 , 여.

저의 체험사례입니다.

크게 아픈 곳은 없지만 세포의 환경도 좋아지고 림

프순환도 좋아져서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려고

안티OOO 써클OO을 1.1 먹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많이 피곤하면 저녁에 종아리가 무겁고 뻐근

했는데 그건 한두 번 복용 후에 바로 좋아졌네요. 

지금 5달 정도 복용 중인데 그 사이에 두 번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한번은 뜨거운 냄비에 손가락 

두개를 데어서 하얗게 익을 정도여서 물집이 많이 

잡히겠구나, 했는데 자국만 남더니 일주일정도 지

나 딱지가 떨어지고 흉도 없이 말끔해졌네요. 신

기~~!

두 번째는 얼마 전 손등에 기름이 튀어서 그 다음 

날까지 화끈거리고 아파서 이건 좀 심하겠네 했는

데 물집이 잡힐 듯하다가 그냥 가라앉고 1~2주 지

나서 딱지 떨어지고 희미하게 자국만 남았네요.

이제 화상이 무섭지 않아요. 

너무 신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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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축하합니다.

써클OO로 많은 증상의 차도를 확인하고 있습

니다.

하지만 오래된 증상은 부분 바이러스 감염

증입니다.

아무리 차도를 보여도 증상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안티OOO와써클OO 6개월 요법을 꼭 알려주

시고 치유의 길을 완주할 때까지 손잡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5월 12일 오후 8:58)

① 류형준 약사

멍과 타박상은 림프순환촉진이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1일 오후 4:00)

2018년 5월 12일 오후 6:09 

김OO 약사

#체험사례

정다ㅇ, 29세, 여.

4월 2일 친정엄마가 구강건조로 써클OO 20포 구

입. 1포 드시고 힘들어 반포 드시더니 그것도 힘들

어 딸에게 줌.

친정엄마 : 결핵치료, 감기, 구순염, 상포진, 면역

력저하.

4월 23일 딸이 써클OO 20포 구입. 

1년간 불면증약 복용.

피로, 소화불량 좋아짐.

5월 12일 써클OO 20포 구입. 

얼굴부종, 멍, 불면증 좋아지고 4개월간 끊긴 

생리가 돌아옴. 생리통은 있다고 함. 

써클OO는 본인한테 양제라고 표현 하고 갑니다. 

체크지는 오늘 처음 체크해 봤네요.

어제 써클OO 6포로 편두통 가라앉힌 분.

전 여동생분이 게보린 먹고 두통 안 듣는다고 20

포 전까지 가지고 가시네요.

#체험사례 

55세, 여.

운전하고 나오다가 문에 허벅지를 부딪쳐 통증이 

심하여 써클OO을 222로 2일 먹고 감쪽같이 좋아

졌습니다. 

림프순환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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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인테리어 목공이 직업인데 직업적으로 많이 

쓰는 근육이 돌덩이처럼 뭉쳤다면 이는 직업

병입니다.

직업병은 당연히 오래갈 수 있는 증상인데 3

일 만에 개선되었다고 하니 축하합니다.

그래도 오래된 증상은 바이러스감염증입니다.

차후 안티OOO와의 병용도 함께 설명했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5월 14일 오후 4:25)

② 류형준 약사

통증 부종 완전히 사라지고 정상으로 회복되

었음.(5월 14일 오후 4:26)

2018년 5월 14일 오후 3:47 

조OO 약사 

#체험사례

인테리어 목공, 55세. 근육질 체형의 건장한 남성.

우측팔의 등쪽(수지신전근, 수근신근부위)이 돌덩

이처럼 굳어있고, 통증이 심함. 

팔 외측, 내측 회전시에도 통증은 없음.

인테리어 시공하느라 목수일을 많이 해서 손을 많

이 사용.

손목은 통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과 팔을 동시에 

힘을 주어 과도하게 사용한 것으로 추측.

림프부종으로 판단하고 림프순환과 통증에 해서

설명하고, 이 제품은 진통제가 아니므로 장기 복용

해도 인체에 내성이나 독성이 없다고 설명함. 

미심적은 표정.

써클OO 221, 진통제는 통증 심할 때만 복용.

다음날 약간 긴가민가한다고.

써클OO 222 2일분.

3일 후 많이 호전되었다고 방문

써클OO 222 3일분.

십여 일 지난 후 5월 12일 방문.

본인이 먹고 효과 좋아 후배가 본인같이 아프다고 

오심.

후배에게 선물한다고 안티OOO 써클OO 소포장 구

매함.

2018년 5월 15일 오전 10:46 

김OO 약사

#체험사례

67년생, 남, 김종ㅇ.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근무.

5월 12일 팔목통증 호소. 

진통제와 근이완제 찾으심. 

림프순환 설명하고, 인 부종 알려드림. 

써클OO 22로 20포 구입 후. 

진통제 안 드셔도 통증 없다, 피로가 덜하다 하심. 

김수ㅇ. 큰딸. 국문학과 학생.

앉아서 글쓰기 많이 해 하체부종, 피로. 

아빠가 먼저 드시고 효과 좋다고 사모님 모시고 오

셔서 큰딸 써클OO 60포 챙겨 가십니다. 타지역에 

있어서 체크지 작성을 못하고 찬 거, 매운 거, 튀김

음식, 술 주의하라 알려드리고 천기누설책과 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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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써클OO는 가족사랑입니다!

안티OOO는 이웃사랑입니다!

안티OOO 써클OO는 사랑입니다~.(5월 15일 

오후 1:32)

② 김OO 약사

네, 써클OO로 안티OOO로 사랑이 전해집니

다.(5월 15일 오후 1:33)

③ 류형준 약사

팔목통증이 3일 만에 없어졌다고 하니 축하합

니다.

팔목통증도 하지부종도 한번 생기면 오래가

는 증상입니다.

혹시 3개월 이상 된 증상이 아닌가요?

그러면 3개월 이상 된 만성증상은 부분 바

이러스 감염증이라고 이미 천기누설건강법 

책자에서 밝혔습니다.

따라서 만성증상에는 안티OOO와 병용 6개월

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15일 오후 6:04)

④ 김OO 약사

네. 한달 되었다고 얘기하셔서 써클OO만 드

렸네요.(5월 15일 오후 6:42)

⑤ 류형준 약사

김OO 약사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5월 15일 오후 6:46)

릿만 드렸습니다. 

저에게 써클OO는 가족건강 챙기는 가족사랑입니다.
2018년 5월 16일 오후 2:46 

조OO 약사 

#체험사례

수 강사, 30세정도, 부부.

30  정도의 젊은 남성, 종아리 근육의 통증으로 

조제하러 오신 분.

본인은 수 강사, 물속에 오랫동안 있다 함.

소염진통, 근이완제 3일분.

부인도 수 강사인데 발목이 약간 붓고 통증이 심

함.

그동안 정형외과, 한의원에서 치료받았다 함.

처음에는 회복속도가 빨리 왔는데, 요즈음은 치료

받을 때뿐이라 함.

‘때는 이때다, 기회가 왔군!’

써클OO 안티OOO 기전 설명하고 소염진통 근이완

제 3일분, 써클OO 222 3일분.

3일 후, 재방문.

부인께서 진통, 근이완제는 먹지 아니하고 써클OO

만 먹었다 함.

통증과 부종이 많이 없어져서 재구입차 오심.

써클OO만 소포장, 다음에는 안티OOO를 같이 복

용하라고 함. 

특히 각탕법 강조.

증상이 없어지니까 치유된 걸로 알고 있는지 궁금.

세포활성화를 설명했건만, 내 설명이 부족했나 싶다.

설명 방법을 바꾸어 봐야지.

해부생리 쪽으로, 더 자세하게 이해를 시켜야!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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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그래도 통증과 부종은 개선된 것이지요.

약사님의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환자들

의 귀와 마음이 반만 열려서 못 알아듣는 것입

니다.

시간이 조금더 필요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전 10:52)

① 심OO 약사

좋은 제품을 설명 드려도 귀를 닫으시는 환자

분들을 뵈면 안타깝더라구요.^^(5월 17일 오

전 8:41)

② 류형준 약사

그래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저절로 믿음 생기

고 따르게 되겠지요. 

시간이 조금더 필요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5월 18일 오전 8:19)

2018년 5월 17일 오전 12:19 

권OO 약사

#체험사례

 

이틀 전 밤 7시경에 급성으로 이하선염과 함께 아

래 잇몸이 아파서 오른쪽 아래의 볼과 귀밑까지 퉁

퉁 부어서 오신 40  초반의 여성.

병원 가기 전 먹게 간단하게 약을 달라 해서 크로닉

신액상제와 잇몸염증치료제 10알짜리 드리며 내일 

병원 갈 때 가더라도 가라앉으면 좋은 것이니, 써클

OO 2봉씩 6봉 드리며 지금 2봉, 취침 전 2봉, 내일

아침 2봉 복용하라고 드림.

오늘 오셔서 약 먹고 난후 부기가 많이 가라앉아서 

병원 안 갔다면서 써클OO만 더 달라며 222로 2일

분 가져갑니다.

안티OOO와 병용투여하면 더 좋다고 말해도 이거

면 될 것 같다며 도망치듯 나가네요.

아직 귀가 반만 열려서 보물을 찾지 못해서 안타깝

고 안쓰럽고...ㅠㅠ

2018년 5월 17일 오후 2:19 

권OO 약사

#체험사례

 

58세, 여성, 김**. 20년 이상 된 이명. 

기왕력: 

힘든 노동일을 많이 하여 오른쪽 엉치부터 발바닥

까지 무척 저리고 쑤시고 아픈 통증을 호소.

3월 30일 5일간 안티OOO 111 써클OO 222,

10일 안티OOO 101 써클OO 202와 큐라** 101 조인

*** 202 드림.

4월 16일 저림증은 많이 호전되었고, 엉치 부위의 

통증이 개선은 되었으나 그래도 많이 아픔.

15일은 써클OO 202 안티OOO 101로, 

15일은 써클OO와 안티OOO 101로 줄임.

순환제와 MSM제제 같이 드림.

5월 17일 심했던 엉치의 통증이 사라졌으나 다리에 

힘이 없어 후들거려서 통증과 저림이 없어도 걷기

가 힘들다고 해서 안티OOO 써클OO 101과 돈태반

제제와 신수를 돕는 한방제와 Mg함유 혈액순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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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와 써클OO, 그리고 여러 종류의 제

제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모습에 존경을 표

합니다.

결론은 얼마나 확실하게 환자를 치유하는 것

입니다.

안티OOO와 로만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제품

과 함께 하여서 더욱 좋다면 또한 좋은 방법입

니다.

그 방법을 권OO 약사님께서 잘 알려주고 있

습니다.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5월 18일 오전 8:57)

① 류형준 약사

써클OO만으로도 가려움증이 많이 개선되었

다니 축하합니다.

그래도 안티OOO의 병용은 필수입니다.

를 드렸어요.

안티OOO 써클OO 외에 하체의 기혈 부족을 채워

주고 각종 양물질과 호르몬을 공급하는 태반제

제로 다리에 힘이 들어가 즉, 근력이 생겨서 이분의 

어려움이 빨리 회복되길 바라며 드렸답니다.

다리가 편해지니 괴롭혔던 이명도 무시하고 지내

도 될 정도로 무심해졌네요. 

불편을 못 느끼심.

2018년 5월 18일 오전 11:09 

이OO 약사 

#체험사례

 

김ㅇㅇ, 70세, 남.

주 호소증은 가려움증.

오랫동안 3개월마다 혈압약을 처방받아 오시는 분

인데 약 1년 전부터 몸 전체가 조금씩 가려우나 상

반신이 좀 더 가려워서 피부과를 다녔으나 그 때 

뿐이라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먼

저 써클OO만으로 1.0.1 정량으로 한 달 복용해보자 

하 습니다. 

일주일 후, 전화가 와서 개미눈물만큼 좋아졌다 하

기에 그럼 세 번 먹으라 했지요. 

다시 일주일 후, 전화가 와서는 이제는 좋아졌다고 

고맙다고 하 습니다. 어떻게 복용했냐고 물어보

니 그냥 두 번 먹었다고 하더군요. 

한 달 복용하고 또 전화가 와서 멀리 떨어진 시골이

라 차비가 많이 들어 나올 수 없다고 해서 다시 또 

한통을 부쳐주었는데요. 

그 동안 아토피를 비롯하여 가려움증에 해서는 

다른 양요법을 병행하기도 하고, 심한 명현 때문

에 반품 받은 경우도 있고, 안티OOO 써클OO 고용

량으로도 수개월째 반복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렇게 써클OO 정량만으로도 빠르게 호전된 경우도 

있어 써클OO의 신비함만큼 사람마다 적정 용량의 

다름이 신비함을 실감하며 올려 봅니다. 

이 경우는 증상이 그리 심하지 않아서 빠른 호전을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솔직히 만성

적인 가려움증이 그리 호락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

요. 안타까워서 써클OO만이라도 먼저 복용하도록 

한 경우인데 아주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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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체격도 다르고 체력

도 다르고 면역력도 다르고 병증도 다릅니다. 

그러니 같은 병명 같은 증상이라도 경과가 다

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전 11:09)

2018년 5월 19일 오후 11:31 

이OO 약사 

#체험사례

 

70세, 여, 이00.

2달 전 일본 여행에서 배멀미를 심하게 한 후 생긴 

어지럼증, 전정신경염일 것 같다고 했단다.

두 달 남짓 이비안후과룰 3군데나 바꿔서 다녀도 

안돼서 급기야 동네 가정의학과로 행여나~ 하는 

마음에 오셨다.

3일분 처방받아 오셨는데, 하도 힘들어해서 하루분 

처방약 드신 후 차도가 없으면 바로 약국으로 오시

라 말씀드렸다.

다음날 어제 처방약도 도움 안 되었다며 방문.

*써클OO 4포랑 액상철분제 4포. 2일분 드림.

(조금 좋아지는 느낌)

*써클OO 용량 202와 액상철분제 3일분

(많이 좋아졌다.) 

*다시 상동 5일분.

6월 초 해외여행예정으로 염려하셔서, 써클OO 복

용으로 증상이 나아지곤 있으나 근본치유를 위해

선 바이러스박멸이 기본이 되어야 함을 설명해드

리고 다음번부터 안티OOO랑 함께 치유해보자고 

말씀 드림.

다음부턴 안티OOO 101 써클OO 201 하기로!^^

2개월 넘게 병원치료를 받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

어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써클OO 복용 며칠 안 되어 

좋아지다니, 써클OO가 놀랍다고 고마워하시면서 

치질로 힘든 친구도 함께 모시고 오셨다.

 

70세, 여성, 김00.

치질엔 안티OOO 써클OO 각각 111.

일단 10일 복용 후 다시 오시라 했다.

치질도 금방 증상은 좋아지나 몸이 피곤하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왜? 숨어있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6개월 12개월 치유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고갤 끄덕이신다.

1년 길다 하신다. 

“그러게요, 저도 그랬는데 벌써4개월 지나 5개월

째 들어가네요~. 시간 금방 가네요.^^”

치질환자가 오면 반갑다~.^^

곧 환하게 웃을 모습을 생각하니.

어느새 5개월 접어든다.

본인 이야기.

안티OOO 111 써클OO 222 복용 중에 있었다.

3달 정도 에너지가 넘치고 신나서 무리를 했나보

다. 결국 과부하가 걸렸다.

1달 가까이 에너지 고갈로 힘들게 보내고 있었다. 

힘든 와중에 냉기에 노출되어 몸이 더 힘들어지고 

두한출, 수루부지, 콧물, 기침, 가래, 목소리 잠김.

의욕 바닥.

머릿속에 든 얼음이 녹아내리나 할 정도로 머릿속

만 물처럼 줄줄~~ㅜㅜ.

안티OOO랑 써클OO을 333 333으로, 222 333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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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써클OO 복용으로 증상이 나아지고 있으나 근

본치유를 위해선 바이러스 박멸이 기본이 되

어야함 설명. 

치질도 금방 좋아지나 몸이 피곤하면 다시 나

타날 수 있다 왜? 숨어있는 바이러스 때문에.

6개월 12개월 치유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설

명. 

두 환자분, 복 받으셨네요. 이OO 약사님 같은 

분 만나셔서요. 아니면 여러 병원 전전하셨을 

건데요. 체험례 읽고 또 배웁니다요. 늘 올려

주시는 체험례가 저한테는 교과서입니다.(5

월 20일 오전 6:48)

② 류형준 약사

김OO 약사님을 찾아온 환자분들도 복 받은 

환자가 되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전 8:28)

③ 류형준 약사

자유자재로 안티OOO와 써클OO을 활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느새 전정신경염과 치질이 손쉬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안티OOO와 써클OO가라는 치유의 도구

를 만들었을 뿐인데 그 도구들도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시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5월 20일 오전 11:22)

④ 이OO 약사

김OO 약사 류선생님 가르침입니다.(5월 20일 

오후 1:56)

로, 222 222로 거의 한 달 동안을 그랬다.

어떤 게 좋아지려고, 안티OOO랑 써클OO가 내 몸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려고 그러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들었다.

요 며칠 좀 회복되어가는 중에 오늘 새벽2시까지 

(냉장용품 택배정리?) 일했더니 다시 심한 몸살이 

왔다.

오늘 고교동창 봄나들이 행사가 있어 아프면 안돼

서 6시에 각3포씩 먹었다. 다시 살아나 하루 일정을 

잘 마무리했다.

우리의 18번인 ‘꽃밭에서!’ 

친구의 요청으로 나도 시험 삼아 불러보았다.

안티OOO 써클OO 4개월 복용 후 약간은 목이 잠긴 

상태인데도 성악전공 교수친구가 목소리 아주 맑

아졌다고 한다. 아직 제 원래 목소리는 안 나오지

만, 스스로도 오늘은 만족할 만큼 좋아졌음을 인정!

치유의 길을 가는 도중에 제 본래의 음성을 찾게 

되리라 확신한다. 지금은 60%만족!^^ 

안티OOO 써클OO!!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23일 오후 10:30 

박O 약사

#체험사례

 

40  초반, 남자.

일하다 새끼손가락 접질려서 새까맣게 피멍 들고 

땡땡 부어서 손가락이 안 접혀지시는 분.

파스 사러 오셨다가 혈관에서 빠진 어혈은 분자량

이 커서 혈관재흡수가 안되고 림프로 흡수시켜 돌

려주면 붓기는 기막히게 잘 빠진다고 설명.

써클OO 111로 투여.

3일 만에 한 번 더 리필.

싹 풀어지는 거 체험하시고~ 신기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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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사투리가 정감있네요.(5월 23일 오후 11:18)

② 류형준 약사

이럴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핏떡이 굳어지니 

빨리 멍을 제거할수록 수월합니다.

써클OO 111로 6일 먹는 게 좋을까, 아니면 

써클OO 222로 3일간 먹는 게 나을까요? 또 

아니면 써클OO 333으로 2일을 먹는 게 나을

까요?

같은 효과라면 시간이 짧은 게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5월 24일 오후 12:04)

혹시 딸이 고1인데 손발차고 생리통에 효과 있냐면

서, 약사가 할 말을 본인이 다 해부네요.ㅎ

써클OO 한 통 가볍게 사서 신기한 표정으로 가네요.

천기누설책자 하나 드리면서 저녁에 각탕법 꼭 시

키라고 당부했습니다.

약국에 자신 있게 줄 약이 있어 늘 행복합니다.

만들어주신 류형준 약사님과 체험사례 공유하신 

약사님들께 감사합니다.

눈팅만 하다 오늘은 하나 적어봤습니다.

작은 체험이라도 하나씩 올려보겠습니다.

2018년 5월 24일 오후 11:44 

오OO 약사 

#체험사례

5월21일~22일 지리산 7개 암자 순례 무박 산행 다

녀왔습니다.

새벽3시부터 오후2시까지 11시간을 걸었습니다.

편안한 등산로가 아니라 돌길, 울퉁불퉁 바윗길로 

오르락내리락.

무릎이 뻐근하더니 나중엔 불이 나는 듯,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옵니다.

무릎에 힘이 덜 가도록 스틱 잡은 팔에 힘을 주고 

걷고 또 걷고.

마지막엔 무릎이 부르르 떨리는 두려움까지~.

집에 오자마자 안티OOO 1, 써클OO 3봉지 먹고. 

아침에 일어나니 무릎은 멀쩡하나 허벅지와 상박

부 근육이 너무 아파 움직일 수도 만질 수도 없었죠.

늘 먹는 안티OOO 1, 근육염 해소 위해 써클OO 3

포.

“나 약사. 비타민강사지~. 그렇다면? 젖산 빨리 

쫒아내야지~”

마그네슘 2000mg+활성비타민B +산소공급 위해 

생체철 한번 먹고, 뻐근하나 견딜만하다.

두 번째 먹고는, ‘이젠 살겠네~’

오늘 아침엔 이층계단을 뛰어내려오다 깜짝 놀람!

‘나 다리 아프셨지~~’



001434  A BOOK OF EXPERIENCES

① 백OO 약사

정말 단하세요~^^(5월 25일 오전 10:19)

② 심OO 약사

2번복용으로 놀랄 효과이네요^^(5월 25일 오

전 11:10)

③ 오OO 약사

심OO 약사 써클OO와 Mg.V-B.Fe의 시너지

효과, 저도 놀랍습니다.

제가 마루타가 되어 배워갑니다.^^(5월 25일 

오후 12:06)

④ 장OO 약사

7암자길, 멋진 산행하셨네요.(5월 25일 오후 

3:38)

⑤ 류형준 약사

오OO 약사님의 새로운 시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본인이 몸으로 실험하고 결과로 배우는 것이

야 말로 진짜 공부입니다.

감사합니다.(5월 25일 오후 9:41)

① 류형준 약사

김OO 약사님이 큰일을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부터 증상에 관계없이 오랫동안 함께 치

유의 길을 가야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서 완주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5월 28일 오후 5:07)

② 김OO 약사

네, 치료 보다는 치유의 길로 환자들을 고통에

서 희망의 길로 인도해 드리고 싶습니다.(5월 

28일 오후 5:43)

땡땡하게 화났던 허벅지와 상박부 근육은 꾹 눌러

야 좀 아픈 듯!

써클OO의 효과 다시 확인했습니다.^^

2018년 5월 28일 오후 3:28 

김OO 약사

#체험사례

61년생, 여. 어지럼증.

신경과 처방으로 1년간 약복용.

빅손1mg 0.5 1 14

알프람0.25 0.5 14

바클란정 0 5 1 14

1년간 날마다 드신 약입니다.

5월15일 써클OO 11 소포장 가지고 가셔서 

오늘 오셨네요.

어지럼증이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오늘 써클OO 11 60포 구매하십니다요.

써클OO가 큰일을 합니다.

신경과약 1년간 복용 하시더니 끊고 싶다는 믿음과 

희망을 주네요. 

이번까지 써클OO만 복용하고, 

다음 달부터 안티OOO와 같이 치유의 길 들어오신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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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OO 약사

우리 동네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네요.ㅠ

얼른 쾌차하시길.(5월 29일 오전 6:34)

② 류형준 약사

오지현 약사님, 오OO 약사님, 강OO 약사님을 

비롯한 모든 약사님이 치유의 길에서는 경쟁

자가 아니라 동료이며 때로는 선생님이고 제

자입니다.

경쟁하지 않고 서로 돕고 함께 해도 넉넉할 

만큼 치유의 길이 넓어지고 단단해지고 풍요

롭고 행복한 길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이 정말 제가 바라고 기다리던 모

습입니다.

특히 처음 만난 오지현 약사님께 써클OO을 

선물해 주신 강OO 약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5월 29일 오전 8:21)

③ 이OO 약사

류형준 약사 안티OOO 써클OO로 인해 알게 

된 분들 ,만나면 형제자매처럼 느껴져요~^^.

전에서 권OO 약사님, 강OO 약사님 뵈니 

넘 반갑더라구요~~.^^(5월 29일 오전 10:34)

④ 강OO 약사

이OO 약사 저두 반가웠어요~.

오지현 약사님, 그래도 다행이시네요. 이렇게 

만났지만 반가웠어요~.(5월 29일 오후 1:46 

)

2018년 5월 28일 오후 11:37 

오OO 약사 

#체험사례

 

51세, 여. 본인 체험입니다.

지난 토요일 전에서 열리는 전국여약사 회에 

참가하려고 강릉역으로 가다 넘어져 무릎에 심하

게 멍이 들고 걷기조차 힘들었는데, 써클OO을 구해

서 3포씩 먹고 무사히 여약사 회에 참가했습니다.

무릎이 붓고 굽혀지지 않고 걷기조차 힘들어서 써

클OO을 3포씩 먹으면 좋아질 것 같은데 다시 집으

로 돌아갈 수 없고 어찌하나 고민하다, 같이 가는 

다른 약사님께 의논하니 4월 세미나에서 치험례를 

발표하신 약사님 중에 전에 계신 약사님이 계셨

다면서 그곳에서 써클OO을 구해보자 하시는 거예

요. 마침 오OO 약사님이 친구라고 하시며 오OO 

약사님께 전에 계신 강OO 약사님 연락처를 알아 

약국으로 찾아가 써클OO을 얻었답니다. 치험례로 

선물 받으셨다고 작은 통 1통을 그냥 주셔서 염치없

이 그냥 받아 나왔네요.

이 자리를 빌어 강OO 약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

다. 강OO 약사님 아니었으면 여약사 회 참석도 

못하고 주변에 폐만 끼칠 뻔했는데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은 써클OO 333으로 먹고, 

오늘은 안티OOO 101, 써클OO 333으로 먹는 중입

니다. 멍이 많이 들 거라 예상했는데, 멍은 벌로 없

네요. 써클OO의 힘으로 어혈이 많이 없어진 것 같

구요, 아직 붓기가 좀 남아있어 무릎을 구부리기 

힘들어 조금 절룩거리는 상황입니다. 통증은 거의 

없구요. 다리를 올리고 누워 쉰다면 더 빨리 좋아질 

텐데.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상황에서 이정도도 

정말 감사하죠!!!

써클OO가 없었다면 아마 응급실로 들어가지 않았

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걷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이동하고 오늘도 바쁜 월요일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써클OO의 힘이 아닌가 생각됩

니다.

좋은 약을 만들어주신 류형준 약사님께 정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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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오래된 만성피로는 바이러스감염증입니다.

2018년 5월 29일 오후 7:47 

장OO 약사 

#체험사례

에피소드.

지난달에 엄청 피로감을 호소하는 남자분이

오셨는데, 써클OO을 101로 복용하길 권해서

한 달분을 사 가신 분이다.

오늘 다시 방문해서 어깨가 무너지듯이 아프고, 뒷

목도 아프고, 눈도 빠질 듯하다고 해서 써클OO을 

권하며 림프순환에 관해서, 써클OO의 역할, 복용

법을 자세히 설명하니 저번에 설명을 해 주었다고

한다.ㅋㅋ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걸 먹으면 힘이 거시기 쪽으로만 가는 것 

같다.”

면서 20  때로 돌아간 듯하다고 한다. 

난처해서 연세를 물으니 55세!!!

“힘이 없어질 나이인데요.” 하니

본인은 비아그라는 필요 없는 사람이긴 하다고

자랑 아닌 자랑!ㅋㅋ

써클OO가 비아그라 체품도 되네요.

또 힘이 그쪽으로만 갈까 무섭다면서도 또 한 달분 

사가지고 가셨습니당.

202로 따뜻한 물로 복용하길 당부!

어깨랑 목이 빨리 풀리길 기도합니다.

한라산 남벽분기점ㅡ철쭉이 예쁘게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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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방문시에는 안티OOO와의 병용도 필요

합니다.

지난번 미토콘드리아와 바이러스 설명에서도 

세포 안에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당연히 미토

콘드리아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기능이 

떨어지고 경우에 따라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포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

리아의 기능이 저하될 것이고 이는 세포의 기

능저하를 통해 전신의 증상을 유발하거나 만

성피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 바이러스와 만성피로의 관계를 확인

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5월 30일 오전 9:02)

② 장OO 약사

명심하고 있다가 다시 오시면 안티OOO의 효

능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5월 30일 오후 1:50)

① 류형준 약사

제품을 나르는 일을 하시는 분이 어깨와 등이 

심하게 아프다면 이는 직업병입니다.

오래된 증상이고 만성증상입니다.

단순히 증상만 없어졌다고 치료가 된 것이 아

니라 끝까지 뿌리를 뽑아서 치유의 길을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자주 반복되면 그때는 치유의 길

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6월 1일 오후 4:33)

2018년 5월 31일 오후 6:27 

최OO 약사 

#체험사례

 

50 , 남자. 

제품을 동 문에 밤에 갖다 주는 분. 

어깨와 등짝이 뽀개질 것 같이 아프다고 해서 써클

OO 2포씩과 근이완제로 2일 드렸다.

이틀 후에 많이 풀어진 것 같다고 해서 근이완제는 

먹지 마시고 써클OO 2포씩 하루에 3번씩 계속 잡

수시게 했다. 

림프순환으로 뭉치는 것이 풀어지는 것을 본인도 

알면서 치료가 되었습니다.

2018년 6월 1일 오후 12:01 

조OO 약사 

#체험사례

50  후반, 여성, 보통 체격. 식당 근무함.

손등 쪽 심한 타박으로 붓고 통증 심함.

써클OO 222 1일분.

다음 날. 통증 붓기 소실되고, 약간의 통증만 느낌.

써클OO 222 1일분

이틀 후, 오늘.

통증이 약간 있어 본인이 써클OO 양을 111로 줄

다고 함.

써클OO 용량을 줄 더니 약한 통증 그 로라 함.

다시 용량을 처음과 같이 1회 2포 복용하니 통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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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여러 약사님들의 같은 증상의 반복된 사례는 

처음 접한 약사님들께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망설임 없이 쓸 수 있게 합니다.

이미 올라온 사례라고 올리길 망설이기보다 

올려주시면 서로에게 간접경험이 되고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에 사례 을 올린답니다.

어제 광주강의에서 보니 많은 훌륭한 약사님

들이 눈팅만 하고 계시더라구요.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말고 나눠주면 복 받으실 거예요~~^^.

생각의 차이!!ㅎ(6월 1일 오후 12:12)

② 조OO 약사

명희님, 격려 감사합니다.(6월 1일 오후 2:32)

③ 류형준 약사

저도 이OO 약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처음 올라오는 체험사례에는 호기심이 생기

고, 반복되는 체험사례에는 용기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6월 1일 오후 4:52)

없어져서 써클OO을 222로 복용하겠다면서 본인

이 증량하겠다고 함.

써클OO을 요구함.

후기; 이런 사례는 자주 경험하는 경우라 체험사례

로 올리지 않으려 했는데, 처음 경험하게 될 신입회

원 약사님들에게 망설이지 마시고 용량을 잘 선택

하시라고 경험담 올렸습니다. 쑥스럽고 민망...

2018년 6월 1일 오후 7:22 

이OO 약사 

#체험사례

 

신ㅇㅇ, 여, 70.

정맥류 심함.

허리수술 4번, 고관절 수술, 무릎통증, 부종 심함.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피곤하다면서도 성격 좋게 

허허 웃으신다.

친구분 소개로 전화통화 상담.

5/4 써클OO 101

5/21 전반적으로 부종이 줄어듦.

무릎부종도 줄어듦. 피로가 덜하다. 참 좋은 약인 

듯하다며 웃는다.

6/1.써클OO 202

심한 정맥류랑 염증, 통증 물질 빨리 림프순환개선

시켜서 빼보자며 써클OO 용량 증가함.

본인은 정맥류는 기 하지 않는단다.

시험해보자고 했다. 써클OO가 어디까지 도와줄지

를~.

다음번부턴 안티OOO랑 병용하자고 함.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참 넉넉한 성격의 아주머니시다.

치유프로그램 잘 하셔서 속까지 행복한 삶 누리시

길 두 손 모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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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OO 약사

심한 환자군요.

치유과정 기 됩니다.(6월 1일 오후 7:24)

② 김OO 약사

그러게요, 너무 심하시네요.(6월 1일 오후 

7:47)

③ 서OO 약사

좋은 치유과정 기 됩니다.(6월 1일 오후 

9:37)

④ 이OO 약사

작은 변화에도 많이 기뻐하시는 아주머니께 

치유의 길에 열매가 주 주  달리기를 기원

합니다.(6월 2일 오전 12:06)

⑤ 김OO 약사

환자분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 

수가 있네요. 이OO 약사님 만난 환자분 축복 

받으셨네요. 써클OO 안티OOO 아니고 어떻

게 변화가 있겠어요. 감사합니다.(6월 2일 오

전 9:50)

⑥ 이OO 약사

김OO 약사 저를 만나서가 아니고, 안티OOO 

써클OO을 보유한(?) 약국을 만난 게 행운이

지요.(6월 2일 오전 9:51)

⑦ 이OO 약사

양OO 약사 보유(약)국 되셨네요.

축하해요. 그렇지 않아도 좋은 약사님이신데 

더욱 더 날개 달고 선한 뜻 널리 펼치시

길~~~^^(6월 2일 오전 10:06)

⑧ 류형준 약사

와우, 정말 심한 환자분입니다.

환자분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됩니다.

이OO 약사님도 쉽지 않은 도전을 한 것입니다.

끝까지 무사히 완주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여

생을 향유하도록 돕게 되길 바랍니다.

환자분들의 병의 무게를 짊어지고 그들과 함

께하고 그들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도울 수 있

을 때 행복한 약사가 정말 행복한 약사라고 

생각합니다.

이OO 약사님은 정말 행복한 약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5일 오후 7:57)

5월 21일 사진

2018년 6월 2일 오후 1:25 

이OO 약사 

#체험사례

 

40년생, 신00, 남.

허리통증, 다리 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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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도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마음의 문이 반밖에는 열려있지 않으니 거기

까지가 한계입니다.

이렇게 인연을 이어가고 결과로서 보여지면 

멀지 않은 시기에 함께 제 로 된 치유의 길을 

동참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5일 오후 8:05)

② 이OO 약사

류형준 약사 이분은 써클OO 3개월 후에 안티

OOO하기로 하신 분이십니다.(6월 5일 오후 

8:07) 

허리를 구부린 채 들어오심.

다리를 벽이나 방바닥에 부딪치며, 털면서 잔다.

4월 초에 써클OO 10포 202로 복용한 경험 있는데, 

그 느낌 좋아서 다시 찾아오심.

5/2 써클OO 20포 본인이 101로 드시겠단다.

(2포씩 드시면 더 빨리 좋아지련만~)

5/12 다시 20포.

몸은 가볍다. 다른 건 아직 크게 모르겠다.

5/22 20포 드리며 202로 드실 것을 권유.

5/28 허리 펴고 웃으며 들어오심.

다리 저림 많이 좋아짐.

써클OO 20포. 이번까진 202

6/2 써클OO 20포.

통증도 많이 부드러워졌다며 다시 101로.

도중에 많이 아프면 용량 조절하시라고 말씀 드림.

아저씨가 묻는다.

왜 아프면 2포를 먹으라고 하냐고, 진통제 들어있

어서 그런 거냐고.

“아니요. 아저씨를 힘들게 하는 몸 안의 염증물질

을 더 많이 빨리 몸 밖으로 빼내려구요.”

안티OOO 써클OO 이야기를 몇 번이고 해드렸는데

도ㅎㅎ.

“책 드릴 테니 읽어보실래요?” 했더니

“아니, 안 봐요~.” 

하며 씩 ~웃으신다. 허리는 쫙 ~펴신 채로!!

2018년 6월 7일 오후 7:02 

박OO 약사

#체험사례

 

61세, 여자.

 

속 불편, 어지러움. 

늘 병원 다녀오면 이 증상.

어찌어찌해서 그때마다 넘김.

동일처방으로 3번째 방문했으나 차도 없음.

MRI 찍어볼까 고민 중.

이번엔 림프순환이 뇌에도 있다는 걸 전번 약사 올

리신 글을 인용하여 일단 드셔보시라 권함. 

써클OO 222 + 병원약 3일분

와~! 약을 먹으니 많이 좋아졌다고 식품인데 효과

가 있냐고 반문. 

휴일에 약국 문을 안 열어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번에 책을 드리고, 써클OO 222 처방. 

다음 방문이 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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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뇌에도 림프관이 있다는 논문을 보고 활용한 

좋은 사례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8일 오후 12:44)

① 류형준 약사

이제 여름이니 일사병이 생기는 계절이 되었

습니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6월 9일 오전 7:31)

2018년 6월 8일 오전 7:40 

안OO 약사 

#체험사례

여, 62.

고냉지 배추 모종 심으러 다니는 분입니다.

요즘 같이 뜨거운 날에도 계속 무리를 한 게 원인이

겠죠?

같이 일하는 동생뻘 되는 분이 심부름 오셨어요.

토하고 열나고 어지러워 죽겠다네요.

써클OO 222로 5일 분 내어놓으니 가격이 너무 세

다고 합니다.

몸을 생각한다면 센 가격이 아니라고 했더니 심부

름하는 입장에선 곤란하다면서 고 당기고 하다

가 제가 렸습니다.

결국 반하백출천마탕과 써클OO 111로 5일분 다시 

내놓으니 얼른 가져갑니다. 

며칠 후, 사수와 부사수가 바뀌었어요.

“저번에 더위 먹고 죽을 뻔하다가 파란 봉다리 약 

먹고 살아난 사람인데요. 이번엔 심부름 해주던 동

생이 똑같이 아파요. 먼젓번처럼 5일분 주세요.” 

안티OOO 써클OO 취급 전.

매년 일사병에 반백천마를 드시던 분들이죠.

써클OO에 접목시키니 그 반응이 너무 좋네요.

“파란 약이 머래요?”

“림프관 순환시켜 열독 제거하고 피로물질 빼주

는 건데 밭일에는 필수품입니다.”

“아, 네에~!”

더위로부터 이들을 지킬 수 있는 수호신이 제게 있

어 행복합니다.

2018년 6월 9일 오후 12:07 ·173 읽음

최OO 약사 

#체험사례

 

90세 할머니.

우리 약국의 단골이신 할아버님이 부인이 통 밥을 

먹지를 못하고 몸이 부어서 인근 학병원에 예약

해 놓았다고 하신다. 그래서 가시기전에 써클OO을 

드시라 권하 더니 10포만 가지고 가셨다.

며칠 후, 혈압약 타러 오셨기에 물으니 부기가 싹 

내려 병원을 안 가셨단다. 

“더 드셔야하는데...”

답이 없다.

86세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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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90세, 86세, 87세 어르신분들은 경제적인 여

유가 없고 또 당신들이 스스로 증상만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약사님은 설명해야 하고 선택은 환자 

몫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9일 오후 4:37)

① 류형준 약사

판매성공사례보다는 구체적인 증상개선에 

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판매성공사례는 체험사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6월 12일 오후 10:25)

② 김OO 약사

류형준 약사 네, 허리가 부드러워지셔서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오실 때마다 꾸준히 상담하

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6월 13일 오전 

9:04)

할머니께서 온갖 수술을 하셨다는 할아버지의 발

등이 소복히 부었다고 오셨다. 

써클OO을 권했다. 그랬더니 며칠 전 허리 아픈 할

머님께서 가져가신 써클OO가 있다셔서 드시라고 

했더니, 붓기가 싹 내렸다고 한다. 단 몇 포에! 

그 후에도 할아버지는 조금씩 가져가신다.

87세 할아버지.

몸이 아프고 붓는 느낌이 있어서 할머님이 오셨다. 

써클OO을 권하니 몇 포도 아까워서 지갑을 못 열다

가 5포를 가지고 가신다. 며칠 후 또 오셨으나

역시 5포다. 그리곤 왜 이 비싼 걸 먹는지 모르겠다

면서 투덜투덜~. 

아들에게 말해서 더 먹어야겠다고 하셨으나, 아들은 

전화만 해서 그것이 뭐냐고 묻기만 하곤 감감이다. 

이렇듯 부종에 효과를 금방 나타내나, 경제력이 없

는 어르신들은 증상만 없으면 거기서 그치고 만다. 

좋은 치료제가 있으니 지속적으로 환자를 권면하

는 것도 역량이겠으나, 많은 부족을 느낀다.

2018년 6월 12일 오후 2:26 

김OO 약사

#체험사례

60  후반 아주머니. 

요통, 근육통, 피로 

오랜 봉제일로 진이 빠지셨는지 항상 뒷짐 지고 다

니시는데, 요통 때문에 정형외과약으로 버티시다 

도저히 위가 아파서 힘들다며 파스 사러 자주 오셔

서 써클OO 111과 작약감초탕 함유 건식222 드리니 

좋긴 한데 비싸다며 5회 분만 드심. 

10일 후 다시 오셔서 다시 또 5회분.(자기 공장 사

장님도 드신다며 분명 좋을 거라고 확신함. ) 

안티OOO와 써클OO 복용하면 전체적으로 사되

고 독소가 순환 배출되어 세포가 젊어지고 제기능

을 찾아 여러모로 좋다고 쉽게 설명. 

오늘 오셔서 또 5회분. 

피로풀리고 가벼우니 또 오시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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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타박상과 멍든데에는 역시 림프순환이 좋습

니다.

역시나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12일 오후 10:28)

2018년 6월 12일 오후 4:16 

장OO 약사 

#체험사례

 

6월 1일. 성덕*, 62년생, 여자.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가슴팍이 결림.

정형외과에서 진통제 처방 조제하러 오심.

많이 결린다하셔서 써클OO 222로 하루분.

조제약과 같이 드셔도 무방하다 함.

6월 11일 김명*, 95년생, 남. 아들.

어깨 인 가 늘어나서 정형외과 진통제 처방 조제

하러 옴.

엄마가 처방약(진통제) 안 먹고 저번에 본인이

먹었던 써클OO먹으면 안 되냐고 물어봄.

써클OO 222로 이틀분 드림.

찬물을 좋아하는 젊은이가 따뜻한 물로 써클OO 두

포 먹으며 오만상.ㅋㅋ

본인이 효과 본 써클OO을 권하는 엄마의 아들사랑

이 느껴집니다.

2018년 6월 12일 오후 5:06 

장OO 약사 

#체험사례

 

봉복*, 53년생, 여자.

● 6월5일 내과 조제환자ㅡ 장에 가스가 많이 차

서 통증이 있고, 입맛이 전혀 없고, 속이 메슥거리

고 구토 증상.

기운이 없어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힘듦.

처방조제 후에도 기운이 없어서 갈 생각 안하고 

의자에 기 중.ㅠㅠ

보기에도 안타까워서 써클OO을 권함.

림프순환에 해 설명해주고 리플릿의 건강상태를 

체크해보니 10개 정도.

써클OO 202로 따뜻한 물과 함께 복용하도록 함.

책도 읽어보시라 드림.

5일분 드림.

● 6월12일 문의하러 방문.

하루이틀 먹으니 속이 메슥거리는 구토증상 개선.

몸이 엄청 무거웠는데 가벼워짐 ㅡ약국에 들어오

는 모습에서 기운이 느껴짐.^^

3일정도 먹으니 온몸의 관절이 다 아픈 게 명현증

상이라 생각하고 써클OO을 101로 복용했다고 함.

명현증상이라고 답변해 주었다. 

명헌증상은 써클OO 용량을 줄이면 더 심해지니 

202로 그 로 드시라고 함.

좀 더 드시면 아픈 것도 좋아질 거라 함.

위장증상이 좋아지니 음식을 먹게 되어 얼굴빛이 

좋아지고 기운이 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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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써클OO의 명현증상에는 오히려 써클OO복

용량을 늘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6월 12일 오후 10:31)

① 류형준 약사

진통제 없이도 통증이 없어지는 마법이 바로 

림프순환촉진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14일 오후 9:42)

2018년 6월 13일 오후 3:48 

김OO 약사

#체험사례

 

76, 여, 김춘ㅇ.

약국에 오실 때 진통제를 3만원씩 구입.

제가 늘 얘기해도 안 들으시더니, 드디어 아들이 

파스를 사러 와서 10분간 얘기 끝에 써클OO 20포

를 구입해 갔네요.

오늘 아들과 같이 오셔서 비싸다고 투덜 십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에 늘 부어서 오시는

데 써클OO 드시고 부종이 없어지고, 위통도 없어

지고, 몸이 피로하지 않다고 극찬 하십니다.

써클OO 20포 35000원 주라고 하시기에 드시고 

몸이 그만큼 좋아지시는데 안 된다고 딱 잘랐네요. 

그랬더니 써클OO 60포 구입하시면서 가격 얘긴 

안하시네요.

제가 이분께 진통제를 안주니까 너무 맘이 편합니

다. 파스도 안 부쳐도 되고요. 

써클OO가 일등공신입니다

진통제에서 해방이 되는 삶을 누리시니 감사할 따

름입니다.

2018년 6월 14일 오후 10:37 

박O 약사

#체험사례

 

83세, 여, 김복*.

당뇨ㆍ혈압약 내과환자.

기왕력: 

피부암(얼굴) 

늘 피곤해하시는 할머니.

약 타러 오실 때마다 제일 좋은 피로회복제 주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비타민Bㆍ미네랄ㆍ홍삼... 경제력이 있으신 분이

라 많이 드시는 분입니다.(자녀분들이 좋다는 건 

다 보내주셔서.)

세포가 제 역할을 못해서 피로하다, 몸에 쌓인 독소

배출 좀 시켜 세포가 제역할 좀 하게 해보자고 써클

OO 권유해서 드시기 시작했네요.

반통 드셨나? 생각할 때쯤 서울동생 보낸다고 2통 

사러오셨습니다.

서울 동생한테 자랑질 하셨다네요. 

괜히 자랑해서 생돈 든다고.ㅎㅎ

머리도 개운해지고 몸이 개운해지니 그리하셨겠

죠.

모든 좋은 약은 다 드시는 데도 안 풀리는 만성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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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써클OO만의 선택은 좋습니다.

하지만 암환자는 써클OO의 기본복용량이 

222입니다.

용량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6월 15일 오후 4:45)

② 박O 약사

네, 시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6월 16일 오후 2:46)

① 류형준 약사

림프순환촉진을 시키면 세포가 활력을 찾습

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활력이 생깁니다.

보약이라면 이보다 좋은 보약이 있을까요?

그런데 단순히 활력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통증도 줄고 아토피도 줄고 감기몸살도 줄어

듭니다.

그러니 보약 같기도 하고 치료약 같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치유의 힘이고 세포의 위 함입

니다.

감사합니다.(6월 15일 오후 5:44)

에 써클OO 권해 보세요.

두 달 정도 써클OO 복용시킨 후에 안티OOO를 접

목시키려 합니다. 워낙 질병이 많고 고령이라서 쓰

레기배출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써클OO 111로 드십니다.

2018년 6월 15일 오후 3:35 

최OO 약사 

#체험사례

 

78살, 여자. 아파트 청소 하시는 분. 

혈압약 복용하는데 피로하고 힘들어하셔서 써클

OO 101과 부신피로 양제와 효소제를 잡수시게 

했는데, 그 뒤 피로와 힘이 덜 드신다면서 당신이 

78살까지 청소를 하는 것도 써클OO 덕분이라고 하

시며 1달씩 수원까지 부치고 있습니다. 

보약이 아니어도 써클OO는 세포순환과 기력을 회

복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16일 오후 12:58 

박O 약사

#체험사례

 

31세, 여. 

주 호소 : 몸이 시리다ㆍ늘 춥다.

젊은 딸이 늘 추워하고 손발이 시리다고 해서 엄마

가 걱정돼서 같이 온 케이스입니다.

거무스레한 피부에 양상태 양호해 보이고 건강

해 보이는 체격인데, 순환 쪽으로 생각해보자고 하

고 림프순환 설명 드리고 투여 시작했습니다.(두 

달간 페리친제제 함께 투여)

4월 20일 써클OO 2.2

5월 2일 써클OO 2.2

좀 시린 게 없어지고 있다고.

5월 21일 써클OO 이제부터 111로 드시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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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요즘 젊은층들 고카페인 음료로 말초순환장

애가 오네요. 고카페인의 혈관 확장과 수축의 

경련으로 편두통도 자주 오고요. 

써클OO의 림프순환이 체액의 밸런스를 맞춰

주니 두통 수족냉증에 최고입니다. 박현 약사

님 다음번에 안티OOO를 꼭 같이 챙겨주시면 

더 좋겠어어요. 페리친도 좋지만 빈혈의 개선

에 바이러스 치료로 혈허증은 더 플러스 됩니

다.(6월 16일 오후 1:10)

② 김OO 약사

빈혈도 적혈구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적혈구

의 수명 120일이 90일로 수명이 단축이 되고 

깨진 적혈구가 제 로 사 되지 않으면 검사

상 Hb의 수치는 정상으로 나오죠. 바이러스의 

치료의 중요함을 또 느낍니다요.(6월 16일 오

후 1:19)

③ 류형준 약사

김OO 약사 감사합니다.

제가 할 이야기를 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답입니다.(7월 3일 오후 2:06)

6월 15일 써클OO 어제 엄마가 가지러 오셔서 좋아

져서 계속 먹이겠다고 하시네요.

요즘 젊은 애들 찬 커피,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고,

일상을 다이어트 하는 게 원인인 듯싶습니다.

앞으로 결혼했을 때 불이는 걱정도 생각하신 어머

니의 사려 깊음이 딸을 바꾸고 있다 생각하는 케이

스입니다.

2018년 6월 16일 오후 1:35 

이OO 약사 

#체험사례

 

놀라운 써클OO!

멍, 부종엔 역시나~!

40  후반, 여.

이틀 전 남편이 써클OO 6포 가져갔음.

이유인즉, 계단에서 아내가 앞으로 넘어져 이마에 

산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바르는 겔타입제제를 사

러 왔기에 두말도 안하고 진열된 써클OO을 가리키

며 요게 제일 빠르게 해결해줄 거라며 일단 6포

(222)를 주었다. 

어제 다시 남편이 6포 가져감.

오늘 아침엔 아내가 직접 왔다.

이마에 생긴 산은 사라지고 시멘트 자국은 송송 남

아있다. 써클OO가 제 로 일을 해냈구나~^^.

이마는 나았는데 엎드려 오래 잤더니 왼쪽 볼이 오

른쪽과 비교될 만큼 부어있는데 오후 3시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때까지 부종이 가라앉을 수 있겠

느냐며 방문.

이틀간 경험했던 써클OO을 333 하라고 했다.

아침 9시 30분에 3포만 가져감.

12시 넘어 또 방문 했는데 많이 가라앉았다.

다시3포를 바로 먹고, 3포는 핸드백에 챙긴다.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림프가 그려진 책받침 보여

주며 림프순환에 관해 이야기해서 보내드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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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역시 멍과 부종은 림프순환촉진의 직접적인 

효과이니 빠르고 확실합니다.

매번 확인하지만 매번 놀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6월 17일 오후 5:58)

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와 써클OO가 명품이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하는 안OO 약사님이 바로 명약사님입

니다.

명약사님이 제때 정확하게 활용하니 평범한 

제품도 명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6월 17일 오후 6:31)

확실한 효과에 넘 이쁜 써클OO!!

제 말이 아니라 손님의 말입니다~!

2018년 6월 17일 오전 10:15 

안OO 약사 

#체험사례

 

여, 68세.

손주 봐주러 서울 가야 하는데 몸살이 왔다며 약을 

달라시기에 액제 갈근탕과 써클OO 각 한 포씩 3일

분 드리면서 땀내라고 했어요.

이틀 후, 아침 일찍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 약을 먹으니 수술 받아야 할 정도로 아팠던 허리

가 안 아팠다면서 장거리 여행할 때 나타났던 다리 

저림도 없었다고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아프지 않고 저리지 않냐?” 

체 무슨 약인지 궁금하여 돌아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답니다. 

써클OO의 림프순환과 갈근탕의 해기 설명.

당뇨와 이로 인한 시력저하 등의 기저질환 소유자

인 이분께 평소 이 명품 소개하려 맘먹고 있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급관심 가지시네요.

이번 건으로 그 간의 인연이 한 단계 도약할 듯합니다.

일주일 후 돌아 가는 로 치유 시작해 보려하니 좋

은 처방 준비해 놓으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따님 집에 있는 동안이라도 각탕법 열심히 

하고 오시라 했어요.

안티OOO 써클OO 복용 후 보여지는 예기치 않은 

제2, 제3의 리액션에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늘어납

니다.

명품 접한 지 수 개월이 지났건만, 처음처럼 늘 새

롭기만 합니다. 

2018년 6월 17일 오후 2:11 

최OO 약사 

#체험사례

 

65살 여자권사님.

작년에 운동하다가 넘어져서 갈비뼈가 금이 갔는

데, 병원치료와 써클OO 111로 같이 3개월 복용하고 

나아지셨어요. 

어제, 같이 관령 삼양목장에 가는데 주변사람에

게 약사가 뒤태가 좋아지고 키도 커지고, 무릎도 

아파서 고생하더니 얼굴도 예뻐지고 피부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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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앞의 은 여자권사님에 관한 이고 ‘어제, 

같이’ 이후의 은 약사님 본인에 관한 인가

요?

써클OO만으로도 많이 좋아지지만 안티OOO

는 같이 안 먹는 이유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17일 오후 6:34)

② 최OO 약사

저는 안티OOO를 10개월을 먹어서 이제는 써

클OO만 먹고 있습니다.(6월 18일 오전 

10:56)

① 류형준 약사

한달에 이정도 좋아지는 것은 저절로 좋아지

는 것과 차이가 있나요.

이정도 개선되는 것은 며칠 만에 나타나야 하

는 개선정도입니다.

안티OOO 써클OO가든 라미실이든 한 달 만

에 완전히 낫지는 않습니다.

증상에 관계없이 계속 복용하게 하세요.

그리고 증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자세히 확인

하고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18일 오후 7:22)

② 이OO 약사

류형준 약사 한 달 만에 사진을 찍은 거라서 

그러네요. 좋아진 거는 먹고 나서 얼마나 지나

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빨리 차도가 없으면 

병원에 갔을 텐데 괜찮으니까 안 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에 복용할 때는 잘 안 먹더니 

다친 후에 꼬박꼬박 잘 복용한걸 보면 복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미실을 같이 사용하긴 했지만 안티OOO 써

클OO 덕분에 빨리 좋아진 거는 저도 느꼈습

니다.

전에 바르던 무좀약이 잘 안 듣는다고 하여 

지고 있다고 써클OO가 좋은 것이라고 자랑을 해주

면서 자기도 내일부터 계속 먹어서 약사처럼 되겠

다고 하면서 계속 써클OO을 갖다달라고 합니다. 

내가 써클OO에 모델이 되어서 너무 좋고 신납니

다. 저는 써클OO 101씩 매일 먹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18일 오후 6:00 

#체험사례

38세, 남성, 몸무게 70키로 정도. 

자전거 타다가 철로에 걸려 넘어짐. 큰 상처 없어 

후시딘 바르고 병원에는 못 감. 

며칠 뒤에 사진처럼 부어서 문의 옴. 

시간이 없어 병원에는 못 감. 

하루 한번씩 써클OO, 안티OOO, 종합비타민 복용. 

3번 먹으라고 했는데 못 지킴. 

1달 정도 후에 두 번째 사진처럼 됨. 병원은 못 감. 

컨디션이 좋아진 거는 잘 모르겠다고 함. 

워낙 무딘 체질이라서 한번 먹은 걸로는 다른 변화

는 없다고 얘기함. 

발무좀이 있어 안티OOO 써클OO 복용하면서 같이 

라미실을 발랐는데 거의 다 나았다고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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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OOO 써클OO가랑 같이 준거예요. 그리

고 라미실을 거의 같은 시기에 드린 친정아버

지는 안티OOO 써클OO 드려도 안 드시는데, 

빨리 나았다는 말씀 안하셨어요.(6월 19일 오

전 6:14)

③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6월 19일 오전 8:36)

① 김OO 약사.

진짜. 이런 경우 드릴 약이 딱히 바로 생각나는 

게 없었는데. 

이제 써클OO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6월 

19일 오후 7:31)

② 박O 약사

맞아요.

이런 경우 구내염 바르는 약 드리고 프로폴리

스제제 드릴 것 밖에 없었는데, 써클OOㆍ안

티OOO가 제격이죠.(6월 19일 오후 11:53)

③ 류형준 약사

김OO 약사.광주365무등약국 박O 약사 

그렇군요.

저도 생각지 못한 활용법입니다.

좋은 사례이고 새로운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20일 오후 3:38)

2018년 6월 19일 오후 4:15 

최OO 약사 

#체험사례

 

밤늦게 당번약국이라고 전화하고 온 56살 여자.

저녁에 돈가스를 먹다가 혀가운데를 깨물어서 혀를 

보니까 가운데가 어두운 퍼런색으로 변해있었습니

다. 옛날 같으면 약을 준 것이 없었는데 써클OO 222 

2일을 주면서 전화번호를 알아두었습니다.

그리고 2일 후에 전화하니까 혀가 부기도 없어지고 

아프지도 않고 나아졌다고 합니다. 

정말 써클OO는 세포재생촉진효과가 뛰어납니다.

2018년 6월 19일 오후 5:54 

양OO 약사 

#체험사례

71년생, 여자분.

일찍 결혼해서 벌써 외손녀가 3명이나 있는 분.

손녀 돌본다고 (항상 막내손녀 업고 옴/ 막둥이인

지? 손녀인지? 헷갈리지만, 말 잘 못했다간... 궁금

해도 참았음/ 나중에 큰 손녀까지 델꼬 와서 본인을 

할머니라고 지칭하는 거 보고 알게 됨.ㅎ) 무릎 통

증이 심해서 무릎 아 도 사가고, 재활병원에서 병

원처방약도 받아옴.

몇 번 써클OO 설명에도 무심하다가 드디어 3월 중

순부터 소포장 복용시작.

병원처방 받아올 때마다 내가 얘기하면 사감.

(가격이 부담되는지 계속 소포장만 구입/ 연달아 

복용권함)

어느 날, 약국 문 열고 들어오면서 바로

“써클OO 주세요~!”



001450  A BOOK OF EXPERIENCES

① 박OO 약사

3월 중순부터 6월 중순이니, 3개월간 꾸준히 

복용한 셈이군요.

꾸준히 복용하면 희망이 보이는데, 며칠 먹고 

안 오는 사람도 종종 있지요..

오늘의 보람과 기쁨을 축하합니다.(6월 19일 

오후 10:07)

② 양OO 약사

며칠 먹고 안 오는 사람~!

저두 종종 있지요~^^ㅎㅎ

환자들이 잘 챙겨먹고 효과 볼 때가 약사로서 

젤 기쁜 날 맞습니다.

감사합니당.^^(6월 19일 오후 10:59)

③ 류형준 약사

축하합니다.

드디어 치유의 길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함께 하다보면 어느새 많은 

동행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20일 오후 3:40)

① 류형준 약사

다행입니다.

하지만 저는 10년 넘게 위장약을 복용하는 분

에게 이런 식의 도박은 안 합니다.

한 포 먹고 좋아지는 경우도 물론 많지만 한 

‘웬일?ㅎ’

같이 온 지인분께 이거 먹고 진통제 끊었다고 설명

함.ㅎㅎ

올 3월 중순부터 오늘까지 소포장으로 꾸준하게 드심.

오늘은 계단 내려오다가 넘어졌는데, 병원 안 가고

써클OO 사러왔다고 함.

333으로 먹으라고 얘기함.

담에 오시면 안티OOO도 같이 권해서 치유프로그

램으로 가야겠습니다~.

2018년 6월 20일 오후 12:27 

김OO 약사

#체험사례

 

60세, 남, 손삼ㅇ.

2008년부터 위장약을 1개월씩 처방받은 분.

피부약도 자주 드신 분. 

정형외과약 드시고 정형외과 한 번 가면 비보험으

로 10만원 내고 온답니다.

위내시경 하면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소화 불량과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하다고 함. 

2달 전부터 위장약은 안 드시고, 

제가 위장약 제산제 부작용 설명 드리고 끊자고 얘

기해서 비상약으로 가지고 있답니다.

어제 피부약 5일분 처방 가지고 오셨기에 써클OO 

딱1포 드렸네요, 몸으로 느끼셨네요. 

오늘 오셔서 그 약 참 좋다고 극찬 하시고, 써클OO

로 먼저 시작합니다.

써클OO 11로 20포로 구매 하셨네요. 

바이러스 제 로 잡고, 

세포환경 정상화로 피부약 정형외과약도 끊고, 

앞으로 건강은 덤으로 따라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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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 승부를 보는 것은 안 합니다.

처음부터 치유의 길 전반에 걸쳐 충분히 설명

하고 환자로 하여금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초기 복용량을 정하고 나서 환자가 원

하는 만큼 줍니다.

설명은 약사님 몫 ,그리고 선택은 환자 몫입니

다.

감사합니다.(6월 21일 오전 8:44)

① 류형준 약사

파리여행을 다녀오셨군요.

써클OO로 고된 일정을 건강하게 소화했다니 

축하드립니다.

저도 카투만두로 출장 다녀왔습니다.

여행이든 출장이든 과로가 쌓이는데 안티

OOO와 써클OO을 챙겨서 먹게 됩니다.

감사합니다.(6월 23일 오전 6:50)2018년 6월 22일 오후 6:12 

오OO 약사 

#체험사례

 

어찌 지냈는지 모르게 바쁜 6월.

6월 10일 연수교육 주관하고,

6월 12일~20일 파리 자유여행 다녀왔습니다.

자유여행이 패키지보다 힘든 거 아시나요?

하루 마감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새벽부터 해가 지는 밤10시 이후 새벽까지 보고, 

쉬고, 수다 떨고~

너무 짧고 아쉬운 파리여행을 곧 환갑인 세 여인이 

아침저녁 써클OO 두 봉지씩 먹으며 시차 부담 없

이, 아픈데 한 곳 없이 씩씩하게 잘 다녀왔답니다.

힘들면 잘 붓는 오약사는 써클OO 202, 아코바 

220. 

최고 보약입니다!

2018년 6월 23일 오후 4:48 

안OO 약사 

#체험사례

 

남^자, 여, 67. 혈압, 관절, 당뇨약.

손목부터 어깨까지 저리고 아파서 원하는 한약으

로 일단락 시켰으나 야간 저림은 차도가 없어 방문.

림프순환의 의미 설명 드리고 써클OO 111, 낫토키

나제와 홍국제제, msm 한 달.

20여 일 후, 잘 드시고 있는 지 궁금하여 전화.

물리 치료도 함께 받으면 좋을 것 같아 의원에 갔는

데, 평소 식후 혈당 180이 135로 떨어졌고 2시간 

수면도 5시간으로 늘었다네요.

물론 야간에 저린 증상도 변화가 생겼다 하고요.

본인에게 딱이랍니다.

조직으로의 양분 배분, 피로 물질 배출 결과라고 

설명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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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벽돌 밑장빼기!!(6월 23일 오후 5:19)

② 강OO 약사

ㅡ

(6월 24일 오전 11:08)

③ 류형준 약사

질병의 요새에서 벽돌 밑장 빼기인가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약으로 증상을 없애는 치료라는 생각에서 세

포환경을 개선하여 세포가 스스로 건강해지

는 치유라서 세포의 위 함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것이 스스로 개선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모두가 안OO 약사님이 해내시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26일 오후 3:44)

① 류형준 약사

만성 부종은 원인이 바이러스입니다.

먼저 써클OO로 부종을 개선하고 이후에는 반

드시 써클OO와 병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6월 26일 오후 5:07)

담에 오시면 안티OOO도 권유하려구요.

혈당 조절, 수면 유도.

과거에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기고 접근조차 안

했는데, 이런 체험들이 쌓이다보니 요즘은 요새에 

과감히 다가가 벽돌 밑장빼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류약사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25일 오후 9:29 

김OO 약사

#체험사례

50  초반 여성. 

부종. 피로회복.

봉재 공장에서 늘 과로함. 혈압약 복용 중이며 

늘 자신이 “콩팥기능이 안 좋아서 붓는다!”는 말을 

달고 살며 피로감을 호소함. 

조아 엘라스에이 앰플을 1일 2회 5일 복용해도 좋

단 말을 안 하던 사람이 피곤하다고 왔기에 써클OO 

2포 드렸는데 복용 후 식구들에게 붓기 내렸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좋아함. 

본인도 얼굴과 눈 주위 부종이 빠지고 몸도 가벼워

지니 피로 회복 겸해서 써클OO 먹으러 옴.

그래서 책 펼쳐놓고 설명. 

림프순환 체크지에 손발 차고 저림만 해당사항 없

다 함. 

1일 2포로 계속 복용 중인데, 제 로 복용해서 세포

가 정상 가동하도록 지속 요법을 권했습니다.

2018년 6월 26일 오후 6:33 

김OO 약사

#체험사례

 

54년생, 남, 김명ㅇ. 

당뇨, 혈압, 고지혈증. 

섬으로 농사지으러 다니심.

6/7 써클OO 22로 20포.

손발 저림, 다리 무거움.



 제3장 체험사례 001453

① 류형준 약사

체험사례를 올리실 때는 조금 더 확실한 근거

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측만으로 좋아졌을 것이란 설명은 뭔가 많

이 부족합니다.

이건 단순한 판매성공사례여서 체험사례에는 

포함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29일 오후 6:52)

① 류형준 약사

써클OO 4개월 복용이 피로회복제로서 효과

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만성피로는 바이러스 감염

증이라고 생각되는데 안티OOO를 활용하는 

것에 해서 설명이 없는 것입니다.

부채를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여 정확한 증상

을 확인하고 개선되는 상태를 자세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6월 29일 오후 7:22)

다리가 저린 게 너무 힘들다.

6/12 써클OO 20포.

사모님이 오셔서 체크를 못함.

6/26 써클OO 20포.

오늘 오셔서 1달은 드셔야지 알겠다고 하십니다.

좋으시니까 오셨겠지요.

다리가 무거운 게 좋아지니까요

2018년 6월 27일 오후 12:41 

최OO 약사 

#체험사례

 

49살, 여자. 

봉제 일을 늦게까지 하고 뚱뚱한편.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얼굴이 붓고 저녁에는 다

리가 무겁고 피로가 많이 있어서 써클OO 101 4개

월을 복용. 

써클OO가 먹으면 피로회복이 된다면서 피로회복

제라고 계속 복용합니다. 어제 부채를 주니까 체크

사항이 10개가 된다고 림프순환이 안 되는 것을 알

고 림프순환제로 복용하기를 잘했다고 합니다.

2018년 6월 27일 오후 5:06 

조OO 약사 

#체험사례

김재x, 남, 44세. 근육체질의 건장남.

2월, 주관절, 수근신근통증(팔 근육 긴장)

소염진통, 근이완제 3일분 투약.

5월 3일 위의 증상으로 재방문.

상기 약으로 재투약.

5월 8일 치유를 위해, 전에 복용하던 약에 

써클OO 222 3일분.

5월 14일 주관절은 통증 없어지고, 팔 근육 긴장 

거의 풀리고, 소염진통제는 통증 오면 복용할 수 

있게 예비약으로 투약. 

써클OO만 222 3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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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써클OO만으로 근육통을 개선하 군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6월 29일 오후 7:36)

① 류형준 약사

역시 부종에는 림프슨환촉진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29일 오후 8:04)

① 류형준 약사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급한 증상에는 충분한 용량으로 기간

을 줄이는게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6월 30일 오전 10:33)

5월 17일 통증이 없어져서 치유를 위해 

써클OO만 20포.

5월 21일 예비 비상약으로 20포.

2018년 6월 28일 오전 11:16 

최OO 약사 

#체험사례

 

53살, 여자, 뚱뚱한 편. 막내 동생. 

혈압약 복용. 

미국 보스톤에서 17시간 비행기를 타고 엄마와 언

니들 보러 왔는데 비행기를 오래 타서 다리가 붓고 

피로를 많이 호소해서 써클OO 111로 6월15일 부터 

복용하니 피로도 없어지고 체력도 좋아져서 다리 

붓기도 빠지고, 모든 일도 잘하고 있는 것을 보며 

언니로서 동생에게 큰 선물이 되어서 기쁩니다.

2018년 6월 29일 오후 3:24 

김OO 약사 

#체험사례

어제 50  중반의 남자분이 필라 시술을 했는데 

부종을 빨리 해결하고 싶다며 찾아왔기에 써클OO 

10포 드리면서 2포씩 5회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또 왔다 갔습니다. 

어제 4회, 오늘 아침 1회 복용했다는데 부종이 쫙 

빠졌네요.

고맙다면서 아내분한테도 복용하게 해야겠다면서 

소포장 1통 가져갔습니다.

복용 횟수와 용량의 중요성을 몸소 느낀 치험례

습니다.

2018년 6월 29일 오후 4:31 

조OO 약사 

#체험사례

50  후반 남성.

5월에 목디스크라고 오셨던 분.

딸의 비염약 사러 오심, 

만성비염 설명하고, 안티OOO와 써클OO을 복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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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런 분들이 어디에든 항상 있습니다.

그래도 함께 가야할 동행인들이기에 잘 설명

하고 이해시키면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6월 30일 오전 10:43)

① 신OO 약사

지름 3센티미터의 혹 때문에 신경이 쓰 는데 

어느 날 없어졌다며 신기해 함. 역류성 식도염

도 좋아져서 기분 나쁜 이물감이 없어지고 힘

들게 일해도 안티OOO 써클OO 때문에 잘 견

딘다고 합니다.(6월 29일 오후 5:38)

② 신OO 약사

체험례2번과 연결하여 읽어주셔요.(6월 29일 

오후 5:39)

③ 류형준 약사

상단에 점 세 개 부위를 누르면 본문수정이 

나옵니다.

라고 했는데 안티OOO만 가져가심.

지난번 목디스와 둘째손가락이 저리다고 상담.

병원에서 디스크 증상이 있다고 치료투약 받았는

데 다른 손가락은 호전되었는데 둘째손가락은 끝

이 저리고, 승모근둔통은 여전하다고 호소.

혈액순환제 복용하면 어떠냐고 하시기에 안티

OOO와 써클OO 기전설명하고 써클OO 222 2일분 

드림.

3일 후 다시 와서 증상이 긴가민가하다 함.

써클OO 222 3일분.

그 후 소식 없다가 오늘 오심.

증상의 변화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것 먹고 신기하게 승모근둔통 사라지고 손가락 

저림 없어졌다 함.

딸 비염약 사러왔다가 안티OOO만 10봉.

책을 다시 더 상세히 읽어보라고 권유함.

2018년 6월 29일 오후 5:33 

신OO 약사 

#체험사례

 

1) 20  초반, 외국인, 여.

모텔 청소부로 한국어를 몰라 주인이 데리고 왔는

데 뽀얀 피부에 아주 예쁜 얼굴임.

눈만 빼고 얼굴 전체가 무서울 정도로 빨개져서 보

기 민망.

가려움을 호소하는데 본인 말에 의하면 1년에 한번 

연례행사로 가려움이 있다고 호소함.

 

알레르기로 생각하고 한방약과 히스타민 들어있는 

캡슐약과 써클OO 3포씩 5회분을 드렸지만, 아가

씨사정으로 써클OO 9포만 구입함.

드시고 조금 좋아지면 충분히 해독시키자며 설득.

며칠 후 주인이 나타나서 안부를 물었더니 그것 먹

고 좋아졌다면서, 염색 후에 알레르기약 사러 오신 

손님께 추천까지 합니다.

2) 68세, 여, 보통 체격.

골다공, 하지정맥류, 역류성 식도염, 요통, 골반통.

 

써클OO 안티OOO 101 정량으로 6개월 복용.

척추가 약하여 힘든 일을 못하지만 부지런한 성격

으로 몸을 쉬지 않고 움직인다.

하지정맥 수술을 하 어도 허리 때문에 하지가 힘

들고, 오른쪽 정강이뼈 중간에 단단한 것이 만져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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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 을 드래그하여 붙여넣기를 하면 간단하

게 합칠 수 있습니다.(6월 30일 오전 10:47)

④ 류형준 약사

두 분 모두 좋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축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6월 30일 오전 10:48)

① 류형준 약사

써클OO만으로 개선되는 증상이 있을 텐데 추

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치유의 길로 들어오셨으니 끝까지 완주

하도록 함께 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6월 30일 오전 10:51)

② 김OO 약사

네! (6월 30일 오후 1:13)

2018년 6월 29일 오후 5:40 

김OO 약사

#체험사례

 

40  후반, 이은ㅇ.

저녁이면 다리가 무거움.

체력이 빨리 떨어짐.

추위를 잘 탐.

어깨, 허리, 무릎 통증.

생리통ㅡ자궁근종.

항상 부종, 비염, 알레르기.

감기 자주 걸림, 얼굴 피부 염증.

6/8 써클OO 22로 60포. 

6/29 써클OO 22로 60포.

먼저 써클OO 복용 후 안티OOO는 다음 달부터 

치유의 길로 갑니다.

2018년 6월 29일 오후 7:14 

안OO 약사 

#체험사례

 

전^희, 여, 28, 백화점 근무.

매년, 타지에 있는 딸에게 한약을 보내주는 아버님

이 방문하여 딸의 저체중, 피로, 추위 타파를 목표

로 하여 한약을 부탁하 으나 새로운 개념의 건강 

도구로 써클OO 소개.

써클OO 2.1, 돈태반 한 달분, 천기누설 책자.

전에 먹던 한약과 다른 형태의 약이 도착하자 망설

이다가 책 본 후 1주일 만에 먹기 시작했다고 한다.

피로 해소되고, 체중 1.5키로 증가,

에어컨 바람에 손발 차가워져 고통 받았으나 덜 함.

체력 보충이 아직 덜 된 것 같아 같은 처방으로 또 

한 달 분.

다음 달에 안티OOO 추가 예고.

한약에서 명품으로 많이들 갈아탑니다.

저의 권유도 있지만, 복용 후 결과가 다름에 환자들

이 선택한 탓이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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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와 병용이 어떤 변화를 나타낼지 기

가 됩니다.

이왕 시작한 여정이니 끝가지 완주하도록 함

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6월 30일 오전 10:58)

① 류형준 약사

종아리 인  늘어나서 아프고 저림. 만성 피

로. 신장이 한쪽만 있는 분인데 눈가가 자주 

떨리고 고관절통, 척추협착증으로 다리가 당

기고 저린 증상 등의 여러 증상을 개선하기위

해서는 초기 복용량을 안티OOO 111과 써클

OO 222로 한 달 복용한 후 이후 안티OOO 

111과 써클OO 111로 두 달 이후 적량복용을 

권합니다. 

이러한 심한 증상과 여러 부위의 증상개선은 

초기 용량을 과감하게 복용하게 하여 단단히 

뭉친 것을 풀어준 다음 유지량으로 지속하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입니다.

2018년 6월 30일 오후 5:55 

김OO 약사

#체험사례

최00, 58세. 봉제공장 사장 .

주 호소 : 종아리 인  늘어나서 아프고 저림. 

만성 피로. 

신장이 한쪽만 있는 분인데 눈가가 자주 떨리고, 

고관절통, 척추협착증으로 다리가 당기고 저려서 

오메가 미네랄 신경비타민을 드셨습니다.

이번에는 근육인  보강 복구 차원에서 아미노산

제품, 미네랄과 림프순환으로 부종 개선과 염증 치

료위해 안티OOO 써클OO 11로 복용을 시작했는데 

열이 오른다고 결국 써클OO만 11로 1달 복용하면

서 종아리 근육이 좋아졌습니다.

사진으로 보니 피부상태도 덩달아 좋아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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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더욱 빠르고 확실한 치유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7월 3일 오후 7:41)

② 김OO 약사

네 . 초기 용량이 중요하겠네요. 

감사합니다.^^(7월 3일 오후 8:57)

①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

그런데 써클OO와 안티OOO는 진통제가 아닙

니다.

증상의 개선도 좋지만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

내고 건강의 길로 치유의 길로 끝까지 함께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7월 3일 오후 8:00)

① 류형준 약사

무엇을 어떻게 복용한 것인가요?

써클OO만인가요?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7월 3일 오후 8:08)

② 박O 약사

네~써클OO만 복용 중입니다.

써클OO 체험사례로 테그 선택 했고요.

2018년 7월 1일 오후 10:01 

이OO 약사 

#체험사례

 

39세 여성.

생리 기간도 아닌데 밑이 빠질 거 같고, 다리가 시

리고 저리다.

딱 한번 먹을 것만 달라 해서, 이것저것 주고 싶은 

거 많았지만 뭐 많이 미는 거 워낙 싫어하는 사람이

라서 써클OO 두포 주면서 따뜻한 물로 마시라고 

했어요.

그다음 주에 오셔서 물어보았더니 1시간 정도 후에 

밑 빠지는 느낌 없어지고, 2시간 정도 지나자 다리 

시리고 저린 느낌 사라졌다 하심.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2018년 7월 2일 오후 3:51 

박O 약사

#체험사례

 

52세ㆍ여ㆍ정숙☆.

주 호소 : 부종ㆍ피로.

처음 20포로 시작하신 분.

몸이 가볍고 좋다고 오늘 60포 두번째 구매하시네요.

시간 되는 로 각탕법과 샤워시 림프절 마사지도 

곁들여 해보시라 했어요.

환자들은 소소한 한마디 팁을 좋아하고, 그렇게 

해줄 때 성의 있고 최선을 다하는 약사로 생각하고 

고마워합니다.

워낙에 나이에 비해 혈색이 괜찮으신 분이라서 111

로 드시라고 했어요. 

7월초부터 유쾌한 리필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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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혈색도 좋으신 건강체로 보이신 분이

라서 써클OO만 111로 복용 중입니다.

정숙☆ 고객은 안티OOO에 한 항 바이러스

ㆍ세균ㆍ진균작용 정보는 책자를 보고 알고

있고요.

저는 급한 경우가 아니면 써클OO 먼저 투여

하고 안티OOO 접목은 나중에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7월 4일 오전 1:14)

① 류형준 약사

부종은 림프순환에 직접적인 효과이니 빠르

고 확실하다고 했는데 증명이 되었군요.

감사합니다.(7월 3일 오후 8:38)

2018년 7월 3일 오후 2:18 

이OO 약사 

#체험사례

 

김00, 73년생, 여.

평소 가끔씩 이뇨제 처방 들고 오시는 분.

불면증약도 자주 처방받는 분.

6월 16일

남편이 처방약 기다리는 중에 책받침광고를 본 후 

써클OO 20포를 집어 들더니 묻는다.

“약사님! 제 아내가 늘 부종 때문에 신경을 쓰는데 

써클OO 괜찮아요? 어떻게 복용하나요?”

우선 101로 복용해보게 하라고 한 후, 다음에 아내

가 직접 방문하면 좋겠다고 말씀 드림.

6월 25일

써클OO 필요한 친구 동행해서 김00님이 방문.

얼굴의 부종에 효과는 조금 있는데 큰 효과는 아직 

모르겠다고 함.

다리부종도 있고 만성피로에 늘 지친 얼굴이라 이

번에는 202로 복용해보며 느껴보라 권함.

함께 온 친구는 일단 101로 시작.

6월 30일

부종도 좋아지고 피로하지 않고 너무 좋다.

좋은 제품 만나서 감사하다 하네요~.

이번까지는 202 드시도록 ~~!

3개월 써클OO 복용 후 안티OOO랑 꼭 만나보라고 

안내해드렸답니다.

부종으로 만난 인연들 참 많네요~.

2018년 7월 4일 오후 3:09 

정OO 약사 

#체험사례

 

이X자, 75세, 여성.

신장관련 처방약을 오랫동안 드시는 분.

늘 그냥 지나치다가 복약지도를 하면서 손등과 팔

에 거의 거멓게 변한 멍이 든 것을 보게 됨. 

오래되었다면서 여러 가지 약을 먹으니까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하심. 

병원에서는 별 거 아니니 그냥 두라고 했다고 함. 

림프에 쌓인 생리노폐물을 빼야한다고 설명 드림.

써클OO 정량으로 한통. 

이후 한참 만에 오셨는데 확연히 좋아진 것으로 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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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피멍은 써클OO로, 오래된 피멍은 안티OOO

와 써클OO로. 

정OO 약사님의 길은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7월 6일 오후 6:05)

① 양OO 약사

그, 

약국에 

근무하고 싶어요.(7월 4일 오후 7:19)

② 이OO 약사

양OO 약사 ㅎㅎ(7월 4일 오후 7:27)

③ 류형준 약사

이OO 약사님 덕분에 많이 행복해 집니다.

감사합니다.(7월 6일 오후 6:35)

더 써야할 필요성과 안티OOO에 한 이야기를 듣

고 생각해보겠다고 하심. 

 

2018년 7월 4일 오후 7:13 

이OO 약사 

#체험사례

 

52세, 강00, 여.

병원치료로 해결 안 된 팔 저림. 

써클OO 복용 중인 분.

3월 26일 202로 시작 저림 증세 좋아지자,

4월 11일부터 101로.(사례발표)

이후 지금까지 써클OO만 101 복용 중인 환자분.

6월 29일 상담전화가 왔다.

발을 삐었는데 갑자기 부어오른다고, 어느 병원에 

갈 건지, 병원으로, 아님 한의원으로??

제일 빨리 낫는 곳, 낫게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전화에

“알려드려요~? 그것도 써클OO가야.” 하고 

답했더니 마침 써클OO가 떨어졌으니 아들을 보내

겠다고 답한다. 

써클OO 60포 주며 222 복용하라 했더니,

7월4일 사뿐히 들어오시네요~~.

“저린 데만 최고인줄 알았더니 삔 데도 최고네

요.” 하는 말에, 옆에 목이 잘 안돌아가서 병원처

방약 들고 오신 어르신이 

“그렇게 효과 좋으면 나도 좀 줘 봐요” 하십니다.

당연하지요, 최고랍니다!!

써클OO 10포 드리며 2포씩 드시도록 했습니다.

알수록 써클OO의 매력에 푹 빠지는 강00님!

이제는 안티OOO랑 병용하시길 강권(?)하니 바라

보며 웃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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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OO 약사

효과 보신 분들은 스스로 찾는군요.(7월 5일 

오후 5:10)

② 박OO 약사

<이분 얼굴을 못 알아보고 또 써클OO설명

함~>

<“저 지금 구입하면 4통짼데요~ㅎ”>

ㅋㅋㅋ 저는 어제 온 사람도 못 알아 보공,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치매예방으로 써클OO/안티OOO 먹고 있습

니다~.(7월 5일 오후 5:26)

③ 양OO 약사

양OO 약사 네~이런 분들 있을 때 약국근무피

로가 풀리는 거 같아요~

박OO 약사 저두 치매예방으루다가...ㅎㅎ(7

월 5일 오후 6:36)

④ 박OO 약사

저도 못 알아보고 설명하면 먹고 있다는 사람, 

예전에 먹어봤다는 사람, 저번에 책 주더니 

또 준다는 사람 등 다양합니다.^^(7월 5일 오

후 7:44)

⑤ 장OO 약사

모두 비슷하군요 저랑.(7월 6일 오후 4:09)

2018년 7월 5일 오후 5:08 

양OO 약사 

#체험사례

62년, 여자분.

18년 5월 24일 재활의원에서 무릎통증으로 진통제

처방.

18년 6월 14일 내과에서 다이어트 처방.

림프순환제 설명하고, 통증이랑 다이어트 둘 다에 

도움 된다고 얘기함.

써클OO 222 60포 구입.

18년 6월 21일 자주 못 오신다면서 120포 2통 구

입.(다리가 훨 가벼워졌다 하심)

18년 7월 5일 120포 2통 구입.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나눠주고 읽어보게 하고 드

시게 한다면서 부채 8개랑 설문지, 팸플릿 8개 챙

겨 가심.^^)

근데 제가 오늘 이분 얼굴을 못 알아보고 조제하면

서 또 써클OO을 설명함.

“저 지금 구입하면 4통짼데요~ㅎ”

환자분 설명에 몸둘 바를 모른다. 

“아, 죄송합니다. 못 알아보공~ㅎ”

2018년 7월 6일 오후 2:28 

이OO 약사 

#체험사례

 

김경0, 60년생, 여.

혈압약, 고지혈증약 복용 중인 환자.

팔과 손 저림에 잠 못 이루는 분!!

얼굴이 항상 무표정인 분.

5.18

혈압약 타러 오셔서 팔과 손이 심하게 저려서 숙면

이 어렵다고 하면서 진열된 써클OO을 가리키며,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물어보시더니

소포장 20포 한통 가져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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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OO 약사

안티OOO도 드시나요?(7월 6일 오후 3:15)

② 이OO 약사

유OO 약사 현재는 써클OO만 복용하십니

다.(7월 6일 오후 3:26)

101로 복용하심.

5.25

조금 편하다면서 소포장 하나.

써클OO 101로 다시 10일분.

6.25

20일이 지나 한참 만에 다시 오셔서 저림 증세를 

다시 상의.

조금 효과 느꼈지만 사정상 출타로 인해 써클OO 

안 먹으니 다시 힘들다고 하셔서

써클OO 20포 드리며 202로 복용하도록 함.

6.30

그동안 잘 때 손과 팔이 저려 일어나 세게 흔들어

거나 몸부림을 하기를 몇 차례씩 했는데 이젠 편안

하다네요,

101로 복용시에도 좀 편했지만 202로 복용하니 효

과가 확실히 좋고 몸도 가볍다고 하면서 다시 소포

장 20포. 202로 복용토록 함.

7.5

써클OO을 극칭찬하면서 고맙다 하시네요.

60포 한통 달라면서 이제 101로 복용하시겠다고 

합니다. 

두 달 정도 후 안티OOO랑 만나서 혈압약도 끊어보

고 ,병에 끌려 다니지 않고 사는 것처럼 살도록 

삶의 질도 높여보자고 격려해드렸답니다.

삶에 지친 듯한 얼굴만 보다 웃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네요, 써클OO 덕분에!!

2018년 7월 7일 오후 6:06 

이OO 약사 

#체험사례

 

성형외과 주변이라 성형수술 환자가 주로 오는 약

국입니다. 

수술 처방전 일주일 가져가신 30  초반 여성분이 

일주일후 똑같은 처방전을 다시 가져오셔서 왜 또 

드시는지 여쭤보니 실밥을 뽑았는데 아물지 않고 

벌어져서 다시 처방받아왔노라고.

약 조제해드리며 써클OO가 림프순환을 촉진시켜 

수술부위가 빨리 아물고 재생을 촉진시키니 드시

라고 소포장 한 곽 드리며 한 포씩 3번 복용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처방전.

이번엔 구형구축 예방약을 한 달분 받아 가시면서 

덕분에 상처가 잘 아물었다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가셨어요.^^

2018년 7월 9일 오후 3:48 

이OO 약사 

#체험사례

 

40세, 김혜0, 여.

지난주 토요일 제주도에 갔습니다.

스타렉스 3 를 렌트해서 단체로 이동하는 중에 

1호차에서 다른 분 손이 있는 줄 모르고 문을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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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아버렸답니다.

렌트한 차량이 문이 잘 열리거나 닫히질 않아 애먹

었는데 그러다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다친 분은 비명을 지르고, 실수로 다치게 한분은 

미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행 중엔 항상 제 가방 속에 비상약이 있는 터라 

기네시오테이핑으로 두 손가락을 테이핑 해드리고 

바로 써클OO 2포를 먹게 했습니다. 

한 시간 후 조금 진정이 된 듯해 보이고 저녁에 2포, 

다음날 아침에 2포 먹고 나니 거의 괜칞다고 하더

라구요. 그래도 마무리 차원에서 4포 드리며 저녁

까지 드시도록 했답니다.

써클OO 없었다면 여행이 껄끄러웠을 수도 있었겠

지요.

아파서, 미안해서, 말이지요.

3차량의 기사에게도 피로하지 말라고 

써클OO 2포씩.

두통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분도 써클OO 2포.

소화 안 되고 멀미 하는 분에게도 써클OO 2포.

상비약 따로 안 챙기고 안티OOO 써클OO와 외용

약만 챙겨 떠나네요.

써클OO! 고마워요!! 

2018년 7월 9일 오후 5:59 

박OO 약사 

#체험사례

(메디팜 암약국)

조ㅇ희, 70세, 154cm, 74kg.

그저께 오후에 약국에 들어오실 때 얼굴이 부은 것

을 보고 무릎이 붓지 않냐 물으니 붓고 아프다고 

하신다. 

상담 후 5포만 달라고 하셔서 즉시 따뜻한 물로 드

시게 해서 3포만 갖고 가셨다. 

오늘 오셔서 흡족한 모습으로 60포 사가셨습니다. 

약물 복용으로 팔에 피멍 때문에 더운 여름에도 긴 

옷만 입고 짧은 옷 입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셔서 

걱정 마시라고 ~

밤에 잠도 잘 못자 수면제 드신다고~ 그것도 걱정

마시라고~

효과 빠른 써클OO 덕분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써클OO을 202 심할 때는222 드시라고 ~

 각탕법과 호보법 가르쳐 드리고 다음에는 안티

OOO 추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2018년 7월 10일 오후 6:47 

이OO 약사 

#체험사례

 

써클OO 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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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OO 약사

약사만족, 환자만족.

풍성한 약국, 웃음꽃 피는 약국.

아름다운 이별이 많은 곳(7월 10일 오후 6:52)

② 이OO 약사

양OO 약사 감사할 뿐~~^^(7월 10일 오후 

9:54)

1) 20  후반, 여, 최00.

피곤하다, 어지럽다, 하루하루 넘기기가 벅차다고 

서울 사는 딸이 엄마에게 도움 요청!!

객지에서 공부하는 딸이 힘들어하니 맘이 많이 아

프다고 하시며 확실하게 좋은 약으로 달라고 엄마

가 오심.

 

6월 5일 써클OO 101과 액상철분제 한 달분 드림.

복용 후 5일째, 엄마가 안심했다고 한다.

전화목소리가 생기가 있고 밝아졌다며~!

7월 10일 써클OO 101과 액상철분제 다시 한 달분.

딸이 비싸지만 너무 좋은 제품이라며 피곤치 않게 

서울생활하게 되었다며 기뻐한다고 힌디.

엄마가 아주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싱글벙글한 얼

굴로 “써클OO 주세요~” 하며 맡긴 물건 찾으러 

온 것처럼 달라고 하신다.

딸이 가끔씩 철분제랑 비타민도 복용하곤 했으나, 

써클OO 복용후 느낌은 다르다고 했다네요~

몸이 가볍다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눈을 뜨게 되고 

기분 상쾌하다고!!

2) 61세, 김00, 여.

얼굴부종, 피로, 상열감, 수족냉.

써클OO가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고 하신 분.

4월 17일 써클OO 101

중간 통화 : 보름정도 복용 후 부종엔 효과 좋다며 

친구에게 소개까지 함

5월 17일 부종엔 짱!

상열감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불편하다.

피로감도 줄었다.

수족냉감은 여름이라 잘 모르겠다.

6월 20일 별 말 없이 써클OO 가져가심.

이분 친구들은 거의 모두 써클OO만 드신다.

써클OO 좋다고 소개받고서 오로지 써클OO만!

“써클OO 당근 좋지요. 하지만 안티OOO 만나면 

더더욱 좋답니다~”

3) 49년생, 김00, 여.

숨 참, 어지럽고 피곤, 이석증, 수장황색 심함.

5월 31일 

써클OO 101, 액상철분제도 하루 2포 5일분

6월 4일 

숨 쉬기 편해짐. 다시 상동 4일분.

6월 8일 

한숨 거의 사라짐.

며칠 안 되었는데 환자가 많이 편안해하고 수장색

도 많이 좋아지고 피곤함도 나아짐.

캅셀 철분제와 써클OO 20포.

6월 20일

본인은 다 나은 것 같다고 좋아하심.

써클OO 60포 101복용.

길게 1년 정도 세포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에 해 

안내해드리고 써클OO 먼저 복용하다가 안티OOO 

만나서 6개월가량 드셔야함을 설명해드림.

선택은 환자의 몫이고 안내는 내 몫이라, 무조건 

내 역할은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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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OO 약사

고수님들에게는 너무나 빈약한 내용이지만,

계속 밴드에 초 되어 오시는 약사님들이 많

으시니 양해해 주십시오(7월 12일 오전 

11:46)

② 박OO 약사

양OO 약사 

빈약하기는요. 훌륭합니다!

술 마시고도 낫는 제품... 빨리 효과 나는 제

품...(7월 12일 오후 4:20)

① 최OO 약사

좋은 치험례 감사드립니다.(7월 12일 오후 

9:59)

2018년 7월 11일 오후 7:01 

양OO 약사 

#체험사례

 

안구 충혈. 40  남.

한쪽 눈 안구 중혈이 너무 심함.

써클OO 222 하루 복용.

다음 날 50%이상 소멸.

다음 날 써클OO 222 복용.

3일 후

피로 회복제 복용하러 오셔서 말끔히 나았다고 함.

“약사님, 술도 많이 먹었는데 이틀 만에 나았네요.

그 약 참 좋네요~~~” ♡♡♡♡♡♡♡

2018년 7월 12일 오후 6:15 

최OO 약사 

#체험사례

 

82살 할머니. 

안양 사시는데, 딸집에 왔는데 머리 염색하면 머릿

속이 벌겋고 가려워서 딸이 약국에 와서 오로친 2

알과 써클OO 1포씩 하루에 3번씩 잡수시라고 드렸

는데 2일 잡수시고 몹시 가려운 것도 가라앉아 더 

먹으려고 써클OO을 찾으려고 할머니가 어제도 왔

는데 약국문이 닫혀있어서 오늘 오셔서 써클OO을 

5일분을 가지고가시면서 안양에서 병원약을 먹는 

것보다 해독작용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8년 7월 12일 오후 10:56 

장OO 약사 

#체험사례

 

조두*, 60  남자환자.

혈압약, 통풍약 조제환자.

팔에 관절 아 를 하고 있어서 물어보니 문에 다쳐

서 피멍이 심하게 들었다며 보여주는데, 검정색에 

가까운 색임.

병원에서 빨리 풀리는 약 있으면 처방해 달라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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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니 처방할 약이 없다고 했다며 약국에 좋은 약 

있으면 달라고 함.

딱 좋은 게 있다고 말씀드리고,

써클OO 222로 이틀분 드림.

따뜻한 물로 드시길 몇 번이나 강조.

3일 후, 많이 거의 멍이 가심.

고맙다고 하신다.

이렇게 눈에 띄게 좋아지는 림프순환효과!!

2018년 7월 12일 오후 11:11 

장OO 약사 

#체험사례

 

우리 약국에 “써클OO 주세요” 하고 들어오는 4

개월째 써클OO 복용하는 50  남자환자!

 

처음에 다리에 경련이 심해 마그네슘 사러 왔던 분

인데, 써클OO 101로 먹기를 권해 한 달 먹고 오셔

서 마그네슘보다 훨씬 좋다고 하셨다

2개월 3개월 101로 써클OO 드시고 오늘 약국에 오

셨다.

뭐가 좋아졌냐고 물어보니

무릎이 좋아져서 기 된다고~~.♡

2,3개월째 방문했을 때 안티OOO의 중요성에 해 

설명했는데 가격 부담 된다면서 좀 더 지켜보며 써

클OO 먼저 먹어보겠다는 분.

기다리고 기다리고~~~~~

책자 읽어보길 다시 권하며,

따뜻한 물로 드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렸네요.

2018년 7월 13일 오전 9:48 

장OO 약사 

#체험사례

 

이해*, 58년생, 여자.

당뇨병약 인슐린 투여환자.

반찬사업 하는 관계로 늘 시간에 쫒겨 사는 분입니다.

다리가 무겁고 발에 굳은살이 생겨 병원에서 정기

적으로 제거했는데,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긴

다고 함.

써클OO 202로 드시라고 10일분 드림.

5일 지나 오늘 오셔서 귀에서 소리가 안 나서 살 

것 같다고 자랑하시네요.

동네에 소문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꾸준히 드시라고 부탁드렸네요.

2018년 7월 14일 오후 2:38 

안OO 약사 

#체험사례

 

윤^식, 남, 63세.

지하의 항내를 2km 오르내리며 근무하며 생긴 관

절통으로 오셔서, 써클OO 1.1, 글루코사민과 돈태

반제제 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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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부위가 많이 부드러워졌고 통증 감소.

작년 이맘 때, 여름에도 지하 일터가 추워 불을 피

운 채 웅크리며 근무하다 뜨거운 날씨의 항 밖으로 

퇴근할라치면 온도차로 인한 피로감에 집에 가면 

파김치.

근데 지금은 저 약 먹은 후 피로감 모르겠다며 만족.

올 여름 열사병에도 적극 활용할 만합니다!

치유와 재발방지 설명 후 안티OOO 추가하여 정량 

한 달.

2018년 7월 14일 오후 3:27 

강OO 약사 

#체험사례

 

60  할머니. 

병원약 타서 드신 후, 평소 1일 1변 하시는데 나올 

듯 나올 듯한데 안 나와서 힘들다고 하심.

몸 전체가 푸석하고, 기운이 없고 약간 부어있는 

느낌이 들어 써클OO 202 이틀분을 드림.

오늘 아침 문 열자마자 일부러 오셨다면서 고맙다

고 하심.

첫날은 표시 없고, 2일 다 드시고 시원하게 잘 보게 

되었다고 함.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15일 오후 1:19 

김OO 약사 

#체험사례

 

남, 50 .

눈두덩이가 시퍼렇게 멍이 드신 분.

빨리 없어지는 약을 달라고 해서 써클OO 2.2

로 3일 드시고 꼭 다시 오시라고 함. 

3일 후, 

많이 풀렸다고 하시면서 3일분을 더 가져가심.

멍든 케이스는 써클OO로 간단히 해결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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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6일 오후 1:32 

정OO 약사

#체험사례

 

체험례 1.

68년생, 남, 정*훈 동생.

고혈압 14년. 허리 디스크 수술 (8년 전).

발목 통증, 피부 알레르기, 피부 건조감, 탈모.

6/14 써클OO 202 토라타민 200

6/28 발목 통증 소실.

오래 서 있을 때만 왼쪽 발목이 약간 불편한 정도.

피부의 건조감이 조금 덜 함.

피로감 역시 덜 함.

애주가에 사업상 술자리도 많은데, 다음날 숙취가 

별루 없다.

써클OO 202 토라타민 200

7/6 지루성두피염 호전

같은 이용실에 13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다니는데, 

이용사가 깜짝 놀라며 한 달 만에 두피가 너무 깨끗

해졌다고 무슨 치료 받았냐고 묻더래요.

여의도에서 이용실 한지 20년 넘었는데 한 달 만에 

요런 경우는 처음이라면서요.

그래서 써클OO 알려줬다고 하네요.

지난 주말에 만났는데 두피가 아주 깨끗하네요.

다크써클도 없어졌고, 늘 각질이 일어나고 울긋불

긋했던 피부도 깔끔하고 촉촉해졌구요.

일본 유학시절부터 피부 질환으로 고생이 많았는

데 써클OO 복용 후, 첫날 눈 주위가 약간 부어올랐

었는데 다음날 가라앉았고, 자주 쓰던 스테로이드 

연고는 한 번도 안 썼다고 하네요.

만족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몇 번을 하는지..

그래도 자꾸 들어도 기분 좋네요.

7/14 써클OO 201 토라타민 200

체험례 2.

고1, 여, 정채0. 조카.

입술이 자주 트고, 입 주위 피부염.

아토피 약간, 피부 건조증.

피로감.

아빠 피부 좋아진 것 보고 찾아옴. 

6/30 써클OO 202 토라타민 200 철분제.

7/14 입술이 덜 마르고, 입 주위 피부염도 가라앉

고, 피부의 건조감도 덜 함.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 안함.

피로감은 아직 변화 없음. 

안티OOO 101 써클OO 101 토라타민 202 철분제.

건조한 피부에는 써클OO!

어떤 보습제보다 효과가 빠르네요.



 제3장 체험사례 001469

① 박OO 약사

앗! 전 액취증 환자는 보냈는데. 다한증만 드

렸거든요 (7월 16일 오후 6:56)

② 유OO 약사

앗, 맞다. 거기에 안티OOO까지 곁들여야 할 

것같아요.(7월 16일 오후 10:34)

① BaeOO

처방이 맘에 들어요.

써클OO. 바라크. 유산균.

목극토.(7월 18일 오전 11:08)

2018년 7월 16일 오후 5:49 

박OO 약사 

#체험사례

(메디팜 암약국)

30 , 여, 키 크고 보통 체격.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여성으로 단골. 

아침 일찍 데오드란트를 사러 와서 왜 바르냐고 물

으니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나서 직장생활이 힘들

다고 답한다. 

써클OO 60포 주면서 111로 복용하고 각탕법 설명. 

오늘 약국 왔기에 

“겨드랑이는 좀 어때요?” 하고 물으니 “많이 좋

아졌어요.” 하면서 웃는다. 

조금 약이 남았으니 며칠 후에 온다고 해서 다음에

는 한 가지 추가하여 뿌리 뽑자고 했다. 

겨드랑이 림프 순환시키니 이것도 치유되네요!

2018년 7월 18일 오전 6:55 

최OO 약사 

#체험사례

 

75살, 여자. 올케의 친정 엄마.

역류성 식도염으로 7개월 약을 잡수셔도 효과가 없

고 변도 며칠에 한 번씩도 못 보고 하셔서 써클

OO 101과 바라크 1개와 유산균을 3개월을 잡수시

게 했다. 

변도 잘 나오고 식도염도 좋아지면서 아침에 일

어나면 붓는 증상도 없어지고 피로감도 줄어들었

다면서 치료가 될 때까지 계속 잡수신다고 하신다.

2018년 7월 18일 오후 5:03 

조OO 약사 

#체험사례

벌레에 쏘임.

40 , 은행VIP실 여실장. 체격 좋음.

10일 전, 제주 여행 중 뭐에 쏘여 붓고 허벅지 뒤쪽

까지 땡김.

발열, 통증, 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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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물었는지 본인도 모름.

벌레 물린데 바르는 액을 발라도 큰 효과가 없었다

고 함.

7/17 써클OO 2.2 하루분

7/18 써클OO 2.2 추가.

열감과 부기 가라앉고 땡김도 많이 감소.

내일 상황 봐서 더 복용하기로 함. 

아마도 염증물질, 독성물질을 해독과 림프순환으

로 배설시키고 세포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중일 듯.

열감 해소, 해독, 항알레르기 효과가 있네요. 

지난주. 

꽃길만 걷게 해준다고 해서~ㅎ, 

꽃길 위주로 제주 1박2일 .

아주 오래 전에 단체 관람한 소피아로렌 주연의 ‘해

바라기’도 생각이 났다. 

모든 분들, 앞으로 좋은 일만 만나시고,

지치지 마시고 꽃길만 걸으세요.

벌레 조심하시고~ㅎ.



 제3장 체험사례 001471

글귀가 좋네요. 어느 날 문득.  

2018년 7월 18일 오후 5:33 

박OO 약사 

#체험사례

(메디팜 암약국)

서ㅇ숙, 70세, 여, 167Cm, 75kg.

7월 5일에 올렸던 분인데 처음 써클OO 60포 드실 

때는 222로 복용하시다가 그 다음 60포 드실 때는 

111로 10일 드시고, 10일은 201로 복용.

경로당에 노래 봉사하러 가셔서 중간에 가래 뱉어 

의심 받기도 했다고 함.(병원 검사에서는 아무런 

병명이 안 나옴. 흔한 기관지염도 안 나왔음.)

예배 중에도 가래 뱉고, 피부 발진과 가려움 때문에 

써클OO만 써도 다른 부위의 발진으로 고생.(본인

도 명현 반응 이해.)

오늘 통화해보니 가래와 비염이 좋아지고 쥐젖이 

1개지만 저절로 떨어지고 피부 속에 있던 알갱이가 

손톱에 걸려 빠졌다고 합니다. 지난 주 모임에 갔더

니 목이 가늘어 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다른 모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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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도 목이 가늘어 졌다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이

제부터는 써클OO 111 안티OOO 111로 복용하되 써

클OO는 아침에 2개로 복용하시면 좋겠다고 했습

니다.(형편상 ~ㅠ) 

다리 가벼워 진 것은 진즉 효과 본 것이라고 합니다. 

목에 발진과 가려움으로 수년 고생했는데 가려움

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빠지면서 목이 가늘어졌다

는 소리를 듣게 되나 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효과를 기 하면서! 

7월 5일에 장황하게 썼던 글입니다.

2018년 7월 20일 오전 5:43 

전OO 약사 

#체험사례

 

50  여성. 

만성위염으로 매년 위내시경 검사를 빠뜨리지 않

는다는 환자가 상복부를 손으로 짚으며 여기를 막

아 놓아서 아래위로 소통이 안 된다고 호소하면서 

딱 한번에 뚫리는 약을 달라고 함.

위장질환에 한 써클OO의 효능을 몇 번 경험하

기에 지금 2포 저녁에 2포 내일아침에 2포 드시라

하고 6포를 드렸는데, 이삼일 후에 찾아와서 속이 

편한데 계속 먹어도 되냐고 문의합니다. 

림프순환, 독성배출, 오래된 질환의 바이러스에 

한 설명을 듣고도 결국 써클OO만 20포 가져가더니 

1~2주일 후에 와서 20포씩 여러 번 가져가는 자기

고집이 아주 강한 여성. 

자기 자신이 증상의 정도에 따라 복용량을 조절하

여 먹고 있는데 너무 편하다고 합니다. 우선 “다행

입니다”라고 하고 다시 한번 써클OO와 안티OOO

에 한 설명을 했습니다. 치유 프로그램으로 동행

하시기를 기 하면서...

2018년 7월 20일 오후 4:22 

정OO 약사 

#체험사례

 

김×경, 여, 62세.

 

7/11 벌레 물려 가려움으로 오심.

이야기 도중, 얼마 전부터 빗장뼈 아래 가슴 윗부분

이 뭉친 게 있고, 찌리한 통증이 있어서 걱정 된다

고 하심. 

오래된 다리협착증과 허리협착증도 있음.

일단 써클OO 10포 드림.

2포씩 하루3번 드시라고 함. 

7/20 궁금하여 통화.

가려움, 빗장뼈 아래 뭉친 통증은 없어졌다고

확인해주심. 

허리협착증에 해 림프순환과 바이러스 내재에 

관해 재차설명.

한번 들리시겠다고 함.



 제3장 체험사례 001473

2018년 7월 21일 오후 5:16 

김OO 약사 

#체험사례

40  후반, 여. 만성편두통.

나라믹정 1주일에 2~3번 복용.

신경 예민하고 불면증 있음.

건식에 한 불신이 많아서인지 병원 처방약 좀 줄

이고 근본적인 치유에 접근해 보자고 했건만 시쿤

둥. 안티OOO 써클OO 설명하고 책을 줘도 시큰둥

하네요. 

그런데 지난주에 와서 갑자기 써클OO을 달라 하네

요. 아시는 분이 이거 먹고 효과 봤다면서요. 

써클OO 소포장 2,2 복용케 했습니다.

어제 다시 소포장 한통 구입해 갔습니다. 

써클OO 복용하는 동안 처음에만 나라믹 복용했다 

하네요.

근본 치유의 방법이 책 안에 있으니 꼭 정독하라고 

책을 다시 드렸습니다.

2018년 7월 23일 오후 12:11 

이OO 약사 

#체험사례

 

7월 19일 오후.

제약사 직원, 남, 젊은이. 40세 근처?

골절로 인한 재수술 기다리는 중.

쇠를 심은 부위의 염증이 심해서 병원 처방 받고 

항생제 복용 중인데 부종 통증이 심하다 한다.

상태 좀 보여 달라고 부탁해서 보았더니 부종이 많

고 푸르덩덩 멍도 들고 했다.

염증과 부종이 빨리 좋아져야 수술도 받고 회복도 

빠를 터인데~.

 

병원약 며칠째 먹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그

다지 빨리 안 잡히나보다.

병원약 복용하면서 써클OO 20포 주며 222 하라고 

했다.

20포 다 복용 후 카톡으로 상태를 보내왔네요.

복용 전, 통증과 부종 때문에 손가락을 반드시 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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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OO 약사

안티OOO를 안 써도 염증이 잡혔나?(7월 23

일 오후 12:18)

② 이OO 약사

유OO 약사 항생제처방약 복용 중이었어요.

병원약도 한줌이어서 안티OOO까지 복용하

라 했더니 기겁을 해서 써클OO만 222 꼭 복용

하라 했습니다.(7월 23일 오후 12:25)

③ 유OO 약사

아, 네!(7월 23일 오후 12:32)

7월 23일. 

감사 인사와 함께 보내온 사진⏬
(손가락도 펼 수 있고, 부종이 가라앉고, 멍도 안보

이네요.)

2018년 7월 24일 오후 3:12 

양OO 약사 

#체험사례

40  중반, 여, 통통하신 분.

평상시에도 잘 부어서 제가 예전에 철분제도 권해

드리고 했던 분입니다.

7월 21일 토요일. 

병원 처방전 들고 방문하셔서 우리 몸에 노폐물 독

소가 빠지면 붓기가 빠지고 몸이 엄청 가벼워지고, 

그러면서 더불어 컨디션도 좋아진다고 설명.

소포장 구매해감.(202 복용 설명/ 미지근한 물로 

복용 강조.)

핸드폰으로 일반인 밴드가입 바로 시켜드림.

(요즘 구매하신 분들, 밴드 가입 의사 묻고 가입 

바로 시켜드림 / 제 로 알고 먹는 거랑 막연히 좋

다고 먹는 거랑 다르다고 설명함.)

토요일에 구매해갔는데, 일요일에 카톡 메시지 옴.

일요일에 근무하면 구매 하러 오고 싶다고 함.

(반응이 너무 빨라서 일요일에 일부러 문 열고 드리

고 싶을 정도 다.^^)

오늘 오셔서 큰 포장 구매해 감.

(혈압도 있다고 해서, 노폐물 어느 정도 빠진 다음 

안티OOO도 같이 드시기로 함.)

여자분들, 잘 붓고 순환 안 되는 분들!

써클OO는 효과도 빠르고. 평생숙제인 다이어트에

도 아주 좋네요!



 제3장 체험사례 001475

① 류형준 약사

써클OO는 기본입니다.

오래된 부종은 안티OOO 역시 기본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7월 24일 오후 5:52)

② 박OO 약사

양 선생님은 전에도 부종을 잘 처리해줘서

인기가 있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저에겐 부종환자가 없어요.

여성부종환자는 여선생에게 많이 가시나 봐

요.(7월 24일 오후 11:04)

③ 양OO 약사

박OO 약사 비결은 제가 잘 부어서, 먹고 효과 

보니깐 권하기가 수월한 듯 해요. 

과식하거나 많이 피곤한 날은 3포씩도 먹고 

잔답니다~.ㅎㅎ(7월 25일 오전 1:07)

① 류형준 약사

상기증상이 3개월 이상된 증상이라면 차후로 

안티OOO를 병용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7월 25일 오전 6:25)

② 정OO 약사

네. 감사합니다.(7월 25일 오후 2:12)

2018년 7월 24일 오후 5:56 

정OO 약사 

#체험사례

 

최 ×, 77세, 남.

7월 7일 

밥맛이 없다, 귀가 잘 안 들린다, 신경이 예민하여 

잠이 잘 안 온다 하심.

써클OO 20포 101, 종합 비타민제.

7월 23일 

전화를 걸어와서 본인은 이제 밥도 잘 먹고, 힘도 나

신다며 아내분 보내니 얘기 좀 들어보라고 하신다. 

현정×, 72세, 여.

달팽이관이상으로 어지럽고, 허리협착증, 무릎통

증, 두통.

혈압이 일정치 않다. 

어지로운 게 제일 힘들다고 하심.

써클OO 202 소포장 2통 드림.

“나는 2포씩 먹네.” 하신다.

주의사항 적어드렸다. 

2018년 7월 25일 오전 9:16 

곽OO 약사 

#체험사례

64세 여성분.

피곤함.

7월 10일

친정어머니가 남편이 일하는 가게에 와서 일을 도

와주시는데 너무 피곤해하신다고 함.

피로회복제 한 번 복용할 것을 찾기에 써클OO 2포

에 비타민음료 한 병, 2회 먹을 피로회복제 세트를 

드림.

며칠 후에 와서 그 피로회복제 드시고 효과를 보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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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조금씩 이해를 높이고 인연이 되면 곽약사님

의 말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7월 25일 오전 11:10)

② 오OO 약사

역시 곽선생님!

IDEA BANK~☆☆☆(7월 25일 오후 2:25)

① 류형준 약사

써클OO 333으로 했다면 더욱 빨리 줄었을 

것입니다.

이런 응급상황에는 보다 과감하게 용량을 늘

려서 회복기간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

다. 

감사합니다.(7월 30일 오전 9:23)

다고 함.

써클OO 60포 드리며 222 드시라 함.

며칠 후 60  여성분이 오셔서 다른 거 사러오셨다

가 약국 여기저기에 포진해있던 써클OO을 보시고

는 얼마 전 딸이 저 약을 사와서 먹고 있다고 하심.

얘기를 나누다보니 이분이 바로 그 친정어머니!

근처에서 떡볶이집을 사위와 같이하는데 엄청 피

곤하다고 하심.

써클OO을 먹으니 몸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든다

고 하심.

7년 전 허리 수술함.

다리가 저리고 쥐남.

써클OO 다 드신 후 안티OOO와 드시라했는데,

얼마 전 제가 퇴근한 후에 따님이 오셔서 써클OO만 

가져가셨네요.

2018년 7월 26일 오후 8:32 

김OO 약사 

#체험사례

60 , 여.

24일 방문. 음식하다 화상을 입음.

손등에 수포가 넓게 생겼는데 이번 주 주말 가족 행

사가 있다면서 빨리 수포가 가라앉았으면 하네요.

써클OO 소포장 1통 드리면서 1일 3회 2포씩 복용하

라고 했는데, 오늘 저녁에 오셨는데 거의 수포가 

깨끗이 없어졌네요.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바쁘다면서 휘리릭~ 가 버

리네요.



 제3장 체험사례 001477

① 류형준 약사

하지정맥류는 오래된 증상이니 써클OO로 증

상개선이 되어도 안티OOO와 병용은 필수입

니다.

감사합니다.(7월 28일 오전 7:49)

① 류형준 약사

치유를 전하는 것은 환자를 위한 일입니다.

그러니 환자들 역시 타인을 위하게 되는 것입

니다.

아픈 환자들을 위한 일에 약사님들이 앞장서

2018년 7월 27일 오후 3:00 

장OO 약사 

#체험사례

 

김춘*, 66세, 여자.

고혈압약, 고지혈증, 심장약, 글리아티린 드시는 

분.

방앗간을 하는 관계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무거

운 것도 많이 들어서 부부가 하지정맥류가 심함.

아저씨는 곧 수술.ㅠㅠ

써클OO 101로 10일분(6월25일)

하루 만에 전화가 걸려왔다. 

딱 한 포 먹은 뒤 소변이 갈색으로 변했다고

부작용 아니냐고 함. 

명현반응이니 두포씩 드시라고 권함. 

7월 

약을 타러 오셔서 보험 안 되나 물어보심.

시골방앗간 요즘 장사가 잘 안된다며, 망설이다가 

가셨습니다.

이제까지 먹어본 약 중 정말로 효과 있었다고 함. 

써클OO 정보 전달하고 기다리는 게 익숙해졌습니

다. ㅋ

2018년 7월 27일 오후 3:53 

장OO 약사 

#체험사례

오늘 오셔서 80포 가져가셨는데,

본인의 이명과, 같이 일하는 분들의 이명 때문. 

가시면서 당신이 이명인 사람들에게 써클OO 전도

사라고 큰소리치며 가심.

치유를 전하고 기다리면, 복이 있는 분들은 다시 

오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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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저도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7월 28일 오전 7:47)

① 류형준 약사

남자에게 좋은 것이 안티OOO 써클OO입니다.

여기에 계란이나 로얄제리를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셨으니 거기에 계란과 로얄제

리를 추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7월 30일 오전 8:54)

② 박OO 약사

다음에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7월 30일 오후 1:09)

① 류형준 약사

단순히 피부가려움이 아니라 당뇨를 정상화

하는 치유의 길을 시작하 습니다. 

2018년 7월 29일 오후 4:30 

박OO 약사 

#체험사례

 

(메디팜 암약국) 

71세, 남, 이ㅇ수. 약간 작은 키, 약간 통통한 체격.

연세가 연세인지라 남자에게 좋은 것 찾는 분. 

손목 아팠을 때 써클OO 권해도 안 먹다가 모든 세

포에 노폐물 없애고 제 기능 하게 도와준다니 마음 

문을 여셨다. 

6월에 20포 사 가실 때 222로 복용하게 함. 

지난주에 4번째 사 가신다며 

“이번 먹어보고 안 되면 그만 먹어야지” 하더니 

토요일에 오셔서 또 사시는데 웃음이 가득. 

마침 같은 또래 감님이 마누라 주려고 써클OO 

사가는 것 보고 남자가 먹어야지 왜 여자를 주느냐

고 하자, 그 분은 마누라가 써클OO 먹은 후로 아프

다는 소리 안하니 계속 사다준다고 하는데, 또래 

감남은 다른 설명은 귀에 안 들어오는지 자기주

장만 계속해서 하신다. 

그 분은 써클OO 쇼핑백도 안 가져가고, 약 상자도 

버리고, 행여 누가 볼까 급히 약국을 떠나셨다. 

항상 20포 가져가는데 두번째부터는 써클OO 111로 

복용, 오늘은 안티OOO 20포 추가해서 가져가셨습

니다.

2018년 7월 30일 오후 8:29 

이OO 약사 

#체험사례

 

70 , 남, 김태*.

당뇨 환자이고, 담배를 좀 많이 피신다. 

덥고, 당 때문에 그런지 가려움증이 심하다고 피부

과를 여기저기 다니시더니 잘 안 낫는다고 투덜.

시기에 써클OO 111 3일치 드렸는데, 효과가 좀 

있다고 오늘 오셔서 3일치만 더 달라하셔서 일단 

드리고, 좀 더 쭈욱 드셔서 몸을 정상화해보자고

했습니다.

좀 더 인내를 갖고 치유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3장 체험사례 001479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함께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7월 30일 오후 8:55)

① 류형준 약사

변비해결은 언제 보아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감사합니다.(7월 30일 오후 8:55)

① 류형준 약사

치유의 길을 믿고 확신까지 갖고 계시니 감사

합니다. 

하지만 안티OOO와 써클OO는 치유의 도구이

지 치료약은 아닙니다.

이점은 꼭 명심할 사항입니다.(7월 31일 오후 

4:43)

2018년 7월 30일 오후 8:40 

이OO 약사 

#체험사례

 

여, 50 , 본인.

휴가 때 일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

고 난 뒤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인지 5일 동안 변을 

못 보고 너무 힘들었는데 써클OO 333 하루 먹고 

나서 시~원한 쾌변을 보았답니다.

역시 사람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누는 것이 제일 

건강한 것 같습니다.

써클OO 효과 짱입니다!

2018년 7월 31일 오후 12:59 

박OO 약사 

#체험사례

(메디팜 암약국)

29일에 올렸던 71세 어르신, 남자에게 좋은 것 찾던 

분이 한포성피부염 처방을 갖고 오셔서 “이제 안

티OOO까지 같이 드시니 좋아지실 겁니다.” 했더

니 “한 가지만 좋아지면 되지 뭐 피부까지~” 하

십니다. 욕심이 없으시나 봅니다. 

그래도 “효과는 좋습디다.” 한 마디 해주시네요.

그런데 머리에서 땀이 난다고 하셔서 그동안 막혔

던 부분이 뚫어져서 순환되는 것이니 좋은 증상입

니다, 계속 그렇지는 않고 차츰 정상화 됩니다, 말

씀드렸습니다. 

얼마 전 얼굴에 땀이 송알송알 맺힐 정도로 많은 

땀을 흘렸던 분이 써클OO로 짧은 시간에 효과 본 

글을 올린 적이 있어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2018년 7월 31일 오후 6:10 

이OO 약사 

#체험사례

 

이**, 63세. 혈압약 복용 중이신 건장한 체격.

허리 수술 후 통증이 진통제로도 가시질 않아 병원

약에 써클OO 101 추가해 드시던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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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 정도로 많이 체크되면 용량증가가 필요합

니다.

적어도 tid로 복용을 시작하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8월 1일 오전 8:04)

② 이OO 약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8월 1일 오전 10:25)

① 류형준 약사

증상개선은 어떤지 확인했나요?

판매자는 판매여부에 관심이 가지만 치유자

는 증상개선에 더욱 관심을 쏟습니다.

단순한 판매성공사례는 체험사례에서 포함하

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8월 2일 오전 12:58)

사모님이 사 가셨는데 직접 오셔서는 체크지에 면

역력 쪽이 두 개 빼곤 다 해당하더라며 안티OOO 

추가복용을 원하시네요.^^

책자와 체크지도 훌륭한 상담자(?)입니다

써클OO가 효과를 내니 책자와 체크지도 한몫을 하

네요.

2018년 8월 1일 오후 3:42 

이OO 약사 

#체험사례

 

여, 72세, 양 *.

저희약국 특성상 시술하시는 분이 많은데,

허리 때문에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붓고 한다면

절뚝거리면서 쎄렉스타 처방 받아오셔서,

써클OO 111 하루 세 번 3일치 드리면서

명현반응과 주의사항 설명 드렸는데, 오늘 다시 오

셔서 3일치 가져 가시길래 치유를 위해서 꾸준히 

드셔보자고 했는데, 웃고만 가시네요.

3일후에 다시 오실 것 같습니다.

2018년 8월 1일 오후 5:10 

박OO 약사 

#체험사례

(메디팜 암약국)

7월 19일

최ㅇ숙, 65세, 158/60kg.

작년 6월 귀 암 수술 후 처음에는 괜찮았으나 머리 

감을 때 귀에 물이 들어간 느낌이 내내 계속되어 

힘듦.(통원치료 도중에 생겼으나 병원에서는 그

로 살라고 했다고 한다. 치료방법이 없는 듯.)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 과일이나 햇빛에도 과민 반응.

등과 손가락 아픔. 

눈이 까끌까끌, 다리 뻐근.

써클OO 60포 222.

7월 29일 

얘기해 보니 최근에는 귀가 고통스러워 그것만 얘

기했는데 좋아진 것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수 년 동안 괴롭힌 증상인데 숨이 막히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하품이 나오고, 밑에서부

터 치 고 올라오는 것을 본인이 느껴 따뜻한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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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많은사람 살리네요~.

감사.(8월 1일 오후 6:04)

② 류형준 약사

치유의 길은 단순히 증상개선이 아니라 비정

상의 정상화이므로 어떤 것이든 좋아지면 전

체적인 상태가 개선되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8월 2일 오전 1:03)

① 류형준 약사

세포환경정상화로 세포기능이 정상화되는 것

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8월 7일 오전 8:51)

나 사탕으로 견뎌냈다고 합니다(병원 간 적 없고).

그런데 이 증상이 없어졌고 햇빛 알레르기가 좀 좋

아졌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써클OO 322 안티OOO 111써보면서 통

화하고 용량 조정해보자고 했습니다.

머리 감다가 귀에 물 들어가 잠시만 답답해도 힘든

데, 얼마나 힘드실까. 귀의 먹먹하고 답답하며 청력

도 약해져 힘든 상황이 치유되기를 바라면서~.

2018년 8월 3일 오전 11:33 

조OO 약사 

#체험사례

 

스트레스성, 상열하냉, 소화장애, 식욕부진.

한민국 육군 상병, 22살, 단골 자제분.

보직 : 문제사병 심리상담병. 이런 보직도 있네요.

아버님 말씀이 요즘 전과 달리 군기강이 당나라 수

준이라네요.ㅠ

우리 때도 그랬는데.

군기사고 및 여러 문제에 응시 지휘체계 담당자

만 괴롭다고, 스트레스가 심해 밥맛도 없고 죽을 

맛이라고 상담해왔습니다.

7월 써클OO 111 이담간장약 1달 복용.

개선점.

담즙촉진으로 식욕이 돌고, 밥맛이 생기고, 변비가 

개선되고, 여드름도 가라앉고, 잠도 푹 자고, 피로

와 스트레스도 줄고.

곧 휴가 나온다며 두 달분과, 효과 봤다고 가족분들 

것도 챙겨가네요.

림프순환으로, 세포정상화작용으로, 문제점 개선

으로 원위치로 가는 중. 

2018년 8월 5일 오전 6:21 

안OO 약사 

#체험사례

김~자, 여, 63세.

스테로이드 처방전 들고 입장해서는,

속이 아파 약 먹는 게 자신 없어요, 한다.

갑자기 쌓인 열독이 배출이 안 되니 그것만 제거하

면 좋아질 것 같아요, 했더니 처방약 빼고 써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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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렇게 저렇게 치유의길이 넓어지고 단단해

집니다.

이제부터는 입소문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환자들이 모여듭니다.

감사합니다.(8월 7일 오후 12:51)

111 3일 가져간다. 

고추밭에서 일하고 난 뒤, 팔에 무수히 붉은 점 산

재, 허벅지에 산처럼 두드러기가 생겨 의원에 가니 

풀독이라 했다네요.

“어제 처방전 들고 입장. 왜?”

써클OO가 보험이 되나 싶어 갔다네요.

써클OO는 속도 편한 게 그 심하던 피부염을 다 낫

게 해줬다며 양 팔을 보여주는데, 깨끗하고 말끔하

네요. 

처방약 빼고 써클OO 111 3일.

두 번 연거퍼 처방약 왕따시킵니다. 써클OO가!

이OO 약사님 표현 로, 쓰레기를 주섬주섬 손으로 

주워줬을 뿐인데 환자는 고통에서 벗어났다며 너

무 기뻐합니다. 허~참!

얼굴에 피부염이 심한 이분 시동생에게 예전에 안

티OOO 써클OO 권유 드렸다가 거절당했는데 곧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2018년 8월 6일 오후 1:35 

이OO 약사 

#체험사례

 

61세, 여, 여고동창, 정쌤.

회갑기념 축하!

골프 치다 가까운 곳에서 쎄게 날아오는 공을 보고, 

순간적으로 머리를 방어하느라 손을 올려 머리를 

가리는데 그 공이 옆구리를 강타.

멍이 들고, 붓고, 통증과 함께.^^

써클OO 222, 힘들면 333 하도록 함.

처음상태

222로 복용 첫날 더 푸르러지다가

4일 복용 후 수그러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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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멍과 통증은 속도전입니다.

초기 얼마나 많은 량을 먹느냐가 해결속도를 

정합니다.

감사합니다.(8월 7일 오후 1:08)

① 류형준 약사

이렇게 많이 아프신 분은 초기용량을 늘렸다

가 확실히 증상개선이 확인되면 용량을 조절

하는 것이 좋은데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현실

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7일 오후 1:09)

② 정OO 약사

류형준 약사 선생님! 월급 타서 본인의 약값보

다 더 급하게 쓸 일이 더 많은 참 안타까운 

분인 듯합니다.(8월 7일 오후 2:19)

③ 류형준 약사

그런 분들은 이렇게 체험사례로 받은 제품을 

선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7일 오후 2:44)

④ 정OO 약사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8월 7일 오후 

3:02)

첫날 다치자마자 약국으로 달려와서 바로 써클OO

복용해선지 경과가 좋네요.

첫날 상황엔 운전하기 힘들 정도 는데 지금은 전

혀 불편하지 않고 아프지도 않다고 합니다.^^

가까운 친구끼리 축하 골프 치러 가서 이런 일이 

발생, 서로 미안해하는 상황을 빠르게 써클OO가 

해결해줍니다.

친구네 가족 중 본인이 2번째로 좋은 체험하네

요.^^

2018년 8월 6일 오후 2:37 

정OO 약사

#써클OO체험사례

 

60세, 여, 박민0. 요양보호사.

강한 스트레스 후 살이 10kg이상 찜. 157/ 70kg.

허리가 많이 아파서 수술 하려 함.

어깨도 무릎도 다리도 아프다.

늘 피곤하고, 소화가 잘 안되며, 어지럽다.

혈압약 복용 중.

6/25 써클OO 202 

가끔 들리셔서 아침저녁 1포씩 먹고 있는데,

덜 피곤하고 통증이 조금은 덜 한 것 같다.

안티OOO도 함께 드셔보시고 싶다며 다음 월급 타

면 오신다더니 오늘 오셔서 써클OO만 다시 가져 

가시네요.

60포 가져가셔서 오늘 오셨으니 아침저녁 1포씩 드

셨고, 날도 지났네요.

더디지만 1포씩도 효과가 있네요.

2포씩 드시면 효과가 더 좋을 거예요, 라고 말씀 

드리니 알겠다고 답은 하고 가셨지만 왠지 한 포씩

만 드실 것 같네요.



001484  A BOOK OF EXPERIENCES

① 류형준 약사

약사에겐 환자가 좋아졌다고 하면 모든 피로

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환자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져야 하는 이유입

니다.

그리고 그 길이 치유의 길임을 알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8월 7일 오후 1:12)

2018년 8월 6일 오후 6:52 

이OO 약사 

#체험사례

정J님. 67년생.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다 떨어진 상태.

구내염을 달고 살았다.

불면증도 있다.

지쳐 보이고 저림이 심하다고 해서 써클OO을 권했다.

써클OO 4포를 담아놓은 포장 하나를 집어 들며 우

선 하나만 먹어보겠다며 가져가더니 두 번째 방문

해서 20포 가져가신다.

“약사님, 한번 먹어보려구요~.”

1포씩 하루 2번 10일분 복용 후, 

오늘 세 번째 오셨다.

밝게 웃으며 들어온다.

가장 고통스러운 게 저림 증세와 부어서 손을 쫙 

펼 수가 없어 오므리고 지내는 거란다.

일어나 첫발을 딛을 때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고통

스런 전율을 느끼며 살았단다.

저림이 심해서, 거기다 부종이 심해서 손목과 발목 

10cm까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았단다.

자신은 죽을 만큼 괴로운데 검사엔 이상이 없다고 

자낙스와 혈액순환제만 처방해주었단다.

그런 시간이 수년째 지속되었단다.

그동안 1포씩 하루2번 총 24포 먹었는데 ~~

손을 펼 수가 있게 되었다며, 그러면서 내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손을 오므렸다 폈다를 해 보인다.

첫 발 내딛을 때 느껴지던 그 끔직히 싫은 전율이 

많이 줄었다.

발목도 편해지는 것을 느낀다.

복용 후 5일 되는 날은 한 번도 안 아프던 종아리가 

심하게 2일정도 아팠다.(명현이라고 설명해드림.)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면서 

이번엔 40포 챙기십니다.

써클OO의 효과 제 로 보기 위해 이번엔 202 하기

로 했습니다.

지난번 방문 때 바삐 가셔서 설명 못해드린 세포이

야기도 해드리고, 다음 방문 때부터라도 안티OOO 

써클OO 시작해도 좋다고 설명 드리니, 미리 다 치

유된 것마냥 기뻐하십니다.

희망이 보여서 그러나봅니다.

이분의 희망을 품은 기쁨이 제게 전해져오자 어제 

17시간 차타고(아침5시 반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다닌 여독이 순간 풀려버리네요.

책도 드리며 찬 것, 매운 것 안 먹기, 더워도 각탕하

기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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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73세 어르신께 무병장수 백세건강의 삶은 선

물해드리세요.

감사합니다.(8월 10일 오후 8:22)

① 류형준 약사

72세면 본인도 가족도 약사나 의사도 이제는 

좋아지기 힘든 아픈 노인으로 생각하기 쉬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치유의 길은 이런 분들도 백세건강으

로 안내합니다.

감사합니다.(8월 10일 오후 8:06)

2018년 8월 7일 오후 4:29 

안OO 약사 

#체험사례

민^팔, 남, 73.

이웃의 소개를 받아 아내분이 방문.

올 1월 허리골절 후 시술.

2월 척추관 협착 수술.

연이은 시술과 수술로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며 수

족 저림, 엉치 통증을 호소해서 써클OO 332, 오메

가, 구어혈제 한 달분 드렸으나 환제 먹기 너무 벅

차다며 222로 드시고 오셨네요.

수족 저림은 아직 불변이지만 엉치 통증이 많이 좋

아지자 실버체어 없이도 보행이 가능해져 열심히 

재활운동 하게 되었다며 아내분이 좋아하십니다. 

두통, 현훈, 견비통도 동반호전 되었네요. 다만 복

부팽만, 구내건조감 등이 심해 식욕이 살아나지 않

아서 안티OOO 추가하기로 하여 써클OO 2.2, 안티

OOO 11, 유산균제, 효소제제 한 달.

환자 본인이 약국을 직접 방문하는 날을 기 해봅

니다.

2018년 8월 8일 오후 4:31 

이OO 약사 

#체험사례

 

여, 72세, 양**.

저번에 두 번째 와서 사가시고, 어떠시냐는 질문에 

웃기만 하고 가신 분이 오늘 다시 오셔서 또 다시 

물어보니 저림과 통증이 좀 줄어든 것 같다고, 이번

에는 소포장으로 한통 가져가시기에 용량을 좀 늘

려서 먹어보자고 했더니 당분간은 이 로 먹고

싶다고 하시네요.

경제적 사정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좀 편안한 몸이 됨을 느끼니 사 가시는 것

같습니다.

2018년 8월 9일 오후 12:57 

이OO 약사 

#체험사례

 

83세, 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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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깐깐한 분을 치유의 길로 인도했네요~(8월 9

일 오후 5:28)

② 류형준 약사

이렇게 깐깐한 분이 믿게 되면 더 철저하게 

믿어줍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8월 10일 오후 7:54)

단골할머니께서 파스 사러 오셨기에 여쭤보니

할아버지께서 오른쪽 퇴부 뼈에 금이 가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치료받고 다 나아 퇴원했다고 하심.

그런데 다친 오른쪽 다리는 나았는데, 오히려 왼쪽

다리와 발의 부종이 심해지고 통증도 동반된다고 

한다. 

병원에서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고, 일단 퇴원하

고 부종이 계속되면 종합병원에서 혈관검사를 해

보라고 했단다. 

할머니께서 우선 파스라도 붙여보시겠다며 약국을 

방문하신 것이다.

깐깐하고 의심 많으신 할머님께 림프순환에 해 

설명을 드리면서 부종과 통증을 덜어드리고자,

써클OO 2.2 우선 이틀분 권유하니 마지못해 가져

가신다.

이틀 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면서 다시 방문하

셨는데, 약사를 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지셨다. 

써클OO 2.2 이틀분 가져가심.

좀 더 드시길 권유하니 다 나았다며 조금만 더 먹으

면 될 것 같다고 하신다. 

이후 한차례 더 써클OO 2.2 이틀분 가져가심.

이후 재방문 없으심. 

단기 복용으로 아쉬움이 남지만 심한 부종과 통증

에 선뜻 드릴 수 있는 제품이 있음에 감사한다. 

2018년 8월 9일 오후 4:05 

박OO 약사 

#체험사례

삼십  후반 정도의 아주 건장남.

올블랙 패션!! 

운동 후 양쪽 승모근 사이 통증으로 일주일 정도 

약복용 했어도 무효하다고 한다.

림프순환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조제환

자 틈사이로 역설해주고, 한덩치 하시는 분이라 써

클OO 3.3 드리니 복용해보고 손톱만큼이라도 좋

아지면 이 약 복용의 여지가 있으니 냉큼 더 드시고 

건강한 삶에 해 논해보자고 했다.

요즘은 예방차원의 건강관리가 현명한 자기관리라

고 하면서 장사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첨언을 더했다.

두 시간 전쯤.

“써클OO 이틀분 주세요.”

“누가 드시게요?” 하고 물었더니

“몰라요. 심부름이예요.” 답이 돌아온다. 

같은 급으로 건장하고, 이미지가 올블랙 같다.

알겠다고 답하며 12포를 드렸다.

효과 없음 오지도 않았겠지. 

벌써 몸으로 느끼는 차이가 있었던 거야. 

나 본인 역시 세시간 만의 체험으로 느꼈던 바이고. 

이런 환자 많이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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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처음에는 증상개선에 놀라고 기쁘고 행복합

니다.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서 증상개선을 

동반한 치유의 의미를 알게 되면 단순한 증상

개선이 아니라 무병장수의 길로 안내하고 있

는 약사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10일 오전 7:33)

① 류형준 약사

더운날인데 더위를 식혀주는 소나기같은 시

원한 체험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10일 오후 7:46)

심각하고 무거운 분보다 명쾌하고 빠른 효과 보는 

분들.

요즘은 왠지 심각하고 슬픈 건 싫다.

기 했던 신속 리턴이라 기뻐서 올려본다.

다른 약과의 병용투여가 아니고 써클OO만의 단독

효과라서 더 기쁜 것이다.

2018년 8월 10일 오전 9:50 

장OO 약사 

#체험사례

 

1 .김 *, 남자, 40  중반.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목이 돌아가지 않는다네

요. 옆으로 돌리기도 힘들고ㅠㅠ

정말 덥고 짜증나는 날씨에 몸까지 아프니 얼마나 

힘이 들까요. 

마눌님이 약을 사러 왔어요.

파스 바르라고 했더니 효과 없다고 먹는 약 달라고 

해서 리렉스펜 111, 써클OO 303 하루분 드렸습니다. 

2. 김희*, 여자, 40  후반.

전날 식구들 먹이려고 커다란 수박 사서 집까지 들

고 간 뒤 아침에 일어나니 목이 고정되었다네요. 

써클OO 222 안티OOO 111 2일분.

두 분 다 월요일 환자인데 거의 증상이 비슷해서

신기했습니다. 

3일후 두분 다 좋아져서 일상생활 불편 없답니다.

제가 발목 삔 경험이 있어서 신속하게 좋아질 줄 

예감했습니다.

무더운 날, 모두 힘내시길~~~♡♡♡♡♡

2018년 8월 10일 오후 1:04 

정OO 약사

#체험사례

 

37년생, 김ㅇㅇ, 할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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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에공(8월 10일 오후 1:08)

② 양OO 약사

마음씨

고운

우리 정 약사님~~(8월 10일 오후 1:18)

③ 정OO 약사

이OO 약사 

오시는 길

가시는 길

두번씩이나

에공이죠~…(8월 10일 오후 1:51)

④ 정OO 약사

양OO 약사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죠.

선생님, 이전 약국 이름이 한마음 약국이었

죠?

약국 가서 먹었던 쌍화차 생각만으로도 따뜻

함이 느껴지네요.^^(8월 10일 오후 1:55)

⑤ 양OO 약사

정OO 약사 네, 한마음이었죠.

아름답게 기억해 줘서 고마워요.(8월 10일 오

후 1:56)

⑥ 이OO 약사

따뜻한 맘이 느껴져요~(8월 10일 오후 2:17)

병원에 위장약 타러 오시는 길에 넘어지셨다는데

왼쪽 뺨이 많이 붓고 벌써 멍이 들기 시작하셨네요.

아로나민 골드 늘 드시는 분이셔서 아로나민 골드 

달라하셔서 그간의 경험으로 자신 있게,

“어머니, 통증도 빨리 없어지고, 붓기도 빨리 빠지

고, 멍도 덜 들고, 다리 아프신 것에도 도움이 되는 

제품 있으시니 드셔보셔요” 하고 권해드렸다.

8/2 써클OO 222 (20포)

오늘 오셔서 “나, 가는 길에 또 넘어졌어. 오른쪽 

갈비뼈랑 손목을 다쳤는데 다행히 뼈는 금이 안 갔

다네.” 하신다. 그러면서, 

“자네 말이 틀림이 없드만. 아픈 것도 덜 하고

멍도 더 빨리 빠진 것 같아. 다리도 덜 아프고.

아로나민골드 먹을 때보다 훨씬 좋드만.”

“그럼 계속 드시지 왜 이제 오셨어요.”

“돈이 없어서. 13일날로 카드 끊어 줄 수 있는

가?”

“어머니, 먼저 가져다 드시고 13일 너머 오셔서 

카드로 결재하셔요.”

“그래도 된가?”

하시더니 써클OO 20포 가져가시면서 2만원 먼저 

주시고 가시네요.

“2포씩 3번 드시면 좋지만 2번씩이라도 꼭 드셔

요!”

친딸 하듯 늘 정감 있게 “자네”라고 부르시는 

다정한 어머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천식, 위장병, 변비, 무릎통증, 아프신 곳도 많은데 

이번 기회에 써클OO 안티OOO와 인연이 계속 연

결되어 더욱 건강해지시길 희망해봅니다.

사진은 첫날은 차마 못찍었구, 오늘 사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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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박OO 약사

정OO 약사 

37년생 할머니, 82세.

착한 정선생님 덕분에 동네가 따뜻~~(8월 10

일 오후 3:28)

⑧ 류형준 약사

정OO 약사님 덕분에 동네가 늘 푸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늘푸른약국이 진정 동네건강지킴이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10일 오후 5:43)

⑨ 정OO 약사

이OO 약사 박OO 약사 류형준 약사 선생님들 

마음이 따뜻하셔서 그리 보이셨나봅니다.

우리 모두의 약국 풍경이라 생각되옵니다.

감사합니다.*^^*(8월 10일 오후 6:30)

⑩ 양OO 약사

정OO 약사 오늘은 정OO 약사님이 모두에게

해피바이러스 전염시킴.

참고로 이 바이러스는 안티OOO 써클OO 복

용 안 해도 됨.(8월 10일 오후 6:32)

⑪ 정OO 약사

양OO 약사 

언제나 유머와 위트가 넘치시네요.

선생님은 웃음바이러스 전파자입니다.^*^(8

월 10일 오후 6:43)

⑫ 류형준 약사

맞습니다.

해피바이러스는 안티OOO 써클OO의 부작용

입니다.

안티OOO 써클OO로도 개선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8월 10일 오후 8:26)

⑬ 이OO 약사

류형준 약사 명언이십니다~(8월 10일 오후 

10:01)

⑭ 박OO 약사

양OO 약사 정OO 약사 

해피바이러스/웃음바이러스도...

모두 써클OO/안티OOO로 잡아야 하는 거 아

닌가요?

바이러스만 보이면, 앞뒤 안 가리고.. ㅎㅎㅎ

(8월 11일 오후 5:05)

⑮ 양OO 약사

박OO 약사 무서워요.(8월 11일 오후 7:17)

① 류형준 약사

다한증 역시 바이러스감염증으로 피부에 림

프순환장애가 생겨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림프순환촉진과 항바이러스제가 근본적인 치

2018년 8월 10일 오후 5:17 

박OO 약사

#체험사례

  

고등학교 2학년 딸아이가 미술을 하는데, 겨드랑이

와 손발에 땀이 많이 나서 힘들다고 어머니가 약국

에 오셨네요. 림프순환 말씀드리고 책과 팸플릿 드

리고 20포 소포장 2.2로 먹으라고 했는데, 먹을 때

는 땀이 안 나다가 다시 땀이 난다고 하여 계속 복용

을 권하고 안티OOO까지 병용해서 근본치유하자

고 했습니다. 

오늘은 써클OO 60포 2통 가져가시네요.

겨드랑이 액취증 수술 고려한다 하여 수술이 만사

가 아니니 우리치유법으로 하면 수술 안 해도 된다

고 말씀드리고 찬물, 매운 음식 섭취 주의 당부하니 

그런 음식 좋아한다네요, 아들도 땀이 많다고 하시

네요, 아들도 치유에 동참하려 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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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도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10일 오후 5:26)

② 박OO 약사

네,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티OOO까지 병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

다, 감사합니다.(8월 10일 오후 5:28)

③ 양OO 약사

적극 응용하겠습니다.(8월 10일 오후 5:38)

① 류형준 약사

백세건강이 정말 가까이에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드리세요.

감사합니다.(8월 10일 오후 7:38)

② 송광륜 (주)예스킨

(8월 10일 오후 8:04)

2018년 8월 10일 오후 5:51 

최OO 약사 

#체험사례

97살 친정엄마. 

요즘은 너무 더워서 체하면 토하고 식사를 못 드시

게 되는데 써클OO 1봉과 반하사심탕과 위생천을 

3번 잡수시면 좋아집니다. 올해처럼 더운 날에도 

써클OO 때문에 건강을 지키면서 100살까지 건강

하시길 기 합니다. 매일 써클OO 1봉지와 황력을 

잡수셔서 건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10일 오후 6:00 

이OO 약사 

#체험사례

 

남, 50  후반, 임**.

당뇨가 오래 되신 분이라 치아도 다 빠지고 눈도

침침하신 분.

거기다가 술을 꽤 좋아하시고, 그러다보니 음식을

거의 삼키듯 드십니다.

그래서 종종 소화제 먹으러 오십니다.

술 때문에 간에서 문제인지 소화문제인지 얘기를

나누려 해도 맨날 바쁘다고 소화제만 드시고 가십

니다.

3일 전에 또 오셔서 이번에는 써클OO만 2포하고

소화제, 물약, 통청수 함께 드시고 가셨습니다.

오늘 오셔서 저번 약으로 한번 먹을 것 더 달라고 

하시면서 전전에 먹었던 소화제와 달리 속이 더부

룩했던 것이 시원하게 내려가서 상쾌했다고 하시

기에, 자주 그러니 시간 내서 상담 좀 하자고 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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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처음에는 간단한 증상 쉬운 병부터 시작하세

요.

처음부터 다루기 힘든 증상 다루기 힘든 환자

는 좋은 경우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8월 10일 오후 7:40)

② 송광륜 (주)예스킨

(8월 10일 오후 8:04)

③ 김OO 약사

써클OO을 드시면 위가 편합니다.

저도 3포로 시작해서 10포로 20포로 60포로 

가져가시기도 합니다.(8월 12일 오후 1:53)

니 알았다고 하시면서도 약 드시고 휑하니 나가시

네요.

저번 모약사님이 올린 사례글 보고 투약해보니 진

짜 효과가 있네요.

좀 망설 던 이유는 개 첨에는 속이 좀 거북하다

는 명현반응을 들었고, 저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자신 있게 투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치유의 길로 입문할 날을 기다립니다.

2018년 8월 13일 오후 6:49 

박OO 약사 

#체험사례

(메디팜 암약국)

윤ㅇㅇ, 67세, 여, 159/51. 

7월 7일 

입술 포진이 생긴 후 1년 넘어도 조금씩 있다고 해

서 처방약에 안티OOO 111로 3일 추가 투여.

7월 12일

손등이 소복한 것을 보고 “부으셨네요” 하니 

“안 부었어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무릎은 어떠세요?” 하니 

“무릎이 아파서 짚고 일어나요.” 하신다.

그러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하면서 다리

와 허벅지를 보여준다. 

파란 지 이가 올라오는 것 같아 정맥류가 시작되

었다고 설명하고 각탕법과 주의사항 알림.

써클OO 202 60포.

8월 8일

다른 일로 오셔서 무릎 어떠냐고 물으니 소변에 자

몽 알갱이 같은 것이 나와 병원 검사하려고 예약해 

놓았다고 한다. 

무릎은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책은 다 읽어보셨냐

고 물으니 조금 읽다 말았다고 하신다. 책에도 있듯

이 물 많이 드시고 안가도 될 것 같으니 소변 관찰해 

보시라고 했다.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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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OO 약사

자몽 알갱이 같은 게 뭘까요?(8월 13일 오후 

7:07)

② 박OO 약사

몸의 염증물질이나 노폐물로 생각 됩니다. 류

약사님이 말씀 더 해주십시요~.(8월 13일 오

후 8:55)

③ 박OO 약사

에전에 제가 특수 소금으로 소금 요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소변으로 검은 물질이 빠져나

오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8월 14일 오전 9:58)

④ 류형준 약사

저도 자몽알갱이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서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이 나왔다는 것은 좋은 징조입

니다.

감사합니다.(8월 14일 오후 10:19)

⑤ 류형준 약사

저는 뿌옇게 소변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8월 

14일 오후 10:19)

① 이OO 약사

저도 목 삐끗, 허리 삐끗엔 무조건 써클OO 

222나 333입니다. 짱!!(8월 14일 오후 2:30)

② 신OO 약사

목 삐끗 ,허리 삐끗에도

안티OOO 써클OO 222나 333.(8월 14일 오후 

3:16)

③ 류형준 약사

저도 신명인 약사님의 의견에 한 표 합니다.

감사합니다.(8월 14일 오후 10:31)

두통이 있었으나 두통도 없어지고 무릎도 괜찮아

져 써클OO 101. 

다음에는 꼭 안티OOO 추가해서 드시기로 했다.

써클OO 60포 갖고 가심.

자몽알갱이 같은 것이 나와 많이 놀라고 걱정하셨

다고 합니다.

2018년 8월 14일 오전 11:19 

최OO 약사 

#체험사례

 

마을버스 운전하는 73살 단골아저씨. 

저녁에 술을 먹고 자다가 아침에 목이 안돌아가서 

다른 약국에서 이부부루펜과 한약가루를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고, 빨리 낫는 약을 달라고 해서 써클

OO 222를 같이 복용하게 했습니다. 2일분을 먹고 

목이 돌아가서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맙다고 

합니다.

2018년 8월 15일 오후 9:24 

최OO 약사 

#체험사례

 

68살, 경비. 

하루교 로 피로를 느끼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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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피로회복제로도 써클OO 1개, 원비 한 병 좋은 

조합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15일 오후 11:38)

① 류형준 약사

치유의 길의 인연은 어떻게 하든 연결이 됩니다.

끝까지 완주해서 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8월 16일 오후 6:01)

② 정OO 약사

류형준 약사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8월 16일 오후 6:32)

운동은 열심히 하시는 분. 

혼자 사시기 때문에 건강을 신경을 쓰시는 분. 

써클OO 1포와 원비를 1달을 잡수시고 아침에 일어

나기가 쉽고 체력이 좋아져 ‘피로 제로 써클OO’이

라면서 항상 가지고 가면서 자기에게는 딱 좋은 피

로회복제라고 말합니다.

2018년 8월 16일 오후 12:22 

정OO 약사

#체험사례

 

68세, 여, 김ㅇㅇ. 간병인.

입원하셨던 친정엄마를 정성을 다해 간병해 주신 

게 너무 고마워 써클OO 2포 포장 5개를 선물로 드

렸는데, 작년 백내장 수술 후 피곤하면 늘 눈부터 

까끄러워 불편했는데 써클OO 2포씩 아침저녁 5번 

드셨는데 눈 불편함이 덜 하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 

몸이 가볍다고 하시며 좋은 약 줘서 고맙다구 한달

분 달라하시네요.

비타민제를 두 가지나 드셔두 별루 차도가 없었는

데 써클OO 2포씩 5번 드시고 훨씬 효과가 좋았다

고 하시네요.

써클OO의 빠른 효과에 늘 감사, 감탄, 감동이네요.

엄마가 드시고 계신 걸 보셔서 더 믿음이 가신 듯도 

하구요.

책과 함께 건강요법 설명 드리고 써클OO 202로 

한 달 복용 후 안티OOO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8월 16일 오후 12:35 

박OO 약사 

#체험사례

(메디팜 암약국)

박ㅇ심, 46kg, 149cm.

다리통증, 허리통증, 골다공증약 복용.

8월 8일

골다공증약 중단하고 8월 7일부터 먹기 시작 했는

데 골반통증이 온다고 해서 제가 먹을 때도 통증 

왔지만 따뜻한 물 먹고 2,3일 지나면 좋아지니 그

로 드시라고 함. 

8월 14일

전에는 3,4시간 일하면 다리가 아파 도중에 쉬었다 

하는데 이제는 쉬지 않고 일한 후에도 피곤치 않다

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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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그래도 101은 부족한 듯합니다.

키도 작고 체중도 적게 나가니 111로 시작해

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16일 오후 6:02)

① 류형준 약사

급한 통증은 용량증량이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17일 오후 4:16)

써클OO 202로 드시라고 했는데 다른 식구 용량을 

잘못보고 101로 드셨는데도 효과를 보시니 그 로 

드시라고 하고 골다공증도 바이러스감염이니 다음

부터는 안티OOO 추가하시기로 함. 

키가 작고 몸무게가 적은 탓인지 써클OO 101로 효

과를 보시네요.

오늘은 엉덩이 허벅지에 발진이 나왔지만 참을 만 

하다고 하셔서 따뜻한 물 드시면 괜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골다공증이 좋아질 때까지 쭉~!

2018년 8월 17일 오후 2:55 

김OO 약사 

#체험사례

약사 본인.

8월 11일 새벽에 배드민턴 1시간 하고, 저녁에 1시간 

30분 정도 달리기를 했는데 다음날 오후부터 왼쪽 

무릎통증과 장단지가 경직된 느낌이 들더니만 잘 

때는 더 심해져서 다리를 쭉 펼 수가 없더군요.

새벽에 진통제 먹고 파스 붙 는데도 효과 무.

월요일 출근해서 평소 로 안티OOO 써클OO 1포

씩 먹고 한방 과립제 추가.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통증과 앉았다 서기 불편.

화요일부터 써클OO 2포씩 1일 3회+한방 과립제 

2일 복용하고 나서 말끔히 풀렸습니다. 

이런 급성 통증은 처음 겪었는데 써클OO로 피로물

질 신속히 배출시켜 림프순환을 원활하게 해준 게 

관건인 듯합니다.

2018년 8월 17일 오후 3:10 

김OO 약사 

#체험사례

같은 상가 사장님의 자제분으로 30  중반 남. 

정신지체장애우.

먹는 거 좋아하고 운동하는 거 싫어해서 비만한 체

질이고, 만성 변비가 있어서 예전에 타 학회 유산

균, 간장약, 식이섬유를 2달 복용했는데도 효과를 

보지 못해 미안해서 쉽게 약을 권하지 못했습니다.

13일 월요일 퇴근 무렵에 사장님이 왔는데 변비로 

인해 치질이 생겼답니다.

여전히 운동 안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효과 빨리 보는 약 달라는데 아는 분한테 더 조심스

럽다고, 써클OO 소포장 드리면서 1일 3회 2포씩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어제 재방문해서 변도 좀 수월하게 보고 치핵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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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치핵도 줄고 변비도 줄었으니 다행입니다.

사실 치유의 길은 증상개선은 저절로 따라오

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17일 오후 4:14)

① 류형준 약사

치유의 길은 약사님의 설명과 환자의 선택입

니다.

상기 증상은 지금 증상이 줄었다고 뿌리가 뽑

힌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설명하면 환자는 저절로 선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8월 17일 오후 4:12)

① 류형준 약사

노폐물과 독성물질의 제거에는 써클OO가 한

몫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증상은 바이러스감염증이니 

안티OOO가 한몫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17일 오후 11:19)

들어간 거 같다면서 소포장 1통 재구매.

천기누설 책자 주면서 일단 1달 동안 써클OO 복용

하고, 이후 안티OOO 써클OO 정량 복용하자고 했

습니다.

다행히 체면이 섰네요.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17일 오후 3:30 

박OO 약사 

#체험사례

(메디팜 암약국)

전ㅇㅇ, 70세, 남, 보통체격. 

혈압 당뇨약 복용 중.

택시 운전하시는데 우측 어깨가 뒤로 안 되니 손님

들 요금 주고받는데 몸 전체를 뒤로 돌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통증으로 자다가 잠을 깬다고 한다. 

써클OO 333 안티OOO 111 5일 복용으로 어깨가 

뒤로 젖혀지니 운전하기가 수월해짐. 

잠을 안 깨고 푹 자게 됨. 

더 드셔야 하는데 ~ㅠ ㅠ

본격적인 치유의 길로 가셔서 혈압 당뇨까지 치유

하시면 좋은데 아쉬움이 남는다. 

2018년 8월 17일 오후 7:03 

최OO 약사 

#체험사례

 

62살. 순댓국집 주방장.

밤10시부터 아침10시까지 서서 일하니까 다리가 

붓고 파스로 도배를 하고 있어서 순댓국을 먹으러

갔다가 약국에 노폐물과 독성물질의 배출촉진으로 

염증 개선시키는 약이 있다고 설명한 뒤, 써클OO 

20개를 갖다 주면서 써클OO 222를 따뜻한 물을 

많이 먹으라고 했는데 20개를 먹고 다리가 붓는 

것도 나아지고 가벼워졌다고 계속 복용해 보겠다

고 합니다. 세포재생 촉진과 노폐물 제거에는 써클

OO가 한몫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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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남동생이 좋아지니 얼마나 좋을까요?

각탕법에도 명현증상이 있으니 얼마나 몸 안

에 필요없는 것이 많았을까요?

모두 모아서 몸에서 배설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8월 23일 오후 1:45)

① 류형준 약사

용접아다리가 뭔가 했더니 용접시 보호경을 

안 쓰고 하면 망막이 손상되는 증상이군요.

써클OO는 정말 재주꾼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24일 오후 7:19)

2018년 8월 20일 오후 5:05 

박OO 약사 

(메디팜대암약국) 

#체험사례

 

남동생, 57세, 170/68.

부종이 있는 것 같아, 

7월18일 써클OO 111

8월8일 써클OO 202

1. 설사(물총 쏘듯이 소리 난다 -화장실 밖에서 들

릴 정도로) 3일간 하고 그침.

2. 왼쪽 장딴지에 손바닥만 한 덩어리가 있어서 파

스 붙이고 물파스 바르면서 살았는데 덩어리가 없

어짐.

3. 아침에 침 뱉으면 피가 나거나 붉은 색 침이 나와 

저녁에 물을 한 두 컵씩 먹어봐도 그 로 으나 써

클OO 먹은 후 깨끗한 침이 나옴. 

4 각탕법 하니 처음에 땀띠 같이 가슴과 배에 많이 

솟아나서 며칠은 안하고 지금은 해도 안 나옴.

 

오늘부터 안티OOO 추가해서 먹고 있음. 

주면서 생색내는 것 같아 안 물어보려다 오늘은 좋

아진 것 없냐고 물어보니 이제야 말하네요~!ㅎ 

2018년 8월 21일 오후 3:40 

이OO 약사 

#체험사례

 

장**, 27세, 건장한 체격, 남자.

일전에 써클OO의 도움을 받았던 고객이 써클OO 

소포장을 구매하러 오셨습니다,

장기복용 중이신 분도 아니고 먼저 건은 끝났고 오

늘은 와서 상담을 한 것도 아니고^^;;

“뭐하게요?”

물으니 아들이 태양광 설비를 하는데 용접아다리

(?)에 써클OO을 222로 먹는답니다.

엥? 혹시 제가 그러라고 했나요? 하니,

제가 한건 아들 근육통에 그리 권했고 ...^^

마침 그때 용접아다리가 아다리가 되었는데 결과

가 너무 좋았답니다.

그래서 소포장은 상비약이랍니다.^^



 제3장 체험사례 001497

① 류형준 약사

멍과 통증에는 써클OO가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24일 오후 7:11)

① 류형준 약사

갑상선질환도 긴싸움이 필요한 증상입니다.

긴호흡으로 진행하시는게 나중에 도움이 됩

니다.

감사합니다.(8월 24일 오후 7:10)

2018년 8월 21일 오후 5:16 

장OO 약사 

#체험사례

 

40  남자환자.

길가다가 약국에 들어온 환자.

선글라스 벗으니 눈탱이가 밤탱이네요.

축구하다가 동료의 팔꿈치로 맞았다네요.

소염제 달라고 하시는데, 우리에겐 멍과 통증을 없

애줄 무기가 있잖아요!

써클OO 222 이틀분.

비싸다하면서 사가셨는데~~~~.

많이 좋아진 모습으로 찾아 오셨네요.

역쉬 림프순환제!!!!

2018년 8월 21일 오후 5:29 

장OO 약사 

#체험사례

장인*, 여, 51년생.

갑상선질환으로 씬지로이드 장복환자.

갱년기증상.

이명 - 요즘 이명이 더 심해져 상담한 분.

림프순환에 관해 말씀드리고,

특히 이명에 해 효과 본 이해*님 이야기 해드림.

본인이 통화하길 원하셔서 통화하게 해드림.

8월 9일

써클OO 202로 드시라고 20포.

어제 전화 와서 물어보니 101로 복용.

상태가 어떠냐고 물으니 긴가민가.ㅠㅠ

용량을 올려서 먹으면 빨리 효과를 본다고 설명하

고 오시길 권유함.

오늘 오셔서 60포, 

꼭, 202 따뜻한 물로 드시라 했습니다.

좋아지면 은인으로 삼는다네요.ㅋ

잘 드시고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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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성형 후 붓기라면 써클OO 111보다 333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붓기도 빨리 줄

고 기간도 줄어듭니다.

비용은 비슷하고 효과는 빠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8월 24일 오후 6:57)

2018년 8월 21일 오후 11:26 

이OO 약사 

#체험사례

 

20  초, 여성분.

성형 후 붓기 가라앉는 약 찾으셔서 소포장 한통 

드림. 1포씩 tid.

얼마 후 어머님이 오셔서 그때 준 림프순환 되는 

붓기약, 앞에 진열된 써클OO을 가리키며 울 애가 

이거 먹으며 멍이고 붓기고 다 좋아졌는데 얼굴에 

난 게 다 없어지고 피부가 너무 좋아져서 아무래도 

이거 밖에 먹은 게 없어서 써클OO 때문에 피부가 

좋아졌다며 재구매하러 오심. 

안티OOO 써클OO 프로그램 설명 드리니 한 달분

씩 아침저녁 한포씩 드시게 가져가심~.^^

2018년 8월 21일 오후 11:32 

이OO 약사 

#체험사례

 

67세, 여성분. 아는 언니의 사돈 분.

 

평소 붓기도 있고 당뇨도 있고 소화도 항상 안 된다

고 해서 일단 써클OO 소포장 한개 tid로 한포씩 

드시게 했는데 약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

시며 너무 좋아하신다. 소화도 좀 좋아지고 붓기는 

어떠냐 여쭈니까 약 먹으면 느낌이 좋다시면서 소

포장 다시 가져가심~.^^

조만간 안티OOO도 설명하고 권해드릴 예정.

2018년 8월 22일 오전 9:55 

김OO 약사

#체험사례

 

8월 18일. 56세, 여, 서애0.

골프를 치시고 경락을 받았는데, 경락해주신 분이 

박트로반 연고를 추천했다고 찾으시네요.

노우(박트로반 ㅡ무피실론ㅡ항생제 쓸 필요가 없

죠 써클OO가 잇는데요)! 절  안 됩니다.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오래 쓰면 피부가 하얗게 됩

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피부에 혈

액공급을 차단하고 피부점막을 얇아지게 해서 실



 제3장 체험사례 001499

① 류형준 약사

김OO 약사님이 약국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보

이는 듯합니다.

안티OOO와 써클OO가 함께 하는 약국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24일 오후 6:47)

② 김OO 약사

네 감사합니다.(8월 24일 오후 8:48)

① 조OO 약사

써클OO 소포장 추가 구매.

써클OO 102로 드시고 많이 좋아짐.

역류성식도염, 변비도 있었는데 효과가 있고,

개선 되니 드신다고.

레몬즙을 드시라고 강조(8월 24일 오후 4:24)

② 류형준 약사

역류성 식도염도 있다고 하니 치유의 길을 끝

까지 환주하도록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8월 24일 오후 6:41)

핏줄이 다 보입니다. 피부가 약해져서 쉽게 손상됩

니다. 

골프 칠 때 살 탈까봐서 제라틴 마스크를 햇더군요.

인체의 항상성유지지로 골프 치면서 땀 배출을 해

야 체온을 유지하는데 젤라틴이 땀을 가두어서 얼

굴에 발진이 올라왔어요. 연고 바를 필요 없고 써클

OO 22로 3일분 드렸네요. 

오늘 아침에 60포 구매하시러 오셨네요.

안티OOO도 같이 설명 드렸어요.

저는 감기에도 안티OOO 써클OO를 잘 드립니다. 

상담 하느라 기다리시던 고3엄마가 아들이 누런 

코, 누런 가래가 있다기에 써클OO 5, 안티OOO 5

봉, 감기약 10캅 드리고 찬 거, 매운 거, 튀김음식 

주의. 

아들의 비염을 치료 하자! 

콧속 곰팡이세균, 바이러스 잡아야한다!

하고 설명을 드렸네요. 

2018년 8월 22일 오후 12:17

조OO 약사 

#체험사례

도보 후 무릎통증. 30  초반 여성.

일본여행 중 17km씩 6일간 도보여행.

평소 안 걷다 걸어서 귀국 후 저리고 붓고 통증.

써클OO 22 1일분.

다시 방문, 일단 2일분 추가.

신기하게 통증이 덜하고 저림도 덜하다고, 마약 같

다 하네요.

기분도 컨디션도 좋다 하네요.

미리 먹고 걸으면 좋은데.

지난 일요일 18홀, 먹고 도니 훨씬 덜 피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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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잘 하셨습니다.

담즙분비에는 이담제의 추가는 당연합니다.

치유의 길에 안티OOO 써클OO로 부족한 부

분은 일반의약품으로 보충하면 더욱 좋은 결

실이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8월 24일 오후 6:24)

② 김OO 약사

좋은 제품 만들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8월 

24일 오후 8:49)

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와 써클OO가 가족사랑이고 가족의 

2018년 8월 22일 오후 4:00 

김OO 약사

#체험사례

 

까스활명수 찾으신 50  중반 여성.

가스활명수? 

발포성이 있어서 드시면 시원합니다.

안 드시면 똑같아요. 

갱년기가 돼서 여성호르몬 분비저하로 담즙도 안 

나오니 소화불량, 가스팽만, 쾌변도 못 보시고요.

제가 써클OO 5포를 드렸네요.

써클OO 20포씩 4번째 구매를 하십니다.

그러더니 두 분을 소개해주셨어요.

직장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

40  중반 여자. 남편과 24시간 붙어서 일하는데, 

잔소리가 많은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만땅입니다. 

생리가 빨리도 없어졌어요. 

간의 울화로 호르몬배설의 문제가 생기고, 복부에 

지방이 많이 쌓여서 오셨어요.

써클OO 20포와 부신기능개선제 함께 드시게 했더

니, 써클OO 60포 재구매하시면서 너무너무 속이 

편하시답니다.

오늘은 친구분도 같이 오셨네요.

친구분은 갱년기증상으로, 담즙분비장애로 토끼변 

부종도 있으시네요.

이담제와 써클OO 60포 드렸어요.

2018년 8월 22일 오후 5:14 

최OO 약사 

#체험사례

 

59살, 제부. 

냉동차 수리 공장을 하므로 힘든 일을 많이 해서 

어깨와 무릎이 아프다. 

안티OOO와 써클OO 101를 8개월 복용하면서 이제

는 무릎이 안 아프다고 안동에 사는 후배에게도 선

전해주었는데, 여름이어서 일을 많이 해 자고나니

까 목이 안돌아간다고 파스를 붙이고 있어서 써클

OO 222와 갈근탕을 주었더니 다음날 목이 풀어졌

다고 한다. 

안티OOO와 써클OO는 제부가족의 매일 필수약으

로, 아침과 저녁에 항상 먹고 출근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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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킴이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23일 오후 7:02)

① 김OO 약사

젖몸살에 꼭 써봐야겠어요.

갈근탕에 소염진통제 드렸었는데요.(8월 23

일 오전 12:28)

② 정OO 약사

김OO 약사 선생님, 같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

다.

효과 보시면 체험례 올려주셔요.

감사합니다.*^^*(8월 23일 오전 11:33)

③ 김OO 약사

네, 감사합니다.(8월 23일 오후 12:07)

④ 류형준 약사

젖몸살은 당연히 잘 풀리겠지만 모유량의 변

화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혹시 모유량의 변화는 있었나요?

그에 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8월 23일 오후 6:59)

⑤ 정OO 약사

류형준 약사 모유량 체크를 안했네요.

확인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8월 23일 오후 8:58)

⑥ 정OO 약사

류형준 약사 선생님! 좀 전에 다녀갔는데, 모유

량의 변화는 없었다네요.

감사합니다.^^(8월 24일 오후 2:53)

① 류형준 약사

근육뭉침이 3일로 해결되었습니다.

2018년 8월 22일 오후 6:39 

정OO 약사

#체험사례

 

94년생, 산모, 황ㅇㅇ.

“젖몸살 약 주세요!”

젖몸살에 효과 보셨다는 사례들에 힘입어,

써클OO 222 이틀분 드리며 따뜻한 물로 드시고 

마사지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오셔서 이틀 드시고 젖몸살 다 나으셨다네요.

젖몸살에도 써클OO입니다!

산후 조리에 도움이 될 거라며 써클OO 드린 분 있

었는데 도움이 되셨겠지요.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오전 11:57

김OO 약사 

#체험사례

 

50  남자분.

가슴 쪽 근육이 동그랗게 뭉침.

파스를 붙여 봐도 안 나아서 오심.

써클OO 202로 3일분 드림.

며칠 후 오셔서 괜찮아졌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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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뭉침에는 역시 림프순환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23일 오후 6:43)

① 류형준 약사

올여름 무더위를 견디는데도 써클OO가 도움

이 되었다니 림프순환촉진제를 제가 설계했

지만 신기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23일 오후 6:34)

2018년 8월 23일 오후 2:40 

장OO 약사 

#체험사례

5달째 “써클OO 주세요.” 

하면서 들어오시는 분이다.

50  남자분,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얼굴이 까맣게 타서 오셨다.

너무 더워서 어찌 사느냐고 물으니, 일하기 힘들다

고 하시면서 더운 여름을 써클OO로 이기고 있다고

하시네요.

열사병 이기는 써클OO!!!

오후 되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모두 도망간다

네요. 그래서 더더욱 힘들다고.ㅠㅠ 

다시 한번 온수복용, 안티OOO에 해 말씀드렸습

니다.

써클OO 부채에 찬바람 가득 담아서~~♡♡

2018년 8월 23일 오후 3:09 

박OO 약사 

#체험사례

(메디팜 암약국)

ㅁㄱ미, 54세, 165/75.

7월 19일 

손발톱 무좀 처방전을 갖고 오셨습니다. 

말을 안 하려다가 얼굴색이 붉고 안 좋아 말을 건네 

보니 무좀 처방은 동네 병원 다니고 있고, 피부 가

려움증은 너무 심해 종합병원을 다닌다고 합니다.

겨드랑이에서 등으로, 발 위에서 다리로, 허벅지 안

쪽으로, 그 다음 배로, 가려움증 심해지며 오돌토돌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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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치유의 길에 전도사를 만들었습니다.

치유의 길은 건강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기에 

누구든 알게 되면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감사합니다.(8월 23일 오후 6:30)

① 류형준 약사

옷을 걷어 올리며 보여주는데 얼마나 긁었는지 온

몸이 흉자국.

밖에서 일하는 직업이라 여름에는 빨갛고 가렵고 

겨울에는 얼고. 

경계혈압이라고 주의 받음. 

써클OO 202 60포. 

2포가 양이 많아 1포 드시기도 하고 2포 드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8월 23일 

오셨는데 붉은 기가 사라지고 가려움증이 줄어들

고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붓기가 빠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으면 웃음기가 사라졌던 

얼굴이었는데, 웃음까지 더하시니 저도 기분이 좋

아집니다. 

써클OO 안티OOO 101,101로 30포씩 가져가셨습

니다.

웃음까지 찾아주는 써클OO입니다.

벌써부터 전도하듯이 소문냈는지 누구누구 안 왔

냐고 물어보십니다!ㅎ

2018년 8월 23일 오후 4:50 

신OO 약사 

#체험사례

 

76세, 남, 포도밭 주인.

병윈 처방 전립선약, 아보다트, 하루날d 복용 중임.

희한하게 4개월 전부터 성교시 정액분비가 안된다

고, 큰 고장난 것 같다고 걱정하기에 사정관이 혹시 

부어서 막힌 것 같다 하고, 써클OO 222로 10일분 

드림.

긴가민가 하는 중에 6일 만에 오셔서 “나왔어!”

하며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효과가 빠른가 하고 나

도 놀람. 

#체험사례

45세, 남.

회사 인부로 취직하기 위한 신체검사시 수축기

혈압 140이 문제가 되어 다음 날 오전 9시에 다시

측정하기로 하고, 오후 6시경 약국에 왔는데 평소 

혈압약은 복용치 않고 있는 분임.

써클OO 3봉, 거풍지보단 1포, 원방청심원액 1병을

잠자기 전 11시에 한번, 아침 6시에 한번 복용케 함.

아침은 굶고, 결과는 130으로 합격했다고 고마워

하며 다른 3명을 소개했는데 전부합격!

과잉의 림프액과 수분조절, 교감신경 억제 효과인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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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비 는 오래된 증상이니 안티OOO와 

써클OO의 병용이 필수입니다.

혈압을 써클OO로 일시적으로 내릴 수 있다니 

신기합니다.

저는 단지 치유의 도구를 만들었을 뿐인데 참 

유용하게 여러 가지로 활용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8월 23일 오후 6:26)

② 신OO 약사

체용검진 하러 오신 분들,

일시적 고혈압에 이렇게 써봐야겠네요.(8월 

24일 오후 1:14)

① 김OO 약사

써클OO는 소장과 장의 수분흡수를 1차적

으로 돕고 장의 근육의 운동을 활발히 하니

까 변보기 수월하십니다. 똥독이 장에 오래 

머물면 가스로 간까지 올라가서 피부점막 까

지 손상 되니까 변비치료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요. 둘코락스 메이퀸같이 장의 수분

을 빼내는 고통이 있는 환자분들, 써클OO 안

티OOO로 구해드려야 합니다.(8월 23일 오후 

9:10)

② 류형준 약사

변비가 개선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신 김OO 

약사님, 감사합니다.(8월 24일 오후 6:14)

③ 류형준 약사

최OO 약사님의 가족 모두가 안티OOO 써클

OO로 치유의 길에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8월 24일 오후 6:15)

2018년 8월 23일 오후 6:39 

최OO 약사 

#체험사례

 

75살, 올케 엄마. 

스트레스로 변비가 심하고 파킨슨 초기여서 매일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는 것이 하루 일과 는데, 

써클OO 1포와 바리크 1포와 유산균을 매일 한 번씩 

먹으면서 변도 잘보고 피로도 없어지고 부기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노폐물과 독성물질의 배출촉진제인 써클OO와 함

께 4개월 계속 잡수시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23일 오후 7:09 

조OO 약사 

#체험사례

엘보우.

40  중반, 남. 생명회사 직원.

2주 전부터 특별한 원인도 없는데 통증.

어제 진통소염제 찾아서 방문.

하루분 22 드시고, 내일 상태 보고 드시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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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엘보우가 좋아진 것이군요.

그것도 하루만에 좋아지다니 그저 신기합니다.

감사합니다.(8월 24일 오후 6:13)

오늘 방문해서 극찬.

많이 좋아졌고, 어깨까지 덜 아프고, 피로도 덜하

고, 신뢰가 팍팍 쌓인다며 부모님이 드셔도 되냐고 

묻는다. 

“그럼요.”

리플릿 읽어보고, 림프순환을 강조하고, 세포 환경

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또 강조함.

식도염도 입술포진도 자주 생긴다 함.

면역력과 바이러스 문제라고 설명.

책도 주고 건강법을 잘 지키라 함.

60포 가져가심.

효과도 빠르고 굿! 

환자의 의식변화도 굿입니다!

2018년 8월 24일 오후 1:47 

이OO 약사 

#체험사례

 

여, 67세, 서*순.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병원처방전 가지고 자주 오

시는 분인데, 화 중에 지금까지 잠을 푹 자본 적

이 없는 불면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면제 복용하면 의존하게 될까봐 못 드신다면서 

너무 힘이 드신다고 하셔서 써클OO 2 5일치, 저녁

에만 드시라고 했다. 

낮에는 일해야 해서 졸리면 절 (?) 안된다고 하신다. 

오늘 오셔서 효과가 좋은 것 같다고, 다시 5일치 

가져가셨습니다.

자주 오니 그때그때 사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써클OO가 불면증에도 잘 듣는 것 

같습니다.

2018년 8월 24일 오후 1:55 

장OO 약사 

#체험사례

 

김순*, 48년생, 여자.

평소 솔레톤, 트라셋세미 하루 두 번 복용하는 환자

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오셨다가 조제해 가시는데,

의자에서 힘들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물었더니

미끄러져서 허리를 삐끗 하셨다네요.

병원 가봤냐고 하니 Xray사진 찍었는데 괜찮다 했

다는데 인 근육이 놀랬는지 점점 더 아프다는

호소를 합니다. 

빨리 회복되는 좋은 거 있네요,

하면서 써클OO 222로 온수 복용 권했습니다!

하루 드시고 많이 수월해지셨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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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그래도 뼈에 이상이 없기에 다행입니다.

장OO 약사님의 빠른 조치에 빨리 회복될 것

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8월 24일 오후 5:59)

② 김OO 약사

뼈와 근육 연결, 뼈와 뼈의 연결, 인 와 힘줄

의 역할에 인 는 탄력의 기능이 있고, 힘줄은 

탄력성이 없어서 발목 삐긋, 허리 삐긋, 무릎 

삐긋으로 인 나 힘줄의 부종으로 근육의 수축

과 이완에 고통을 받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인 의 부종으로 감각신경이 눌려서 통증이 

오는 분들께 써클OO 말고는 드릴 게 없더군

요. 다친 지 하루면 써클OO 222로 소염진통제 

10정 드리고, 통증이 없으면 소염진통제는 드

시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파스 찾는 분들이 

모두 써클OO을 드실 분들이죠.

파스는 붙이면 시원한데 샤워를 하면 파스붙

인 부위가 시립니다.

파스도 소염진통제가 들어있어서 혈관을 수

축시키고 혈류의 개선에 좋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써클OO의 주고객층은 파스를 찾는 환

자분들이 될 거 같아요.(8월 26일 오전 10:09)

③ 류형준 약사

김OO 약사 

정답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8월 26일 오

전 10:12)

④ 장OO 약사

오늘 다시 오셔서 써클OO을 집어가시면서

어찌나 깎아달라고 조르던지ㅠㅠ

단 한마디 했습니다.

“나으니 본전생각ㅋㅋ

투자할만한 가치 있는 치유제!”♡♡♡(8월 

27일 오후 5:43)

① 류형준 약사

이럴 때 써클OO을 101로 먹는 것과 111로 

먹는 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요?

써클OO의 용량을 최소량으로 하고 오래 먹는 

것과 용량을 늘려서 짧게 먹는 것을 비교할 

3일정도 더 드시면 허리는 쾌차하실 거라 말씀드렸

네요.

제사 지내려고 시장 가다가 미끄러지셨다는데,

제사준비도 힘들 텐데...

더욱 빨리 좋아지시길 바래봅니다.

2018년 8월 24일 오후 5:02 

고OO 약사 

#체험사례

 

김00, 60 , 여. 

고추 따다가 무릎을 삐끗해 정형외과 처방전 갖고 

오심.

염증을 빨리 없애주는 약이 있다고 설명.

전에 장염 왔을 때 안티OOO 한두 번 복용 후 기막

히게 나은 적이 있어 무조건 먹겠다고 하심.

써클OO 1.1로 20포 구입.

병원약이랑 같이 복용.

며칠 후 오셔서 깨끗이 나았다고 자랑하심.

기분 좋은 날입니다.



 제3장 체험사례 001507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8월 24일 오후 5:53)

① 류형준 약사

저는 그 모든 문제를 세포이상으로 생각합니다.

세포의 이상환경을 개선하고 세포가 정상적

인 활동을 하게되면 바이러스감염이든 에스

트로겐 과잉증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에스트로겐 과잉증보다

는 바이러스감염증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8월 24일 오후 5:51)

2018년 8월 24일 오후 5:16 

조OO 약사 

#체험사례

남성, 30  후반. 홍조.

부인 따라 병원 왔다가 방문.(시험관시술)

취권에 나온 사부처럼 얼굴의 코끝도 붉고, 약간 

모세혈관확장이 보임. 초기.

광 뼈 아래가 전체적으로 불그스레함. 

젊어서인지 혈압이나 다른 병증은 없으나,

상열하냉의 상열증상 (입술, 코. 눈건조감, 두통.

뒷목, 어깨 결림. 피로 등)이 있음.

써클OO 22 1주 복용.

오늘 1주 추가.

상열감, 홍조가 없어지고 편하게 잘 자고 피로도

덜한데 중단하니 재발.ㅠ

매운 것 드시지 말라 했는데 좋아해서 먹었다 함.

책을 주며 읽어보고 건강플러스를 실천하라 함.

식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담역할을 하는 레

몬즙을 먹으라 함.

증상의 개선보다도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함.

추후에 바이러스 문제일 수 있으니 안티OOO도 복

용해야 할 듯.

이리 올리려 했는데...

아래 정약사님 사례도 그렇구, 

찾아보니 짧은 생각으로는 남성의 에스트로겐 

사의 문제가 아닌지요.

식습관, 환경호르몬, 지방세포 등 아래의 글을 읽어

보시길.

2018년 8월 25일 오후 8:30 

김OO 약사 

#체험사례

40  후반, 여성.

오래된 치질이 피곤하면 재발하는데, 

요즘 피곤한 관계로 재발돼서 며칠 전에 연고를 사 

갔는데 효과가 없고 출혈까지 나타나 상담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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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오래된 치질은 만성질환이고 만성질환은 바이

러스감염증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감염증은 바이러스를 퇴치하

는데 6-8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습

니다.

치유의 길을 완주하도록 알려주고 선택은 환

자의 몫으로 하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26일 오전 9:16)

② 김OO 약사

저도 어제 치질좌약 찾는 40 남성분 좌약과 

써클OO 22로 3일분 드렸어요. 

술을 드시니까 혈관에 열이 차서 혈관이 늘어

지고 부어서 배변시 통증이 온다고 좌욕을 해

주시고 늘어진 혈관을 쫀득쫀득하게 해주고 

부종을 빼고 제 로 치료해 보시자고 3일후 

뵙자고 했습니다.(8월 26일 오전 9:25)

림프순환에 해 이야기 하며, 

써클OO 소포장 1통 222 + 한방 과립제 드림.

어제 와서 더 구입해 갔습니다. 

출혈이 멈추고 통증도 완화됐답니다.

다음엔 안티OOO까지 복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

니다.

2018년 8월 27일 오후 3:34 

최OO 약사

#체험사례

 

*74세, 여자분.

척추 골절로 고생하시며 조제약을 가지고 가신지 

며칠 지나지 않아 너무 아프다고 병원 행. 

병원에서는 꼬리뼈에 진통제 주사만 놓아 뼈는 붙

었다고 하나 계속되는 통증으로 힘들어 함. 

써클OO 222로 복용 권함.

몸이 덜 아프신지 이번 주 토요일 “병원 안 가도 

되지요” 하며 전화를 주셨다.

“그럼요, 또 가셔서 진통제 주사를 맞을 필요는 없

을 듯합니다.”

한 톤 높은 목소리로 답해 드렸네요. 

약값 부담된다고 하시나 밝아진 목소리에 나도 기

분 업!

*49세, 남자.

다리 인  끊어져 입원수술. 

퉁퉁 붓고 통증이 너무 심한데 조제약은 먹으나마

나라고 해서 써클OO을 권함.

처음은 몇 포만 가지고 가시더니 다시 오셔서 오늘

은 작은 통 하나를 챙기신다.

“너무 아프시면 진통제를 병용하세요”“”

라고 하니 “진통제는 효과 없어 필요없다” 고 하

시며 빠른 걸음으로 나가신다. 

써클OO로만 가능한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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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림프순환촉진은 단순한 이뇨제가 아니지만 

부종에는 가장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감사합니다.(8월 29일 오전 9:33)

2018년 8월 28일 오후 12:22 

박OO 약사 

#체험사례

(메디팜 암약국)

박ㅇ , 남, 62세, 169/68.

사촌 오빠가 다른 약을 물어봐서 새로 나온 식품이 

있다고 하면서 설명했다. 

콜레스테롤약과 아스피린 복용 중. 

부모님 모두 당뇨합병증으로 돌아가셔서 당뇨 관

리 중인데 당뇨전단계로 110~120.

써클OO 1일 3회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으려고 해

서 1일 2회 복용. 

써클OO와 책을 보냈는데, 옆에 있던 언니가 자기

도 먹어야겠다고 해서 같이 복용.

췌장염으로 2달 입원(5년전).

8월 21일부터 써클OO 101 먹었는데 25일에 식전 

공복이 70, 27일에 67이 나와서 전화 옴.

지금까지 100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서 놀라 전화함. 

헬스로 운동관리 중.

관리하는 식구도 “당뇨가 이렇게 빨리 떨어진 적

은 없는데” 하며 놀란다.

헬스로 관리해서 그런가, 아니면 췌장염 후유증으

로 생긴 당뇨전단계라서 그런가. 

기쁜 소식입니다.

2018년 8월 28일 오후 4:17 

이OO 약사 

#체험사례

 

이**, 48세, 여, 약간 비만. 부종.

평소 종아리가 많이 부어서 불편하던 중에 무거운 

걸 들다가 삐끗. 

양발목이 시큰거려 파스 사러 오셨다가 써클OO 

202 5일분 드셨습니다.

쾌변과 숙면, 자고나도 붓지 않는 손과 발!

일단 써클OO부터 111 20일 드시고, 다시 상담하기

로 했습니다.

일단 붓지 않는 게 한의원에서 다이어트약 먹었을 

때보다도 낫다 하시네요.

 

2018년 8월 29일 오전 5:11 

송광륜 (주)예스킨

354명이 읽었습니다.

체험사례 기본양식 및 작성 가이드.

앞으로 새롭게 체험사례를 올려주시는 약사님께서

는 많은 동료 약사님들이 보고 배우고 계시니 명확

하고 세세하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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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2일만에 가라앉았으니 다행입니다. 

급성포진에는 안티OOO와 병용도 한번 생각

해보세요.

감사합니다.(8월 31일 오전 2:43)

기본양식으로 예를 들면

먼저 맨 처음에 해시테그 #체험사례 

또는 #써클OO체험사례

#안티OOO체험사례#안티OOO와 써클OO 체험사

례 등으로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해시테그를 달지 않으시면 체험사례 포상 집계 시 

누락될 수도 있고 모아 보기도 불편합니다. 꼭 달아

주세요!

1) 성명 : 

2) 성별 : 男/女

3) 나이 : 00세

4) 신장 : 000cm

5) 체중 : 00kg

6) 병명(아픈곳) : 

7) 병력과 현재 문제가 되는 증상과 심한 정도 

8) 이전 복용 중인 약물의 유무와 경과 

9) 써클OO/안티OOO의 복용여부와 추가제품 여부 

10) 복용기간과 경과 

11) 기타(보충설명) 

등으로 적어주시면 읽으시는 약사님들이 조금 더 

내용 파악이 쉽고 같은 경우에 응용할 수 있을 것입

니다.

위의 양식을 복사하여 붙여놓고 양식에 내용을 적

어 주시면 좀 더 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박

OO 약사님의 제언)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9일 오후 12:54 

박OO 약사 

#체험사례

 

30  초반, 여성. 

코 주위 포진 발생. 

바이러스 연고 사용하고 있어도 번지고 있고, 다음

날 앞에서 행사 발표하는 일이 있어 포진 빨리 가라

앉기를 원해서 써클OO 111 이틀분 드림. 

더 번지지 않고 바로 가라앉아서 만족해하시고 이

틀분 리필해가셨어요.

2018년 8월 29일 오후 3:34 

최OO 약사 

#체험사례

 

51살, 여자. 아스피린만 복용. 

주방에서 12시간을 일해서 너무 피곤하고 목디스

크도 있고 변비도 있고 식은땀이 많이 나고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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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저는 한 것도 없는데 감사하다고 하시니 어찌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8월 31일 오전 2:32)

① 류형준 약사

맞습니다.

급성이라면 안티OOO를 병용하지 않아도 됩

니다. 

감사합니다.(8월 31일 오전 2:31)

고 해서, 써클OO 101과 보기제인 첩약 1포씩 복용

하기를 권함. 

1달을 가지고 갔는데, 매일 헬스장에서 아침에 같

이 운동하므로 몸의 상태를 물어보니까 약을 복용

하면서 피로도 풀어지고 식은땀도 덜 나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쉽고 변도 시원하게 나와서 살 것 같

다고 합니다.

 

좋은 약도 주고 복음도 같이 전하니까 나도 신나는 

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류선생님,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9일 오후 4:23 

김OO 약사 

#체험사례

42세, 여. 눈떨림 현상.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눈떨림이 와서 타약국

에서 마그네슘제 사서 복용했지만 효과가 없어 문

의한 경우.

림프순환에 해 설명해 드리면서 노폐물을 배출

시켜 순환을 시켜주면 증세가 없어질 것 같다고 써

클OO 소포장(111)과 집에 있는 ca/mg제를 같이 복

용하라고 했음.

최근에 갑자기 생긴 증세라 안티OOO는 권하지 않

았음.

오늘 오셔서 증세도 사라졌고 훨씬 덜 피곤하다면

서 소포장 1통 구입해 갔습니다.

2018년 8월 30일 오전 11:13 

양OO 약사 

#체험사례

 

박종ㅇ, 60 . 만성두통.

게보린 매일 복용자.

성인병 없음. 의료보호환자.

게보린 이외에는 약값 지불 인색한 분.

2018년 7월 어느 날,

술을 4일 연속 먹었다고 함.

게보린 먹어도 두통 해결 안 된다면서 숙취 해소제 

요구.

2회분 두통약 포함, 해독제 드림.

9천원! 너무 비싸다고 인상 씀.

다음 날 와서 두통이 계속 된다고 해서

안티OOO 써클OO 설명을 끈기있게 함. 

4포를 22로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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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윤OO 약사

두통에 청심원1병+써클OO 2포.

재구매 많아요.(8월 30일 오전 11:20)

② 양OO 약사

윤OO 약사 윤약사님, 저도 동참할게요.(8월 

30일 오전 11:25)

③ 류형준 약사

단기간의 좋은 사례가 쌓이면 이 역시 실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8월 31일 오전 2:19)

① 류형준 약사

타박과 멍에는 림프순환만한 것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8월 31일 오전 2:14)

다음 날, 달려오심.

머리가 밝아지고 두통 없어졌다고 자세히 물어보

심. 자세히 설명함.

그 후 20포짜리 소포장 가져감.

22 복용 권유.

환자 말이 ‘지독한 투자’란다.

8월 내내 게보린 사러 안 오심.

약국직원과 수근수근 했음.

“올 때가 되었는데~~”

어제, 8월 29일!

동네 술친구 데리고 옴.

두통 만병통치약 있다고 하면서~~!

약국 자리만 차지하고 횡설수설.

빨리 가지고 않고, 약도 더 안 가져가심.

만성두통이 써클OO 5일 만에 안녕 될까요?

게보린과 아름다운 이별은 가능할까요?

 아무튼 신통방통!

2018년 8월 30일 오후 12:26 

김OO 약사

#체험사례

50세, 남.

주 증상: 

타박으로 옆구리 결림

빗길에 술 드시고 넘어져서 옆구리가 결리는데, 아

픈 증상이 예전에 갈비뼈에 금간 것과 유사하다함.

써클OO 222, 당귀수산 3g 3회, 미네랄 222 10회 

복용.

재방문하셔서 써클OO 좋다면서 좀 더 복용하기도 

결정.

타박 어혈과 붓기 제거엔 써클OO가 참 좋네요.^^

2018년 8월 30일 오후 3:24 

여OO 약사 

#체험사례

1) 성명 : 이환*

2) 성별 : 男

3) 나이 : 60세

4) 신장 : 170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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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중 : 00kg

6) 병명(아픈곳) : 허리디스크로 다리 저림 통증. 

7) 병력과 현재 문제가 되는 증상이 심한 정도. 

2013년부터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허리근육주

사와 도수치료, 카이로치료. 

한번 올 때마다 병원비만 12만원 넘게 드는데 약을 

먹어도 저리고 아프다고 함. 

몇 년째 정형외과 다니시면서 같은 처방약 받아오

심.

8) 이전 복용 중인 약물의 유무와 경과

병원처방약으로 진통소염제, 근육이완제, 신경통

증약으로 같은 처방으로 몇 년째. 

4) 써클OO/안티OOO의 복용여부와 추가제품 여부

2018.8.24일 림프순환 설명하며 약과 같이 드셔보

라고 써클OO 15포 드림.

222로 약과 함께 드시라고 하고, 호전되면 111으로 

드시라고 복약 지도함.

각탕법 알려드리고, 꼭 해보라고 권유.

염증도 많이 있을 것이며 일단 노폐물부터 청소하

자고 권함.

5) 복용기간과 경과

2018.8.30 다시 오셔서 써클OO 222로 하루 먹고 

난 뒤부터 몸도 가볍고 통증도 거의 다 감소되었고 

그 뒤부터 111으로 복용하고 오셨다고 함. 

병원약은 4일분 가져간 것 중 3일치 그 로 남았다

고 오늘 처방도 비상약으로 그냥 갖고 있을 계획이

라고 함.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가볍다며 좋아하시며 써클

OO 1통 구입해 가심.

111으로 계속 복용하기로 함.

6) 기타(보충설명)

추위, 매운 거, 찬 거, 튀김류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책자같이 드림.

다음엔 안티OOO 설명하고 같이 복용 권할 계획.

알콜은 병원처방약 탈 때마다 마르고 닳도록 하므

로 잘 실천하고 있음.

피드백이 없어 의기소침 하려던 찰나에 너무 기뻤

습니다.

관절 쪽엔 써클OO가 효과가 엄청 빠르게 나타나는 

거 같네요.

#체험사례

1) 성명 : 김진*

2) 성별 : 男

3) 나이 : 60세

4) 신장 : 000cm

5) 체중 : 00kg

6) 병명(아픈곳) : 백내장수술후유증으로 급성안구

부종과 심한 통증.

7) 병력과 현재 문제가 되는 증상과 심한 정도

평소 안구건조증으로 안과 내원하여 처방받아 가

시던 분으로 한쪽 눈 백내장 수술 후 통증 호소하나 

병원의사는 원인을 모르겠다며 스테로이드 내복약

과 항생제 스테로이드소염제 안약만 일주일씩 두 

번 처방함.

전혀 차도가 없고 통증 부종 호소함.

8) 이전 복용 중인 약물의 유무와 경과

오메가루테인 복용 중.

9) 써클OO/안티OOO의 복용여부와 추가제품 여부

2018.8.21일

차도도 없는 스테로이드처방이 걱정되어 아무래도 

수술 중 생긴 염증물질이나 노폐물들이 림프순환

이 안되어 빠져나가지 못하고 수술부위에 적체되

어 부종통증이 오는 것 같다고 설명하고 써클OO 

222 하루분 드리고 다시 오시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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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표준양식으로 리포트하니 멋지네요.(8월 30

일 오후 3:44)

② 류형준 약사

림프순환촉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

게 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8월 31일 오전 2:08)

① 류형준 약사

어깨와 갈비뼈 골절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이라면 지금도 좋지만 처음 상담시 써클OO 

222로 시작하도록 했다면 더 빠른 시간에 좋

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8월 31일 오전 1:59)

10) 복용기간과 경과

다음날 오셔서 하루분 드시고 통증 부기 거의 가라

앉아 살 것 같다고 하시며,

써클OO 20포 1통 가져가심.

2018.8.29일 전화해보니 증상이 거의 소실되었고 

1포씩 1일 3회 드시는 중이고, 다시 방문하겠다고 

하심.

10) 기타(보충설명)

음식 가릴 것 설명 드림.

급성통증 부종엔 써클OO만한 약이 없는 듯합니다.

2018년 8월 30일 오후 4:34 

고OO 약사 

#체험사례

 

조00, 80 , 남.

일하다 위에서 떨어져 정형외과 다녀오심.

어깨, 갈비뼈 골절에 심한 통증 호소.

뼈 잘 붙고 염증 없애주는 써클OO 2,2로 권유.

지금까지 한 달 정도 드셨는데, 오늘 오셔서 통증도 

많이 줄어들고 힘이 생긴다고 써클OO 120포 사 가심.

써클OO 2,2 따뜻한 물로 드시라고 당부 드림.

2018년 8월 31일 오후

장OO 약사 

#체험사례

 

50 , 여자.

길가다가 넘어져 무릎까지고 까맣게 멍들어서

약 사러 온 환자.

메디폼 드리고, 멍 빨리 풀리는 약 달라고 해서

써클OO 222로 3일.

2~3일째가 가장 아프니까 3일 동안 꼭 온수복용 

권함.

오늘 오셔서 사진 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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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저라면 멍과 통증이 깨끗이 없어질 때까지 써

클OO 222로 먹게 할 것입니다.

전체 복용량으로 계산하면 비슷하거나 오히

려 적을 수 있고 기간은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9월 1일 오후 4:35)

① 류형준 약사 

오래된 질염, 반복되는 질염은 안티OOO 써클

OO 111로 증상이 깨끗이 개선될 수 있지만 

뿌리가 뽑힌 것은 아닙니다. 뿌리를 뽑으려면 

안티OOO 써클OO 8개월 요법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9월 1일 오후 4:00)

② 정OO 약사

류형준 약사 선생님. 그래야 한다고 설명했습

니다. 감사합니다.*^^*(9월 2일 오후 11:12)

③ 류형준 약사 

정OO 약사 감사합니다.(9월 5일 오전 10:47)

많이 좋아지셨네요!

붓기도 빠지고, 색도 연해지고요.

통증도 많이 가셨다네요.

오늘부터는 써클OO 101로 3일.

써클OO의 힘입니다!

2018년 9월 1일 오후 1:15 

정OO 약사

#체험사례 

김00, 43세, 여.

병원 치료받아도 자꾸 질염이 재발한다. 피곤하면 

재발하는 건 바이러스가 원인이니 안티OOO 111 써

클OO 111 2일분, 카네마졸질정 6정.

오늘 오셔서 깨끗하게 나으셨다고 효과 좋다고 하

시네요. 

이방이 제겐 또 다른 학교네요. 

배운 로 권했더니 좋은 결과로 응답하네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셔요.~^*^

2018년 9월 1일 오후 5:48 

이OO 약사 

#체험사례 

55세, 남. 

당뇨약, 혈압약 복용하시는 분으로 약국 휴가 가

기 전에 당뇨, 혈압약 처방받아 오시면서 모사

칸, 아시토바, 베아제 3일분 같이 받아 오셨습니

다.

어제 갈비탕을 먹은 이후로 체했는지 속이 갑갑하

다고 하셨습니다. 10일쯤 뒤에 모사칸, 아시토바,  

알마게이트, 스토가 2일분 처방받아 오셨길래 아직

까지 속이 안 좋냐고 하니 말도 말라며 꽉 막혀서 

올라오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있다며 전엔 술 먹고 

토도 잘 나왔는데 손가락을 넣어도 토가 안 나온다

고 하십니다. 그래서 병원 약과 같이 드셔보시라고 

써클OO 1포씩 3번 2일분 드렸습니다. 

어제 오셨길래 경과를 여쭤보니 병원 약 때문인지 

약사님이 준 약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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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그렇습니다.

무슨 약이면 어때요.

속이 편해졌으면 됐죠.

급성 위장병이니 기능 이상이 주된 원인이며 

위장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서 치료약들이 작

용을 못 하는 상황에서 림프순환촉진이 근육 

경련을 풀어주고 치료약들이 위장 운동을 정

상화하는 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림프순환촉진만으로도 개선됐겠지만, 함께 

했기에 시간이 조금이라도 단축되지 않았을

까 생각됩니다.

치유와 치료가 만나서 협업한 결과입니다.

이제부터는 긴 호흡으로 당뇨와 혈압의 치유

의 길에 함께 해 보세요. 환자분에게는 희망이

고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2일 오전 5:35)

① 류형준 약사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증상은 부분 바이러

스감염증입니다.

차후로 안티OOO의 병용도 고려하세요.

감사합니다.(9월 4일 오후 9:20)

② 정OO 약사

류형준 약사 예 알겠습니다.(9월 4일 오후 

10:25)

먹고 속이 뚫렸다고 하네요. 당연히 제가 준 약 때

문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무슨 약이면 어때요. 

속이 편해졌으면 됐죠~” 라고 웃어 드렸습니다.

2018년 9월 3일 오전 11:58 

정OO 약사 

체험사례 

윤금0, 67세, 여. (보통 체형)

자꾸 눈물이 흘러서 불편하다고 하심.

병원에 가셔서 눈물 구멍을 내고 나면 며칠은 괜찮

다가도 다시 막히기를 반복한다고 하심. 눈도 좀 

뻑뻑하시고요. 그렇다면 림프순환제로 눈의 노폐

물 생성을 억제하면 된다고 설명해 드리고,

8월 24일 써클OO 111 일주일분 드림.

9월 3일 오늘 오셔서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십니다.

써클OO11 20일분 드렸습니다.

2018년 9월 3일 오후 1:42 

최OO 약사 

#체험사례

많은 분들이 안티OOO 써클OO를 드시고 피부가 

맑아지심을 경험하십니다.

마음이 바빠 한 달 넘게 밴드에 들어오지를 못해서 

읽지 못한 약사님들 체험사례가 많습니다.

신00, 58년생, 여.

2018년 8월 14일.

오른 어깨 수술 두 번 후부터 머리에서 땀이 난다. 

겨울에도 찬물 찾고 심하비경, 흉협고만, 좌어혈괴, 

골반통. 혀는 담습이 조금, 간이 안 좋고 속열이 깊

다. 눈에 충혈은 적음.

써클OO 단 20포 드시고 만성적으로 맞았던 허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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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 써클OO 60포 1회가 아닌 8개월 긴 

여정이 필요한 것은 아시죠.

감사합니다.(9월 5일 오전 11:24)

② 최OO 약사

네 그렇게 지도해서 이끌어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9월 6일 오후 3:35)

① 류형준 약사 

정OO 약사님의 333요법의 개선효과를 기

합니다.

감사합니다.(9월 5일 오전 11:23)

① 류형준 약사 

유OO 약사님을 밴드에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약사님의 마음이 온전히 환자분께 전달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9월 5일 오전 11:14)

② 유OO 약사

네. 선생님.(9월 10일 오후 4:55)

사를 안 맞게 되셨습니다.

안티OOO 써클OO 각 60포씩 세포 리모델링을 위

해 더 드시기로 하셨습니다.

2018년 9월 3일 오후 3:36 

정OO 약사 

#체험사례

김귀0, 78세, 여. (보통 체형)

작년에 복숭아 상자를 옮기다가 허리가 우끈하심.

고도일 병원에서 수술. 그래도 허리가 시큰거리고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숙인다고 하심.

8월 21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일주일분.

9월 3일 허리가 시큰거리지는 않는다고 함. 하지만 

허리통증은 여전하다고 하심.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시술 후 양쪽 발을 뻗으면 한 

쪽 발 오금쟁이는 땅바닥에 닫지 않고 항상 떠 있었

는데 이번 약 먹고는 양쪽 발이 방바닥에 짝 달라붙

는다고 하십니다. 본인께서 너무 신기해하십니다.

허리 통증을 위하여 오늘부터는

써클OO 333 10일분 드셔보시고 그때 판단해보자

고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 9월 4일 오전 8:21 

유OO 약사 

#체험사례 

박욱0, 82세, 여.

당뇨, 혈압, 퇴행성 관절 약 먹고 계심.

양쪽 발이 붓고 통증이 심해 걷기 힘드시다고 며느

님이 상담해서 써클OO를 우선 202로 드림. (1박스 

구매.)

첫날 드시고 오히려 온몸이 아프고 땀이 나고 다리

가 나무토막처럼 뻣뻣했는데(명현에 해 말씀드

려서 불평 없이 드심), 다음 날부터 조금씩 호전 

되어서 다시 1박스 사 가셔서 101로 드시는데 111로

드시라 해도 비싸다고 101로 드신답니다. 안티

OOO도 같이 드셔야 한다고 아들한테 누누이 말했

는데 다음번 사 간다고 합니다. 오래된 증상이라 

이렇게 금방 효과가 나리라 생각 못 했는데 감사하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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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써클OO의 유혹으로 시작했지만 마무리는 안

티OOO의 병용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9월 5일 오전 11:04)

① 류형준 약사 

무릎 통증도 없어지고 정맥류도 사라지고 혈

압약도 복용하지 않는 날이 오겠지요.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감사합니다.(9월 5일 오전 11:00)

2018년 9월 4일 오후 12:10 

김OO 약사 

#체험사례

반행0, 만 55세, 남. 

어깨 수술(회전근), 관절 약 복용.

2014년도부터 어깨 통증으로 외과 처방받아 오시

는 분.

5월 17일. 

어깨통증이 가시지 않는다고 해 써클OO 소개. 써

클OO 소포장 하나 구매. 222 복용권유

6월 15일. 

말없이 들어와서 써클OO 60 집어가심.

바쁜 시간에 오셔서 화 못 함.

9월 3일.

몇 달 지난 오늘 오셔서 또 말없이 소포장 하나 집어 

드십니다.

“어디서 구매해서 드셔보셨어요?(ㅋㅋ)”

“여기서요.”

“성함이?”

“반행0 입니다.”

“아…;;;”

늘 바쁜 시간에 오셔서 화를 못 합니다만 써클OO

의 유혹 떨칠 수 없는 모양입니다.

2018년 9월 4일 오후 6:00 

정OO 약사 

#체험사례 

장희0, 54세, 여. (보통 체형)

무릎 통증. 평소에 다리가 무겁고, 정맥류 있고, 피

곤하고, 관절 통증, 고혈압. 감기 자주 걸리고 손발 

차고 날궂이 합니다.

6월 18일 써클OO 11 안티OOO 11 한 달.

7월 1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한 달.

9월 4일.

한 달 안 먹었더니 다시 아파서 사러 오셨다면서 

무릎 통증은 없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6월부터 지

금까지 감기에 걸린 적 없다고 하고 피곤한 것이 

좋아졌고 다리가 무거운 것도 좋아지셨다고 합니

다. 혈압이나 다른 것을 위해서 6개월 이어 드시고 

그 후로는 써클OO만 드시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드

렸습니다. 가시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때문에  

먹게 됐는데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오늘은 참 보람되고 기분이 좋은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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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써클OO 3포씩 3시간 마다 복용이 주효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9월 5일 오전 10:57)

2018년 9월 4일 오후 11:17 

김OO 약사 

#체험사례 

60세, 여. (본인)

지난 토요일 퇴근하여 집에 들어오는 길에 미끄러

져 왼쪽 발목을 삐고 오른쪽 무릎을 꿇어서 무릎도 

아프고 순식간에 발목이 부어오른다.

써클OO 3포 먹고 얼음찜질하며 응급실로. 다행히  

뼈에는 이상 없다고 써클OO 3포씩 3시간마다 3번 

먹고 자고 일어나니 붓기는 거의 가라앉았다. (응급

실 괜히 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진통제 주사 맞고 나니 온몸이 퉁퉁 부어서 체중이 

1kg 이상 증가.

2018년 9월 5일 오전 12:09 

모O 약사

#체험사례  

50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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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피멍은 림프순환이 빠른 개선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피멍이 생긴 것이 걱정

입니다. 계속 관찰을 하고 그런 일이 계속 생기

나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9월 5일 오전 6:23)

원인을 모르게 왼쪽 허벅지 안쪽이 심하게 멍듦. 

통증은 없는데 만지면 좀 아픔. 

써클OO 3포씩 1일 2회 복용 5일 후 거의 없어짐

사진은 발견 당일은 더 심했으나 못 찍고 1번 복용 

후 다음날부터 찍었음. 매우 놀라운 효과로 사고 

후 어혈도 잘 풀어 줄 거라 생각됨.

2018년 9월 5일 오후 3:44 

김OO 약사 

#체험사례

최윤0, 만 58세, 남. (158cm 70kg)

옆 상가 전자마트 사장님.

알레르기 비염약 복용, 골프 통증, 어깻죽지 떨림.

골프를 너무 열심히 친 관계로 어깨 통증으로 처방

받아 오심. 골프를 많이 치고 싶은데 아파서 못 친

다며 아쉬워하셔서 안티OOO 써클OO 소개드림.

약사님 믿고 먹어 보겠다고 하심.

7월 18일 안티OOO 111 써클OO 111 각 60포 복용.

8월 8일.

병원 처방 들고 내국. 경과를 여쭈니 별다른 효과를 

못 보셨다는데. 주저주저하시더니 남자한테는 좋

은 것 같아요. 수줍게 말하고 가신다.

8월 14일.

다 드시고 오셨는데, 때마침 한가해서 이것저것 여

쭈니 미처 느끼지 못한 좋아진 증상을 하나씩 말씀

하신다. 어깨 통증은 물론 몇 년 전부터 샤워할 때

마다 어깻죽지 떨림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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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초기 용량을 111로 한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사모님은 종합병원 수준이면 안티OOO 111

과 써클OO 222로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됩니

다. 감사합니다.(9월 8일 오후 6:12)

① 류형준 약사 

초기 용량을 101로 복용하다가 111로 늘리는 

것보다 초기 용량을 111로 시작하고 증상 개

선이 확실하다면 101로 조절하는 것이 더 좋

은 결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암 병력자이니 안티OOO 111과 써클

OO 222로 진행했어도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

니다. 감사합니다.(9월 8일 오후 6:17)

좋아하심. 알레르기 비염을 여쭈니 가을이 되어야 

알 수 있답니다.

본인 것 안티OOO 써클OO 각 60포 재구매하면서 

사모님 것 안티OOO 써클OO 각 60포 구매해 가심.

저녁에 사모님 체크리스트 작성. (종합병원 수준)

2018년 9월 5일 오후 5:19 

서OO 약사 

#체험사례 

정선0, 64세, 여.

표 증상: 만성피로, 무기력.

주요 증상: 

손발에 번열(수족 번열감), 어깨 결림, 손발 저림, 

목에 이물감. 

기왕병력: 

유방암(우축), 다발성 골수종 전단계, 백내장.

투약:

3월 24일

써클OO 11 안티OOO 11.

4월 3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5월 3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6월 18일 

써클OO 11 안티OOO 11.

7월 2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8월11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8월 20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9월 5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경과 반응:

주위에서 피부색이 맑아졌다는 소리 들음.

덜 피곤하다.

잠이 잘 온다.

몸이 가볍다.

두통이 줄어들었다.



001522  A BOOK OF EXPERIENCES

② 서OO 약사

류형준 약사 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경제력이 너무 없는 분이라서 장기간

으로 가자고 했습니다.(9월 8일 오후 11:19)

① 양OO 약사

무릎 통증이 궁금합니다.

4개월 이상 드신 상태에서~~(9월 5일 오후 

5:57)

② 류형준 약사 

제 생각입니다.

가능하다면 위의 경우에는 5월 23일 용량을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로 1개월 복용했

다면, 6월 23일부터 안티OOO 써클OO 111로 

2개월 이후에는 안티OOO와 써클OO 101로 

진행해도 바람직한 결실이 있었을 것으로 생

각됩니다. 

감사합니다.(9월 8일 오후 6:21)

③ 서OO 약사

양OO 약사 물론 무릎 통증도 많이 좋아졌습니

다. 택배하시는 분이라서 다른 사람보다는 무

릎을 많이 무리하십니다.(9월 8일 오후 11:18)

2018년 9월 5일 오후 5:47 

서OO 약사 

#체험사례

김병0, 62세, 남.

표 증상: 당뇨, 무릎 관절통증.

주요 증상:

다리가 찌릿찌릿, 발바닥도 찌릿찌릿하다.

기왕 병력: 폐병, 뇌경색, 충수염,

투약:

5월 3일

써클OO 222.

5월 23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6월 8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6월 21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7월 2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8월 3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9월 5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경과 반응: 

2일간 약이 떨어져서 안 먹었더니 몸 컨디션이 조

금 후퇴했답니다. 앞으로는 약 떨어지기 전에 미리

미리 사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잠이 잘 와서 좋다.

몸이 가볍다.

머리가 맑아짐.

변비가 좋아졌다.

거품 소변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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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일주일 된 증상이니 써클OO 111로 5일 안에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9월 8일 오후 6:23)

① 하OO 약사

2018년 9월 5일 오후 6:28 

조OO 약사 

#체험사례 

50 , 남.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양반다리를 하려고 하면 오

른쪽 허벅지부터 아파져 힘들답니다.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은 없다 하고 진통제랑 근이완제만 처

방해준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시며 물

어보셔서 일단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시니 염증 

물질이나 노폐물부터 제거해보자 하여 써클OO 3

포씩 하루 두 번 총 5일분을 드렸습니다.

5일 뒤 오셔서 양반다리를 해 보이시며 웃으시네

요. 2포씩 하루 두 번 일주일분 더 가져가셨네요.^^

초기 투여량이 중요함을 다시 확인합니다.

2018년 9월 6일 오전 10:10 

심OO 약사 

#체험사례 

강00, 80세, 여. (150cm 60kg)

1) 병명(아픈 곳): 관절염

2) 병력과 현재 문제가 되는 증상:

퇴행성관절염, 허리협착증

3) 복용 중인 약물의 유무와 경과:

쎄레브렉스, 오팔몬 복용 중.

4) 써클OO 안티OOO의 복용과 추가 제품 여부:

글루코사민 늘 복용하고 있음.

5) 복용 기간과 경과: 

1주일 안티OOO 1포 써클OO 2포 하루 한 번.

6) 기타(보충 설명):

지난번에 말씀드린 체험례로 할아버지의 서혜부 

탈장약으로 안티OOO 써클OO를 사용하고 있습니

다. 할아버지는 효과가 좋으셔도 이건 뭔가하고 의

심하시기도 하기에 참고로 책자를 함께 보내드리

어 스스로 안티OOO 써클OO에 믿음을 가질 수 있

도록 했습니다. 그 책을 할머니와 함께 탐독하셨나

봅니다. 탐독 후 안티OOO 써클OO에 한 확신 그

리고 모험심이 생기셔서 할아버지 드시라고 보내

드린 안티OOO 써클OO를 할머니께서 본인의 무릎

과 협착증에 응용하셨네요.

안티OOO 1포 써클OO 2포.

일주일 드시고는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좋은 건 할아버지만 주지 말고 나도 달라~^^”

성당 예배 후 계단을 내려오실 때 다리가 아파서 

끙끙거리셨는데 무심코 사뿐히 걷고 계시길래 뭔

가 어색한데 뭐지? 하고 고민했더니 아직 조금 불

편하긴 하나 무릎이 훨씬 편하다고요. 앞으로는 할

머니 것도 함께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 신에 안티OOO 써클OO로 

보내드려서 두 분 건강하게 해드리기로 약속하

습니다. 나이 드신 분께도 효과가 빠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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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하셨네요.

두 분이 더욱 건강하시길 빌어드립니다. 약사

님의 게시 에 첫 댓 이라 기쁩니다.(9월 6

일 오후 12:08)

② 심OO 약사

하OO 약사 감사합니다. 약사는 좋은 제품을 

잘 권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환자를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답니다.^^(9월 8일 오후 3:27)

③ 류형준 약사 

안티OOO 1포 써클OO 2포 1일 1회는 아닙니

다. 안티OOO의 최소 복용량은 2포입니다.

안티OOO 2포는 최소한 유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9월 8일 오후 6:36)

① 양OO 약사

단하십니다.

첫 달 안티OOO 111 써클OO 222 이면 약값 

52만 원입니다. 환자분이 부담 없이 동참하는 

상담기법 알려주세요. (9월 6일 오후 1:01)

② 강OO 약사

수술하신 언니분이 재발하고 수술 후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고 본인은 안티OOO 써클OO

에 투자해 보시겠다고 하셨어요.(9월 6일 오

후 1:11)

③ 박OO 약사

그렇군요. 환자 스스로 다급하게 느끼면 쉬운

데 환자가 급하지 않게 생각하면, 설명 잘해도 

꽝 되기도 또 급한 것을 알아도 경제가 어렵거

나 아끼는 경우도 꽝!!(9월 6일 오후 4:20)

④ 류형준 약사 

박OO 약사님의 생각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생각의 기준이 약사님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9월 8일 오후 6:38)

⑤ 류형준 약사 

강OO 약사님은 항상 부드럽게 시작하는 스타

일인데 새로운 변화를 하는군요.

다양한 방법으로 최적의 환경을 만들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진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9월 8일 오후 6:43)

2018년 9월 6일 오후 12:58 

강OO 약사 

#체험사례 

조00, 50 , 여. (162cm 60kg)

하지정맥, 하지부종, 피로.

근래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느라 하지 않던 공부를 

하려니 스트레스도 받고 피로가 심함.

30 부터 하지 부종과 하지 정맥류 시작.

큰언니는 하지 정맥 수술 2번 했다고 함

근래 계속 서 있어서 그런지 허벅지 쪽에 새로운 

혈관이 많이 생기고 다리가 부어 힘들어하셔서

안티OOO 111 써클OO 222 한 달. 

한 달 후 하지 부종 피로 많이 개선됐다고 재방문.

찬 음식, 매운 음식 금지. 각탕법 강조.

안티OOO 111 써클OO 111 한 달 재구매.

6~8개월 드셔야 한다고 설명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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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한 달 만이라도 초기 용량을 유지하고 111로 

조절했으면 이후 과정이 훨씬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상 최선의 길과 환자의 선택에

서 고민을 합니다. 

감사합니다.(9월 8일 오후 6:45)

① 류형준 약사 

상포진으로 1년 정도 피부과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정도라면 꽤 심한 정도입니다.

상기 증상을 치유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에

는 최소 복용량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초기 용량을 안티OOO 111 써클OO 222로 1

개월간 과감하게 병행하고 이후 용량 조절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9월 8일 오후 6:53)

2018년 9월 6일 오후 1:09 

강OO 약사 

#체험사례 

배00, 60  후반, 여. (150cm 55kg)

고혈압, 퇴행성관절염.

퇴행성관절염 치료를 위해 안 해본 것이 없고 수술

만은 피해 보시겠다고 안간힘을 쓰시는 분.

운전하며 장사하시고, 시장에서도 장사하시는 분

입니다. 안티OOO 써클OO 드셨던 분의 권유로 약

국 방문하셨습니다. 안티OOO 써클OO 설명해 드

리고 8개월은 같이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티OOO 111 써클OO 222 소포장.

일주일 후 재방문 안티OOO 111 써클OO 111로 드셨

답니다. 돈이 아까워서요. 그래도 뭔가 몸도 가볍고 

다리도 가벼운 느낌이랍니다.

안티OOO 111 써클OO 111로 2주분 재구매.

계속 드셔보겠답니다.

2018년 9월 6일 오후 2:20 

강OO 약사 

#체험사례 

김병0, 67세, 남. (체격 좋음)

2018년 8월 8일

작년에 상포진으로 얼굴 근육이 경직되어 피부

과에서 1년 정도 관리해 오심.

2년 전 만성 장염을 치유해주신 분.

안티OOO 써클OO에 해 설명하고 일단 노폐물과 

바이러스 퇴치로 면역력을 올리자고 설득. (예전에 

황재0 치험례 올림)

안티OOO 11 써클OO 11 60포씩.

 

2018년 9월 6일

허리띠가 한 칸 줄었다고 좋아하심. 얼굴이 10년은 

젊어지심. 얼굴은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피

부가 부드러워 보인다고 하니 그런 거 같다고 하시

면서 꾸준히 하시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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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OO 약사

배움 주셔서 감사합니다.(9월 6일 오후 3:48)

② 이OO 약사

폭풍 재채기 저도 ㅜㅜ(한사에 노출되면)(9월 

6일 오후 3:58)

③ 박OO 약사

이OO 약사 오 자매님~ ㅎ

한사(33~35℃) + Rhino virus? or Corona 

virus?(9월 6일 오후 4:34)

④ 류형준 약사 

움직이지 않고 항상 노출되니 림프순환장애

와 한사가 겹치니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018년 9월 6일 오후 3:43 

박OO 약사

#체험사례

058번째 = [써클OO]+[안티OOO]

PWS, 男.

1) 증상: 특이한 재채기

간혹 폭풍 재채기 연속 50회 정도. 년 5~6회 이상.

비염 아니고 아무리 추워도 활동하면 콧물, 재채기 

없음. 독서나 PC 사용 시 책상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겨울엔 월 1~2회 정도. 여름 에어컨 

속에서도 책상 앞에 독서하고 있으면 월 1회.

2) 병력과 현재 문제가 되는 증상과 심한 정도:

국민건강검진은 항상 정상. 복용 약 없고, 아픈 데 

없음. 찬 것, 매운 것, 술, 담배 안 함. 월 1회 등산, 

매일 스트레칭.

3) 이전 복용 중인 약물의 유무와 경과: 없음

4)써클OO 안티OOO의 복용과 추가 제품 여부:

2018년 써클OO 안티OOO 각 1포.

(tid=6월 / bid=7월,8월,9월)

5) 복용 기간과 경과:

현재까지 폭풍 재채기 거의 없음. 이번 여름 한 번 

약 5회로 멈춤.

6) 원인분석:

- 한방의 傷寒論 이론에 의하면 추위, 즉 寒氣가 

몸에 들어와서 그렇다.

- 경락학에 보면 사람의 등판에 風門이라는 경락이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폐까지 한기가 잘 들어온

다. (물론 피부로도)

- 한방 이론에도 一理 ~ 三理는 있으나 (一理있다 

말은 한 가지 이치는 맞는다는 뜻이며 十理(열 

가지 이치)에 비하면 1/10만 맞는다는 뜻임)

- 현 적 병리로는 라이노-virus가 잠복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함.

- Rhino virus는 33~35℃에서 증식을 가장 활발

하게 한다고 함. (고로 춥게 하면 코감기 많음)

- 귀 체온계로 재어 봤더니 겨울에 34℃가 나와서 

깜짝 놀람. (여러 번 해 보았는데 다른 사람은 

35~36℃가 나왔음)

- PWS 男 = 필자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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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9월 8일 오후 6:57)

⑤ 양OO 약사

박OO 약사 폭풍 재채기 연속 50회면 뻗을 거 

같은데요~나아서 다행이네요~^^(9월 8일 오

후 11:12)

⑥ 박OO 약사

양OO 약사 써클OO과 안티OOO가 체온도 올

려주고, 항바이러스 작용도 도와주는 것으로 

이해도 되고, 체험도 되는군요.

감사 감사합니다.(9월 11일 오전 10:12)

⑦ 박OO 약사

류형준 약사 움직이지 않으니 림프순환장애와 

한사가 겹쳐서… 감사합니다.(9월 11일 오전 

10:16)

2018년 9월 6일 오후 5:35 

최O 약사

#체험사례 

정00, 49세, 여. 

최근 친구들과 여행을 갔는데 얼굴이 그게 뭐냐고!

야단 잔뜩 맞고 여드름 약 사러 방문.

8월 21일 

체크지로 상담하고 성인 피부 트러블은 바이러스

다! 세뇌해 드림. 다리 쥐 나고 온몸이 아픈 이런 

모든 증상의 원인은 세포 염증과 림프순환이 안된 

것이니 더 늦기 전에 몸 관리하자고 상담. 

안티OOO 101 써클OO 202, 마그네슘 101, 우루사 

30정 1달분.

8월 22일 

아침에 전화 옴. 큰 뾰루지 쏘옥 들어갔다고.

1회 복용의 위력!

9월 6일

쥐나고 저림 없어지고 일이 많이 늘어서 피곤하나

진통제 안 먹고 잘 지내고 피부가 좋아지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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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제부터는 건강해질 일만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9월 8일 오후 7:01)

① 류형준 약사 

초기 용량은 충분히 이후 용량 조절을 하면 

수월하게 치유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9월 8일 오후 9:23)

사진과 소식 전해 왔네요~♥

2018년 9월 7일 오전 10:54 

서OO 약사 

#체험사례

차경0, 62세, 여.

표 증상:

오른쪽 늑골에 염증이 있어서 통증 때문에 움켜쥐

고 다님.

주요 증상: 

입이 쓰다, 입이 마르다, 복부비만.

투약:

4월 14일 

써클OO 333.

5월 4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5월 10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6월 2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6월 13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7월 3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8월 1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9월 6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경과 반응:

주위 사람들이 얼굴이 맑아졌다고 한다네요.

우측 옆구리 통증이 90% 감소 함.

몸이 따뜻해짐.

깊은 잠이 옴.

입 쓴 증상이 좋아짐.

2018년 9월 7일 오전 11:00 

서OO 약사 

#체험사례 

박종0, 65세, 남. (약국 직원)

표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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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저림, 통증, 수면장애. 

세 마리 증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해결사는 

치유뿐 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8일 오후 9:24)

저림 증상, 특히 어깨, 팔, 손, 발등, 무릎 밑 저림이 

아주 심함. 수면 장애.

주요 증상: 

우측 허리 쪽 척추협착증으로 앉을 때 자세를 잘못 

잡으면 통증이 옴. 

수면제를 먹고 3~4시간 이내에 깨고 그 후로는 숙

면을 못 취함.

투약:

8월 1일

써클OO 222.

8월 14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9월 6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경과 반응:

어깨가 아주 아파서 힘들었는데 좋아지니까 살 것 

같다 합니다. 어깨 결림 증상이 60% 좋아짐.

수면제를 반으로 줄여서 복용해봤는데 수면의 질

이 좋아짐. 

2018년 9월 7일 오후 12:54 

서OO 약사 

#체험사례

한00, 43세, 여.

(2018년 3월 12일 체험사례 올렸던 분입니다.)

증상: 만성피로, 불면, 만성두통, 손발 저림.

투약:

2018년 1월 8일 

써클OO 11.

1월 27일 

써클OO 11.

2월 10일  

써클OO 11.

3월 12일  

써클OO 11.

5월 28일

써클OO 11 안티OOO 11.

7월 2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9월 7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경과 반응:

몸이 가벼워짐.

깊은 잠을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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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충분한 림프순환 후에 안티OOO의 병행은 좋

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8일 오후 9:25)

① 류형준 약사 

물론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서 고민하시는 약

사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8일 오후 9:30)

피부가 맑아짐.

2018년 9월 7일 오후 1:04 

서OO 약사 

#체험사례 

김지0, 44세, 여.

표 증상: 허리통증, 발바닥 알레르기.

주요 증상:

손바닥이 화끈거리며 열이 난다.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앉았다가 일어서면 어지럽다.

손발이 차다.

어깨가 결린다.

추웠다가 더웠다가 한다.

투약:

8월 31일

써클OO 11 안티OOO 11.

9월 7일 

써클OO 11 안티OOO 11.

이외 유산균, 오메가3, 비타민C, 비타민D 드림.

경과 반응:

일단 덜 피곤하다.

잠이 조금 더 잘 온다.

변이 시원하게 나온다.

허리 통증 약간 줄어들었다.

2018년 9월 8일 오후 11:23 

안OO 약사 

#체험사례 

홍0욱, 62세, 남. (157cm 64kg) 

당뇨, 혈압, 심장, 전립선 약.

환경미화원이신 분이 오셔서 심한 어지럼으로 낙

상까지 겪었답니다. MRI, 혈액, 이비인후과 검사 

이상 없음. 정년 3개월 남기고 이런 상황을 접하니 

무척 당혹해하셨어요.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며 이

번 기회에 몸 한 번 청소하자며 써클OO 222 20일.

만면에 미소 지으며 입장.

어지럼증, 두통 거의 해소. 평소 거의 타지 않던 실

내 자전거를 자꾸 탄다네요. 그만큼 체력이 보충되

었다는 뜻이겠죠. 체중 변화는 없지만 배가 쑥 들어

가서 편하다 하시네요. 천면, 구내염, 안구건조, 뇨

속 저하, 수족 저림 개선은 보너스~

정년 3개월이 신경 쓰여 시작한 치유지만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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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당뇨, 혈압, 심장, 전립선, 심한 어지럼증까지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9월 9일 오후 10:47)

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의 복용량이 1일 1포인 것이 꺼림칙

하긴 하지만 생리가 다시 시작했다니 이는 몸

이 회복되어 젊어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11일 오전 7:08)
더 높여 정년 후의 노후까지 비해보자고 말씀드

려 안티OOO 111 써클OO 222 한 달.

2018년 9월 10일 오전 10:38 

정OO 약사 

#체험사례

김옥0, 48세, 여. (보통 체형)

아가씨 때부터 밤에 쥐가 자주 남. 생리 양이 조금

씩 줄어들더니 4개월 전부터 생리 그침. 

9월 10일

두 달 전에 써클OO를 아침에만 두 포씩 복용했고 

한 달 전부터는 써클OO 2포 안티OOO 1포를 아침

에만 복용했는데 쥐나는 것이 없어졌다가 안 먹으

니 다시 생겼고, 그쳤던 생리가 다시 시작했다고 

신기해하시며 써클OO만 한 달분 구매해가셨습니

다. 꾸준히 복용하시라 했습니다.

이분은 남편분이 써클OO 드시고 효과 보시는 것을 

경험하고 드시기 시작한 분입니다.

2018년 9월 10일 오전 11:52 

조OO 약사 

#체험사례 

53세, 남. (본인) 

장시간 운전 후 피로감.

휴일 당일치기로 여행 다니는데 작년에 써클OO 안

티OOO 11 복용 후부터 확실히 덜 피곤하네요.

아침 일찍 출발해서 남이섬 다녀 논산 다녀 집으로.

몸이 불편하신 장모님 휠체어 빌려 타시는데 여긴 

잘해놨네요. 모처럼 사위 노릇 합니다. 

이 동네 오니 권 사부님도 생각나고 안녕하신지요.

어느새 슬그머니 가을이네요.  

모든 분 풍성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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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논산에서 남이섬까지 당일치기 여행이면 힘

든 일정인데 안티OOO 써클OO이 도움이 되

었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11일 오전 7:10)

2018년 9월 10일 오후 12:59 

서OO 약사 

#체험사례 

이 0, 37세, 남.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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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송OO 약사

서 약사님 치험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9월 10일 오후 8:54)

② 류형준 약사 

이번 여름 정말 심하게 더웠던 여름인데 써클

OO가 더위를 견디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는 사례가 종종 올라왔습니다.

마땅히 쓸 수 있는 약이 없는데 써클OO가 도

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겨울 추위도 같은 원리로 견디

기 쉽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11일 오전 7:12)

① 류형준 약사 

이제 단순 포진과 안티OOO는 공식이 되었습

니다. 감사합니다.(9월 11일 오전 7:13)

“더위 먹은 데 좋은 약 주세요?”

체크 해보니 피로감, 식욕부진, 깊은 잠이 안 옴. 

써클OO 222 3일분과 시트룰린말산염 제제, 피로

회복제, 드링크 10개들이 1박스 드림.

8월 30일

오셔서 그때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 파랑색약 먹고 

아주 효과 좋았습니다, 하네요.

2018년 9월 10일 오후 1:02 

서OO 약사 

#체험사례 

50  후반, 남. (경찰 지구  팀장님)

 

9월 1일

입술 부르텄다며 아시클로버 연고를 찾으시네요.

아시클로버 연고 드리면서 안티OOO 222로 3일분 

드렸습니다. 

9월 7일

다른 약 처방 가져오시면서 밤색 길쭉한 약 덕분에 

야간 순찰하면서도 빨리 나았다고 하네요.

2018년 9월 10일 오후 4:46 

김OO 약사 

#체험사례

정미0, 여. (삼계탕집 주인, 말 안 듣는 손님^^)

콜레스테롤약 복용, 갱년기 증상, 안구건조증 심함.

써클OO 안티OOO 복용 고객으로부터 효과 있다는 

말 듣고 오심.

6월 12일 

안티OOO 101  써클OO 1010 각 60포 복용권유.

6월 16일

효과미미하면 하루 3번 드시라고 문자 드림.

6월 19일

전화 통화. 효과 별로라 하심. 먹는 것이 많아서 하

루 1번 드신다 해서 최소 복용량은 하루 2번임을 

강조하여 드림.

7월 2일

여전히 안티OOO 써클OO 1포씩 하루 한 번 드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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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는 1일 1포 복용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먹을 거면 써클OO만 먹게 하

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9월 11일 오전 8:00)

② 김OO 약사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

① 류형준 약사 

찰과상에 림프순환촉진은 직접적인 피부 재

생촉진과 삼출물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항바

이러스제는 병원성 미생물의 감염을 억제하

므로 좋은 조합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11일 오전 8:10)

함. 증상 개선이 늦어 질 거라 말해 드림. 

눈 건조함은 완화했으나 손 저림은 시간이 오래 걸

린다고 함. 더욱이 하루 한 번 먹으면.

9월 5일

안티OOO 써클OO 각 60포 재구매.

최소 복용량은 하루 두 번이라고 말했으나 하루 한 

번 먹어도 효과 있다고 하면서 가십니다.

2018년 9월 10일 오후 7:53 

안OO 약사 

#체험사례

16세, 남.

인조 잔디에서 축구를 하다 넘어져 허벅지에 심한 

찰과상을 입은 학생 어머니가 메디폼을 구입하려 

들렸습니다. 이미 여러 장을 사용했음에도 삼출물

이 끊이지 않는다며 사진까지 보여줍니다.

안티OOO 써클OO 111 3일분과 메디폼 드렸죠.

오늘 오셔서 먼저와 똑같이 달라 합니다.

진물이 많이 줄어 부위가 꾸덕꾸덕해졌답니다.

드레싱만 할 것이 아니라 진작 이 약들을 함께 먹었

더라면 그동안 고생을 안 시켰을 것을. 제 로 돌봐

주지 못했다며 미안해하시더군요.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오면 초기 진화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꼭 

그리하겠다며 가십니다.

2018년 9월 10일 오후 11:08 

박OO 약사

#체험사례 

059번째 = [써클OO]+[안티OOO] 

YHC, 61세, 男.

1) 병명(아픈 곳): 당뇨(혈당 200 이상)

2) 병력과 현재 문제가 되는 증상:

스텐트+심장약=6년 복용, 이뿌리염증(통증).

3) 이전 복용 중인 약물의 유무와 경과: 

종합병원 처방 약 꾸준히 복용

4) 써클OO 안티OOO의 복용과 추가 제품 여부:

2018년 7월 

써클OO 안티OOO 각 60포 (1포씩 tid), 칼맥 120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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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초기 tid 이후로 bid의 진행이 눈에 들어옵니

다. 믿고 보는 박 약사님의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11일 오전 8:12)

② 박OO 약사

류형준 약사 부인의 성의가 눈물겹습니다.

남편은 경상도 식으로 표현력 없지만, 부인의 

권유를 따라 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

각하는 바입니다.

부인의 노력으로 조만간 한 번 만나 볼 수 있기

를 기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감사합니다.(9월 11일 오전 8:54)

2018년 8월 6일

써클OO 안티OOO 각 60포 (1포씩 bid), 칼맥 120정

5) 복용 기간과 경과

처음부터 본인이 오지 않고, 부인이 상담하고 가져

갔습니다. 본인은 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집에 혈

당기가 있어도 재지 않고, 병원에서 잰 것도 안 가

르쳐 줍니다. 부인의 보고로는 이빨이 아프지 않고, 

잘 지낸다고. 혈당 약 하루 한 번 2T 복용하던 것을 

1T로 줄인 처방으로 복용한다고 합니다.(혈당 수치

는 정확히 모르지만, 혈당 강하제를 줄 다는 말은 

개선된 것으로 봅니다) 전체 컨디션은 좋아 보인다

고 합니다.

6) 기타(보충 설명)

- 1년 이상 복용하여 혈당과 심장병 예방을 권유하

습니다. 본인이 정 안 오신다면 본인의 양해를 

얻고 병원의 [의무기록] 사본을 가져오라고 했습

니다.

- 2018년 9월 10일 

써클OO 안티OOO 각 60포 (1포씩 bid), 칼맥 120정

※현 인들은 수치에 민감합니다.(혈압, 혈당, 고

지혈 등) 수치가 중요할 때도 있지만 그보다 피지컬

(신체)의 컨디션과 체력, 면역의 인식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요. 다만, 좋아지고 나빠짐의 기준과 입증

이 애매하다 보니,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데도 수치

에만 매달리게 되는 건 좋은 방향이 아니겠지요?

2018년 9월 11일 오전 11:58 

최O 약사

#체험사례 

40  초, 남.

8월 25일 여름휴가로 해외 다녀온 직후 복숭아뼈 

물이 차서 혹같이 됨. 통증 전혀 없고 휴가지에서도 

쉬기만 했다는데 이유를 모르겠다고 약국 오심.

림프순환 문제이니 림프순환제 써야 함을 자료 동

원해서 설명. 써클OO 222 20포.

8월 30일 

딱딱한 혹이 말랑말랑해져서 더 커져 보임.

통증은 전혀 없고 환자는 불안해하시고.

다시 써클OO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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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그렇게라도 해결되었으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11일 오후 6:37)

② 우OO 약사

초기용량 222는 잘한 거예요?

아니면 333써야 되는 거예요?

이때 처음부터 안티OOO도 같이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9월 12일 오전 7:34)

9월 4일 

큰 차도도 없고 약 먹기도 힘들어 중단하겠다고 기

분 안 좋아서 가셨음.

(초기 써클OO 용량 안티OOO와 병용할 걸 반성!!)

9월 11일

발을 보여주려고 오셨는데 2일 전에 저절로 삼출물

이 터져 나와서 좋아졌다고. (그 사이 아무것도 안 

함) 바늘 아니, 침도 안 댔는데 저절로 흘러나왔고 

삼출물 양도 상당했다고 하네요.

참 단한 써클OO의 힘을 봅니다.

불편해질 수 있었을 환자와의 관계도 멋지게 해결

해 주네요. 초기 용량의 중요함을 다시 뼈저리게 

느낍니다.

2018년 9월 11일 오후 1:08 

박OO 약사

#체험사례

060번째 = [써클OO]+[안티OOO]

SDU, 28세, 女. (156cm 47kg) 

1) 병명(아픈 곳): 목 잠김, 음성 갈라짐, 인후통.

ENT에선 성  결절 아니나 성 가 갈라져 보인다 

함. 기침 조금

2) 병력과 현재 문제가 되는 증상과 심한 정도:

콜센터에서 전화 받고 말하는 직업.

3) 이전 복용 중인 약물의 유무와 경과:

ENT 처방 약으로 전혀 차도가 안 남.

4) 써클OO 안티OOO의 복용과 추가 제품 여부:

2018년 7월 16일

써클OO 안티OOO 각 20포, 각1 포씩(tid).

2018년 7월 25일

써클OO 안티OOO 각 20포, 각1 포씩(tid) + 과립겸



제3장 체험사례 001537

① 강OO 약사

(9월 11일 오후 4:49)

② 류형준 약사 

급성 증상 개선과 사후 관리까지 약사님의 마

음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9월 11일 오후 6:39)

③ 박OO 약사

강OO 약사 OO 쌤. 멋진 아이콘 감사^^(9월 

21일 오후 10:13)

④ 박OO 약사

류형준 약사 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9월 21

일 오후 10:14)

① 류형준 약사 

처음부터 용량을 늘려서 시작했다면 좋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11일 오후 6:40)

② 정OO 약사

류형준 약사 선생님! 제생각도 그렇답니다.

오늘 오셨는데 용량 늘려서 드시고 계신다고 

하시니 더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9월 11일 오후 6:56)

용(맥문동 시강계 육미원)

5) 복용 기간과 경과:

1차 7일 복용하고 50% 개선되었고,

2차 7일 복용하고 거의 다 개선되었음.

6) 기타(보충 설명):

다시 업무에 복귀하여 성  혹사하면 재발할 우려

가 있으므로 연속 복용 또는 업무를 바꾸는 문제를 

권고함.

최근 연락되어 물어보니 성 보호를 위해 다른 업

무 준비한다 하네요.

2018년 9월 11일 오후 1:58 

정OO 약사

#체험사례 

김00, 60세, 남. (체격 보통)

깊은 잠을 못 자고, 늘 피곤하다.

야간뇨, 요통, 죽상 동맥 경화증, 비염.

8월 3일 

안티OOO 101 써클OO 101.

9월 8일 

피로감과 요통은 조금 덜하나,

자다가 여러 번 깨고 소변도 자주 본다.

각탕법도 꾸준히 하고 있다.

“혹시 커피나 카페인 음료 많이 드시나요?”

커피랑 차를 여러 잔 마시고 요새 근심거리가 생겨

서 잠을 더 못 잔 것 같다. 커피 끊으시라 말씀드리

고 안티OOO 101 써클OO 202 용량 늘려서 드셔보

시기로 했습니다.

바쁜 시간이어서 체크를 꼼꼼히 못 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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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저도 난감한 상황인데 잘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9월 11일 오후 6:41)

2018년 9월 11일 오후 2:42 

최OO 약사 

#체험사례 

김태0, 34세, 남.

토요일 낮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 힘들다며 내

방하셨습니다. 천식이나 공황장애 여부를 여쭤보

니 그런 건 없다 하시는데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셔서 청심원과 써클OO 2포씩 2회

분 드렸어요.

월요일에 카톡으로 경과를 여쭤보니 완전히 가라

앉지는 않았지만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네요. 이런 

증상엔 써본 적이 없었는데 다른 약사님의 체험사

례로 도움을 받고 또 환자분께 도움을 드리게 되어

서 감사했습니다. 증상이 계속되면 다시 한번 방문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 9월 11일 오후 6:52 

최OO 약사 

#체험사례 

김회0, 63세, 남. (172cm 73kg 정도)

현재 아픈 곳: 허리 통증

병력: 

두피건선, 불면증, 변비, 발기부전, 허리 통증.

복용 약물:

두피 건선으로 피부과 약 몇 년째 복용 중.

스틸녹스, 마그 , 정형외과약, 가끔 구구정 처방

받으심.

복합 증상이 참 많으신 분이라서 써클OO와 안티

OOO 여러 차례 권했던 환자분입니다. 제가 이 제

품을 취급하기 전에 두피 건선 치료 목적으로 파동

요법 액상 차를 이분께 권해서 드셨었는데 명현 반

응을 심하게 겪으셔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명현 반응 때문에 제 말에 한 신뢰가 깨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명현반응이 무섭기도 하고 

믿을 수가 없어서 못 먹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슷한 증상의 확실한 제 환자의 체험사례가 있어

서 꼭 치유해드리고 싶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

는데 최근에 허리를 삐끗했는데 너무 아프다며 정

형외과 처방전을 가지고 오셨길래 써클OO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며 같이 드셔보시라고 222로 하루

분 드렸어요. 2일 후 오셔서는 비싸다고 투덜 며 

10회분 더 줘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어떠시냐고 

여쭤보니 좀 나아지는 것 같다며 며칠 후엔 30회 

드실 양을 달라고 하시네요. 책을 드려도 가져가지 

않으셨던 분이라 이때다 싶어 책도 드리고 다시 환

자분의 복합 증상이 바이러스 질환임을 책을 통해 

꼭 확인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닫혔던 마음 문을 열게 되는 기회가 되어 참 기뻤습

니다.

이분이 치유의 길을 시작해서 정말 그 모든 증상이 

하나씩 치유되어 제게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하시

는 날이 올 수 있길 빌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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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한번 쌓인 불신을 회복하는데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9월 12일 오후 9:06)

① 이OO 약사

염증에 단기 요법도 최고지요.~^^(9월 11일 

오후 9:07)

② 유OO 약사

네. 참말입니다. 저는 안과가 없지만 쓰고 싶

네요. 결막염 환자에게.(9월 12일 오전 9:33)

③ 류형준 약사 

결막염은 급성 바이러스 염증이니 바른 개선

과정을 나타냅니다.

감사합니다.(9월 12일 오후 10:53)

2018년 9월 11일 오후 8:32 

최O 약사

#체험사례 

30  후반, 남.

9월 7일.

유행 결막염 7일째 오른쪽 차도 없이 왼쪽 눈까지 

감염. 세 살 딸에게서 전염됨. 바이러스에 의한 감

염임을 확신하고 주말 지나면 꼭 좋아진다고

설명.

안과에서 안약 사용한 지 7일째 차도 없음. (항생제 

스테로이드 안약 사용)

안티OOO 111 써클OO 111 3일분.

9월10일 

「약사님 아직 충혈은 있지만 왼쪽 눈이 지난주 금

요일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더 진행하지 않고 이

물감과 가려움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안

약은 넣지 않고 있고 인공 눈물만 넣고도 거의 회복

된 것 같습니다. (톡 내용)」 

2018년 9월 12일 오전 11:08 

박OO 약사

#체험사례

061번째 = [써클OO]+[안티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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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OO 약사

어린아이 액제 나오면 활용 범위가 넓어지겠

군요. 체험례 감사합니다.(9월 12일 오전 

11:18)

② 이OO 약사

집에 있는 믹서로 간 것보다 약국에서 분쇄기

로 갈아서 약포지에 담아주면 어떨지요?

제 어린 환자들은 분쇄기로 곱게 갈아서 주고 

있습니다.(9월 12일 오전 11:23)

③ 박OO 약사

양OO 약사  양OO 선생님께 답  자주 못 다는

데… 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 감사합니다.(9

월 12일 오전 11:38)

④ 박OO 약사

이OO 약사 역시 성의가 뛰어나신 선생님은 

다르시군요. 잘 먹는 아이가 있고, 잘 못 먹는 

아이가 있더군요. (최근 어떤 강아지는 사료처

럼 잘 씹어 먹기도 하고요 ㅋ)

써클OO 안티OOO가 지용성이라서 잘 못 먹

기도 하나 봅니다.(9월 12일 오전 11:42)

⑤ 이OO 약사

박OO 약사 아하 네~~ 개인차가 있지요.^^

우리 둘째는 안티OOO도 입안에 넣고 있다가 

씹어 먹어요. 근데 어제 한 분은 갈수록 안티

OOO가 냄새가 힘들다고 제품 달라진 것 아니

냐며 힘들어하는 분도 있었답니다.

늘 상세한 사례 올려주셔서 잘 보고 배우고 

POY, 5세, 男. (16kg 정도)

1) 병명 (아픈 곳): 심한 변비, 식욕 부진.

3세 때부터 심한 변비, 식욕 부진, 도한, 성장 조금 

부진.

2) 병력과 현재 문제가 되는 증상과 심한 정도:

위 증세 외에 다른 질병은 없으나 주 1회 심한 경변

으로 힘들어함.

3) 이전 복용 중인 약물의 유무와 경과:

한약, 유산균, 푸룬 주스 등등.

4) 써클OO 안티OOO의 복용과 추가 제품 여부:

8월 1일 써클OO 안티OOO 각 10포 (1/2포 bid).

5) 복용 기간과 경과:

- 믹서로 갈아서 메이플sy 타서 먹여도 잘 못 먹어

서 고생함.

- 1/2포씩 bid 못하고 1/4포씩 하루 한 번 qd. 한 

달 이상 걸림.

- 식욕, 도한은 아직 모르겠으나 배변은 좋아지는 

느낌. (이틀에 한 번씩)

6) 기타 (보충 설명):

- 분말은 너무 힘들어서 <액제>가 나오면 복용키로 

함.

- 식욕과 도한도 개선키 위하여 과립제 겸용을 궁

리 중임.



제3장 체험사례 001541

있습니다~(9월 12일 오전 11:48)

⑥ 류형준 약사 

시럽이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테스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9월 12일 오후 11:01)

⑦ 최OO 약사

시럽이므로 맛이 중요하니까 맛을 기 합니

다.(9월 13일 오전 5:06)

① 양OO 약사

깊이 묵상하게 되는 체험례입니다.(9월 12일 

오후 12:21)

② 정OO 약사

제가 어제 올린 불면증 환자 체험례에서 느낀 

점과 같네요,

안티OOO 써클OO 용량의 문제일까?

다량의 카페인 음료가 문제일까?

걱정 근심이 문제일까?

일단 용량 늘리고 카페인 음료 줄여 보시라 

했는데 걱정 근심이 해결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게 병행이 되어야 치유 효과를 제 로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 답니다.

공감이 가는 이라 답이 길었네요^^(9월 12

일 오후 1:18)

2018년 9월 12일 오후 12:14 

김OO 약사 

#체험사례

<써클OO 안티OOO 효과 없는 이유 밝혀지다!!>

지난 8월 16일에 올린 내용입니다.

신홍0, 만 51세, 여.

당뇨, 손 통증, 한 달 6kg 몸무게 감소, 극심한 피로.

5월 29일 

써클OO 111 60포 복용 권유.

6월 8일

크게 효과 없음. 찬 것, 매운 것, 술 복용 금지.

6월 11일 

처방전 약 받으러 오심. 효과 별로라서 온도계 드  

리며 각탕법 소개.

6월 26일

전화통화. 효과 없다 하여 복용량을 늘려 보자 함. 

7월 9일

내국하셨길래 다시 한번 복용량 설명.

써클OO 222 안티OOO 111 각 60포 복용 권유.

7월 17일

전화통화. 여전히 효과 없다 함.

이분은  더 이상 치유의 길로 안내할 여력이 없네요.

(먼저 올렸던 내용입니다.)

그 뒤 외과 처방전 들고 오셨길래 여러 가지 이야기

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조선족인데, 학교 선생님이

셨답니다. 남편의 고집으로 한국으로 오셔서 조선

소에서 용접 일을 하시며 마음고생 몸 고생하셨는

데 문제는 그 한을 곱씹으며 흘러간 옛 노래를, 틈

만 나면 듣는다는 것입니다. 서글픈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답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정신’ ‘정신을 따라가는 육신’

다음에 오시면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 권유해서 치

유의 길로 안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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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양OO 약사

우리의 몸 

혼 육체의 결합입니다.

나의 몸 나의 생각 

나의 감정에만 의지하는 

에고 수준의 생각은 

질병의 완치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늘 과 혼이 열려있어야 하고

참 나를 발견하고

낮은 자세로 경건하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때 

가장 높은 에너지가 나오고 

면역력과 질병 치유력도

커진다고 생각됩니다.

믿음과

참 나를 발견하는 사고가 치유다.(9월 12일 

오후 1:31)

④ 류형준 약사 

원인을 알았으니 처방은 저절로 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12일 오후 11:07)

① 류형준 약사 

림프순환촉진의 또 다른 이름은 약물 전달촉

진입니다. 유효 성분의 흡수와 전달을 촉진하

여 약효를 높이고 과도하게 축적된 성분은 빠

르게 개선하여 부작용은 줄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13일 오전 7:45)

2018년 9월 12일 오후 12:15 

강OO 약사 

#체험사례 

정00, 30 , 여. (165cm 65kg)

잘 붓고 늘 피곤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

음. 건강 기능 식품부터 운동까지 좋다는 건 다 해

봤으나 개선이 잘 안 되고 다이어트 해도 살이 잘 

안 빠진다고 호소.

간장약, 조혈제, 미네랄 복용 중.

써클OO 11 한 달분

부종 개선, 피로도 개선, 소화도 잘됨.

다이어트에도 도움 되는 것 같다고 함.

써클OO가 다른 약들의 효과를 높여주는 것 확인.

현재 3개월째 복용 중. 부신 양제 추가 복용 중.

안티OOO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 9월 12일 오후 12:24 

강OO 약사 

#체험사례 

장00, 50 , 남.

갑상선 한쪽 절제. 고혈압, 고지혈증, 경계 불면증.

많이 피곤하고 음주 많이 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함. 건강에 신경 많이 쓰는 편.

간장약, 유산균, 비타민씨 복용 중.

안티OOO 써클OO 치유 프로그램 설명하고

안티OOO 11 써클OO 11 한 달분.

현재 4개월째 드시는 중.

피로도 개선, 불면증도 좋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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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갑상선절제, 경계성 고혈압, 고지혈증, 불면

증, 만성피로, 음주 과다, 과도한 스트레스. 

이 정도라면 초기 용량을 안티OOO 111과 써

클OO 222로 하거나 지금이라도 tid로 두 달 

정도는 용량을 늘리는 것은 어떤지, 아니면 

안티OOO 써클OO의 병용 기간을 늘리는 것

은 어떤지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9월 13일 오전 7:51)

① 류형준 약사 

85세 할머니에게 생명을 선물하셨습니다.

또한 부정맥은 오래된 증상이니 바이러스 감

염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9월 13일 오전 7:54)

① 류형준 약사 

집중력 향상. 수험생 자녀의 건강관리에 활용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운전 면허시험에 청심원과의 병용도 추천합

니다. 감사합니다.(9월 13일 오전 7:56)

쭉 드셔보겠답니다.

2018년 9월 12일 오후 3:13 

조OO 약사 

#체험사례

85세, 여. (충북 동)

여름에 손자 부부가 병원에 왔다가 더위에 지친 할

머니가 잘 못 드시고 기력이 없으시다고 상담.

써클OO 11 한 달분.

어제 오셔서 한 달 추가.

입맛과 식욕이 돌고 속이 편하고 변비도 개선.

부정맥 증상이 있으시다 하네요.

심장 근육세포에도 세포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화

하면 더 좋아질 듯싶네요.

더위에 무리하시고 너무 찬 것을 드신 게 순환장애

가 생긴 듯싶습니다.

2018년 9월 12일 오후 3:15 

조OO 약사 

#체험사례  

57세, 남. (체격 좋음)

가끔 피로회복제 복용.

써클OO 안티OOO 111, 자양강장제 물약 3회분.

오늘 오셔서 지난 주말에 지인들과 포커 레이스.

지치지도 않고 딜러와 다른 상 방 패의 확률까지

읽어졌다 하네요.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해서  

타짜가 되었다고 자랑하시며 5번 복용량 추가 구매 

하셨습니다.

뇌 기능 활성과 피로 회복, 독성 물질이 빨리 제거

된 듯. 집중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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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먹고 살기 위해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시는 

게 상상이 됩니다.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9월 13일 오전 8:00)

2018년 9월 12일 오후 5:01 

서OO 약사 

#체험사례 

공정0, 45세, 여.

표 증상: 찌르는 듯한 두통.

주요 증상: 

오래 서 있는 직업(국숫집)이어서 다리가 붓고 아

픔. 어깨통증, 불면증, 만성피로, 스트레스.

투약:

6월 11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6월 29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8월 4일 

써클OO 11 안티OOO 11.

9월 12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경과 반응:

손등이 부었었는데 많이 좋아짐.

찌르는 듯한 심한 두통 좋아짐.

잠이 잘 온다.

잠자는 시간(5시간 정도)이 너무 부족해서 힘이 드

는데 그래도 전보다는 좋다.

피로 감소함.

2018년 9월 12일 오후 7:53 

안OO 약사 

#체험사례 

남0자, 58세, 여.(154cm 66kg)

혈압약 복용. 

남편 상담 차 동행했다가 남편의 권유로 부부가 같

이 치유 시작했습니다.

평소 부종으로 신경을 써왔는데 몇 해 전부터 김밥

집 아르바이트한 후로는 하지 부종과 중압감이 심

해져서 처방 약을 수개월 복용했으나 무효. 그 외 

기관지가 약해 이비인후과 자주 다님. 

림프를 통한 노폐물과 과잉의 체내수분 배출 이론 

말씀드리고 안티OOO 11 써클OO 22 한 달분.

오늘 오셔서 가격 부담에 15일째부터 써클OO도 11

로 먹었다 실토합니다.

전신 부종이 감소, 하지 부종은 확실히 좋아져 가볍

고 종아리 경련도 사라짐.

변성, 기침, 오래된 누런 객담 없어짐.

기립성 현훈, 천면, 야간뇨, 구내염, 견비통, 요통, 

담 결림, 자한, 뇨량 감소 호전.

이 정도로 변화를 느끼시니 써클OO 줄여 먹은 걸 

후회하시며 스스로 안티OOO 11 써클OO 22로 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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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런 용량으로 끝까지 먹는 것이 아니고 처음 

2~3개월만 이렇게 먹고 이후에는 용량이 줄

고 8개월 이후에는 써클OO만 복용합니다. 

이러한 치유의 여정을 알려드리고 함께 하시

면 수월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9월 13일 오전 8:09)

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 써클OO 101로 수포성 반점이 줄어

든 것은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암 병력자는 림프순환과 면역력이 이

미 극도로 저하된 분입니다.

그래서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를 기본

용량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9월 13일 오전 8:11)

① 권OO 약사

전립선 비 증과 PCOS 다낭성 난포증후군의 

발생기전이 어찌 보면 같기에 즉, 전립선비

는 아직 분해되지 못한 성호르몬의 축적으로 

다낭성은 상 적 에스트로겐 우세 결과인 것

보겠답니다. 다시 한 달분. 더 큰 지각 변동이 나타

나리라 봅니다.

2018년 9월 12일 오후 8:03 

최OO 약사 

#체험사례

노00, 58년생, 남.

혈압강하제 복용자.

3~4년 전에 안면에 수포성 반점이 여럿 발생.

근육통과 요통이 자주 발생.

작년에 신장암 제거 수술함.

2018년 7, 8월 안티OOO 써클OO bid 복용.

수포성 반점이 반 이상 줄어듦. 

2018년 9월 안티OOO 써클OO bid 한 달.

2018년 9월 13일 오전 9:44 

심OO 약사 

#체험사례 

55세, 남. (사촌오빠) 

전립선 비 로 하루날D 복용 중입니다만 늘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야간 빈뇨가 심해서 우울하다고 해

서 안티OOO 111 써클OO 111 일주일 복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니 일주일이 지나 

연락 오시네요. 야간뇨의 빈도가 줄었고 소변량이 

늘었다고. 세포의 치유력에 한 설명과 림프순환

을 한 번 더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일주일 복용 후 경과보고 하시겠다고 하네요.

전립선 비 는 차도가 없이 악화만 되는 줄 알았는

데 조금씩 경과가 좋아지니 기분이 좋다고 하십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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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죠. 결국 하 약사님의 다낭성 치유기전처럼 

이 또한 적용됩니다.(9월 13일 오후 7:51)

② 권OO 약사

SHBG가 감소하여 체내 축적으로 높아진 안

드로겐과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전립선으로의 

축적이 이루어져 전립선이 비 해집니다.(9

월 13일 오후 7:54)

③ 류형준 약사 

저는 그냥 전립선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생

각합니다. 따라서 바이러스를 없애고 염증성 

부종이 사라지니 증상 개선이 된다고 생각합

니다. 단 증상 개선이 완치가 아니기에 신현지 

약사님의 상담에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전립선염=만성 바이러스 감염증=바이러스 

박멸은 적어도 6~8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

다. 감사합니다.(9월 16일 오후 4:12)

① 류형준 약사 

아직 변함없는 증상 개선을 위해 안티OOO 

써클OO 111과 활성비타민의 용량 유지는 역

시 안OO 약사님이구나 하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9월 17일 오전 6:05)

2018년 9월 13일 오후 8:22 

안OO 약사 

#체험사례 

김0갑, 62세, 남. (167cm 61kg) 

한 달 전부터 손, 발바닥이 벗겨져 고민하다 방문하

신 분. 피부과 약도 무효하다고 합니다. 

면역력 저하로 인한 바이러스가 원인인 것 같다고 

하니 지난 6월의 건강 검진에서 면역력 수치가 

30% 떨어졌다네요. 하여 이참에 몸 한번 정비하자 

하여 안티OOO 써클OO 각 111/한 달분.

오늘 오셔서 말끔한 손, 발이 됐다며 보여주십니다.

기립성 현훈, 이명, 구건, 구내염, 견비통 호전.

요속 증가.

아직 변화 없는 증상 개선을 위해 안티OOO 써클

OO 각 111, 활성비타민 한 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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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위장약은 어떤 제제 을까 궁금합니다.(9월 

14일 오후 2:10)

② 정OO 약사

이OO 약사 예 선생님. 여기는 분업 외 지역이

라서 시메티딘 드렸습니다.(9월 14일 오후 

2:21)

③ 이OO 약사

정OO 약사 감사합니다.(9월 14일 오후 2:23)

④ 류형준 약사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오래된 장명과 설사가 황금 변으로 바뀌었습

니다. 감사합니다.(9월 17일 오전 6:17)

① 류형준 약사 

참 좋은 분이십니다.

인지장애 자폐아를 돌보고 또 도움이 될 만한 

2018년 9월 14일 오전 10:56 

정OO 약사 

#체험사례 

심증0, 60세, 남. (보통 체형) 

배에서 자꾸 꾸루꾸룩 소리가 나며 배가 아프고 묽

은 변에 술을 먹으면 설사해서 병원에 다녔지만 차

도가 없어서 방문하심.

9월 7일 

써클OO 111, 위장약 7일분 드림.

9월 14일

배에서 소리 나는 것이 좋아졌고 배 아픈 것도 좋아

지고 변을 아주 시원하게 굵고 노랗게 보신답니다.

일 주일분 더 드렸습니다.

써클OO 111, 위장약 일 주일분.

2018년 9월 14일 오후 7:36 

강OO 약사 

#체험사례 

김00, 50  후반, 남.

인지장애 자폐아 등을 돌보는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으로 뇌 해부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

얘기 나누다 써클OO 안티OOO에 해 설명하게 

됨. 머리에도 림프관 있다고 설명해 드리고 뇌 활성

화,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거라 설명해 드렸고 

본인도 수긍하심.

천기누설 건강법과 체험 사례집 드림.

며칠 후 방문하셔서 써클OO 11 작은 포장 구매

본인과 아내분이 같이 드실 거라 함.

어깨가 아프고 피로가 심하시다고 함.

5일 후 써클OO 11 큰 포장 구입.

피로도 덜하고 어깨 아픈 것도 호전되어 더 드셔보

겠다고 함.

15일후 써클OO 큰 포장 4개 구매.

어머님께도 드렸는데 손발이 따뜻해지고 몸 컨디

션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센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나눠줬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량 구매를 하셨

답니다.

뇌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중 바이러스가 많은 부분

을 차지할 거라고 설명해 드렸고 안티OOO가 반드

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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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찾고 시도하고 계십니다.

강OO 약사님 곁에는 좋은 분들이 늘어갑니

다. 감사합니다.(9월 17일 오전 6:26)

① 정OO 약사

어메이징합니다.(9월 15일 오전 9:14)

② 송광륜 (주)예스킨

2018년 9월 14일 오후 11:50 

최O 약사

#체험사례 

60  중반, 남.

몇십 년 된 비염을 뿌리 뽑고자 안티OOO 써클OO

에 마음을 열게 되셨음.

사모님 입가 염증과 과민성장증후군 좋아진 거 보

고 꾸준한 권유로 6월부터 정량으로 시작. 

안티OOO 101 써클OO 101.

비염과 목에 왕 점(사마귀 같음)과 그 주변에 검은 

자잘한 지방종이 수도 없이 퍼져 있었고, 얼굴색이 

탁하고 관자놀이 주변 아래턱 주변에도 검은 지방

종 엄청 많음. 이것 또한 바이러스가 원인이니 세포 

치유 중간마다 어떤 변화가 보일 것이라고 설명.

꾸준히 하루도 안 거르고 두 분께서 열심히 복용.

(사모님-체험례 올렸음.)

지금은 당뇨 불안증에서 벗어 남.

(식후 2시간 140~150→최근 87~100)

혈압약(암로디핀 발사르탄 2가지에서 암로디핀 1

정→요즘 0.5로 줄여도 110/70~80)

그리고 3개월째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9월10일

색깔이 죽어 가고 성질나 있던 종들이 시들해져 가

고 왕 점 조각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14일 또 사진을.

더 쫄아 들었어요!! 만지면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놀랄 따름입니다.

즐기시는 술도 안 드시고 안티OOO 써클OO 사랑

해주신 결과입니다.

비염은!! 물론 거의 좋아졌습니다.

바이러스가 한번 꺾이니 사멸에도 가속이 붙는 듯

합니다.♥



제3장 체험사례 001549

저도 사타구니 근처라 보여드릴 수 없는 곳이

긴 하지만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9월 

15일 오전 9:43)

③ 이OO 약사

성질나 있던 종들이 시들해져가고 ㅎㅎ .

굿입니다~~! 표현도 효과도.(9월 15일 오전 

10:05)

④ 박OO 약사

환자의 신뢰를 한 몸에 받으시니 단하십니

다. 매우 기쁘시겠어요.(9월 15일 오후 1:18)

⑤ 김OO 약사

큰 거는 아시클로비어 연고도 발라주시면 효

과 더 빨라지던데요~(9월 15일 오후 3:16)

⑥ 최O 약사

감사해요.♥♥♥♥(9월 15일 오후 5:04)

⑦ 하OO 약사

최O 약사님은 로만 보면 장군님 같아요.

힘이 넘치시는…(9월 15일 오후 5:19)

⑧ 류형준 약사 

세세한 설명과 함께 사진까지 올려주시니 확

실히 공부가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9월 17

일 오전 6:29)

⑨ 이OO 약사

최O 약사 하OO 약사 모두 외유내강형!(9월 

17일 오후 12:08)

① 류형준 약사 

이제 5개월의 복용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치료의 방법이 아닌 치유의 길에서 끝까지 함

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전 10:29)

2018년 9월 15일 오후 3:40 

안OO 약사 

#체험사례 

한0자, 55세, 여. (163cm 57kg)

5월 18일 글.

얼굴이 칙칙하여 맑아지기를 원했던 여성입니다.

5개월간 안티OOO 써클OO 드시면서 피로, 편두통, 

불면, 비염, 구내염, 요통, 석회화건염 등이 좋아졌

습니다. 전신의 건강이 좋아지니 그 결과가 얼굴로 

나타나는가 봅니다. 드디어 얼굴이 맑아졌다고 인

정을 하시네요. 듣던 중 제일 반가운 목입니다.

갱년기 증상도 사라졌고 손톱이 약해 표면이 벗겨

지고 갈라지며 힘없이 휘어졌었는데 지금은 매끈

하고 단단해졌답니다.

초기에 나타난 명현으로 포기했었다면 오늘은 없

었을 것입니다. 절 믿고 따라주신 게 고마울 뿐입니

다. 남편과 딸에게도 먹일 것을 생각 중이랍니다.

안티OOO 11 써클OO 22 한 달.

2018년 9월 16일 오전 7:03 

안OO 약사 

#체험사례

전0비, 42세, 여. (163cm)

만성피로와 구내염을 달고 사는 열혈 엄마. 아이들

을 재워놓고 새벽으로 일하기 때문에 잠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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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잘 낫지 않았던 구내염을 단 이틀 만에 치유하

으니 축하합니다.

치유의 길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님은 

설명을 하고 선택은 환자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전 10:31)

① 이OO 약사

저도 초기에 안티OOO 너무 조심스러워 못 

쓰다가 박OO 약사님 사례를 보고 용기 내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써클OO과 함께 

안티OOO도 편하고 재미있게 이용하고 있답

주기적으로 입안이 심하게 파이는 구내염이 생기

는데, 오라메디를 아무리 발라도 쉽게 낫지 않아서 

더 좋은 약이 있냐고 문의해옴.

안티OOO 111 써클OO 222로 권하고 싶었으나 약의 

양이 너무 많다고 하여 안티OOO 111 써클OO 111로  

이틀 치 줌.

오랫동안 소식이 없어서 서로 잊어버리고 있었는

데 한 달쯤 뒤에 물어보니 구내염이 깨끗하게 완치

되었을뿐더러 약을 먹는 동안 몸이 가뿐해서 너무 

좋았다고 함.

꾸준히 복용하면 재발하는 구내염의 뿌리도 뽑고 

피부도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으나 원체 약 먹는 것

을 좋아하지 않는 데다 매일 챙겨 먹기엔 약의 양이 

너무 많고 일일이 기억하기도 번거롭다고 하심. 

다음번 구내염이 생기면 써클OO 안티OOO를 다시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약을 더 많은 분과 함

께 나누고 싶은데 저의 설득력, 내공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밴드 보고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고 느끼는 하루 습니다.

2018년 9월 17일 오전 10:10 

심OO 약사 

#체험사례 

저는 써클OO가 효과적이라서 써클OO를 주로 많

이 사용하는 편이었습니다. 안티OOO의 명현이 조

금 걱정이 되어서 사용하기에 꺼려졌나 봐요.^^

그런데 안티OOO의 놀라운 효과에 이젠 팬이 될 

것 같네요. 

저희 오빠가 위염으로 20년 정도 고생을 하고 있습

니다. 위염-역류성 식도염-위축성 위염-소화불량

-입 냄새-구역 구토.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시메티

딘 또는 ppi제제만 복용한 것이 벌써 20년째.

그동안 많은 양제와 요법을 추천했지만 효과가 

미미했었는데 아무래도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생각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안티OOO만 222 1주일 

복용하게 하 습니다. 

혹 명현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명현 없이 일 주일 

정도 지나니 제일 고민이었던 입 냄새부터 사라지

네요. 입 냄새 때문에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었는데. 위염은 계속 복용하면서 더 지켜볼 수 

있을 정도로 복약 순응도가 좋습니다.

입 냄새가 나는 환자가 생각보다 많은데 자신 있게 

권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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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안티OOO 짱!!!(9월 17일 오전 11:10)

② 심OO 약사

넵.^^

안티OOO의 명현을 너무 겁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9월 17일 오후 5:53)

③ 류형준 약사 

명현은 겁내서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

하게 인지하고 환자에게 인식시키고 함께 겪

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명현을 겁내서는 앞으로 다가올 치유의 장벽

에 막혀서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전 10:35)

① 류형준 약사 

초기용량을 써클OO 333 이후 써클OO 222 

2018년 9월 17일 오전 11:27 

서OO 약사 

#체험사례 

장수0, 63세, 여. (약국직원 부인)

표 증상:

오른쪽 유방 내의 찌르는 듯한 통증.

머리에 항상 쥐가 나고 식은땀이 흐른다.

발과 손이 뒤틀리고 쥐가 잘 난다.

주요 증상:

발끝까지 땅기고 허리를 펴지 못한다.

방광염이 자주 걸린다.

갈증이 심하다.

귀에 이명이 있다.

기왕 병력: 

척추 신경염, 지방간, 갑상선기능저하, 당뇨.

투약:

4월 23일 

써클OO 333.

5월 15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6월 1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6월 15일 

써클OO 11 안티OOO 11.

7월 3일

써클OO 11 안티OOO 11.

8월 4일

써클OO 11 안티OOO 11.

9월 15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경과 반응:

몸이 가볍다.

방광염이 자주 걸리는데 소변량이 줄고 소변보는 

횟수 감소함.

피부가 매끄럽게 윤이 남.

다리 쥐나는 것 감소.

발가락 통증 감소.

갈증 감소.

피로가 덜 느껴진다.

잠이 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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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OOO 111로 조절한 것은 매운 좋은 방법

입니다. 이후 11이 아닌 111로 2~3개월 유지

한 다음 줄 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전 10:38)

① 류형준 약사 

증상이 많지 않고 심하지 않으니 초기용량을 

11로 시작하 군요. 서OO 약사님의 용량 조

절은 항상 감탄합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전 10:40)

2018년 9월 17일 오전 11:44 

서OO 약사 

#체험사례 

임명0, 34세, 남. (처조카)

표 증상: 만성피로, 어깨 결림.

주요 증상: 깊은 잠 안 옴, 팔다리 아픔.

투약:

6월 29일

써클OO 11 안티OOO 11.

7월 23일

써클OO 11 안티OOO 11.

8월 27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경과 반응:

몸이 가볍게 느껴진다.

직업이 간호사인데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부었는

데 덜 붓는다.

훨씬 덜 피곤하다.

잠이 비교적 쉽게 든다.

2018년 9월 17일 오전 11:54 

서OO 약사 

#체험사례 

정선0, 64세, 여.

표 증상: 만성피로, 무기력.

주요 증상: 

손발에 번열(수족번열감), 어깨 결림, 손발 저림, 

목에 이물감.

기왕 병력: 

유방암(우축), 다발성 골수종 전단계, 백내장

투약:

3월 24일

써클OO 11 안티OOO 11.

4월 3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5월 3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6월 18일 

써클OO 11 안티OO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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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기왕 병력에 유방암, 다발성 골수종 전단계, 

백내장 등이 있는데 써클OO 222 안티OOO 

111로 시작하지 않은 이유가 있겠지요.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전 10:42)

7월 2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8월 1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8월 20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9월 5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경과 반응:

얼굴 혈색이 좋아짐.

훨씬 덜 피곤하다.

잠이 잘 온다.

몸이 가볍다.

두통이 줄어들었다.

2018년 9월 17일 오후 12:32 

서OO 약사 

#체험사례 

김혜0, 67세, 여.

표 증상: 신장투석중이신분.

주요 증상:

Hb8.9

눈이 한쪽 안 보임.

나머지 한쪽 눈은 희미함.

귀가 짜릿하게 아프다.

기운 없다, 허리 아프다.

Alkaliphosphatase182(정상범위40-130).

LDH243(정상범위 100-225).

투약:

4월 12일 

써클OO 11 안티OOO 11.

4월 22일

써클OO 11 안티OOO 11.

5월 1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6월 1일

써클OO 11 안티OOO 11.

6월 22일

써클OO 11 안티OOO 11.

7월 3일

써클OO 11 안티OOO 11.

8월 2일

써클OO 11 안티OOO 11.

9월 1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이외 간장약, 사 잘 되게 하는 약 같이 드림

 

경과 반응:

얼굴색 좋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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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수치의 변화는 없었나요?

신투석 환자의 경우 신투석을 치유할 수는 없

지만 불편한 몸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에는 어

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전 10:43)

① 류형준 약사 

써클OO 222 20일 복용으로 개선된 증상이군

요. 써클OO만의 체험사례도 많은 개선 작용

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전 10:45)

투석하고 나면 축 쳐지는데 힘들지 않음.

잠이 잘 옴.

산책해보면 다리에 힘이 생기고 있음.

2018년 9월 17일 오후 12:42 

서OO 약사 

#체험사례 

이종0, 60세, 남.

표 증상: 

조선족이신 분인데 중국병원에서 뇌에 모세 혈관

이 조금 막혔다 함.

주요 증상:

오른발 저림. 오른발 따가움. 머리가 맑지 못하다. 

가끔 3초 정도 어지럽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온몸이 무겁다. 손발이 차고 저리다.

투약:

9월 10일

써클OO 222.

9월 17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경과 반응: 

오른발 저림이 조금 좋아짐.

오른발 따가운 증상이 좋아짐.

머리가 조금 맑아짐.

몸이 조금 가벼워짐.

2018년 9월 17일 오후 2:34 

최OO 약사 

#체험사례 

양소0, 17세, 여. (170cm 70kg)

기숙사 생활을 하는 여고생인 딸이 여행을 다녀온 

후 무척 피곤해한다고 해서 써클OO 2포씩 3번 드

실 분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엄마가 다시 오

셔서 그때 딸이 써클OO 먹고는 무척 효과가 좋았다

고 엄마에게 사서 보내 달라고 연락이 왔다네요. 

마침 시험 기간이기도 해서 써클OO 소포장 2통을 

달라고 하시네요. 101로 드시고 많이 피곤할 때 202

로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재 감기에 걸린 상태

라고 해서 안티OOO까지 같이 드렸습니다.

사실 요즘 학생들은 과도한 공부량과 스트레스로 

누구보다 피곤하리라 생각되는데 좋은 피드백이 와

서 무척 반가웠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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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약사님들은 힘이 나고 자

신감이 솟아납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전 10:50)

① 류형준 약사 

급하게 처리를 잘 하셨습니다.

써클OO를 222 신 333으로 증량했으면 어

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전 10:51)

① 류형준 약사 

증상이 확실히 가실 때까지 안티OOO 111 써

클OO 222를 유지하고 증상 개선이 확실하게 

확인되면 안티OOO 써클OO 111로, 증상이 

거의 없어지면 101로 용량을 조절하세요.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전 10:53)

2018년 9월 17일 오후 2:41 

최OO 약사 

#체험사례 

27세, 여. (보통 체형)

급작스러운 허리 통증.

단골 분의 따님! 원래 허리가 안 좋았는데 갑자기 

뜨끔하더니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다고 연락

이 왔다고 하면서 단골 분이 급하게 오셨네요. 병원

에 가려고 해도 걸음 자체를 걸을 수가 없다고 해서 

써클OO 222, 낙센 111, 작약 감초탕 111로 하루분을 

드렸습니다.

2일 지나 카톡으로 여쭤보니 1회분 드시고 움직이

게 되어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네요. 나아지고 있

다며 정말 고맙다고 하셔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사

례 습니다.

2018년 9월 17일 오후 2:53 

최OO 약사 

#체험사례 

문순0, 50세, 여. (167cm74kg)

2년 정도 된 손목터널증후군.

손목터널증후군으로 보호 를 사러 오셨길래 써클

OO의 원리에 관해 설명해 드리니 소포장으로 가져

가신 분.

8월 31일 써클OO 222 소포장 1통.

9월 6일

써클OO 222 큰 포장 1통. 

나아지는 게 느껴지신다고 하시네요. 다음 방문 시 

안티OOO 설명 예정입니다.

2018년 9월 17일 오후 5:30 

조OO 약사 

#체험사례 

42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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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프로락틴증

프로락틴 수치가 높아 팔로델 처방받아 옴.

부종, 두통, 기운이 없고 갑상선 저하증, 고콜레스

테롤. 피로하고 앉아서 교육받는 데 집중이 안 되고

종아리가 저녁때 아프고, 지방 소화가 안 된다고.

뇌하수체 검사했는데 이상 없음(25 이하 정상이었

는데 갑자기 180 이상이라 의뢰). 수심이 가득.

써클OO 11 10일분. 

첫날 22 111로 드시라 함.

전반적인 림프순환으로 세포 환경을 개선하고 세

포가 제 기능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자며 책을 주고 

건강법과 저염식, 레몬즙 드시고 각탕법, 호보법해

보시라 함.

오늘 방문.

부종, 두통 가시고 컨디션도 좋다고 함. 

편도선염으로 약복용 안 해도 괜찮다 함.

상열을 막고 열 분산시키고 각탕법을 하니 개운하

다 함.

한 달분 추가함.

※체크포인트

약물로 인해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 문자 확인함.

확인해보니 편도선염에 위장관 조절제로 인하여 

프로락틴 수치가 일시적 상승한 듯하네요.

고맙다 하고 신뢰도 상승. 팔로델과 같이 복용하라 

함. 참고하세요.

원인을 제거하고 필요한 것을 넣어 주면 정상적으

로 될 듯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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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저라면 

첫 달은 써클OO 222 

이후 1개월 써클OO 222 안티OOO 111

이후 2~3개월 써클OO 111 안티OOO 111

이후로는 써클OO 101 안티OOO 101로 진행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전 10:58)

① 류형준 약사 

파킨슨병의 사례는 현재 강OO 약사님이 자료

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파킨슨에도 작용하는지 확인할 

기회인데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전 10:59)

2018년 9월 17일 오후 5:54 

박OO 약사

#체험사례 

062번째 = [써클OO]  

KSD, 78세, 여. (160cm 75kg, 비만)

1) 병명(아픈 곳): 옆구리 타박상.

혼자 사시는데,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짐.

2) 병력과 현재 문제가 되는 증상과 심한 정도:

파킨슨, 심장병, 불면증.

(파킨슨, 심장병으로 팔다리, 머리를 심하게 흔들

고 평소에도 300m 안 되는 거리를 3~4회 쉬어서 

옴.)

3) 이전 복용 중인 약물의 유무와 경과: 

처방 약 다수.

4) 써클OO 안티OOO의 복용과 추가 제품 여부:

9월14일 써클OO 222, 당귀수산 222 각 2일분.

5) 복용 기간과 경과:

9월 17일 오늘 오셨는데 깜짝 놀람. 걷는 게 사뿐

(?). 속도 평소의 2배. 팔다리, 머리 흔드는 것도 

절반 정도(?). 옆구리타박상 거의 안 아픔. 체중도 

줄어 보임.

6) 기타 (보충 설명):

- 오래된 파킨슨인데 2일 복용으로 몸이 가볍게 

보임이 신기함.

- 이 기회에 연속으로 복용해 보시라니까 파스만 

가져가시면서 며느리에게 생활비 받아야 한다함.

2018년 9월 17일 오후 8:00 

안OO 약사 

#체험사례 

71세, 여. 

6월 18일 글.

안티OOO 11 써클OO 22로 4개월 복용하며 많은 

부증상들의 호전은 있었지만 정작 주호소증인 허

리 통증은 차도의 기미가 안 보여 초조해했는데 오

늘에서야 변화의 조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 느꼈던 요통이 컨디션 좋을 때에는 1주일간 

전혀 느끼지 못한 경우가 처음으로 있었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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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약사님입니다.

안OO 약사님의 치유의 길에는 많은 동행과 

함께 하시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전 11:01)

① 류형준 약사 

그래도 불편한 증상을 많이 개선하 으니 축

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전 11:04)

로 인해 팔다리 저림도 덜하고, 물론 무리하면 예전

의 통증은 나타났지만 지속하는 시간이 줄었다 합

니다. 이러한 고무적인 증상 변화의 싸이클이 이제

부터는 더 자주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재래식 화장실 비우는 날에도 그 냄새를 

맡을 수 없었는데 요즘엔 냄새를 느낀다며 몸의 다

른 변화에도 만족해합니다. 

저는 같은 용량으로 더 드시길 원했지만 본인은 노

인 일자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경제적으로 부담

이 된다고 하시기에 안티OOO 11 써클OO 21, 케어

본플러스 한 달분. 각탕법은 스스로 잘 실천하고 

계시네요.

2018년 9월 18일 오전 10:04 

김OO 약사 

#체험사례

김 0, 만 54세, 여. (160cm 65kg)

혈압약 복용.

눈 가려움이 특히 심함. 항상 부종, 얼굴 피부 염증, 

편도선 비 , 알레르기비염.

7월 6일

안티OOO 111 써클OO 111 각 60포 복용 권유.

7월 12일

전화 통화. 눈 가려움이 특히 심했는데 많이 좋아지

심. 피곤함 없음.

8월 1일

다 드셨는데 안 오셔서 전화통화.

효과는 정말 좋은데 형편이 안 좋으시다 함.

9월 12일

병원 처방받아 내국. 본인이 먹어보고 효과 있어 

지인에게 소개했다 하셔서 성함을 물으니 조두0님. 

이분도 구매해 가셨음.

본인은 겨울에 다시 복용 계획이라고 하심.

2018년 9월 18일 오전 10:26 

김OO 약사 

#체험사례

장세0, 만 53세, 남. (178cm 72kg)

질문지 해당 사항 없으며 오로지 오십견과 어깨허

리 무릎 통증.

2011년부터 2018년 7월 5일까지 일주일마다 외과 

처방전 받아 몇 년을 한결같이 오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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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제부터 시작이군요. 치유의 길을 끝까지 완

주하도록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전 11:05)

① 류형준 약사 

스푼형 손톱까지 세포 환경 정상화는 끝이 없

7월 5일

써클OO 111 20포 복용 시작.

7월 17일

써클OO 111 60포. 

8월 1일

전화 통화. 오십견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 함.

8월 31일

이번에는 허리 통증으로 처방받아 내국.

오래된 염증과 바이러스로 반복 현상이 나타나니 

안티OOO 같이 복용하자 권유.

안티OOO 111 써클OO 111 각 60포 재구매.

2018년 9월 18일 오후 2:49 

박OO 약사

#체험사례 

063번째 = [써클OO]+[안티OOO] 

CUP, 68세, 男. (164cm 58kg)

1) 병명(아픈 곳): spoon형 엄지손톱 (약 2년).

2) 병력과 현재 문제가 되는 증상과 심한 정도:

- 027번째 기록: 야간뇨 효과-계속 좋아져 지금은 

1번보다 0번이 많음.

- 042번째 기록: 다리 virus 포진-현재 재발 없음.

--------------------------

<사진상으론 구별이 어려워 노란 표시를 함.>

3) 써클OO 안티OOO의 복용과 추가 제품 여부:

위의 기록처럼 2018년 5월부터 [써클OO]+[안티

OOO] 1포씩 bid-계속 복용 중.

4) 복용 기간과 경과 =

연속 복용하고 있으니 손톱은 생각하지도 않았었

는데 최근에 보니 우측 손톱은 정상, 좌측 손톱은 

90% 회복.

5) 기타(보충 설명):

- 다시 원위치하지 않도록 계속 복용 중입니다.

- 손톱 색깔은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시

간이 걸리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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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전 11:17)

① 류형준 약사 

이제 급한 증상을 잡았으니 치유의 길을 완주

하도록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전 11:20)

2018년 9월 19일 오전 10:43 

정OO 약사 

#체험사례

문창0, 50세, 여.

협착증.

허리 디스크 협착증으로 병원 약 드셔도 효과 없으

심. 다리가 저려서 병원에 가니 발목 인 가 늘어났

다고 함. 역시 병원 약 드셔도 변화 없으심.

9월 16일

직원분이 드림. (제가 볼일이 있어서요)

써클OO 333/2일분.

9월 18일

써클OO 333/2일분.

9월 19일

써클OO 333/2일분. 병원 약 먹고 변화가 없었는데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 저린 것도 많이 좋아지셨다

고 합니다.

2018년 9월 19일 오전 11:37 

정OO 약사 

#체험사례

이혜0, 64세, 여. (보통 체형) 

밤에 발이 저림.

저녁마다 발이 저리고 따끔거려서 잠을 제 로 못 

자고, 비골 옆쪽으로 통증이 있음. 몇 년 되셨다고 

합니다. 미용 일을 하셔서 매우 고통스럽다고 하십

니다.

8월 31일

써클OO 111 당귀수산 111.

9월 19일

써클OO를 2포씩 드셔서 써클OO만 재주문.

저녁마다 있었던 발 저림이 없어져서 잠을 잘 자니 

너무 좋으시다고 합니다. 따끔거리는 것도 없어졌

고요. 비골 쪽 통증도 없어지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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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오래된 증상처럼 보입니다.

차후로 안티OOO와의 병용은 당연하겠지요.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전 11:21)

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의 복용 기간은 건강 상태나 환경적

인 요인으로 잘 늘어나니 6개월로 정하기보다

는 6~8개월이라고 여유분을 주는 것이 좋습

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전 11:23)

계속 복용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빨리 좋아지시는 분들 때문에 힘이 납니다.

2018년 9월 19일 오전 11:46 

김OO 약사 

#체험사례

백미0, 만 51세, 여. (160cm 65kg)

혈압, 당뇨, 무릎관절염약 복용.

8월 3일

안티OOO 111 써클OO 111 각 60포 복용.

8월 10일

복용 확인 차 전화.

이틀을 결근할 정도로 발목이 아팠다 해서 명현 반

응으로 아픈 곳이 더 아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써클

OO 용량을 2로 변경.

8월 28일

다 드신 후 오셔서 설문지 체크.

부종, 피곤함, 손발이 차고 저림 증상이 많이 호전.

특히 수시로 눈과 입에 나던 염증이 한 번도 안 나타

났다 하심.

8월 28일

안티OOO 써클OO 각 60포 재구매.

혈압, 당뇨도 치유가 어렵지 않으니 6개월 드시자 

권유하니 그러자고 하십니다.

2018년 9월 19일 오후 12:23 

노OO 약사 

#체험사례 

1. 감방0, 61세, 여.

식물성 여성호르몬 복용.

어깨근육통, 하지정맥, 만성피로.

5월 21일

써클OO 101 한 달.

어깨근육통, 하지정맥, 만성피로 거의 소실.

6월 17일

써클OO 101 한 달.

7월 10일

써클OO 101 한 달.

8월

한 달 쉬고 만성피로가 다시 몰려와서 

써클OO 101 한 달 재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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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와 써클OO를 증상 개선용 치료제처

럼 활용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1번 환자의 경우 안티OOO의 병용이 필수라

고 생각됩니다.

2번 환자의 경우 지속적인 복용을 안내할 필

요가 있습니다.

3, 4번 환자의 경우 단순한 증상 개선이 아닌 

장기적인 치유의 길로 안내해서 잇몸 염증을 

완전히 개선하는 길로 안내하는 것은 어떤가

요? 설명은 약사님 몫이고 선택은 환자 몫입니

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전 11:29)

써클OO로 한번 맺은 인연은 끊을 수 없나 봅니다.

2. 전준0, 16세, 남.

프로폴리스 복용 중.

어머니와의 안티OOO 써클OO 인연으로 아들의 아

토피도 안티OOO 써클OO 시작.

7월 24일

안티OOO 101 써클OO 202.  

8월 13일

안티OOO 101 써클OO 202.

9월 7일

안티OOO 101 써클OO 202.

열이 많은 체질이라 학교 체육 활동 후 아토피가 

심해져도 컨디션은 오히려 좋아지고 열도 줄어 집

중력 향상되어 공부에 매진 중.

3. 60 , 남.

잇몸 부종. 이전에 동일한 증상으로 안티OOO 111 

써클OO 222 3일 먹고 부기 가라앉은 인연으로 다

시 방문함. 

안티OOO 111 써클OO 222 2일분.

너무 심하게 부어서 차도가 없음. 

써클OO 222, 액상형 크록신 222 1일분.

부기 바로 빠짐.

4. 이정0, 50 , 남.

치주염. 임플란트 하려 하는데 어금니가 붓고 아파

서 방문함. 

써클OO 222, 액상형 크록신 222 5회분.

증상 가라앉고 추가로 10회분 더 가져감. 

아내도 증상 비슷해서 공유함. 

2018년 9월 19일 오후 12:47 

김OO 약사 

#체험사례

윤성0, 만 62세, 여. 

혈압, 콜레스테롤, 방광염약 복용 중.

입 염증 반복, 편도선비 , 기관지염, 천식, 손발 

저림.

8월 10일

안티OOO 111 써클OO 111 각 60포 복용 권유.

9월 4일

약국 방문. 하루 한 번만 드셨다는데 위 기술한 증

상에 많은 호전이 있다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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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의 최소 복용량은 1일 2포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전 11:30)

① 류형준 약사 

증상 개선은 치유의 길에 받는 훈장 같은 것입

니다. 증상 개선이 완치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전 11:35)

최소 복용량이 하루 2번임을 강조함.

9월 4일

안티OOO 써클OO 각 60포 재구매.

약 효과가 좋아서 지인들에게 소개해 주시겠답니

다.

2018년 9월 19일 오후 7:08 

정OO 약사 

#체험사례 

김춘0, 65세, 남. (보통 체형)

만성 코 염증.

코 염증으로 코딱지가 계속 생기고 콧속이 가려움.

이 증상이 몇 년 되셨다고 하심.

병원 약은 먹을 때만 좋아짐.

3월 12일

써클OO 11 안티OOO 11 10일분.

3월 23일

써클OO 11 안티OOO 11 10일분.

4월 2일

써클OO 11 안티OOO 11 10일분.

4월 16일

써클OO 11 안티OOO 11/10일분.

9월 19일

오늘은 비염 증세로 오셔서 어떠시냐고 여쭤보니 

지금은 다 나았다고 하십니다. 몇 년 된 것인데 그

것 먹고 다 나았다고 하십니다. 다음에 또 재발하면 

꼭 6개월 이상 드시자고 했습니다.

2018년 9월 20일 오전 12:07 

안OO 약사 

#체험사례 

70 , 여. 

당뇨, 혈압약.

당뇨약 복용을 꺼리다 결국은 발가락 2개를 절단 

후 늦게나마 철저히 몸을 관리 중인 여성.

이번엔 한 달 전에 발바닥에 염증이 생겨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잘 낫지 않아 방문했

습니다. 진물이 배어 나와 양말이 젖을 정도더군요.

단순히 항생제 치료로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

고 면역력, 조직재생원리 설명해 드리며 안티OOO 

11 써클OO 11/3일. 

용법 착각하시고 하루 한 번 들고 방문. 진물이 잦

아들어 재구매하러 오심.

이전의 불행을 반복하지 않게 하려고 원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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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당뇨 합병증에 의한 발의 염증으로 이미 발가

락을 절단한 경험이 있고 다시 발바닥에 염증

이 생겨 한 달 넘는 병원 치료에도 안 낫는 

상황에서 안티OOO 써클OO 11은 많이 부족

한 용량입니다. 진물이 다 마를 때까지 안티

OOO 111과 써클OO 222는 어떨까 생각합니

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전 11:40)

① 류형준 약사 

재미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종에서 약국을 하시는 약사님에게 전해 들

은 이야기입니다.

전신 골관절염으로 마약성 진통제 이외에는 

통증 제어가 안 되고 통증이 올 때는 너무 아파

서 정신이 몽롱해지고 기절을 하곤 하는 환자

인데 분당 00병원에 10년간 돌봐 주시는 주치

의가 있다고 합니다.

약사님의 호의로 써클OO를 333으로 복용 중 

통증이 와서 기절하여 분당 00병원을 찾았습

니다. 10년간 돌봐주신 주치의이기에 써클

OO 봉투를 보여주며 이 제품을 약사님이 권

해주셔서 333으로 먹었더니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은데 먹어도 되냐고 물었더니 담당 주치

의가 본인과 와이프랑 같이 먹는데 좋으니 먹

어도 된다고 하 답니다.

그리고 천명이 너무 심해서 말을 하지 못할 

정도 는데 안티OOO 써클OO 333으로 2주

간 복용 후 천명이 없어져서 다시 담당 주치의

에게 말했더니 본인이 어릴 때부터 천식이 있

었는데 좋아졌다고 하더랍니다.

멀지 않은 시기에 안OO 약사님의 환자분이 

겪는 불필요한 상황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

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전 11:56)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엔 발가락이지만 이번엔 발

목입니다. 바른 용법 준수 부탁드리고 단순한 발의 

염증 치료보다 전신 치유를 위한 일 년의 기간 말씀

드리고 같은 용량으로 10일분.

2018년 9월 20일 오후 12:21 

안OO 약사 

#체험사례 

이0아, 59세, 여. (162cm 65kg)

혈압약, 수면제, 위장약, 간장약.

평소 공황장애로 신경과 약을 먹고 잠을 청하고 있

지만 3시간. 잠이 부족해서인지 어느 날부터 심한 

현훈으로 운전도 못 할 지경. 평소 다니던 두 담당

의에게 처방을 받아봤지만 허사.

우선 써클OO 222/1일 드리니 뭔가 조금 다르다 하

여 동량으로 10일분.

오늘 차까지 몰고 오셔서는 90%가 사라졌다며 기

뻐합니다. 어지럽지 않으니 뒷머리도 가볍고 땀도 

덜 난다며 다시 써클OO를 달라고 하시네요.

전반적인 건강 회복을 위해 안티OOO를 소개하며 

써클OO와 함께 1년 장복을 권하니 담당의들의 평

소 만류에 주저. 잠시 생각 끝에 시작해 보겠답니

다. 써클OO의 강력한 임팩트에 제 쪽으로 맘이 기

울어졌나 봅니다.

안티OOO 써클OO 111/20일분 갖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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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OO 약사

에고. 얕은 수작은 제발 그만 두십시오. 제발! 

다른 약사들 얼굴 먹칠하지 말고. ㅉㅉ(9월 

20일 오후 12:47)

② 박OO 약사

저도 설명 자세히 해주고 나니 깎아달라고 해

서 안 된다 했더니 다음번에 약국 오면서 보란 

듯이 써클OO 쇼핑백을 들고 오더라고요. ~ㅠ 

(9월 20일 오후 1:17)

③ 류형준 약사 

이런 일은 처음부터 없어야 합니다.

어느 약국인지 확인해서 알려 주시면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전 11:58)

2018년 9월 20일 오후 12:40 

노OO 약사 

#체험사례 

1. 차화0, 64세, 여. 

3월 2일

어깨 근육파열로 일주일 안티OOO 써클OO 드시고 

병원에서 다 나았다고 판정하신 분.

이걸 계기로 아프시면 그 약 달라고 하십니다.

안티OOO 111 써클OO 222/3일분. 

당연히 팔 근육통 사라지셨고 어깨는 지금까지도 

참 신기하시답니다.

2. 오창0, 53세, 남.

주증상: 백태, 간열.  

부증상: 탈모, 만성피로. 

안티OOO 써클OO 정량으로 6개월 차.  

불을 다루는 직업이라 항시 열과 접촉해서인지 열

이 많음. 

주증상은 많이 소실됨.

6개월 접어들면서 탈모 증상이 많이 개선됨.

※ 저희 약국에서 만성 방광염 때문에 안티OOO 

써클OO 가져가신 분과 통화하면서 이분이 타 약국

을 방문하면서 써클OO 드시는 분과 얘기하면서 자

기는 단골이라 한 통 38000원에 가져간다면서 여

기서 사드시라고 권유했다 합니다. 차라리 한 포를 

선물로 드리던지 가격은 지켜주세요. 

2018년 9월 20일 오후 1:38 

김OO 약사 

#체험사례

임재0, 만 69세, 남. (165cm 58kg)

혈압, 당뇨, 관절염약 복용.

특히 눈 염증이 자주 생김. 관절 통증, 멍이 잘 듦.

특별하게 안티OOO 써클OO에 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권유하니 쾌히 받아들이셔서 약간 어리

둥절하게 시작.

8월 21일

안티OOO 111 써클OO 111 각 60포 복용 권유.

9월 4일

다시 방문하셔서 재구매.

복용하시는 동안 관절 통증 사라지고 눈에 염증이 

안 생김. 특히 혈당이 안정되었다 하시면서 무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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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좋은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쌓이면 그것이 실력이 되고 신

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후 12:00)

① 류형준 약사 

설명은 약사님 몫이고 선택은 환자 몫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후 12:10)

① 류형준 약사 

이번 기회에 치유의 길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

어 잠시의 휴전이 아닌 완전한 승리가 되었으

면 합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후 12:12)

좋아하십니다.

안티OOO 써클OO 각 60포 재구매. 

9월 19일

추석 연휴라고 문자 안내하니 미리 사러 오심.

이번에는 여동생도 함께 오셔서 여동생에게 안티

OOO 써클OO 각 60포 선물하심.

여동생분께 “너무 좋으신 오라버니를 두셨네요.” 

하니 방긋 웃으십니다.

2018년 9월 21일 오전 10:52 

김OO 약사 

#체험사례

김동0, 만 51세, 남. (160cm 60kg)

임플란트 시술 환자.

9월 14일

임플란트 시술 후 오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의사에게 처방전 약보다 더 세

게 지어달라고 하셨는데 의사가 더는 세게 할 수 

없다고 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써클OO 권유. 써클

OO 222 20포 복용.

9월 20일

치과 처방전 들고 환하게 웃고 들어오심.

그날 저녁에는 잘 모르겠더니 그다음 날 되니 그 

심한 통증이 가라앉더랍니다.

임플란트가 안정되게 자리 잡게 계속 복용하시라

고 권유 드렸는데 알겠다고만 하시고 가십니다.

2018년 9월 21일 오전 11:47 

최OO 약사 

#체험사례 

모 0, 78세, 여. (퉁퉁하심)

까스활명수를 자주 사서 드시고, 위장약 처방도 자

주 받으심.

9월 초에 장염이 와서 처방 약을 5일 정도 먹어도 

잘 안 가라앉는다고 호소하셔서 안티OOO와 써클

OO 각각 111로 2일분 드리면서 속도 편해지실 거라

고 말씀드렸는데 2일 후 오셔서 그 약 정말 좋더라

고 칭찬을 하시네요. 워낙 불평도 많으시고, 칭찬에 

인색했던 분이라 무척 기분 좋고 뿌듯했습니다.

꾸준히 드시면 만성 위장병도 좋아지실 거라 말씀

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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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바이러스는 상

존합니다. 차후로 안티OOO와의 병용도 고려

하심이…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후 12:15)
① 류형준 약사 

이번에는 의사가 우군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후 12:15)

2018년 9월 21일 오후 2:58 

노OO 약사 

#체험사례 

임길0, 33세, 남.

엑스포지10 / 160 복용.

편두통, 안압 상승, 만성피로. 

써클OO 111 3일.

편두통 많이 감소하고 머리가 가벼워짐.

안압 감소.

만성피로가 풀리는 듯 몸이 가볍다.

써클OO 소포장 가져가며 계속 복용하신다 함.

추후 혈압 감소도 예상된다 말씀드림. 

2018년 9월 21일 오후 3:43 

김OO 약사 

#체험사례

이임0, 만 84세, 여. (150cm 60kg)

관절염약 복용.

수년째 관절염약 타러 오시는 분.

9월 13일

손에 깁스하고 오셨길래 여쭈니 손가락 골절이랍

니다. 뼈가 잘 붙도록 염증을 빨리 제거하자 써클

OO 권유.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더니 써클OO 20포  

101 복용 구매하시며 효과 없으면 반품하신답니다.

9월 17일

처방전 가지고 오심, 경과를 여쭈니 따님이 써클

OO를 보시더니 아무것도 아닌 식품이라고 해서 먹

다가 안 먹었답니다. 순간 분노 게이지 상승했지만 

이내 이성을 되찾고 따님이 먹어보지도 않고 어떻

게 아느냐며 꼭 드시라고 신신당부. 일단 알았다 

하십니다. 

9월 20일

병원 들러 약국 오심. 들어오시면서 눈은 써클OO

에. 병원 의사 왈 “할머니! 뼈가 잘 붙도록 기도를 

많이 하신 모양이네요? 뼈가 너무 잘 붙었습니

다.”

순한 양이 되셔서 또 먹어야 하느냐고 묻길래 한 

번 더 드시면 깨끗하게 나으실 거라 말씀드리고 써

클OO 20포 소포장 드림.

2018년 9월 21일 오후 5:28 

서OO 약사 

#체험사례 

김태0, 33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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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인  염증에도 림프순환은 효과가 있습니다.

만성이면 안티OOO와 병용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후 12:16)

① 류형준 약사 

숙면에 관한 개선사례가 있을 때마다 항상 신

기합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후 12:19)

9월 18일

손목 인 가 늘어나서 진통제주세요 한다.

진통 소염제와 써클OO 222/2일분 드렸음.

9월 21일 

오늘 오셔서 효과 아주 좋았다고 하십니다.

2018년 9월 21일 오후 5:31 

서OO 약사 

#체험사례 

박상0, 51세, 남.

표 증상: 만성피로.

주요 증상: 

변비, 아침에 무기력함, 깊은 잠이 안 옴.

투약:

3월 2일

써클OO 11 안티OOO 11.

5월 1일

써클OO 11 안티OOO 11.

5월 31일

써클OO 11 안티OOO 11.

6월 28일

써클OO 11 안티OOO 11.

8월 1일

써클OO 11 안티OOO 11.

8월 31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경과 반응:

주위 분들이 얼굴 맑아졌다 함.

깊은 잠이 온다.

훨씬 덜 피곤하다.

정신이 맑아졌다.

2018년 9월 22일 오후 2:27 

조OO 약사 

#체험사례 

30  후반, 여.

나팔관 조 술 후 통증.

조 술 후에 통증이 가시지 않아 독시, 폰탈 등 처

방받아 오심. 써클OO 11 같이 복용하시라 함.

오늘 오셔서 통증도 거의 없어지고 편하다고 함.

10일분 추가. 



제3장 체험사례 001569

① 류형준 약사 

이런 경우라면 써클OO 222나 333으로 며칠

이면 끝날 증상인데 오래 먹일 필요가 있을까

요? 매번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후 12:24)

① 류형준 약사 

믿고 보는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후 12:25)

순환이 안 된다고 설명. 조 제의 투입으로 점막이

나 관이 부어 있어 통증 유발. 자궁, 난소의 근육이

나 인  세포 환경을 개선하고 림프순환을 강조. 

저염식하고 손발을 따뜻하게 하라고 함.

2018년 9월 22일 오후 4:01 

박OO 약사

#체험사례 

064번째 = [써클OO]+[안티OOO]  

KOR, 58세, 女. (158cm 53kg) 

단골 (남편과 식당 운 . 주방 담당으로 늘 피로를 

달고 있음)

1) 병명(아픈 곳): 숙면 부족, 빈뇨, 급박뇨.

- 발톱 무좀(?). 두껍지 않고, 색깔 어둡고, 세로줄 

약간. 피부과 검사(긁어 검사) 조갑진균 처방. 

(필자 판단엔 과로, 피로, 양 부족으로 보임)

2) 병력과 현재 문제가 되는 증상과 심한 정도:

방광염 자주 재발, 피로, 요통 등.

(만성 방광염도 필자 생각엔 과로, 허약에 의한 방

광괄약근 문제로 보임)

3) 이전 복용 중인 약물의 유무와 경과:

노니, 양배추+우유, 생강차 등등.

4) 써클OO 안티OOO의 복용과 추가 제품 여부:

8월 30일 써클OO 안티OOO 각 60포 (1포씩 bid) 

(꿀 레몬차 2개).

5) 복용 기간과 경과:

- 발톱이 검어지는 문제로 상담하 으나…

- 잠 잘 든다. (새벽에 깨면 빨리 안 들 때도 있다.)

- 만성 방광염 (빈뇨, 급박뇨가 많이 완해 되었다.)

- 아직 며칠 분 남았으나 추석 동안 구입 못 할까 

봐 서둘러 찾아옴.

- 9월 22일 써클OO 안티OOO 각 60포 (1포씩 bid) 

(꿀 레몬차 5개)

6) 기타(보충 설명):

장기적으론 피로, 요통, 견통 등도 개선될 것으로 

기 하고 복용 중임.

2018년 9월 22일 오후 4:34 

박OO 약사

#체험사례 

065번째 = [써클OO]+[안티OOO] 

HYD, 65세, 男. (180cm 75kg)

1) 병명(아픈 곳): 10년 이상 위와 장이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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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기호 식품을 보니 과도한 이담 건위 작용이 

만성장염에 많은 향을 준 것으로 생각됩니

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후 12:29)

만성위염 + 만성장염 = 다른 곳 건강(?)

2) 병력과 현재 문제가 되는 증상과 심한 정도:

- 새벽 4시 기상 운동함. 다른 질병 없고, 건강 검진 

깨끗. 본인 건강하다고 생각.

- 만성 장염 (과민성, 신경성= 연변 3~4회/일. 

이급후중)

- 한 달에 절반은 장 불편 = 정로환 상용 + 양배추, 

브로콜리 주스, 생강차

3) 이전 복용 중인 약물의 유무와 경과:

- 위염 처방 약 = 예전 약 (H2 가나칸 아루사루민 

그란닥신)

- 최근 처방전 = (설프라이드+메디락에스)

4) 써클OO 안티OOO의 복용과 추가 제품 여부:

8월 18일 써클OO 안티OOO 각 60포 (각 1포씩 bid) 

(꿀 레몬차 2개)

5) 복용 기간과 경과:

호전 현상 = 변 1~2회, 장 편하고 위장 편함.

6) 기타(보충 설명):

- 기호품 금지 (커피 5잔/일. 생마늘 즐김. 젓갈 

즐김. 술은 간혹).

- 9월 22일 써클OO 안티OOO 각 60포 (각 1포씩 

bid).

2018년 9월 22일 오후 5:22 

이OO 약사 

#체험사례

손00, 75세, 여. 

류머티즘 관절염.

어제 반가운 손님이 약국에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

오셨습니다. 지난 6월 말에 필리핀 가실 때는 안색

이 거무튀튀하시고 표정이 그리 밝지 않으셨는데 

몸 상태가 많이 편해 보 습니다.

학 병원에서 2년 전부터 류머티즘 진단받고

조피린장용정 - 1 2 30

큐란정150 미리 - 1 2 30

소론도 - 1 1 30

쎄레브렉스 - 1 1 30

할록신200미리 - 1 1 30

디카맥스 - 1 1 30 

복용 중이신데 너무 아파 소론도를 1일 4정으로 임

의 로 복용해도 아픔. (필리핀에선 구매 가능)

써클OO 안티OOO 제품에 관해 설명해 드리고 천

기누설 책도 드렸는데 한 번 드셔보시겠다고 하심.

6월 8일

써클OO 소 2통 6#3

안티OOO 소 1통 3#3 12만 원.

6월 11일

통증이 더 심하다고 호소. 명현 반응이 심하게 오는 

거로 알고 계심. 

안티OOO 빼고 써클OO 3개씩 3회 드시라 함.

(오히려 약 분량이 많아 보여 각 111로 드셨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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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렇게 어려운 환자를 산 넘고 물 건너 치유의 

길로 인도하면 약사님은 이미 명약사가 되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후 12:32)

① 류형준 약사 

명절 전인데 행복하시겠네요.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후 12:35)

6월 14일

333으로 드시게 써클OO 大 1박스 12만 원.

통증은 계속 호소.

6월 29일

오늘 오신 거 보니 제 분량을 못 드신듯함.

필리핀 가시는 날.

써클OO 4박스 안티OOO 1통 가져가심.

(카톡으로 계속 화)

통증이 왜 나아지질 않느냐?

명현 반응은 언제까지 가냐?

무릎 다리 부종은 언제 빠지냐?

이걸 너무 먹으니 입맛도 없다. 하시면서 어르신 

마음 로 안티OOO 1 써클OO 2로 복용하시고 계셨

습니다.

7월 20일

더 보내드림.

써클OO 소 7통, 안티OOO 소 4통, 우루사 100미리.

그 후 9월 초. 류 약사님께서 직접 손 여사님의 질문

에 답글을 해주신 후부턴 용량을 써클OO만 333으

로 3개월 복용키로 하셨습니다.

어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사고로 수술 

2번, 담낭 제거술을 했으니 본인 몸에 노폐물이 많

고 온통 몸이 망가져 있으니 빨리 좋아질 수는 없는 

줄 안다고 하신다.

이제 조금 몸이 편해지는 걸 느끼니 계속 2년 먹어 

뿌리 뽑아 보시겠다고 환하게 웃으신다. 

빠른 호전 기 하면서 계속 도와 드릴 겁니다.

2018년 9월 22일 오후 8:56 

이OO 약사 

#체험사례 

7월 31일 체험사례 올린 47세 만성 위염 환자분이 

오늘 3번째 안티OOO 써클OO 정량으로 구입해 가

셨습니다.

오늘 오셔서 체험례를 말씀해 주시고 가셨는데 솔

직히 전엔 본인의 밥 양이 거의 양푼 수준으로 먹었

는데 지금은 공깃밥 수준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엔 괜히 짜증이 많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

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십니다.

또 복용 후로 변을 잘 보게 되어 배가 많이 들어갔다

고 하십니다.  

오늘도 용돈 다 날아간다고 하시면서 흔쾌히 재구

매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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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증상의 변화도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더욱 도

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후 12:37)

① 류형준 약사 

처음부터 써클OO 333으로 복용했으면 일주

일씩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후 12:38)

2018년 9월 22일 오후 9:56 

김OO 약사 

#체험사례 

김0선, 1968년생, 남.

코스카정, 코디핀정 6mg, 페브릭정 40mg 복용 중.

2018년 2월부터 써클OO와 안티OOO 기본 복용.

지난 8월 이후에는 코디핀정 6mg에서 코디핀정 

4mg으로 낮춘 처방 받아옴.

2018년 9월 22일 오후 10:05 

김OO 약사 

#체험사례 

60세, 여. (본인)

발목을 삐어서 응급실에서 진통제를 맞은 부작용

인 듯 얼굴도 붓고 오히려 다치지 않은 종아리부터 

발목까지 부종이 심해서 누르면 얼른 자국이 없어

지지 않았다. 어쩌다 보니 일주일이 지났다.

써클OO를 333 2일 복용. 옥수수수염이 있어서 차

로 끓여서 같이 복용 하고 부종이 완전히 사라짐.

2018년 9월 26일 오후 1:05 

이OO 약사 

#체험사례  

20세, 남. (조카)

한두 달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나 요새 똥이 잘 안 나와 힘들어. 약국에서 

뭐 사 먹으면 돼?”

변비가 심하냐고 물으니 자기는 거의 매일 변을 보

는데 요새 그게 안 되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가 나오는 거 같다고 합니다. 그럼 엄마한테 써클

OO 달라고 해서 1포씩 아침저녁으로 먹고 가루

음식, 찬물, 찬 음식, 맵고 자극적인 음식 먹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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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림프순환촉진이 장의 기능을 정상화하여 

장 운동을 적절하게 도와줍니다.

감사합니다.(9월 27일 오후 7:06)

① 류형준 약사 

때로는 써클OO로만, 때로는 안티OOO로만, 

혹은 장기 복용으로 아니면 단기 복용으로 치

유의 길로 가는 다양한 모습을 알려주셨습니

다. 감사합니다.(9월 27일 오후 7:16)

고 했습니다.

이번 추석 때 만났는데 이모 써클OO 짱이야 똥이 

잘 나와 그러면서 티셔츠를 들쳐 보이며 배도 들어

갔어, 그러네요. 여동생 왈 전에는 그만큼 써클OO 

좋으니까 먹으라고 해도 시큰둥하더니 요새는  아

무 말 안 해도 알아서 먹고 기숙사 들어갈 때도 작은 

통 1통씩 챙겨 간다네요.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행이네요.^^

2018년 9월 26일 오후 4:30 

강OO 약사 

#체험사례 

1. 87세, 여.

넘어져서 이마와 콧잔등에 상처와 멍이 들어오심.

추석이라 자녀들 추석에 오면 걱정한다고 할아버

지께 멍 빠지는 약 달라고 오심.

써클OO 111/2일분.

이틀 후 거의 다 나으셨다고 이틀 정도 더 드시면 

될 거 같다고 재구매. 

멍 빼는 덴 써클OO가 짱입니다.

2. 고00, 61세, 여.

여름 내내 무리하셔서(시장에서 장사하심) 면역력

이 떨어지셨는지 어깨 주변이 너무 아프고 상포

진 의심되는 발진 보임. 추석 때라 병원도 못 가신

다 해서 일단 안티OOO 333, 소염진통제 1일분.

한 번 드시고도 통증 많이 완화되고 좋아지셨다고 

당분간 꾸준히 드셔보시겠다고 하십니다. 

안티OOO 소포장 재구매.

상포진 초기에도 안티OOO입니다.

3. 최00, 60세, 남.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손이 

저리신 분에게 안티OOO 11 써클OO 11.  

3개월째 복용 중 발바닥 화끈거리는 게 없어지시고 

당뇨 수치도 좋아지셨답니다.

4. 조00, 60 , 여.

허리 수술, 무릎 수술. 

수술 후유증으로 온몸 근육이 아프고 늘 피곤하다 

하셔서 안티OOO 써클OO 치유 프로그램 설명 후 

일단 써클OO 11 소포장.

10일 후 근육통도 완화됐지만 멈추지 않던 설사가 

멎고 소화도 잘되신답니다.

오늘 써클OO 소포장 재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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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6일 오후 5:35 

박OO 약사

#체험사례 

066번째 = [써클OO]+[안티OOO]

CUP, 68세, 男. (164cm 58kg)

1) 병명(아픈 곳): 눈알 따끔 찌름 (약 10여 년).

- 처음엔 1년에 한두 번 세월가면서 한 달에 1~2회.

- 눈알에 가시가 찌른 듯 뜨악하게 따끔함 (눈알 

누르며 20~30초 기다리면 회복)

- 2018년 5월경 밝은세상안과(?) 정 검사. 

의사 “아무 이상 없습니다.”

환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의사 “피로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환자 “???????” 

의심스럽지만..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2) 병력과 현재 문제가 되는 증상과 심한 정도:

- 027번째 기록-야간뇨 효과-계속 좋아져 지금은 

1번보다 0번이 많음

- 042번째 기록-다리 virus 포진-현재 재발 없음.

- 063번째 기록-spoon형 엄지손톱-90% 개선이 

진행된 상황.

------(이상 체험사례 보고된 내용 )-------

3) 써클OO 안티OOO의 복용과 추가 제품 여부:

2018년 5월부터 [써클OO]+[안티OOO] 1포씩 tid 

→bid (계속 복용 중)

4) 복용 기간과 경과:

- 027번째(야간뇨)와 042번째(다리 virus 포진)는 

기 를 했었으나 063번째(spoon형 엄지손톱)는 

복용 3개월이 지나 문득 개선됨을 발견함.

- <눈알 따끔 찌름>도 전혀 생각지도 않은 상태에

서 최근 증세 없음을 발견함.

5) 기타(보충 설명): 

- <눈알 따끔 찌름>에 한 필자의 분석 -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의 초기 증

세에 보면 ① 피로 ②눈 따끔, 정도이므로 질병으로 

생각하지 않기가 일쑤이고 또 회복과 재발을 반복

하지만, 심각하게 여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서서히 중기로 악화하면 ③근육 약화 ④공조작업 

난맥이 생기게 되고 점점 심하게 되면 ⑤실명 또는 

⑥근육 마비가 되는 만성질환이 된다.

《다발성 경화증》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환경 독소, V-D 결핍, virus 감염) 또

는 두 가지 복합 요인에 의한 <자가면역질환>이라

는 학계 설명이 있다.

즉 이 질병에서 <자가면역질환>이라 함은 인체의 

자기방어기전(면역)이 자기의 신경섬유인 수초(髓

鞘 myelin)를 공격하여 신경과 근육에 타격을 입히

는 병이다. 그렇다면 자기방어기전(면역)이 자신의 

신경 수초를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최근의 학설에 의하면 Human Herpes Virus 

6번 (HHV-6)에 의해서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

한다는 설이 강력하게 두되었다.

(전에 올렸던 Herpes Virus family 내용은 복사하

여 아래에 붙여 놓았습니다.)

(HHV-6)은 유소아에게 잘 걸리는 Virus로서 감염 

시 일시적 발열과 ( 아 장미진)이라는 발진이 나타

났다가 사라진다. 그리고는 수년간 잠복하 다가 

면역이 약해지면 다시 활성화되면서 증식하게 되

고 《다발성 경화증》을 유도하게 된다.

(마치 유소아의 수두 Virus가 잠복했다가 성인에서 

상포진 Virus로 등장하는 것과 같다.)



제3장 체험사례 001575

① 박OO 약사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9월 26일 오후 6:07)

② 류형준 약사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관한 공부가 한번 완성

되었습니다.

체험사례에 한 답례보다는 좋은 공부를 하

도록 해 주신 데 한 보답으로 우수체험사례

로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인체의 자기방어(면역)는 Virus를 공격

하지 않고, 왜 자신의 신경 섬유-수초를 공격하는 

것인가?

Herpes Virus의 특징이 신경절에 잠복하여 평생을 

숨어 있을 수 있는데 그곳엔 면역세포들이 들여다  

보지 않는 특수한 장소인 것이다.

(감각 신경절, 자율 신경절 큰 두 그룹에  척수 신경

절, 3차 신경절, 등배 신경절, 선수 신경절, 星狀 

神經節(별 신경절,경부 신경절), 나선 신경절(달팽

이 신경절), 뒤뿌리 신경절, 윗목교감 신경절, 날개

입천장 신경절, 귀 신경절 등등 많은 신경절이 존재

한다.)

흥미롭게도 (HHV-6)는 유전적으로 이 병에 걸리

기 쉬운 사람에게 “신경섬유의 분자를 흉내 낸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신경 섬유의 수초와 Virus의 구조가 유사하게 행

동을 하니 인체의 방어기전(면역)은 Virus를 공격하

다가 유사한 신경 수초도 공격한다는 말이 된다.

(Virus의 은폐 작전 몇 가지 중에는 숙주 세포와 

같은 형태 또는 비슷한 분자로 면역을 속이는 방법

도 있다.)

결국은 이 Virus가 인체 면역을 완전히 속이지 못했

거나 또는 완전히 속여서 Virus자신이 공격받기보

다는 비슷한 분자 구조인 신경 섬유-수초가 공격을 

받아서 파괴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결론적으로 <눈알 따끔>함이 (HHV-6)라는 추리엔 

미숙하기는 하지만【꿩 잡는 게 매】라는 속담처

럼, 결과적으로 질병이 치유된다면, 역설적인 방법

으로 증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보는 바이다. 

(끝)

---------------------------------

< 예전에 한번 올렸던 Herpes Virus family >

---------------------------------

Herpes family(科)에는 총 130 여종이 유전자분석

을 마치고 명명되었고 (그중에 사람에게 감염되는 

Herpes Virus는 8종으로 알려짐) 하여 Human 

Herpes Virus 1~8번 (HHV-1 ~ HHV-8 까지)를 

보면.

HHV-1 = 입술 포진 (Herpes Simplex Virus-1 ; 

HSV-1)

HHV-2 = 항문/생식기 포진 (Herpes Simplex 

Virus-2 ; HSV-2)

HHV-3 = Varicella-Zoster Virus ; VZV (수두-

상포진) (vaccine 있음)

HHV-4 = Epstein Barr Virus ; EBV (구강 점막증

식 아 감염-무증상 전염성 단핵증 성인 감염 

90% 림프종 유발)

<아프리카, 남중국 같은 지역에선 말라리아 도움으

로 B-cell 림프구에 감염되어 종양 유발하기도 

함.>

HHV-5 = Human cytomegalo Virus ; HCMV (정

신장애 뇌석회화 맥락막염 시신경위축 간비종  

난청 황달 폐렴 심근염 지적능력감퇴 선천 감염(태

아산도감염/수유감염))

HHV-6 = 아 장미진

HHV-7 = 아 장미진

HHV-8 = Kaposi`s sarcoma Herpes Virus ; 

KSHV (AIDS 환자에게 카포시육종을 일으킴)

* Herpes는 그리스어 (herpin=숨다 잠복하다)에

서 유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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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9월 27일 오후 7:22)

③ 박OO 약사

박OO 약사 샘~감사합니다.(9월 28일 오후 

5:21)

④ 박OO 약사

류형준 약사 부족한 내용에도 추천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9월 28일 오후 5:23)

⑤ 박OO 약사

을 쓰다 보니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조금 

보충해 봅니다.

virus는 세포 속에서만 복제-증식하므로 

killer T-cell은 세포에 구멍을 뚫고 화학물질

을 투입하여 세포 자체를 파괴해 버리지요? 

(apoptosis) 그러나 신경세포에는 virus가 들

어가도 killer T-cel이 신경세포를 파괴하진 

못하지요. (말초신OO 약사 재생되지만, 중추

신경 등은 재생이 안 되므로) 그런데 신경세포

에는 면역항체가 진입한다는 연구가 나왔어

요. 그러나 Herpes virus 계열이 신경절 세포

에서 어떻게 장기간 생존하는지 하는 문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9월 28일 오

후 5:39)

① 류형준 약사 

처음 용량을 한 달 정도 끌고 갔으면 쉬웠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9월 28일 오후 7:10)

② 정OO 약사

류형준 약사 그러게요…

감사합니다*^^*(9월 29일 오후 1:34)

2018년 9월 28일 오후 1:31 

정OO 약사

#체험사례 

윤00, 55세, 여.

불면증(한약 복용해도 별로 효과 없음).

당뇨.

종아리 통증. 

왼손가락 검지 마지막 마디 통증.

오른손가락 중지 저리고 통증.

요통.

당뇨약, 오메가3, 센시아, 징코민, 비타민D 복용 

중.

9월 6일

안티OOO 101 써클OO 202.

9월 15일

안티OOO 101 써클OO 101.

9월 27일

열흘 복용 후, 별 반응이 없다. 

용량은 줄여서 복용하겠다 하셔서 걱정했는데 20

일 복용 후 종아리가 덜 아프다, 잠은 조금 더 잘 

잔다. 참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안티OOO 101 써클OO 101. 

계속 드시기로 했습니다.



제3장 체험사례 001577

① 류형준 약사 

아토피도 바이러스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9월 30일 오전 12:14)

① 류형준 약사 

척추협착증이 좋아진 증거입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경과는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9월 30일 오전 12:15)

2018년 9월 29일 오전 11:54 

강OO 약사 

#체험사례 

김00, 27세, 여.

어릴 때부터 심한 아토피, 안면 홍조.

이불을 덮어본 적이 없답니다. 한약과 양 요법으

로 70~80% 호전됐으나 목 주위와 팔꿈치 안쪽 등

은 계속 아토피가 조금씩 올라오고 피로를 호소하

며 방문. 

아토피의 원인도 바이러스라 설명하고 그동안 뿌

리 뽑지 못한 원인을 제거하자 설명하고

안티OOO 11 써클OO 11, 부신 양제 한 달분.

한 달 후 팔 안쪽 보여주며 들어옴.

90%는 없어진 듯 목 주위도 깨끗. 피로도 부신 

양제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훨씬 좋답니다.

안면 홍조도 거의 사라짐. 얼굴이 예뻐졌어요.

한 달분 재구매. 6~8개월 안티OOO 써클OO 치유

프로그램 들어갑니다.

2018년 9월 29일 오후 12:03 

강OO 약사 

#체험사례 

이00, 78세, 여. (친정어머님)

척추협착증 30년째.

작년 5월에 MRI 찍으니 당장 고정술 안 하면 주저

앉으실 거라고 병원에서 강력하게 수술 권유.

작년 7월부터 안티OOO 써클OO 6개월, 써클OO로 

쭉 드시고 계십니다.

통증과 저림 증상은 없어졌으나 다리에 자꾸 힘이 

없어지셔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드디어 수술해

야겠다고 예약하고 상경(9월 27일). 결과는 수술은 

안 하셔도 되고 척추 상태도 좋고 염증도 거의 없어 

간단한 시술 후 당일 내려오셨어요.

어머님은 그동안 드신 안티OOO 써클OO 덕분이라 

하십니다. 의사에게도 얘기했더니 그럴 수도 있을 

거라 했답니다. 

경과도 좋고 운동도 같이 겸하시며 당분간은 안티

OOO와 써클OO양을 늘려 드시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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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행복한 추석이었군요.

환자들이 좋아지면 약사는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9월 30일 오전 12:30)

① 류형준 약사 

갈근탕과 마그네슘 제제에는 바이러스를 없

애는 성분이 없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30일 오전 12:32)

② 김OO 약사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9월 30일 오전 6:31)

2018년 9월 29일 오후 6:00 

이OO 약사 

#체험사례

1. 서0자, 54세, 여.

갱년기 증상.

갑자기 덥고, 자고 일어나면 식은땀 나고, 잠 편하

게 못자고, 본인은 갱년기임을 의식하지 못하심.  

감기가 계속 낫질 않고 약 먹으면 그때뿐이고 해서  

바이러스와 노폐물로 인한 것임을 설명해 드림.

8월 중순부터

안티OOO 111 써클OO 111 복용 시작.

명절 때 오셨다가 허탕 치고,

오늘 오셔서 홍조도 덜하고, 잠도 잘 잤고 특히 감

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양호해졌다고 똑같은 양으

로 한 달 치 가져가시고 고함량 비타민제도 가져가

셨습니다.

2. 김0근, 57세, 남.

술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거의 매일 드심.

허리 아파서 처방가지고 오셔서 피곤을 풀게 해줄 

약을 부탁하신다고.

안티OOO 111 써클OO 111 열흘 드리고 간장약 한 

달 치 드림. 

오늘 병원 들리지 않고 바로 오셔서 허리도 좋아지

는 느낌이고 명절 때 거뜬히 보낼 만큼 피로도 덜했

다고 좋아하시면서 똑같이 열흘 치 가져가셨습니

다. 

p.s. 두 분 다 명현 반응과 주의사항 설명해 드리고 

책도 드렸습니다.

2018년 9월 29일 오후 11:23 

김OO 약사 

#체험사례 

60세, 여. (본인)

 

등 결림 증상.

TV를 보는데 등 풀기 스트레칭이 나온다.

문득 나도 잊어버린 증상이 생각났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자려고 누울 때마다 등이 아

파서 악 소리가 나왔는데 언제부터인지 나도 모르

게 증상이 완전히 사라짐. 예전엔 갈근탕 마그네슘 

체제를 먹어봐도 효과를 못 봄. 

서클OO와 안티OOO 각 101 복용 중.

8개월 상황에 따라 증량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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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틀 만에 깨끗해졌다니 신기합니다.

감사합니다.(9월 30일 오전 8:03)

2018년 9월 30일 오전 6:45 

김OO 약사 

#체험사례 

58세, 여.

등산 양말을 며칠 신었더니 발목이 갑자기 가려워

서 보니 붉은 반점이 생겼다고 함.  

써클OO 222 드리고 따뜻한 물에 드시고, 따뜻한 

물 수시로 드시며 하루 동안이라도 매운 거, 찬 거 

못 드시게 함.

다음날 들르셨는데 깨끗해짐.

2018년 9월 30일 오후 12:43 

정OO 약사

#체험사례  

1. 정00, 68년생, 남.

고혈압 14년, 허리 디스크 수술 (8년 전), 발목 통증, 

피부 알레르기, 피부 건조감, 탈모.

6월 14일

써클OO 202, 토라타민 200.

6월 28일

발목 통증 소실.

오래 서 있을 때만 왼쪽 발목이 약간 불편한 정도.

피부의 건조감이 조금 덜 함,

피로감 역시 덜 함.

애주가에 사업상 술자리도 많은데 다음날 숙취가 

별로 없다.

7월 6일

지루성 두피염 호전. 다크서클도 없어졌고, 늘 각질

이 일어나고 울긋불긋했던 피부도 깔끔하고 촉촉

해졌음. 

7월 20일

안티OOO 써클OO 101, 토라타민 200.

안티OOO 추가하니까 피부 가려움증 생김.

가려움증 심하면 안티OOO 101 써클OO 202,

토라타민 202로 복용하라고 함.

8월 23일

가려움증 간혹 있으나 견딜 만하다고 하며 용량 조

절하면서 잘 복용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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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아빠와 따님의 치유 과정이 보이는 듯합니다.

안티OOO의 명현까지…

감사합니다.(9월 30일 오후 7:33)

② 정OO 약사

류형준 약사 다달이 나타나는 치유 과정의 변

화를 보는 기쁨이 크네요.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9월 30일 오후 11:02)

잠이 많아졌고 숙면을 취한다.

피로감이 별로 없고 숙취가 없다.

술을 줄이면 더 효과가 좋을 텐데요.

안티OOO 써클OO 101, 토라타민 202.

9월 25일

피부 톤이 한결 맑아지고, 머리카락에 힘이 생기고 

머리숱이 늘었네요. M형 탈모에 아토피가 있어 염

색을 못 해서 백발이 많아 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

는데 이제 제 나이에 점점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함께 건강해지고 젊어지자며 권유했는데 이렇게 

네 달째 꾸준히 챙겨 먹기는 처음이라면서 고맙다

고까지 하니 제가 더 감사하네요. 

2. 정00, 고1, 여.

입술이 자주 트고, 입 주위 피부염, 아토피 약간,

피부 건조증, 피로감, 빈혈.

아빠 피부 좋아진 것 보고 구매함. 

6월 30일

써클OO 202, 토라타민 200, 철분제.

7월 14일

입술이 덜 마르고, 입 주위 피부염도 가라앉고, 

피부의 건조감도 덜 함.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 안 함.

피로감은 아직 모르겠음. 

안티OOO 써클OO 101, 토라타민 202, 철분제.

건조한 피부에는 써클OO.

어떤 보습제보다 효과가 빠르네요.

8월 23일

물을 거의 안 먹었는데 음수량이 많아졌다. (이건 

저도 그랬습니다) 소변 검사하면 혈뇨가 나와서 주

기적으로 검사를 받았었는데 요번 검사에서는 혈

뇨가 안 나왔다. 고1이라 아직도 피곤하다 하지만 

엄마가 보기에는 늦은 시간에도 좀 더 초롱초롱 한 

것 같다.

하루 두 번씩 꼬박꼬박 안 먹고 저녁 약은 가끔 빼먹

었다고 해서 앞으로는 더 정성껏 챙겨 먹기로 약속

했습니다. 일어설 때 어지럼증이 가끔 있다 해서 

레드파톤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안티OOO 써클OO 101, 토라 020, 헤모테인 100, 

레드파톤 001.

9/25

어지럼증이 없어졌다. 

시험 준비로 수면이 많이 부족해서 입 주위 피부염

이 다시 생겼는데도 피부 톤은 맑아졌고 컨디션은 

좋다고 함. 좋아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험

공부 할 때면 늘 그랬던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

며 오히려 절 위로하네요. 

토라타민 용량을 늘려서 복용하기로 했습니다.

안티OOO 써클OO 101, 토라 202, 레드파톤 0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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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의 명현 반응에 해 미리 설명하고 

힘들 경우 먼저 써클OO로만 노폐물을 빼고 

이후 안티OOO와 병용하는 것까지 표준 교본

을 보는 듯합니다.

감사합니다.(9월 30일 오후 7:35)

② 정OO 약사

류형준 약사 여러 선생님들께 배운 덕분입니

다. 감사합니다*^^*(9월 30일 오후 10:56)

2018년 9월 30일 오후 1:02 

정OO 약사

#체험사례 

1. 고00, 64년생, 남.

고혈압, 구내염, 피로감.

안티OOO 써클OO 101, 토라타민 202.

한 달 복용 후, 피로감과 구내염이 완화되었다.

두 달 복용 후, 구내염이 한 번도 안 생겼다.

컨디션이 아주 좋다며 본인과 아주 잘 맞는 제품인 

것 같다며 계속 복용하시겠다고 하네요.

2. 김00, 66년생, 남.

크게 불편한 곳 없다 하셨는데 써클OO 202 한 달 

복용 후 치질 증상이 좀 개선되었다고 하시네요.

책 탐독하신 후 가벼운 아토피가 있다 시며 먼저 

안티OOO 추가해서 먹어도 되겠냐고 하셔서 명현 

설명해 드림.

안티OOO 써클OO 101, 토라타민 202.

안티OOO 추가 후, 아침에 일어나면 두들겨 맞은 

기분 3주 내내 그러신다고 하시네요.

먼저 노폐물과 독소를 더 빼자며

써클OO 202, 토라타민 202로 복용.

1주일 후 여쭤보니 아침에 일어나는 건 한결 나아지

고 치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시네요.

한두 달 써클OO만 드시다 그 후로 다시 안티OOO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9월 30일 오후 2:24 

노OO 약사 

#체험사례 

1. 권용0, 50 , 여.

주 증상: 만성피로, 체력 저하.

부 증상: 감기, 비염, 위염. 

써클OO 222 안티OOO 111. 

한 달 드시고 주 증상 사라지고 그 후 한 달 더 드시

면서 뜻하지 않게 부 증상이 없어지면서 요즘 환절

기에 병원도 안 다닌다며 감동하시면서 소포장 써

클OO 4통 안티OOO 2통 사 가십니다.

2. 본인  

상포진.

왼쪽 눈꺼풀과 눈 밑에 상포진 발발하여 진물이 

줄줄 나고 매우 가렵고 누우면 통증이 나서 병원 

진단받으니 알레르기 염증 진단. 그 약 이틀 먹고 

당연히 차도가 없으니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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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청열조습제의 주 효능이 주로 항균, 항바이러

스, 교감신경 흥분 억제, 이담 건위, 림프순환

촉진 등의 효과가 어울린 것들이 많습니다.

이중 상포진의 주 효능은 항바이러스작용

과 림프순환촉진작용입니다.

같은 효과이기에 상승 작용을 일으킨 것일 수

도 있고 시간과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9월 30일 오후 7:39)

① 박OO 약사

아주 용하십니다.

살 빠지고 어지러웠던 게 혈압약 때문임을 용

케도 추측해 맞히셨네요.(10월 2일 오후 2:00)

② 류형준 약사 

혈압과 혈당이 내려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은 매

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2일 오후 7:06)

안티OOO 써클OO 333/1일.

진물 계속 나고 가렵고 아픔. 

안티OOO 써클OO 222, 청열조습제 111/1일. 

진물 감소.

안티OOO 써클OO 111, 청열조습제 111/2일. 

3일 만에 딱지가 앉고 그리 괴롭히던 진물 거의 사

라짐.

2일 뒤에 딱지 떨어지고 정상 몰골. 

눈 시신경이 손상되어 실명할 수도 있다 들으니 위

의 약들이 단하다고 생각되고 이리 빨리 호전될 

거라 생각은 했는데 정말 빠릅니다.

안티OOO 써클OO 외에 청열조습제 참 중요합니다.

2018년 10월 2일 오후 12:32 

정OO 약사 

#체험사례 

박용0, 62세, 남. (약간 과체중)

오징어 배 선장님으로 예전에 비염 체험사례도 올

렸던 분입니다.

안티OOO 써클OO 드시다가 갑자기 5월 2일 마지

막 가져가신 후 안 오시다가 어제 10월 1일 오셨네

요. 하시는 말씀이 비염이 다시 시작되었고, 그 약 

때문에 힘들어서 먹다가 중단했다고 합니다.

약 먹고 갑자기 살이 10kg나 빠져서 남들이 어디 

아프냐고 물을 정도 다고 합니다. 머리를 들면 어

지럽고 앉았다 일어나도 어지러웠다고 합니다.

원래 체중을 물으니 174cm 84kg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그것은 과체중이었는데 살이 

빠지면서 혈압이 내려갔는데 혈압약을 줄이지 않

아서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병원 갔는데 혈압약을 조금 줄여줬다고 합

니다.

제 추측이 맞아 들어간 것입니다. 저번에 4개월 드

시고 효과 보시고 안 드셔서 다시 가을에 비염이 

시작되었고 다시 몇 개월 더 복용하자고 말씀드렸

고 지금도 약간 어지럽다고 하시니 혈압약을 며칠

만 줄여 드셔보시고 어지럽지 않으면 병원에 다시 

내원하셔서 혈압약 조절 받으시라고 해드렸습니

다.

비염만 말씀하셨는데 이제야 혈압 이야기를 하시

네요. 앞으로 계속 더 복용하시겠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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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아직은 안티OOO 써클OO를 111로 먹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2일 오후 7:31)

2018년 10월 2일 오후 4:11 

심OO 약사 

#체험사례 

28세, 남. (조카)

체부백선과 사타구니 완선을 치료해보고자 9월에 

써클OO 22 안티OOO 22 2주간 복용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사진은 찍지 못했네요.

부끄러워서 찍지 못하게 해서…

처음에는 부지런히 복용했지만 차츰 귀찮아지면서

안티OOO 써클OO 복용을 꾸준하게 복용하지 못했

지만, 잘 낫지 않는 무좀균에도 효과적이네요.

매년 고질적으로 사타구니 완선과 체부백선으로

가려워서 불편하고 사람들 시선이 주목돼서 수

장에 가지 못했었는데 현재는 가려움증이 많이 없

어져서 항히스타민제 복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눈에 띄게 체부완선이 점점 가라앉는 것이 보

이네요.

오늘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허락을 해주네요.

오늘부터 다시 안티OOO 11 써클OO 11 복용합니다. 

앞으로 약국에 오시는 만성 무좀 환자에게도 적용

을 해보겠습니다.^^

2018년 10월 2일 오후 5:00 

강OO 약사 

#체험사례 

문민0, 40세, 여. (보통 체격)

9월 1일

변이 너무 굵어 장 내시경을 했으나 아무 이상 

없고 장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고 하심. 여러 문

진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순환의 문제인 것 같아  

써클OO를 주려다 그냥 복합 오메가 제제 드림.

집에 복용 중인 유산균과 같이 복용.

9월 29일

변이 더 힘들고 장이 안 움직임. 다시 문진. 요 

근래 방귀 냄새가 난다고 함.

안티OOO 111 써클OO 111 2일분 주면서 월요일 다

시 오라고 함.

10월 1일

기쁜 얼굴로 내방. 토요일에 먹고 일요일, 월요일 

2번 다 바나나 변을 봤다고 함. 아직 변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다시 5일분 더 드림.

환자분이 맛난 사탕까지 사 주시네요. 이렇게 시원

한 변을 처음 봤다고 하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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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 정도 변비이면 일주일에 끝날 변비는 아닙

니다. 장운동이 정상화되고 장 기능이 안티

OOO와 써클OO 없이도 정상화되는 기간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정말 좋은 치유의 도구로 안티OOO와 써클

OO를 선물했더니 만병통치제처럼 증상만 가

실 때까지만 먹게 합니다.

증상이 없어졌을 때부터 치유의 길은 시작됩

니다.

감사합니다.(10월 2일 오후 7:35)

② 강OO 약사

네. 주신 선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티OOO 써클OO에 해 상세히 설명했고 

다시 오시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10월 2

일 오후 10:15)

① 류형준 약사 

상기 환자분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이후의 경

과는 어떤가요?

지금 증상 개선뿐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면 몸 

전체가 업그레이드됩니다.

감사합니다.(10월 4일 오후 6:56)

2018년 10월 4일 오전 11:52 

최OO 약사 

#체험사례 

이정0, 71세, 여. (155cm 62kg)

허리디스크 수술 환자, 눈 밑 떨림.

최근 종아리 통증으로 방문함.

뒤로 걷기 운동이 좋다는 말을 듣고 며칠 동안 뒤로 

걷는 운동을 했더니 종아리가 걷기 힘들 정도로 아

프다고 하심.

9월 13일

써클OO 202, 작약 감초탕 101 2일분, 파스도 구매.

드셔보시고 오시라고 말씀드림.

9월 27일

효과 좋았다며 재구매하러 방문하심.

가만히 살펴보니 눈 밑 떨림도 심하시고 허리디스

크 수술로 하셨다고 하셔서 안티OOO 설명도 해드

리고 눈 밑 떨림도 좋아지실 거라고 말씀드림.

써클OO 101 소포장.

10월 4일

방문하셨는데 눈 밑 떨림도 확연히 좋아졌고 종아

리 통증도 거의 다 나아서 걷기 편하다고 하시네요.

2018년 10월 4일 오전 11:52

서OO 약사 

#체험사례 

박상0, 51세, 남.

표 증상: 만성피로.

주요 증상: 

변비, 아침에 무기력함, 깊은 잠이 안 옴.

투약:

3월 2일

써클OO 11 안티OO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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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서OO 약사님은 이제 장기 요법의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10월 4일 오후 6:57)

5월 1일

써클OO 11 안티OOO 11.

5월 31일

써클OO 11 안티OOO 11.

6월 28일

써클OO 11 안티OOO 11.

8월 1일

써클OO 11 안티OOO 11.

8월 31일

써클OO 11 안티OOO 11.

9월 28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경과 반응:

웃으면서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술이 잘 받아

요! 하시네요. 어허 참, 술은 안 드셔야 하는데….

주위 분들이 얼굴 맑아졌다 함.

깊은 잠이 온다.

훨씬 덜 피곤하다.

정신이 맑아졌다.

2018년 10월 4일 오전 11:57

서OO 약사 

#체험사례 

이종0, 60세, 남. 

표 증상: 

조선족이신 분인데 중국 병원에서 뇌 모세 혈관이 

조금 막혔다 함.

주요 증상: 

오른발 저림, 오른발 따가움, 머리가 맑지 못하다, 

가끔 3초 정도 어지럽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온몸이 무겁다, 손발이 차고 저리다.

투약:

9월 10일

써클OO 222.

9월 17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9월 22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10월 4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경과 반응:

머리가 3초 동안 아찔할 때가 있는데 많이 호전됨. 

오른발 저림이 조금 좋아짐.

오른발 따가운 증상이 좋아짐.

머리가 조금 맑아짐.

몸이 조금 가벼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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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뇌신경이나 뇌혈관은 항상 조심하고 경과를 

잘 살펴야 합니다.

좋은 결과를 나타내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4일 오후 6:58)

① 류형준 약사 

사정이 있어서 안티OOO 111 써클OO 222 요

법이 아닌 상기 요법으로 용량을 조절하 겠

지요. 그래도 개선되는 증상이 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10월 4일 오후 6:59)

2018년 10월 4일 오후 12:00

서OO 약사 

#체험사례 

정선0, 64세, 여.

표 증상: 만성피로, 무기력.

주요 증상: 

손발에 번열(수족번열감), 어깨 결림, 손발 저림, 

목에 이물감.

기왕 병력: 

유방암(우축), 다발성 골수종 전단계, 백내장.

투약:

3월 24일

써클OO 11 안티OOO 11.

4월 3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5월 3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6월 18일 

써클OO 11 안티OOO 11.

7월 2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8월 1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8월 20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9월 5일

써클OO 11 안티OOO 11

9월 18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경과 반응:

얼굴 혈색이 좋아짐.

훨씬 덜 피곤하다.

잠이 잘 온다.

몸이 가볍다.

두통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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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초기 용량을 많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초기 용량을 적게 하 다가 늘리는 것

보다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10월 4일 오후 7:01)

2018년 10월 4일 오후 12:03

서OO 약사 

#체험사례 

공정0, 45세, 여.

표 증상: 찌르는 듯한 두통.

주요 증상:

오래 서 있는 직업(국숫집)이어서 다리가 붓고 아

픔, 어깨 통증, 불면증, 만성피로, 스트레스.

투약:

6월 11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6월 29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8월 4일 

써클OO 11 안티OOO 11.

9월 12일

써클OO 11 안티OOO 11.

10월 4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경과 반응: 

손등이 부었었는데 많이 좋아짐.

찌르는 듯한 심한 두통 좋아짐.

잠이 잘 온다.

잠자는 시간(5시간 정도)이 너무 부족해서 힘이 드

는데 그래도 전보다는 좋다.

피로감 감소함.

2018년 10월 4일 오후 12:07 

서OO 약사 

#체험사례 

김병0, 62세, 남.

표 증상: 당뇨, 무릎관절 통증.

주요 증상: 

다리가 찌릿찌릿, 발바닥도 찌릿찌릿하다.

기왕 병력: 폐병, 뇌경색, 충수염.

투약:

5월 3일

써클OO 222.

5월 23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6월 8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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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OO 약사

5개월 이상 드셨는데 당뇨에는 변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0월 4일 오후 12:10)

② 서OO 약사

양OO 약사 다음 달에 검사하면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10월 4일 오후 

1:49)

③ 류형준 약사 

몸이 차츰 리모델링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

도 당뇨 결과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10월 4일 오후 7:02)

써클OO 111 안티OOO 111.

7월 2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8월 3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9월 5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10월 2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경과 반응:

장거리 가고 오는 트럭 택배하는 분인데 운전할 때 

훨씬 덜 피곤하다.  

우선 잠이 잘 와서 좋다.

몸이 가볍다.

머리가 맑아짐.

변비가 좋아졌다.

거품 소변이 줄어들었다.

2018년 10월 4일 오후 12:09 

최OO 약사 

#체험사례 

김윤0, 39세, 여. (보통 체형, 요양보호사)

구내염, 만성피로.

임파염이 심할 때 안티OOO 111 써클OO 222 처방

으로도 안 들었던 증상이 싹 나아서 체험사례 올렸

던 분.

6월 19일

구내염이 너무 자주 생기고 만성피로라고 호소하

셔서 안티OOO와 써클OO의 역할을 설명해 드리니 

안티OOO 101 써클OO 101 소포장 2통씩, 우루사 

20T 구매.

각탕법. 호보법도 설명해 드리고 명현 반응도 충분

히 설명해 드림. 이미 안티OOO와 써클OO의 놀라

운 효과를 2번이나 체험하신 분이라서 자신 있게 

드림.

약 다 드실 때가 되었는데 안 오시길래 여쭤보니 

구내염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너무 힘들

었다며 무서워서 못 먹겠다고 하심. 설명해 드린 

로 명현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지나면 

좋아지실 거라고 말씀을 드려도 ‘NO. Thank u’ 하

심.

10월 4일

편두통약 이미그란 처방받아 오심.

편두통도 치유 가능하다 말씀드리니 그러냐며 사

실 신기하게 그때 약 먹고 나서 한 번도 구내염이 

안 생겼다고 고백하시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안티

OOO와 써클OO의 효과임을 설명해 드리고 완전한 

치유를 위해 꾸준히 드실 것을 권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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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명현 반응도 시간이 지나면 좋은 기억이 되고 

좋은 경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10월 4일 오후 7:03)

① 류형준 약사 

이제는 중풍 후유증까지 개선합니다.

축하합니다.(10월 4일 오후 7:07)

2018년 10월 4일 오후 2:26 

서OO 약사 

#체험사례 

김무0, 77세, 남.

오래전부터 우리 약국에서 한약을 드셔 오던 분.

표 증상: 중풍 후유증 치료과정.

주요 증상:

불면증, 만성피로, 입맛 없음, 피부 가려움.

투약:

5월 29일

써클OO 11 안티OOO 11.

6월 27일

써클OO 11 안티OOO 11.

7월 27일

써클OO 11 안티OOO 11.

8월 23일

써클OO 11 안티OOO 11.

9월 28일 

써클OO 11 안티OOO 11.

이외 아연 제제, 유산균, 효소제제, 오메가3, 비타

민D 드림.

경과 반응:

피부가 맑아지심.

훨씬 덜 피곤하다. 

잠이 잘 온다.

산책 가보면 몸이 가볍다.

2018년 10월 4일 오후 7:31 

강OO 약사 

#체험사례 

이00, 60 , 여.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발이 저리고 쥐가 난다는 

분. 안티OOO 써클OO 설명해 드리고 치유 프로그

램 시작하자 해도 몇 달을 뜸 들이시더니 워낙 쥐가 

자주 나니까 일단 써클OO 111 한 달.(222 쓰고 싶었

으나 당뇨 수치에 예민하셔서…)

오늘 오셔서 써클OO가 식품인데 복용 후 쥐가 안 

났다고 신기하다고 하셔서 다시 안티OOO 써클OO 

치유 작용 설명해 드림. 당뇨 치유를 위해서도 반드

시 안티OOO 같이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림.

써클OO 11 한 달분 안티OOO는 다음 달부터~~

요기까지가 저번에 올린 체험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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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왜 항바이러스제가 필요한지는 모두가 알 것

입니다. 림프순환촉진만의 한계가 있고 그 한

계를 넘는 방법으로 항바이러스제가 필요한 

이유도 동일합니다.

항바이러스제의 필요성을 알려주셔서 감사합

니다.(10월 6일 오전 7:49)

이분이 근래 들어 이유 없이 살이 빠지시고 피곤하

고 건강에 점점 자신이 없어지신다고 하셨는데 오

늘 오셨는데 다른 사람인 줄 착각할 정도로 60 인

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뽀얗게 피시고 살도 오르시

고 피곤함도 없어지셨답니다.

아쉬운 건 써클OO 만으로도 당뇨병성 신경병증 쥐

나는 것, 당뇨 수치 좋아지셔서 안티OOO를 안 드시

네요. 써클OO는 평생 드시겠다고 한 달분 재구매.

2018년 10월 4일 오후 10:26 

안OO 약사 

#체험사례 

남0순, 60세, 남. (170cm 68kg)

9월 13일

피부 트러블로 울산 내 피부과 세 곳에서 통상적인 

피부염으로 6개월 치료받았으나 효과 없음. 삼척에 

와서 모낭염으로 진단받고 석 달 치료받았으나 역

시 효과 없음. 인의 소개받고 방문. 6개월 이상 경과

된 질환이므로 바이러스가 원인인듯하다고 설명해 

드림. 안티OOO 써클OO 111/7일.

9월 20일

긴가민가할 정도의 상태 확인 후 안티OOO 써클OO 

111/14일.

9월 13일

9월 20일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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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러한 체험사례를 통해서 만성 피부질환이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천기누설 건강법의 

의견이 증명되는 것 같아서 기쁘고 감사합니

다.(10월 6일 오전 7:54)

① 류형준 약사 

작은 시작에서 시작해 새로운 동행인을 안내

합니다. 건강과 행복으로 가는 치유의 길에 

동행하는 모든 분을 환 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6일 오전 7:55)

9월 13일

9월 20일

10월 4일

9개월의 과정 vs 3주의 과정.^^

다만 새로운 부위에 발병한다고 하여 국소적 증상 

호전의 전진 후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은 분명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향곡선을 그

리고 있으니 조바심 갖지 말고 열심히 드시라고 말

씀드림.

오늘 안티OOO 써클OO 111/14일 드림.

2018년 10월 5일 오전 10:02 

서OO 약사 

#체험사례 

원태0, 64세, 남.

얼굴 붓고 통증.

9월 22일

써클OO 222 3일분.

10월 4일

방문하셔서 너무 좋았다고 하심.

지금부터 체질 치유의 길 시작한다고 말씀드리고

써클OO 안티OOO 20포 1통씩 가져가심.

써클OO 111 안티OOO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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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송광륜 (주)예스킨

앞으로 새롭게 체험사례를 올려주시는 약사

님께서는 많은 동료 약사님들이 보고 배우고 

계시니 명확하고 세세하게 올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기본양식으로 예를 들면,

먼저 맨 처음에 해시태그 #체험사례 또는 #써

클OO체험사례 #안티OOO체험사례 #안티

OOO 써클OO체험사례 등으로 구분을 해주셔

야 합니다. 해시태그를 달지 않으시면 체험사

례 포상 집계 시 누락될 수도 있고 모아 보기도 

불편합니다. 꼭 달아주세요!

1) 성명 : 

2) 성별 : 男/女

3) 나이 : 00세

4) 신장 : 000cm

5) 체중 : 00kg

6) 병명(아픈 곳) : 

7) 병력과 현재 문제가 되는 증상과 심한 정도 

8) 이전 복용 중인 약물의 유무와 경과 

9) 써클OO/안티OOO의 복용 여부와 추가 제

품 여부 

10) 복용 기간과 경과 

11) 기타(보충 설명) 

등으로 적어주시면 읽으시는 약사님들이 조

금 더 내용 파악이 쉽고 같은 경우에 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양식을 복사하여 붙여놓고 양식에 내용

을 적어 주시면 좀 더 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

니다. (박OO 약사님의 제언) 

감사합니다.(10월 5일 오후 5:39)

② 류형준 약사 

명현 반응을 보면서 온몸에 쌓 다가 한꺼번

에 빠져나가는 노폐물과 병적 산물을 보는듯

합니다. 그러한 노폐물이 몸 안에 있었으니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 많은 양의 노폐물과 병적 산물이 빠져나

갔으니 좋은 날만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10월 6일 오전 8:02)

2018년 10월 5일 오후 5:27 

한OO 약사 

#체험사례 

50  중반, 남. 

업적인 일을 하시느라 운전을 많이 하셔서 어깨

는 매일 아픈 분인데 목 주위로 쥐젖이 많이 있었는

데 크기가 커져서 고민하심. 

안티OOO 써클OO 111 용법으로 드리며 명현 반응 

설명해 드리고 우루사 같이 드림.

2주 후 다 드시고 오셔서 정말 온몸이 몽둥이로 패

듯이 아팠는데 명현 반응이라 생각하고 우루사 먹

으니 5일쯤 지나 괜찮아 졌다고. 그런데 신기하게 

쥐젖 크기가 작아졌다며 기뻐하심. 한 달분 구매해 

가심.

2018년 10월 5일 오후 5:27 

김OO 약사 

#체험사례

추교0, 만 58세, 남. (160cm 60kg, 택시운전)

혈압, 당뇨, 통풍약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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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통풍의 가장 중요한 치유법은 매일 저녁 5분

간 실시하는 각탕법입니다.

안티OOO와 써클OO는 보조 요법입니다.

또한 각탕법은 즉석에서 혈압을 내리고 혈당

을 내리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매일 자기 전에 각탕법을 같이 한다면 더욱더  

놀라운 결실을 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10월 6일 오전 8:05) ① 류형준 약사 

많이 하는 혈압과 당뇨의 개선은 이제 치유의 

길에서 당연히 받는 훈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치유의 길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찬 것, 매운 것, 추위, 튀김류 피하기, 각탕법 

하기, 기어 다니기, 산소 호흡법만을 열심히 

하여도 많은 증상이 개선되고 건강해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돈 들이지 

않는 건강플러스 요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안티OOO와 써클OO로 인해 불편해하

지 말아요.

8월 13일

다른 손님에게 써클OO 안티OOO 열심히 설명 중

에 옆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복용 의사를 밝힘.

안티OOO 111 써클OO 111 각 60포 복용 권유.

8월 27일

약국 방문. 경과를 여쭈니 통풍 통증이 심했는데 

훨씬 통증이 줄었다고 하심. 그 외 피로감이 없고 

컨디션이 좋다고 하심. 하루 2번 복용하셨음.

10월 4일

혈압, 당뇨, 통풍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시려면 6개

월 꾸준히 복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안티OOO 써

클OO 각 60포 재구매.

2018년 10월 5일 오후 6:00 

이OO 약사 

#체험사례 

김0호, 56세, 남. (170cm 74kg)

본인은 비교적 건강하다고 생각하시고 양제, 건

강식품 잘 챙겨 드시는 분.

문제는 식이조절이 어렵고 장이 좀 안 좋으신 편.

살이 찌면서 사증후군 경계선에 오면서 심각성 

느낌. 체중 조절과 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7월 4일  안티OOO 써클OO 111.

8월 6일  안티OOO 써클OO 111.

9월 4일  안티OOO 써클OO 111.

초기에 명현으로 삼일 정도 설사를 하게 됨.

따뜻한 물로 해결될 정도.

지금은 체중이 67kg 정도임.

안티OOO 써클OO 먹으면서 운동 열심히 하고, 식

이조절 엄격하게 하고, 피해야 될 것 열심히 따라주

었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안티OOO 써클OO 먹는 사이사이 혈압과 당 수치

를 적어오셨는데 혈압은 거의 정상, 당 수치는 아직

도 시간이 더 필요할 듯합니다.

경제적인 것에 구애받지 않으시니 맘이 조금 편안

합니다. 계속 쭉- 드실 것입니다. 정상화될 때까

지… 지금도 많이 늘씬해 보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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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마음은 항상 치유의 길에 동행하는 분들과 

함께 행복해하기에도 시간이 꽉 채워집니다.

감사합니다.(10월 6일 오전 8:30)

① 류형준 약사 

지속적인 염증에는 안티OOO와의 병용도 좋

은 조합입니다. 

감사합니다.(10월 6일 오후 5:57)

① 류형준 약사 

남성 갱년기에도 안티OOO와 써클OO가 효자

입니다.

감사합니다(10월 6일 오후 5:59)

2018년 10월 6일 오전 10:54 

김OO 약사 

#체험사례

진전0, 만 56세, 여.

임플란트 시술 중, 다이어트약 복용.

8월 21일

치과 처방전 들고 오셨길래 차후 임플란트 시술 부

분에 염증이 생기면 또다시 시술해야 하니 염증이 

안 생기도록 관리 잘하셔야 한다고 하니 좋은 약 

추천해 달라 해서 써클OO 추천.

써클 111 60포 복용 권유.

9월 5일

처방전 들고 재방. 체크리스트 확인. 얼굴이 붓고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함. 

9월 21일

써클OO 60포 재구매. 바쁜 시간에 오셔서 진전 상

황 체크 못 함. 염증엔 역시 써클OO 입니다.

2018년 10월 6일 오전 11:58 

이OO 약사 

#체험사례 

정0덕, 54세, 남.

피곤하고 매사에 조금 짜증 나 있으면서 의욕도 없

고 소변이 약간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느낌으로 남

자분 부인께서 방문. 전에 상담만 하고 가셨다가 

오심. 아마 남성 갱년기인 듯함. 

8월 말에 안티OOO 써클OO 11, 간장약 한 달, 고함

량 비타민 두 달. 

오늘도 부인께서 오셔서 피곤한 것이 좀 개선이 되

니 짜증이 줄고 소변도 좀 세게 나오는 느낌이라고 

하심. 안티OOO 써클OO 11, 간장약 한 달 치 가져가

심.

아마도 초기인 것 같아 효과가 더 있는 것 같고 자신

감이 생겨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갱년기를 안티

OOO 써클OO로 무사히 잘 극복하기를 기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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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작은 인연이 큰 인연으로 진행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0월 6일 오후 6:03)

② 김OO 약사

병원에 가기를 꺼리는 분 같은데 협심증. 심경

색. 뇌졸중의 초기 증상으로도 보이는데 나이

도 있고 적절한 의료 치료도 받으셔야 할 듯합

니다.(10월 7일 오전 6:50)

2018년 10월 6일 오후 2:00 

서OO 약사 

#체험사례 

손기0, 65세, 남.

10월 4일

가슴이 조인다고 약국 들어오시면서 우황청심원을 

달라시는데 상담지 체크해보니 중풍이 조금(?)왔

었다고 하시네요.

천왕보심단 제제 물약+써클OO 222 2일분.

다 드신 후에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월 6일

오늘 오셔서 아주 좋았다면서 그 약 그 로 똑같이 

달라고 하시네요. 다시 2일분 드리면서 치유의 길 

설명해 드렸습니다.

2018년 10월 6일 오후 5:53 

김OO 약사 

#체험사례 

51세, 여.

고혈압, 종아리 통증. 

2년 전부터 167/90 정도의 혈압. 증상은 못 느끼고 

혈압약도 먹지 않고 여태까지 지냄.

종아리 통증이 있고 다리가 무거움을 호소. 손이 

뻑뻑한 느낌. 다리 곳곳에 실핏줄이 드러나 있음.

걸을 때 엉덩이 쪽 통증.

3월부터 안티OOO 101 써클OO 101 시작.

다른 조치는 하지 않음.

5일 동안 습관처럼 마시던 커피가 안 당김.

3일쯤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픔.

각 111 복용.

다음날 전혀 아프지 않음. 종아리 엉덩이 통증 사라

짐. 다시 각 101 복용.

5일째 혈압이 127/78, 117/76 나옴. 

믿기지 않고 일시적 일 거라 생각.

다시 커피 마시기 시작.

혈압이 115에서 147 정도까지 널뛰기.

혈압이 안 잡히는 건 커피 때문이라 생각하고 마시

지 않고 지내기 시작.

현재 117에서 125 사이 유지.

1년 동안의 세포치유 여정에 동참하기로 약속함.

----------여기까진  저번에 올렸던 내용임.

현재(10월 6일)까지 안티OOO 써클OO 101 기본으

로 드시고 있음.

때때로 몸 상태에 따라 본인이 증량.

혈압은 이제 커피를 마셔도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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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앗! 아직 실핏줄이 여전하다는 것은 어째 안티

OOO가 더 필요하다는 표시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감사합니다.(10월 6일 오후 6:11)

② 김OO 약사

류형준 약사 네 그렇게 하도록 설득 하겠습니

다~~(10월 6일 오후 10:21)

① 류형준 약사 

통풍에 치유법

1. 각탕법 2. 써클OO 3. 안티OOO 입니다.

각탕법을 빼놓지 않고 하도록 하셨으니 참 잘

하셨습니다. 써클OO의 양을 안티OOO의 두 

배로 복용하면 100점입니다.

감사합니다.(10월 9일 오전 9:27)

손바닥에 자잘한 물사마귀 같은 것이 많았는데 어

느 순간 없어졌다 함.

복용하는 동안 목과 겨드랑이에 쥐젖이 여러 개 생

겼으나 이것도 어느 순간 없어짐.

다리의 실핏줄은 여전함.

피부는 나날이 좋아지고 있음.

11월부터 써클OO로만 진행하기로 함.

2018년 10월 7일 오후 9:00 

이OO 약사 

#체험사례 

유0레, 29세, 남.

통풍, 과체중.

원래 체중이 좀 나가는데 통풍이 옴.

통풍 초기 치료로 부신피질 호르몬 복용으로 살이 

조금 더 찜.

8월 초 안티OOO 써클OO 11.

9월 안티OOO 써클OO 11.

10월 안티OOO 써클OO 11.

지금은 통풍의 통증이 많이 가라앉고, 피부도 고와

지고, 얼굴도 갸름해졌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각탕법을 열심히 하고 있고 주의사항 잘 지키고 있

는 청년입니다.

앞으로도 쭉- 함께 할 것입니다.

2018년 10월 8일 오후 3:36 

정OO 약사 

#체험사례 

김문0, 64세, 여. (조금 통통)

만성 구강염증으로 몇 년간 고생하심.

아플 때마다 병원 가서 수액 맞고 그래도 잘 낫지 

않음. 목이 아파서 밥을 못 먹을 정도임.

손가락이 뒤틀리고 눈 떨림 증상도 있음.

노니도 먹어보고 보스웰리아도 먹어보고 한의원에

도 가보셨지만 차도가 없으셨습니다.

10월 2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7일분, 마그네슘 제제, 

시메티딘 드림.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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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써프라이즈한 경과입니다!(10월 8일 오후 

3:48)

② 손OO 약사

시메티딘은 왜 쓰나요?(10월 8일 오후 5:29)

③ 정OO 약사

손OO 약사 예 선생님.

만성 구강염증이 제 임상 경험상 위염과 연관

들이 있었습니다. 위의 열이 잇몸뿐 아니라 

구강점막에도 향이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위가 안 좋다고 하여서 같이 처방해드렸습니

다.(10월 8일 오후 6:30)

④ 손OO 약사

감사합니다.(10월 8일 오후 6:53)

⑤ 류형준 약사 

많이 공부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9일 오전 9:46)

눈 떨림은 그 로라고 하시네요. 손이 뒤틀리는 것

은 없어지셨고, 그렇게 괴롭히던 구강 염증이 사라

졌다고 하십니다.

완치를 위하여 써클OO 11 안티OOO 11 6개월 복용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써클OO 안티OOO 11 한 달분, 마그네슘 제제 한 

달분, 시메티딘 한 달분 드렸습니다.

2018년 10월 8일 오후 5:50 

박OO 약사

#체험사례 

067번째 = [써클OO]+[안티OOO] 

예상치 못한 증세의 호전

<09번째기록>-----------------------

OCJ, 77세, 女. 

- 허약, 코 넘어감, 가래, 코 안에 따그랭이(딱지)가 

자꾸 생긴다.

- 2017년 가을 뇌 수술 후 코가 뒤로 넘어가서 불편

하다. 가래도 있는 것 같다.

- 병원에선 외관상 이상 없으니 그 로 살라 한다.

-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론 [안티OOO]+[써클OO] 

같이 써야 한다.

- 병원 처방 약 많다고 굳이 한 가지만 먹겠단다.

- 2018년 3월 초 [안티OOO] 20포 (1포씩 tid)

- 10일 후 코와 가래가 폭 줄고, 편하다. 코 안 

따그랭이(딱지)가 없어짐.

- 2018년 3월 중 [안티OOO] 20포 (1포씩 tid)

-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코와 목이 너무 편함..

- 2018년 3월 말 [안티OOO] 20포 (1포씩 tid)

<041번째 기록>----------------------

- 코 안 딱지와 가래 때문에 먹었는데 어지럼증이 

없어져 버렸다.

- 이제 괜찮다고 안 먹어도 된다고 두어 달 우기시

더니…

- 2018년 6월 25일 눈물이 고인다, 눈이 뿌옇다. 

(백내장 수술-시력은 좋다)

- 2018년 6월 25일 써클OO+안티OOO 각 20포 

(bid)-드디어 같이 복용.

- 2018년 7월 20일 어지러움, 눈물 고임, 눈 뿌염 

모두 개선됨.

- 그래도 처음 먹었던 안티OOO가 제일 좋다면서 

안티OOO만 가져갑니다.

  (어쨌든 평생 드셔야 하실 분입니다)

---------------------------------

- 2018년 9월 5일 (인후+입안+코안) 건조하고 가

래 붙은 듯.

- 써클OO 60포 + 더마타민 120정 (1포+1정 bid)

- 다음 날 아침 (구내염, 설염) “어제 가져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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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체머리가 없어지고 건망증이 줄고 어지럼증

이 없어지고 코 안이 편해졌습니다.

이 분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9일 오전 9:49)

① 류형준 약사 

심한 입술건조증도 바이러스입니다.

감사합니다.(10월 9일 오전 9:54)

먹은 후로 그렇다.”

- 약국장 “약하고 상관없이 피로, 신경 때문에 그렇

다.”

- 2018년 9월 6일 안티OOO 1포+ 시함탕 배농산급 

황련해독= 2일분

- <응급처치 약>으로 하루 만에 낫고 (하루분은 비

상용으로 보관) (다 먹어 두시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 2018년 10월 8일 써클OO가 모자란다고 써클OO

만 추가로 구매 차 방문

- <최근 근황을 자백하시다> -

1) 가벼운 체머리 흔들리던 것이 요즘은 없다. (처음 

말함)

2) 건망증이 덜해졌다. (건망증이 너무 심하다고 늘 

걱정했었음)

3) 작년 뇌수술 후 코 안, 입안 바짝 마르던 것이 

아주 촉촉해짐. (눈물 고임이 감소한 걸로 보아 

코 눈물관 구멍이 넓어지는 듯함)

*평생 예방으로 복용을 강조해도 편해지면 안 오다 

불편하면 나타나심.

2018년 10월 8일 오후 9:02 

최O 약사

#체험사례 

19살 고3, 여.

입시와는 상관없는 고3.

여름철 접히는 부위 아토피 오래됨.

제일 괴로운 건 입술 건조!!

몇 년째 보습제도 소용없는 입술 건조증.

비싼 보습제도 안 들음.

입술이 근질거리고 입가도 째질 때 있고,

자주 각질을 뜯어서 상처도 생겨 따갑고 아픔.

상담) 원인은 알 수 없는 바이러스다! 입술 고치고 

아토피 고쳐보자고 설득.

8월 초 

안티OOO 101 써클OO 101 두 달분. (기숙사 생활)

중간 점검해보면 약 잘 먹고 있고 약간 좋아짐.

입술 보습제 안 바름.

여름철 아토피 그냥 살짝 가렵다가 지나감.

10월 8일 

요새 더 건조할 텐데 신기하게 안 건조함.

여드름 좋아져서 피부 자신감!

접히는 부위 아토피 깨끗.

정량으로 두 달분.

입술에도 안티OOO 써클OO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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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O 약사

써클OO를 몰랐을 때 셀레나제만 쓰다가 제 

아버지는 피부이식 하셨지요.

써클OO를 알고 나서 경험을 더하니 참 다행

입니다.(10월 8일 오후 9:10)

② 류형준 약사 

불과 며칠 만에 피부 이식을 안 해도 되게 하

습니다. 단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9일 오전 9:55)

③ 박OO 약사

최O 약사 진즉이 알았다면 친정아버님도 좋았

을 텐데… 아주 멋집니다.(10월 9일 오후 

2:38)

④ 김OO 약사

류형준 선생님 단하십니다. 류형준 선생님 

최고!(10월 9일 오후 3:53)

⑤ 김OO 약사

저는 써클OO보다 안티OOO를 더 늘이는 게 

급선무인 것 같은데요.(10월 9일 오후 6:43)

⑥ 류형준 약사 

김OO 약사 감사합니다.(10월 10일 오후 7:27)

2018년 10월 8일 오후 9:03 

최O 약사

#체험사례 

70  후반, 여. 

당뇨 오래됨, 심장 안 좋음, 관절염, 기력 없음.

9월 28일 단골 아버님 전화.

누님께서 발등에 수액 맞고 난 자리에 염증이 생겨 

안 나아서 전 병원 입원 중이신데 이번 주 지나서 

피부 이식해야 한다고 하는데 당뇨 때문에 걱정이 

태산. 좋은 약 없겠냐고? 환부 사진 보내주시고 연

락드리겠다고 함.

3주 된 상처.

병원에서 해 주는 일-항생제 주사 1일 3회 소독.

가족분들은 그 조그마한 상처가 점점 커져만 가고

낫질 않는다고 하소연.

“면역력과 림프순환이 돼야 세포의 염증을 이길 수 

있고 새 살이 차오릅니다.” 강력히 말씀드림.

안티OOO 111 써클OO 111 셀레나제 1일 500ug.

써클OO 양 늘리고 싶었으나 약을 삼키기 어렵다고

하셔서 1포씩이라도 꼭 드시게 함. 우선 20포씩.

10월 1일 

전화 통화. 살이 많이 찼다고 하십니다.

안티OOO와 써클OO도 잘 드시고.

10월 4일 

피부 이식 안 하고 전 병원에서 퇴원하신답니다.

안티OOO 써클OO를 믿고 누님을 위해 선물해 주

신 단골 아버님께 더 드셔야 한다고 했지만, 그 나

머지는 환자 가족의 몫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피부 이식은 막았으니 안티OOO 써클OO가

큰 일 해 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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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김OO 약사

혼자서 얼마나 아팠을까?(10월 10일 오후 

7:34)

⑧ 김OO 약사

최O 약사 이 증상에 안티OOO 써클OO dash

하신 최O 약사님도 멋집니다.(10월 18일 오후 

4:02)

① 박OO 약사

<당황하지 않고~~ 한가한 시간이라 체크리

스트 꺼내 들어 확인> 단하십니다.(10월 9

일 오후 2:11)

② 김OO 약사

위트 있으시네요~(10월 9일 오후 3:48)

③ 류형준 약사 

혈당이 500에서 140으로 내려도 효과는 없습

니다. 환자의 마음은 증상이 다 없어져야 나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10월 10일 오후 7:31)

2018년 10월 9일 오후 12:41 

김OO 약사 

#체험사례

전규0, 만 65세, 남. (170cm 65kg)

혈압, 당뇨, 관절염약 복용.

2007년부터 꾸준히 관절염약, 당뇨약 드시는 분.

9월 1일

너무 오랜 단골이라 쉽게 안티OOO 써클OO를 받

아들이셔서 안티OOO 111 써클OO 111 각 60포 복용 

권유.

9월 14일

잘 복용하고 계시는지 전화. 하루 3번 먹기 힘들어 

아침저녁으로 드신다 확인.

10월 5일

문 들어서자마자 아무 효과도 없는 약 돈만 비싸다

고 투덜투덜하십니다. 당황하지 않고~~ 한가한 

시간이라 체크리스트 꺼내 들어 확인. 해당 사항이 

없어 속으로 당황스러운데, 그건 이상하더라면서 

말씀하시길 평상시 커피 한 모금, 사탕 하나 드시면 

당뇨가 500을 넘나드는데 얼마 전 커피와 사탕을 

먹었는데도 당뇨가 140 정도가 되어서 이상하더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다른 분과 같은 내용이라 써클OO

안티OOO 효과라고 말씀드리자 나머지마저 먹고 

또 복용하시겠답니다.

2018년 10월 9일 오후 1:10 

박OO 약사

#체험사례 

068번째 = [써클OO]+[안티OOO] 

50  중반, 男.

1) 병명(아픈 곳): 만성 구내염, 설염.

- 구내염과 설염이 자주 재발한다고 함.

- 지나가던 고객. 응급약을 요구함.

- 예전 같으면 구내염 비타민 20정+소염진통제 드

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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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급성 환자에게 간단히 효과가 있으면 치유의 

길로…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10월 10일 오후 7:32)

① 김OO 약사

안티OOO는 수지 성분 빼신다 하여 효과가 

감퇴되면 어쩌나 했는데 효과가 더 신속히 나

네요. 안티OOO 환도 참 빨리도 발현된다고 

생각되었는데. 구체적인 효능, 효과는 시간을 

두고 치험사례를 보면서….

1회분에 몇 g인 것과 포장 형태는 어떤지 궁금

하네요.(10월 9일 오후 3:27)

② 양OO 약사

기 합니다.(10월 9일 오후 3:33)

③ 강OO 약사

- 2018년 10월 5일 써클OO+안티OOO (1+1=2포 

포장용) tid 3일분.

2) 복용 기간과 경과:

- 2018년 10월 8일 구내염, 설염 폭감소 (혀끝을 

보여 주심)

- 써클OO+안티OOO 각 20포씩 집어 들고 계산함.

3) 기타(보충 설명):

- 따로 설명해 드릴 여유 없어“증세 없어져도 재발

없도록 방문요망.”

2018년 10월 9일 오후 3:17 

강OO 약사 

#체험사례 

써클OO 안티OOO 액상제 체험사례입니다.

류 약사님이 시음용으로 주신 안티OOO 써클OO 

액상제를 먼저 먹어보게 되었습니다. 

1. 써클OO의 맛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쓰게 나왔

다고 해서 먹어 보니 조금 쓰긴 하더라고요. 안티

OOO는 맛이 괜찮았습니다..

2. 써클OO와 안티OOO를 따뜻한 물에 섞어 먹어보

니 예상외로 굿~~. 입맛 까다로운 둘째 딸도 

쌍화탕 같다고 만족하네요.

3. 써클OO만 2포 따뜻한 물에 타서 먹어보니 뒷맛

이 깔끔. 나이 드신 분들은 먹을만하다 하셨습니

다.

4. 액상제라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어도 잘 넘어갑

니다. (안티OOO 1 써클OO 3 먹어도 부담이 없

었어요)

5. 액상제라 그런지 효과 발현 속도가 엄청 빨랐어

요. 어머님은 찬 다리가 열난다고 하시고 저는 

머리 쪽이 후끈(2일간, 그러다 그침) 온몸이 냉

한 둘째 딸은 5분도 안되어 열난다고 하더군요.

6. 소화 기관이 약해 환제에 의한 위장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듯합니다.

액상제 개발하시느라 수고하신 류 약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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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9일 오후 3:35)

④ 강OO 약사

각 10ml 네요.

워낙 농축액이라 저는 원액 그 로 먹어보니 

약간 맛이 강한 듯했어요. 따뜻한 물에 타서 

먹는 게 먹기도 편하고 맛도 괜찮았어요.(10

월 9일 오후 3:39)

⑤ 김OO 약사

상세한 브리핑 감사합니다.(10월 9일 오후 

3:55)

⑥ 김OO 약사

그 귀한 용액, 파우치에 따뜻한 물 넣어 두 

번 정도 헹궈 컵에 함께 담아 마셔야겠어

요.(10월 9일 오후 4:04)

⑦ 김OO 약사

써클OO 액상 제제에 메이플 시럽 그 로 있

나요?(10월 9일 오후 4:07)

⑧ 김OO 약사

5의 시음은 3 case 모두 안티OOO 써클OO 

병용일 때인가요? 안티OOO만인가요?(10월 

9일 오후 4:14)

⑨ 강OO 약사

써클OO에 메이플 시럽 들어있고 MSM도 추

가됐네요.

5의 시음은 모두 안티OOO 써클OO 병용했어

요.(10월 9일 오후 4:51)

⑩ 강OO 약사

안티OOO 시럽제엔 올리브잎 추출물과 사차

인치 오일 그리고 러시아산 벌꿀이 추가되어 

있어요.(10월 9일 오후 4:52)

⑪ 김OO 약사

Thank you!(10월 9일 오후 5:31)

⑫ 박OO 약사

(환제를 완전히 없애지 않는다면)

환제와 액제의 포장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하심

이 구별에 혼동이 적게 오지 않을까요?(10월 

9일 오후 5:48)

⑬ 김OO 약사

저도 혼동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단일 품목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면 환제는 안 나올 건

가?(10월 9일 오후 6:38)

⑭ 최OO 약사

환제와 액제도 같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

다.(10월 10일 오전 3:37)

⑮ 강OO 약사

환제와 액제 두 가지 모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제제의 특장점이 있으니 활용 범위

가 넓어 더 좋은 듯합니다.(10월 10일 오후 

3:12)

⑯ 조OO 이OO 약사

언제 구매가능 할까요?

알약 갈아서 먹이니 안 먹어서요.(10월 10일 

오후 5:03)

⑰ 류형준 약사 

써클OO에는 당 , MSM이 추가되며 MSM의 

추가로 인해 건기식으로 출하됩니다.

안티OOO는 올리브잎 추출물, 사차인치 오일, 

러시아산 꿀을 포함했지만 그 로 기타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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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으로 출시됩니다.

동일한 가격으로 22일부터 출하됩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할증 정책이 변경됩니다.

10+1에서 11+1로, 30+6에서 31+5로,

100+30에서 100+20으로 바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10월 10일 오후 7:48)

① 류형준 약사 

당뇨관리는 이제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10월 10일 오후 7:49)

① 최OO 약사

10월 1일에 운동한 게 아니라 9월30일이었습

니다. 발병이 10월1일이고요,

죄송합니다.^^(10월 9일 오후 11:03)

2018년 10월 9일 오후 3:55 

강OO 약사 

#체험사례 

강00, 50 , 남.

당뇨 5년 됨.

1년 전부터 왼쪽 안면 부종 생김.

아침에 일어나면 더 심하고 오후 3~4시 정도 되면 

조금 가라앉는데 점점 심해짐.

병원에서 각종 검사 다 해봤으나 이상 없다고 해서 

더 답답하다 함.

어찌하다 저희 약국에 오심.

전형적인 림프 부종임을 설명해 드리고 당뇨로 인

해서 더 오신 것 같다 설명함.

9월 22일

써클OO 22(심하면 222) 큰 통 구매.

오늘 방문하셔서 현저하게 좋아지지는 않았으나 

차츰 부종의 면적이 줄어든다고 하셨고 동일한 양

으로 큰 통 재구매. 

갈 길이 멀다고 설명드렸어요. 이후 안티OOO 병용

해서 치유 프로그램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

니다.

2018년 10월 9일 오후 6:39 

최OO 약사 

#체험사례 

66세, 여. (본인)

고혈압, 고지혈약 복용 중. 

당뇨는 인슐린 투여 40년.

안티OOO 써클OO 2017년 11월 중순부터 섭취.

10월 1일

운동 기구에 매달려 운동. 그다음 월요일 오후부터 

오른쪽 손목이 아프면서 붓고 열이 나기 시작하더

니, 9시가 넘어가자 손목과 손가락을 못 움직여 써

클OO를 찢지도 가위질도 안 돼서 섭취 못 함. 

양치질도 못 하고 아침에 일어나 겨우 써클OO 3포

안티OOO 1포 섭취하고 약사님을 초빙할까 하다가  

써클OO 3포씩 또 3회 더 복용하고는(12포) 깔끔히

통증 사라짐. 양약은 복용 안 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줄 알고 매우 걱정했었는데 써클

OO 안티OOO 화이팅입니다.!!

류 선생님께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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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손OO 약사

혈압 당뇨는 변화가 없으신가요?(10월 10일 

오전 7:38)

③ 최OO 약사

예, 당뇨는 이따금씩 저혈당이 오긴 하는데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고 좀 더 자주 그러긴 

해요. 더 지켜봐야겠고요~

혈압은 저혈압이 심해서 (최저혈압 40  최고

혈압 60 ) 여서 7월부터 중단하고 있습니다

만 최고혈압이 오르락내리락해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랍니다~~(10월 10일 오전 9:55)

④ 류형준 약사 

저혈당이 오고 저혈압이 오면 복용 중인 혈압

약과 당뇨약을 조절해야할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10월 10일 오후 7:58)

① 류형준 약사 

어떤 병이든 강OO 약사님과 함께하면 순해집

니다.

감사합니다.(10월 10일 오후 8:07)

2018년 10월 10일 오후 3:23 

강OO 약사 

#체험사례 

이00, 70 , 여.

퇴행성관절염 (손, 무릎).

무릎은 퇴행성관절염 3기로 수술 권유받으셨고,  

손가락 마디마다 붓고 튀어나와 손가락 변형이 온 

상태. 수술은 안 하고 싶다고 하셔서

안티OOO 11 써클OO 11, 미네랄제, 관절 양제.

3개월 정도 드시고 무릎 관절 부위 통증과 부기가 

없어지기 시작하셨고, 손가락 마디도 처음엔 부었

다 빠지길 몇 번 하시고 튀어나오기도 하셨는데 

3~4개월 지나니 더 이상 진전 안 되고 아침에 일어

나도 손마디가 붓지 않고 통증도 없어짐.

현재 6개월째 복용 중. 심하게 걷거나 무리하지 않

으시면 통증과 부기도 없으시고 이제는 살 것 같다 

하십니다. 8개월까지는 동일한 용량으로 드시라고 

했어요.

2018년 10월 10일 오후 10:33 

김OO 약사 

#체험사례

52세, 남. (남편)

몇 년 전 통풍, 식도염 진단받은 적 있으나 그때 

잠깐 아프고 이후 재발없음. 특별히 아픈데 없으나 

정수리 탈모 있음. 탈모 체험사례 보고 써클OO 강

력히 권했으나 본인은 외모에 관심 없는 스타일이

라 (눈에 보이지도 않고) 3주 동안 하루에 2포도 

먹었다가 4포도 먹었다가 함.

최근 지리산 등반 후 심한 감기에 걸려 안티OOO 

써클OO 222 6일 정도 복용.

다행히 하루 이틀 만에 많이 좋아져서 이젠 가끔 

잔기침 정도. 그래도 써클OO덕인지 몸살은 안 하

더군요.

안티OOO 써클OO 복용 시작할 때 찍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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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단한 안티OOO 써클OO입니다!(10월 11일 

오전 12:47)

② 류형준 약사 

한 달 만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기적입니다.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10월 11일 오전 8:37)

한 달 후

이젠 눈으로 확인도 했겠다. 말 안 해도 잘 챙겨드

십니다.^^

2018년 10월 11일 오전 11:39 

김OO 약사 

#체험사례

양동0, 만 39세, 남. (175cm 80kg)

혈압, 심한 통풍, 지방간 약 복용.

통풍 치료 환자 몇 년간 안 오시다 오랜만에 오셔서 

통풍 발작으로 또 왔다면서 웃으십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통풍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보자고 

권유. 통풍이 심한 까닭에 순순히 받아들이심.

8월 10일

안티OOO 111 써클OO 111 각 60포 복용 권유.

9월 4일

전화 통화하니 피로감이 없어 너무 좋다고 하심.

10월 10일

다시 구매하러 오심. 하루 1번도 먹고 2번도 먹는다

고 해서 최소 복용량은 2번이며 용량이 작으면 바

이러스 내성이 생기니 최소 두 번은 챙겨 드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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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통풍의 가장 기본은 각탕법입니다.

나중에라도 함께 하도록 하 다니 다행입니

다. 감사합니다.(10월 11일 오후 5:08)

① 류형준 약사 

이번에는 발목 염증 다음에는 우측 슬통. 

차이가 없는 같은 방식인데 순서를 정해서 진

행하는 모습에서 유머와 위트가 느껴집니다.

같은 길을 가는 여유로움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10월 11일 오후 5:26)

함. 수시로 일어나던 통풍 발작이 안티OOO 써클

OO 복용하는 동안 한 번도 없었다고 신기해하셨습

니다. 안티OOO 써클OO 각 60포 재구매. 각탕법도 

소개해드림.

2018년 10월 11일 오후 3:02 

박OO 약사

#체험사례 

069번째 = [써클OO]+[안티OOO] 

LSH, 59세,  女. (152cm 63kg) 

1) 병명(아픈 곳): 발목염증과 부종.

좌측=발목-붓고, 벌겋다 (발등도 조금 부종), 우측 

무릎 통증. (특징: 다리, 발목이 매우 굵음.)

2) 이전 복용 중인 약물의 유무와 경과:

발목 부종과 붉은색과 열 때문에 병‧의원엘 다녀도 

차도가 없다.

3) 써클OO 안티OOO의 복용과 추가 제품 여부:

2018년 10월 8일 써클OO+안티OOO 각 포 (tid) 

3일분 + 이부프로펜 20정.

4) 복용 기간과 경과:

- 병‧의원엘 다녀도 효과가 없었는데, 3일 만에 부

종과 붉은 기운 사라졌다. (다리가 굵어서 사진은 

사양함.)

- virus 감염으로 생긴 것이니, 연속 복용을 강조.

5) 기타(보충 설명):

- 일단 증세는 없어졌으니 3일 더 복용하고 다음에

는 [우측 무릎 통증] 위주로 복용하겠다. (3일 

만에 폭 효과를 보았으니, 다음 방문 기 함)

- 10월 11일 써클OO+안티OOO 각 1포 (tid) 3일분.

2018년 10월 11일 오후 3:43 

이OO 약사 

#체험사례

1. 김규0, 67세, 여.

9월 초에 구내염으로 방문하심.

백태가 약간 가운데 쪽이 일자로 조금 패 고 우둘

투둘 좁쌀처럼 올라와 있었음.

뜨거운 거 매운 거 드시기 힘듦. 

안티OOO 111 써클OO 111.

저는 안티OOO 써클OO 되도록 같이 적용합니다.

한 달 치 가져가셨는데 많이 부드러워지고, 백태가 

좀 엷어지고 좁쌀 같은 것이 없어지니 잠시 중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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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구내염과 변비 해결.

전혀 다른 증상이지만 림프순환촉진은 어디

서나 언제나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11일 오후 5:33)
① 류형준 약사 

염좌에도 신속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감사합니다.(10월 12일 오후 3:17)

셨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다시 종전처럼 되니 서둘

러 마저 드시고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마 하고 가시곤 집에서는 딴마음이 드시니 시

일이 더 걸릴 듯. 오늘도 똑같이 내일도 똑같은 마

음으로 드시라고 당부하고 안티OOO 써클OO 가지

고 가십니다. 

2. 김춘0, 42세, 여.

다이어트 때문에 식사를 조금씩 하다 보니 가끔은 

변비가 있어서 변비약 사다가 드시는 분.

지금까지는 보통 일반 변비약으로 해결 가능.

이번에는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일주일 정도 못 봐

서 힘이 든다고 하심. 

제가 써클OO(1회 3포)로 효과 본 적이 가끔씩 있고 

한 번 먹고도 효과 본 분들도 있어서 추천해 드림. 

써클OO 3포씩 2회 복용하시고 따뜻한 물 많이 드

시라고 함. 

드디어 보셨답니다. 엄청 시원하셨을 겁니다.

그 느낌 아니까요. 

한번 시도해보심이 어떨는지요?

2018년 10월 12일 오전 9:07 

심OO 약사 

#체험사례 

47세, 여.

배드민턴 동호회분입니다.

근력 좋고 운동량 많고 평상시 준비 운동을 잘하시

는 분으로 다른 분들과 달리 평상시 통증은 없었습

니다. (일반적으로 배드민턴을 치시는 분들은 평상

시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어깨 등등 아픈 곳이 엄청 

많거든요.)

최근 배드민턴 회를 앞두고 맹훈련을 하다가 다

리가 접질려서 발목의 인 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3주 정도 무조건적인 휴식을 요구

하 습니다. 하지만 반테린코와로 발목을 지지하

면서 서클OO 33 드시라고 드렸더니 다음날 오셔서 

발목이 부드럽다고 하시네요. 

써클OO 22 일주일 복용 후 현재는 다시 배드민턴

을 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놀랍네요. ^^

발목 부종도 전혀 없고 인 를 지지하는 반테린코

와는 하고 있는데 통증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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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치유의 길에 나타나

는 치유 과정입니다.

감사합니다.(10월 12일 오후 3:21)

2018년 10월 12일 오후 1:59 

서OO 약사 

#체험사례 

임명0, 34세, 남. (처조카)

표 증상: 만성피로, 어깨 결림.

주요 증상: 깊은 잠 안 옴, 팔다리 아픔.

투약:

6월 29일

써클OO 11 안티OOO 11.

7월 23일

써클OO 11 안티OOO 11.

8월 27일

써클OO 11 안티OOO 11.

9월 27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경과 반응:

써클OO 안티OOO 먹으면서 다이어트하네요.

몸이 가볍게 느껴진다.

직업이 간호사인데 오래 서있으면 다리가 부었는

데 덜 붓는다.

훨씬 덜 피곤하다.

잠이 비교적 쉽게 든다.

2018년 10월 12일 오후 2:03 

서OO 약사 

#체험사례 

김혜0, 67세, 여.

표 증상: 신장투석중이신분.

주요 증상: 

Hb 8.9

눈이 한쪽 안 보임.

나머지 한쪽 눈은 희미함.

귀가 짜릿하게 아프다.

기운 없다, 허리 아프다.

Alkaliphosphatase 182 (정상 범위40-130)

LDH 243 (정상 범위 100-225)

투약:

4월 12일 

써클OO 11 안티OOO 11.  

4월 22일

써클OO 11 안티OOO 11. 

5월 1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6월 1일

써클OO 11 안티OO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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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투석 환자의 경우 투석 자체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투석 시 회복 과정을 원활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12일 오후 3:23)

② 박OO 약사

여러모로 좋은 체험사례 감사합니다.

<Hb 8.9>라면 hemoglobin 수치가 모자라는 

편이죠? (남성13↑, 여성12↑ 되어야 정상 범

위 일 텐데요?)

신장손상형-빈혈엔 신장에서 만드는 적혈구 

생산촉진 Hormon인 Erythropoietin 부족증

인 경우가 종종 있으니 써클OO/안티OOO와 

함께 고려해 봄이 어떨까 사료 되옵니다.

인체의 적혈구 생산판단은 신장에 공급되는 

혈액에서 산소의 양을 감지해서 신장에서 

Erythropoietin H를 늘렸다 줄 다 하여 골

수의 조혈모세포를 자극하는데 신장이 많이 

손상되면, 이 호르몬 생산이 잘 안 되기도 하지

요. (보험 되는 Erythropoietin 주사도 있다고 

합니다.)(10월 12일 오후 4:48)

③ 서OO 약사

박OO 약사 감사드립니다. 

류형준 약사 감사드립니다. ^^(10월 12일 오후 

10:17)

④ 하OO 약사

박OO 약사 *이걸 말씀하셨나 싶어서 보여드

리려고 옮겨와 봤습니다.

아는 분인데 미쎄라 두 방으로도 안 잡히는 

수치라네요. 정말로 이식 외엔 방법이 없는 

건가 싶고. 오늘내일 이식 날만 기다리고 계십

니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만성 신질환

(CKD, Chronic Kidney Disease)` 환자는 평

생 여러 합병증을 경계하며 살아야 한다. 

특히 만성 신질환 환자는 투석이나 신장 이식 

등이 주요 치료로 여겨지고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 의사들로 하여금 ‘숨은 공신’으로 여겨지

고 있는 치료제가 있다. 

바로 만성 신질환 환자의 증후성 빈혈 치료에 

사용되는 3세  적혈구 조혈자극제(ESA, 

Erythropoiesis-Stimulating Agent) `미쎄라`

다.

로슈의 미쎄라는 최초의 지속형 에리스로포

이에틴 수용체 촉진제(CERA, Continuous 

Erythropoietin Receptor Activator)로 국내

에는 2009년 출시됐다. 

만성 신질환 환자들은 부분 합병증으로 `빈

6월 22일

써클OO 11 안티OOO 11.  

7월 3일

써클OO 11 안티OOO 11.  

8월 2일

써클OO 11 안티OOO 11.  

9월 1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10월 6일 

써클OO 11 안티OOO 11.  

이외 간장약, 사 잘 되게 하는 약 같이 드림.

 

경과 반응:

덜 피곤하다.

얼굴색 좋아짐.

투석하고 나면 축 처지는데 힘들지 않음.

잠이 잘 옴.

산책해보면 다리에 힘이 생기고 있음.



001610  A BOOK OF EXPERIENCES

혈`을 동반한다. 그런데 이 빈혈은 신질환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삶의 질` 부분에 큰 향을 

주기도 하며 사망률과 이환율과도 연관이 깊

다. 

따라서 의사들은 모든 만성 신질환 환자가 효

과적인 빈혈 치료를 통해 여러 추가 합병증을 

예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투석 여부

와 관계없이 말이다. 

◆`빈혈 치료`와 `만성 신질환`의 상관관계

 국내 만성 신질환 환자 수는 2017년 기준 약 

20만 4천 명으로, 4년 전인 2013년 비 약 

34% 증가했다. 

만성 신질환은 비가역적이고 진행성인 신장 

손상 또는 신장 기능 저하가 지속되는 질환이

다. 만성 신질환으로 인한 신장 기능의 이상은 

인체 내 모든 장기에 향을 미쳐 빈혈에서부

터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등의 다양한 합병증

을 유발할 수 있다.

만약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만성 신질

환은 합병증뿐 아니라 신부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이때는 투석이나 신장 이식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핵심은 많은 만성 신질환 

환자가 ‘빈혈’을 동반한다는 점이다. 빈혈은 

투석을 받고 있지 않은 만성 신질환 환자 2명 

중 1명(약 50%)에게 나타날 정도로 매우 흔한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될수록 빈혈 발

병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 결국 만성 신질환 

환자가 증가할수록 빈혈 치료의 필요성은 올

라가게 되는 셈이다. 

만성 신질환 치료와 빈혈 치료 유무의 상관관

계는 이미 증명이 돼 있다. 

빈혈이 동반된 만성 신질환 환자들은 인지 능

력이 저하될 뿐 아니라 좌심실비 증 및 이로 

인한 돌연 심장사의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전체 만성 신질환 환자의 약 90%는 헤모 로

빈 수치의 변동성을 보이는데 이들은 질환으

로 인한 입원 가능성이 헤모 로빈 수치가 목

표 범위 내에서 잘 유지된 환자보다 높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질환 환자들

의 경우에도 빈혈이 사망률과 이환율에 연관

돼 있다는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 빈혈 관리로 심각한 합병증 개선‥10년 데

이터로 입증

 이처럼 만성 신질환 환자에서 빈혈은 반드시 

함께 치료돼야 할 합병증으로 여겨지고 있다. 

나아가 더 높은 신질환의 치료 효과를 위해, 

조기에 빈혈을 치료하는 방향이 잡혀지고 있

다. 

만성 신질환 환자의 빈혈 치료에는 에포에틴 

알파, 에포에틴 베타 등 단시간 동안 작용하는 

1세  적혈구 조혈자극제(ESA)를 주로 사용

했다. 하지만 약효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신장

질환으로도 고통받은 환자가 계속해서 병원

을 방문해야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후엔 작용 시간을 늘린 2세  ESA인 다베

포에틴 알파가 등장했으며, 현재 임상 현장에

는 3세  ESA인 `미쎄라(메톡시폴리에칠렌

리콜-에포에틴베타)`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3세  미쎄라가 가장 많이 사용되

고 있는 이유는, 10년 동안의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덕이다.



제3장 체험사례 001611

혈액 투석을 받는 만성 신질환 환자의 경우 

투석 시작 시점에 빈혈로 인해 헤모 로빈 수

치가 낮으면 심혈관계 합병증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 

그런데 다양한 임상시험에서 미쎄라는 투석

을 받고 있는 환자와 받고 있는 않은 환자 모두

의 빈혈 치료에 안정적인 헤모 로빈 수치 유

지 효과를 보 다. 

실제 혈액 투석 환자들을 상으로 한 임상에

서 미쎄라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89.3%가 

1g/dL 이하의 헤모 로빈 수치 변동성을 보

다. 다른 ESA 치료에서 월 1회 미쎄라로 

교체 투여한 혈액 투석 환자들의 헤모 로빈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복막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질환 환자들 

역시 미쎄라 치료를 통해 헤모 로빈 수치가 

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월 1회 미쎄라 치료를 받은 복막 투석 환자들

은 12개월의 연구 기간 동안 안정적인 헤모

로빈 수치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약 6개월 간 

헤모 로빈수치가 목표 범위인 11~13mg/dL 

내에서 유지됐다. 

투석을 받지 않은 만성 신질환 환자들을 상

으로 한 CORDATUS 임상에서 미쎄라는 환

자들의 헤모 로빈 수치를 점진적이고 안정

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에 

따르면, 임상시험 시작 후 첫 8주 간 헤모 로

빈 목표 범위를 벗어난 환자의 비율은 다베포

에틴 알파 투여군이 47.7%인 반면 미쎄라 투

여군은 25.8%로 나타났다. 

서울 학교병원 신장내과 오국환 교수는 “국

내 만성 신질환 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만성 신질환의 경우 빈혈 증상을 조기에 치료

하지 않으면 더 많은 환자들이 심각한 심혈관 

질환 등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고통 받을 수 

있다. 미쎄라는 월 1회 투여로 만성 신질환 

환자의 빈혈 치료 순응도를 높이는 환자 중심 

약제로, 지난 10년 간 실제 의료 현장에서 그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임상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 ‘편의성’이 가장 큰 이점‥높은 치료 순응

도에 기여

이밖에도 미쎄라는 의사들로부터 환자들의 `

높은 순응도`가 큰 장점으로 평가됐다. 

미쎄라는 의약품의 반감기를 늘리는 PEG(폴

리에틸렌 리콜)을 1세  ESA인 에포에틴 

베타에 결합한 약제다. 미쎄라는 이러한 페길

화(PEGylation)를 통해 피하주사 기준 약 

139시간의 반감기를 가지는데, 이는 최  약 

48시간에 불과했던 기존 ESA의 반감기를 획

기적으로 연장한 것이다. 

이러한 긴 반감기를 특징으로, 미쎄라는 현재

까지 국내에 출시된 ESA 중 유일하게 투석 

전 또는 복막·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 

모두에게 월 1회 용법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만성 신질환 환자들은 혈액 투석

을 위해 주 2~3회 병원 투석실을 방문하고, 

복막 투석 환자는 4~6주에 1회 내원한다. 이

들은 병원 방문 스케줄에 맞춰 한 달에 한 번만 

미쎄라를 투여 받으면 되기 때문에 보다 효율

적으로 빈혈 증상을 관리할 수 있다. 

더군다나 미쎄라는 환자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2가지의 제형이 존재한다. 다른 ESA와 달

리 미쎄라는 피하주사(SC, subcutaneous)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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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사(IV, intravenous) 주사의 반감기가 유사

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투석 전 환자와 

복막 투석 환자에게는 SC가, 혈액 투석 환자에

게는 IV가 주로 투여된다. 

게다가 실온에서 최  한 달 간 보관이 가능해 

병원과 거리가 멀어 자가주사가 불가피한 투

석 전 또는 복막 투석 환자들의 주사제 온도 

관리에 한 부담 및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다.

이러한 미쎄라의 월 1회 투여 용법은 빈혈 치

료에 소요되는 혈액 투석 전문의의 시간까지 

단축해줬다. 유럽 5개국 20개 센터의 빈혈 치

료 효율성을 조사한 Time & Motion 연구에

서는 모든 ESA 치료가 월 1회 미쎄라 치료로 

체될 경우, 연간 빈혈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

을 평균적으로 적게는 76%에서 많게는 89%

까지 단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혈액 투석 전문의 등 인공신장실 인

력이 부족한 국내 치료 환경을 감안할 때, 월 

1회 미쎄라 치료옵션은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급여 부분에서도 자유롭다. 미쎄라는 2008년 

식약처 허가 후 지난 2010년부터 투석 환자뿐 

아니라 투석을 받고 있지 않은 GFR 30 미만 

환자들의 빈혈 치료까지 보험이 적용되고 있

기때문. 

<ⓒ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출처: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

ewer.asp?NewsNum=223356

[메디파나뉴스]`만성 신질환` 치료의 숨은 공

신‥`미쎄라`의 가치

만성 신질환` 치료의 숨은 공신‥`미쎄라`의 가

치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만성 신질환

(CKD, Chronic Kidney Disease)` 환자는 평

생 여러 합병증을 경계하며 살아야한다. 특히 

만성 신질환 환자는 투석이나 신장 이식 등이 

주요 치료로 여겨지고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 

의사들로 하여금 ‘숨은 공신’으로 여겨지고 있

는 치료제가 있다. 바로 만성 신질환 환자의 

증후성 빈혈 치료에 사용되는 3세  적혈구조

혈자극제(ESA,

Erythropoiesis-Stimulating Agent) `미쎄라`

다. 로슈의 미쎄라는 최초의 지속형 에리스로

포이에틴 수용체 촉진제(CERA, Continuous 

Erythropoietin Receptor Activator)로 국내

에는 2009년 출시됐다. 만성 신질환 환자들은 

부분 합병증으로 `빈혈`을 동반한다. 그런데 

이 빈혈은 신질환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삶의 

질` 부분에 큰 향을 주기도 하며 사망률과 

이환율과도 연관이 깊다. 따라서 의사들은 모

든 만성 신질환 환자가 효과적인 빈혈 치료를 

통해 여러 추가 합병증을 예방해야 한다고 입

을 모으고 있다. 투석 여부와 관계없이 말이

다. 

◆ `빈혈 치료`와 `만성 신질환`의 상관관계 국

내 만성 신질환 환자 수는 2017년 기준 약 20

만 4천 명으로, 4년 전인 2013년 비 약 34% 

증가했다. 만성 신질환은 비가역적이고 진행

성인 신장 손상 또는 신장 기능 저하가 지속되

는 질환이다. 만성 신질환으로 인한 신장 기능

의 이상은 인체 내 모든 장기에 향을 미쳐 

빈혈에서부터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등의 다

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만약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만성 신질환은 합병증

뿐 아니라 신부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이때는 투석이나 신장 이식 등의 치료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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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핵심은 많은 만성 

신질환 환자가 ‘빈혈’을 동반한다는 점이다. 

빈혈은 투석을 받고 있지 않은 만성 신질환 

환자 2명 중 1명(약 50%)에게 나타날 정도로 

매우 흔한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록 빈혈 발병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 결국 

만성 신질환 환자가 증가할수록 빈혈 치료의 

필요성은 올라가게 되는 셈이다. 만성 신질환 

치료와 빈혈 치료 유무의 상관관계는 이미 증

명이 돼 있다. 빈혈이 동반된 만성 신질환 환자

들은 인지 능력이 저하될 뿐 아니라 좌심실비

증 및 이로 인한 돌연 심장사의 위험이 증가

한다. 또한 전체 만성 신질환 환자의 약 90%는 

헤모 로빈 수치의 변동성을 보이는데 이들

은 질환으로 인한 입원 가능성이 헤모 로빈 

수치가 목표 범위 내에서 잘 유지된 환자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질환 환자들의 경우에도 빈혈이 

사망률과 이환율에 연관돼 있다는 연구가 발

표된 바 있다. 

◆ 빈혈 관리로 심각한 합병증 개선‥10년 데

이터로 입증 이처럼 만성 신질환 환자에서 빈

혈은 반드시 함께 치료돼야 할 합병증으로 여

겨지고 있다. 나아가 더 높은 신질환의 치료 

효과를 위해, 조기에 빈혈을 치료하는 방향이 

잡혀지고 있다. 만성 신질환 환자의 빈혈 치료

에는 에포에틴 알파, 에포에틴 베타 등 단시간 

동안 작용하는 1세  적혈구 조혈자극제

(ESA)를 주로 사용했다. 하지만 약효의 시간

이 짧기 때문에 신장질환으로도 고통받은 환

자가 계속해서 병원을 방문해야하는 애로사

항이 있었다. 이후엔 작용 시간을 늘린 2세  

ESA인 다베포에틴 알파가 등장했으며, 현재 

임상 현장에는 3세  ESA인 `미쎄라(메톡시

폴리에칠렌 리콜-에포에틴베타)`까지 사용

되고 있다. 이 가운데 3세  미쎄라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10년 동안의 효과

와 안전성이 입증된 덕이다. 혈액 투석을 받는 

만성 신질환 환자의 경우 투석 시작 시점에 

빈혈로 인해 헤모 로빈 수치가 낮으면 심혈

관계 합병증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 그런데 

다양한 임상시험에서 미쎄라는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와 받고 있는 않은 환자 모두의 빈혈 

치료에 안정적인 헤모 로빈 수치 유지 효과

를 보 다. 실제 혈액 투석 환자들을 상으로 

한 임상에서 미쎄라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89.3%가 1g/dL 이하의 헤모 로빈 수치 변동

성을 보 다. 다른 ESA 치료에서 월 1회 미쎄

라로 교체 투여한 혈액 투석 환자들의 헤모

로빈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복막 투석

을 받고 있는 만성 신질환 환자들 역시 미쎄라 

치료를 통해 헤모 로빈 수치가 목표 범위 내

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월 1회 미쎄라 치

료를 받은 복막 투석 환자들은 12개월의 연구 

기간 동안 안정적인 헤모 로빈 수치를 유지

했을 뿐 아니라 약 6개월 간 헤모 로빈 수치

가 목표 범위인11~13mg/dL 내에서 유지됐

다. 투석을 받지 않은 만성 신질환 환자들을 

상으로 한 CORDATUS 임상에서 미쎄라는 

환자들의 헤모 로빈 수치를 점진적이고 안

정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에 따르면, 임상시험 시작 후 첫 8주 간 헤모

로빈 목표 범위를 벗어난 환자의 비율은 다베

포에틴 알파 투여군이 47.7%인 반면 미쎄라 

투여군은 25.8%로 나타났다. 서울 학교병원 

신장내과 오국환 교수는 “국내 만성 신질환 

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만성 신질환의 

경우 빈혈 증상을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더 

많은 환자들이 심각한 심혈관 질환 등 치명적

인 합병증으로 고통 받을 수 있다. 미쎄라는 

월 1회 투여로 만성 신질환 환자의 빈혈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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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응도를 높이는 환자 중심 약제로, 지난 10년 

간 실제 의료 현장에서 그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임상적 가치가 매우 크다”

고 말했다. 

◆ ‘편의성’이 가장 큰 이점‥높은 치료 순응도

에 기여 이밖에도 미쎄라는 의사들로부터 환자

들의 `높은 순응도`가 큰 장점으로 평가됐다. 미

쎄라는 의약품의 반감기를 늘리는 PEG(폴리에

틸렌 리콜)을 1세  ESA인 에포에틴 베타에 

결합한 약제다. 미쎄라는 이러한 페길화

(PEGylation)를 통해 피하주사 기준 약 139시

간의 반감기를 가지는데, 이는 최  약 48시간

에 불과했던 기존 ESA의 반감기를 획기적으로 

연장한 것이다. 이러한 긴 반감기를 특징으로, 

미쎄라는 현재까지 국내에 출시된 ESA 중 유일

하게 투석 전 또는 복막·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 모두에게 월 1회 용법이 가능하다. 일반적

으로 만성 신질환 환자들은 혈액 투석을 위해 

주 2~3회 병원 투석실을 방문하고, 복막 투석 

환자는 4~6주에 1회 내원한다. 이들은 병원 방

문 스케줄에 맞춰 한 달에 한 번만 미쎄라를 

투여 받으면 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빈혈 

증상을 관리할 수 있다. 더군다나 미쎄라는 환

자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2가지의 제형이 

존재한다. 다른 ESA와 달리 미쎄라는 피하주사

(SC, subcutaneous)와 정맥주사(IV, 

intravenous) 주사의 반감기가 유사하다는 것

도 장점으로 꼽힌다. 투석 전 환자와 복막 투석 

환자에게는 SC가, 혈액 투석 환자에게는 IV가 

주로 투여된다. 게다가 실온에서 최  한 달 간 

보관이 가능해 병원과 거리가 멀어 자가주사가 

불가피한 투석 전 또는 복막 투석 환자들의 주사

제 온도 관리에 한 부담 및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다. 이러한 미쎄라의 월 1회 투여 용법은 

빈혈 치료에 소요되는 혈액 투석 전문의의 시간

까지 단축해줬다. 유럽 5개국 20개 센터의 빈혈 

치료 효율성을 조사한 Time & Motion 연구에

서는 모든 ESA 치료가 월 1회 미쎄라 치료로 

체될 경우, 연간 빈혈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

을 평균적으로 적게는 76%에서 많게는 89%까

지 단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혈액 

투석 전문의 등 인공신장실 인력이 부족한 국내 

치료 환경을 감안할 때, 월 1회 미쎄라 치료옵션

은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급여 부분

에서도 자유롭다. 미쎄라는 2008년 식약처 허

가 후 지난 2010년부터 투석 환자뿐 아니라 투

석을 받고 있지 않은 GFR 30 미만 환자들의 

빈혈 치료까지 보험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 서

울성모병원 신장내과 최범순 교수는 “혈액 투

석 환자의 경우 헤모 로빈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심혈관계 합병증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쎄라의 경우 월 1회 

투여만으로도 헤모 로빈 수치의 변동성을 낮

출 뿐만 아니라 조혈제 투여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을 줄일 수 있어 환자와 의료진의 치료 효율

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

했다.

<ⓒ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출처: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

ewer.asp?NewsNum=223356

[메디파나뉴스]`만성 신질환` 치료의 숨은 공

신‥`미쎄라`의 가치

(10월 29일 오후 9:57)

⑤ 박OO 약사

하OO 약사 아공~ 이제야 보았어요.

상당히 좋은 정보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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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도 검색하시고 단합니다.

(11월 13일 오후 4:57)

① 류형준 약사 

많은 증상들이 개별적인 처치 없이 한꺼번에 

개선됩니다.

치유의 길에 다양한 효과를 알 수 있는 체험사

례입니다.

감사합니다.(10월 12일 오후 3:24)

2018년 10월 12일 오후 2:06 

서OO 약사 

#체험사례 

장수0, 63세, 여. (약국 직원 부인)

표 증상:

오른쪽 유방 내의 찌르는 듯한 통증.

머리에 항상 쥐가 나고 식은땀이 흐른다.

발과 손이 뒤틀리고 쥐가 잘 난다.

주요 증상:

발끝까지 땅기고 허리를 펴지 못한다.

방광염이 자주 걸린다.

갈증이 심하다.

귀에 이명이 있다.

기왕 병력:

척추 신경염, 지방간, 갑상선기능저하, 당뇨.

투약:

4월 23일 

써클OO 333.

5월 15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6월 1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6월 15일 

써클OO 11 안티OOO 11.

7월 3일

써클OO 11 안티OOO 11.

8월 4일

써클OO 11 안티OOO 11.

9월 15일

써클OO 11 안티OOO 11.

10월 6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경과 반응:

몸이 가볍다.

방광염이 자주 걸리는데 소변량이 줄고 소변보는 

횟수 감소함.

피부가 매끄럽게 윤이 남.

다리 쥐나는 것 감소.

발가락 통증 감소.

갈증 감소.

피로가 덜 느껴진다.

잠이 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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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서OO 약사님의 장기 복용 체험사례는 약사님

들이 가야 하는 치유의 길입니다.

앞장서 주시니 감사합니다.(10월 12일 오후 

3:26)

2018년 10월 12일 오후 2:10 

서OO 약사 

#체험사례 

박종0, 65세, 남. (약국 직원)

표 증상: 

1. 저림 증상-어깨, 팔, 손, 발등, 무릎 밑 저림이 

아주 심함.

2. 수면 장애

주요 증상:

우측 허리 쪽 척추협착증으로 앉을 때 자세를 잘못 

잡으면 통증이 옴

수면제를 먹어도 3~4시간 내에 깨고 그 후로는 숙

면을 못 취함.

투약:

8월 1일

써클OO 222.

8월 14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9월 6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10월10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경과 반응: 

훨씬 덜 피곤하다

어깨가 많이 아파서 힘들었는데 좋아지니까 살 것 

같다. 어깨 결림 증상이 60% 좋아짐.

수면제를 반으로 줄여서 복용해봤는데 수면의 질

이 좋아짐.

2018년 10월 12일 오후 4:13 

정OO 약사 

#체험사례 

이혜0, 64세, 여. (보통 체형, 미용사)

비골 옆쪽의 통증.

저녁에 발이 저리고 따끔따끔한지 10년 되심.

발목 위 비골 쪽으로 통증이 10년 되심.

8월 31일 써클OO 111 당귀수산 111 한 달분.

9월 추석 무렵에 한 달분 더 드림.

10월 11일

방문하셨습니다. 지금은 밤에 발도 안 저리고 따끔

거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발목 위 통증은 어떠시

냐고 물으니 그건 안 아프다고 하시면서 언제는 아

팠나 하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자세히 적어 놓아서 

다행이었습니다) 10년 된 증상들이 한 달 만에 없어

져서 그러신지 너무 신기해하십니다.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 더욱 신이 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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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신기한 일이 일상이 되는 기적이 펼쳐집니다.

감사합니다.(10월 13일 오전 7:25)

① 류형준 약사 

이제는 안티OOO와 써클OO를 어떻게 활용하

는 범위는 제 범위를 넘었습니다.

치유의 길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10월 13일 오전 7:43)

① 류형준 약사 

설문지로 체크하고 보관해두면 재방문 시 확

인해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10월 13일 오후 4:50)

2018년 10월 12일 오후 7:03 

안OO 약사 

#체험사례

59세, 여.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생겨 남편분의 부축을 받

고 오셔서 청심원을 달라 하길래 앞뒤 상황을 여쭈

니 상복하는 약이 없을 만큼 건강 체질인데 구토와 

어지럼증이 생겨 정신을 못 차려 청심원을 먹어보

려한다고 합니다.

그 전 같으면 반하백출천마나 계출감을 드렸겠

지만 안티OOO 써클OO 각 11/5일과 청심원 드리며 

금방 안정될 겁니다. 확신도 같이 드렸습니다. 

오늘 약국 앞을 지나가길래 불러서 확인하니 첫날

부터 좋아지더니 5일분 다 먹고 완전히 가라앉아 

너무 좋았다며 청심원은 먹지도 않았다네요. 

차후에도 건강상에 문제 생기면 즉시 찾아오세요.

2018년 10월 13일 오전 10:15 

김OO 약사 

#체험사례

김지0, 만 52세, 여. (162cm 54kg)

당뇨, 관절염약 복용.

엘보 통증, 발바닥 통증, 녹내장 수술, 망막 이상.

당뇨 합병증이 올까 걱정을 많이 하셔서 

안티OOO 써클OO 추천.

8월 21일

안티OOO 111 써클OO 111 각 60포 복용권유.

중간중간 오실 때마다 변화 체크.

9월 17일

크게 좋아지는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설문지 확인

하자 본인도 놀랄 만큼 많은 부분에서 좋아짐을 확

인. 특히 손가락 마비와 다리에 찌릿찌릿한 증상이 

없어진 것을 본인도 모름.

안티OOO 써클OO 각 60포 재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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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 약사

액상제가 나왔군요.

먹기 편할 듯. 그동안 성질 급한 제 식도가 

고생 좀 했는데.(10월 13일 오후 1:52)

② 강OO 약사

옙^  ̂많은 양 먹을 땐 정말 좋더라고요. 따뜻한 

물에 섞어서 먹으니 굿~~(10월 13일 오후 

1:59)

③ 박OO 약사

액상 나왔나 보네요.(10월 13일 오후 2:21)

④ 최OO 약사

액상제는 언제 출시됩니까?(10월 13일 오후 

2:22)

⑤ 강OO 약사

22일 날 출시된다고 하네요. (10월 13일 오후 

3:20)

⑥ 차OO 약사

액상제도 가격이 같나요?(10월 13일 오후 

3:25)

⑦ 강OO 약사

요 밑에 제 액상제 체험사례에 류형준 약사님 

댓 이 있어요. 가격은 동일하 요.(10월 13

일 오후 3:36)

⑧ 류형준 약사 

상포진 초기에는 근육통과 구분이 힘들지

요. 빨리 조치해서 고생을 면했습니다.

감사합니다.(10월 13일 오후 4:54)

⑨ 류형준 약사 

써클OO에는 당 , MSM이 추가되며 MSM의 

추가로 인해 건기식으로 출하됩니다.

안티OOO는 올리브잎 추출물, 사차인치 오일, 

러시아산 꿀을 포함했지만 그 로 기타 가공

식품으로 출시됩니다.

동일한 가격으로 22일부터 출하됩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할증정책이 변경됩니다.

10+1에서 11+1로, 30+6에서 31+5로,

100+30에서 100+20으로 바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10월 10일 오후 7:48)

2018년 10월 13일 오후 1:44 

강OO 약사 

#체험사례 

저의 상포진 이야기

2달간 약국 직원이 휴직하는 바람에 피로가 쌓인 

데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나 봅니다.

10일 전부터 허리 좌우 둔부 주위로 돌아가면서 통

증이 와서 잠을 설칠 정도 는데 단순 근육통인 줄 

알고 근육 이완제와 써클OO 2포씩 먹어도 효과가 

없었어요. 어제 너무 아파서 생각해 보니 상포진

인 듯해서 저녁에 안티OOO 3 써클OO 3 갈근탕과

립 이렇게 먹고 아침에 일어나니 90% 이상 통증 

없어졌습니다.

아침에도 같은 용량으로 복용하고 출근했는데 거

의 불편함을 모를 정도로 회복됐어요. (그동안 안티

OOO 써클OO를 꾸준히 섭취해 면역력이 올라가 

빠른 효과를 본 거 같아요.)

시음용으로 주신 액상제로 먹으니 많은 양을 먹어

도 부담이 없어 좋았습니다.

2018년 10월 13일 오후 1:56 

강OO 약사 

#체험사례 

성00, 50  후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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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써클OO로 먼저 증상을 완화하고 믿음이 생기

면 본격적인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치유의 길

로 안내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13일 오후 4:55)

① 류형준 약사 

천천히 천천히 치유의 길을 함께 하다 보면 

인연이 짧은 사람도 인연이 긴 사람도 만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10월 16일 오후 8:20)

장기간 스트레스로 온몸 근육이 뭉쳐서 안 아픈 데

가 없어 도수 치료부터 기공 치료, 마사지를 받아도 

그때뿐이라고 하소연하심.

써클OO 111 한 달.

이후 두 달간은 써클OO 11로 드심.

각탕법, 호보법 강조.

근육 뭉침 완화, 피로도 좋아지고, 숙면 취함.

1주일에 1~2번 보던 변비가 하루에 1번 쾌변을 보

셔서 좋아하셨어요. 오래된 근육 통증은 바이러스 

원인도 있음을 말씀드리고 원인 치유를 위해

안티OOO 11 써클OO 11 한 달분. 

안티OOO 써클OO 치유 프로그램 진행합니다.

2018년 10월 14일 오후 7:44 

이OO 약사 

#체험사례 

1. 40  후반, 여. 

이틀 전 급하게 오셨는데 잇몸 염증이 콧속 옆까지 

올라와 단단하고 심히 아프다고 함.

소염진통제 1판(10알), 안티OOO 9포 드리면서

따뜻한 물로 3일 드시고 안 되면 치과에 가라고 함. 

다음날 오셨길래 깜짝 놀라서 왜 벌써 왔냐고 (반품

하러 오신 줄) 물어보니 두 번 먹고 염증 단단한 

게 풀려서 신기하게 아프지 않았다면서 남편하고 

친구하고 나눠 먹어서 없다고 하심. (남편, 친구도 

잇몸이 좋지 않았음) 소염진통제 2판과 안티OOO 

소포장 한 통 가져가심. (장기 복용 권함)

2. 정0주, 40 초, 여.(마른 체형)

손발 냉함, 많이 피곤하고 피부가 칙칙함.

스트레스가 좀 심함.

8월 중순부터 일단 정량 로 복용 시작.

안티OOO 11 써클OO 11, 우루사 3판.

9월 안티OOO 11 써클OO 11.

10월 안티OOO 11 써클OO 11.

초기엔 잠이 쏟아지고, 변이 많이 나오고, 속이 약

간 가스 찬 듯했으나 따뜻한 물과 우루사로 해결.

항상 따라다니던 피곤함이 줄고, 손발이 많이 따뜻

해졌다고. (손잡아 보니 따뜻합니다. 전에는 냉기

가 딱 전해왔거든요)

앞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는 생활이 이루어지고 안

티OOO 써클OO로 치유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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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감사~~(10월 15일 오후 2:26)

② 정OO 약사

놀랍습니다, 선생님.(10월 15일 오후 6:08)

③ 최OO 약사

와! 정말 한 가족의 삶을 변화시키셨네요.(10

월 16일 오후 5:15)

④ 강OO 약사

류 약사님 덕분에 아이와 엄마가 행복해 지고 

있어요~~(10월 16일 오후 7:45)

⑤ 류형준 약사 

2018년 10월 15일 오후 2:09 

강OO 약사 

#체험사례 

방00, 24세, 여.0

지체 장애 2급으로 처방 약을 먹으면 증세가 더 악

화하여 저희 약국에서 한약으로 조금 호전되었으

나 아래 증세는 호전이 안 되어 류형준 약사님께 

부탁드려 머리카락 검사 후 처방받아 치유 시작함. 

표 증세:

1. 폭력성이 심하다.

2. 집중력이 없고 하고자 하는 일이 맘 로 안 되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

3. 약속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킨다.

4. 고집이 세다.

5. 유연성이 없다.

6. 이해심 없고 인내심 수치심도 없다.

7. 돈 계산 안 되고 가스 불도 못 켠다.

8. 귀가 한쪽이 잘 안 들린다.

9. 2살 때 심장 수술.

10. 늘 감기 잘 걸리고 장염도 잦다.

11. 틱 현상이 심하다. (성기를 만짐)

12. 깊은 잠을 못 이룬다.

13. 침을 많이 흘린다. (병원 처방 약 먹고 생겼음)

한 달 복용 후:

1. 틱 현상 없어짐.

2. 침 거의 안 흘림.

3. 잠은 잘 자나 조금 일찍 일어남.

4. 폭력성이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

두 달 복용 후:

1. 감기, 장염이 덜 오는 듯.

2. 이성에 관심을 보임. (과거 같은 학교에 다녔던 

남학생을 보고 싶어 해 엄마와 동행해 다녀옴. 

다른 사람들이 이성 친구 있는 것 부러워함. 처음 

있는 일이래요)

※뭔가 변화가 보인다고 어머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뿐인 딸이라 늘 애달파 하셨는데 희망이 보이

는 것 같다고 기뻐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저번에 올린 체험 사례.

현재 4개월 복용 중 변화 과정:

1. 폭력성 20~30% 줄어듦.

2. 인내력-끝까지 해보려고 애쓰고 성취감도 느낌.

3. 약속도 지키려 애쓴다.

4. 고집도 덜 부린다. (40~50% 호전)

5. 유연성 약간 생김.

6. 밤에 가끔 이불에 실례했는데 지금은 완전 없어

짐.

7. 코 풀고 아무 데나 화장지 버렸는데 지금은 안 

그런데요.

8. 이성 친구가 생겼어요. (1주일에 1번 보호자와 

함께 만나고 온답니다)

희망을 갖게 되어 어머님이 행복해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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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00님은 저와 강 약사님이 공동으로 치유의 

길로 안내하는 친구입니다.

감사합니다.(10월 16일 오후 8:29)

⑥ 이OO 약사

안티OOO와 써클OO는 안 쓰신 건가요?(10월 

18일 오전 7:49)

⑦ 강OO 약사

안티OOO는 7개월 처방 나와서 지금 쓰고 있

고요. 체질 구분하여 체질차 처방받아 중추신

경환과 같이 쓰고 있어요.(10월 18일 오후 

1:06)

2018년 10월 16일 오후 5:51 

최OO 약사 

#체험사례 

강0이, 44세, 여. (160cm 58kg, 건물 청소)

B형 간염 보균자. 치료약은 드시지 않고 건강식품 

등은 드심. 피로가 많아 본인 어머니의 소개로 오

심.

4월 6일

헤파피스( 크시슬+비타민)1통과 안티OOO 써클

OO 각 11로 5일분 우선 드림. 헤파피스는 점심에 

1캡슐 드시게 하고 6개월 정도 복용토록 함. 따뜻한 

물 많이 먹고 술, 매운 음식 금함.

4월 10일

안티OOO 11 써클OO 11, 간장약 5일 먹고 피로가 

많이 풀림. 안티OOO 써클OO 각 40포 사 가심.

5월 2일

안티OOO 11 써클OO 11로 각 60포 사 가심. 

고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몸이 많이 힘드시면 안티

OOO 111 써클OO 111로 드시도록 해도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계속 11로 드심.

일은 힘든데 피곤치는 않다며 정관장, 홍삼 등 좋은 

것은 다 먹어봤으나 피로는 계속되고 잠 잘 못 자고 

변비가 있었는데 처음 약 복용 5일 만에 확실히 효

과가 나타나 잘 자고 피로가 사라지고 변비가 없어

지고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것보다 이 약으로 먹겠다 

하심.

5월 30일

불면 있다고 마그네슘 1통 사 가심.

6월 7일

안티OOO 11 써클OO 11로 각 60포 사 가심. 

갱년기 장애도 있는 것 같다고 함. 불면, 열 오름, 

허리 통증, 땀 남. 호르몬제도 복용 권유했으나…

7월 5일

안티OOO 써클OO 60포. (마그네슘을 먹을 때는 잠

이 잘 왔는데 안 먹으면 다시 불면이 온다고 함)

7월 20일 

안티OOO 써클OO 복용 후 확실히 피로감이 덜 하

고 잘 때 손발이 저려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얼굴 기미, 주름살 등이 없어지고 위장병

으로 고생했는데 밥을 먹어도 그런 것이 없어지고. 

종합 검진 결과 내장 지방이 많이 없어지고 몸이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졌다 한다고. 안티OOO 써클

OO를 한 5~6개월쯤 더 먹어봐야겠다 하심.

8월 17일

안티OOO 써클OO 각 60포와 왠지 위통이 오고 (밤

에 야식도 했다 하심) 소화가 안 된다 하여 라니티

딘 제제와 이담 소화제 드리며 야식이나 술 드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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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축하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임신이지만 생명의 잉태는 축

복받아야 합니다.

그런 소중한 일을 약사님이 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10월 16일 오후 8:43)

② 강OO 약사

안녕하십니까?

안티OOO 써클OO 초보 약사입니다.

위의 경우 안티OOO 써클OO도 복용 중단해

야 할까요? 아니면 안티OOO 써클OO는 임신

부ㆍ수유부도 안심하고 복용해도 되는지

요?(11월 15일 오후 5:20)

① 류형준 약사 

벌써 바이러스로 인한 감기가 서서히 위력을 

떨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제 다가오는 11월에는 독감을 비해야 하

는 시기입니다.

만전의 준비로 겨울을 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0월 17일 오후 6:11)

않도록 당부드림.

8월 24일

헤파피스(간장약) 1통 사 가심.

9월 4일

안티OOO 써클OO를 먹기 전에는 생리가 불규칙했

는데 안티OOO 써클OO 복용 후 몸이 건강해져  

임신이 된 것 같다고 하심. 산부인과 검진 결과, 임

신 5주째인데 조산기가 약간 있고 자궁에 혹이 3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의사 말로는 이런 경우는 아기 

갖는 것이 힘들다고 했다는데 일단 모든 약을 중지 

시키고 아기가 잘 안착될 때까지 무리한 일을 하지 

말고 쉬시도록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현재는 

엽산만 복용 중입니다.

2018년 10월 17일 오전 11:47 

심OO 약사 

#체험사례 

45세, 여.

원래부터 기관지가 약한 편입니다.

최근 들어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목감기와 코

감기, 심한 감기에 걸려서 코싹, 낙소졸을 먹었지만 

5일이 넘어가도록 효과가 전혀 없고 몸이 점점 기

운이 빠지고 코맹맹이 소리는 너무 심해져서

안티OOO 222 써클OO 111 3일분 주었습니다.

2일 후에 전화를 드렸더니 목소리에서 코맹맹이 소

리가 많이 없어졌네요. 우선 기운이 나서 살 것 같

다고 하네요. 감기가 유행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잘 응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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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손OO 약사

근육 이완제는 타이레놀 성분 들어간 것인가

요?(10월 17일 오후 7:59)

② 강OO 약사

손OO 약사 예~~(10월 17일 오후 10:01)

③ 류형준 약사 

강OO 약사님과 환자가 만나면 치유의 길이 

새롭게 열립니다.

감사합니다.(10월 18일 오후 5:52)

① 류형준 약사 

2018년 10월 17일 오후 7:33 

강OO 약사 

#체험사례 

40 , 남.

신경이 예민하고 두통, 어깨 결림, 심계 항진 불안 

장애가 있어 원방 청심원 물약을 하루 1개씩 드신다

고 함. 오늘 머리 뒤쪽 통증, 어깨 결림 호소해서

써클OO 2포 근육 이완제 약국에서 드시고 감.

3시간 정도 지나서 재방문.

그렇게 먹으니 두통도 없어지고 몸도 가볍고 어깨 

결림도 좋아졌다고 효과가 있다고 칭찬하시면서 

이명 증세도 좋아지냐고 질문하심. 림프순환작용

에 해 설명해 드리니 한 번 드셔보겠다고 써클OO 

소포장 구매. 당분간 써클OO 222로 드시라 함.

2018년 10월 18일 오전 12:34 

이OO 약사 

#체험사례 

1. 유00, 30  초반, 남.

과체중으로 인한 혈압 있음.

안구건조증, 아토피, 부종이 있어 복용 시작.

8월부터 안티OOO 11 써클OO 11.

9월 안티OOO 11 써클OO 11.

10월 안티OOO11 써클OO 11.

약 복용하면서 운동 시작.

혈압은 80/ 125 정도 유지.

안구건조증은 눈이 촉촉해져서 편안하다고 하심.

피부도 좋아지고, 살이 빠지니 부종도 좋아짐.

장기 복용하기로 했으며 명현은 없었음.

책자 드림.

2. 김00, 60세, 여.

오른쪽 검지 손톱 주변이 벗겨지고 염증이 있어

벌건 해져서 소염진통제 사러 오심.

소염진통제 1판, 안티OOO 111 3일분 드리고 되도

록이면 물 만지지 마시라고 함.

오늘 오셨는데 손톱 주변이 염증이 잡혀서 많이 부

드러워 보이며 통증도 꽤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완전 치유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니 더 드시자고 

해서 소포장 1통 사 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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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OO 약사님에 이어 이OO 약사님까지 안구

건조증에 한 체험사례가 연달아 올라옵니

다. 이 정도면 확실한 것이겠지요.

감사합니다.(10월 18일 오후 5:55)

② 김OO 약사

피부가 좋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구 세포막도 튼실해지겠지요. (10월 19일 

오전 12:00)

① 류형준 약사 

약은 좋은데 비싸다는 욕일까요? 칭찬일까

요?

저는 가성비가 좋은데 아직 가격에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한약 과립은 500원인데 

2000원이니 익숙하지 않지요.

하지만 20년 전에도 한약 과립은 500원이었으

니 얼마나 오르지 않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

다.

감사합니다(10월 18일 오후 6:28)

2018년 10월 18일 오전 10:54 

최O 약사

#체험사례

50 초, 남.

역류성 식도염 오래됨.

입술색이 유난히 검음. 아침에 항상 목에 이물감.

라니티딘복합제+반하사심탕 가끔 복용.

6월 27일 

역류성 식도염 잦은 재발 원인이 식도 위 점막에 

바이러스 감염임을 알려 드리고 안티OOO 써클OO 

10포씩 bid.

7월 3일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복용 후 3일 정도에 위는 좋아

지는데 눈 피로감 후두부 통증.

염증 물질이 많으니 1일 3회로 늘림.

안티OOO 111 써클OO 111 우루사 101, 20포 소포장.

그 후로 약은 좋은데 비싸다고 망설임.

라니티딘제제 거의 복용 안 해도 괜찮음.

가끔 오실 때마다 치유에 해서 설득.

10월 8일 

드디어 치유 여정을 시작합니다.

안티OOO 101 써클OO 101.

이번에는 명현도 없고 잘 드시고 있네요.

힘없어지는 머리카락도 기 하시면서 6개월 드시

기로 하셨습니다. 써클OO로 되돌아왔으니 건강으

로 돌려받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오후 3:40 

정OO 약사 

#체험사례

조광0, 55세, 남. (작은 체형)

한 달 된 기침. 

다른 분이 감기약 지으러 오셨는데 같이 따라오신 

분이 조광0님이십니다. 다른 분 약값 계산하고 있

는데 옆에서 갑자기 “그런데 나는 그때 약 값이 왜 

그렇게 많이 나왔어?”하십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니 기침이 심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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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힘이 나지요?

약사인 것이 행복하지요?

저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18일 오후 6:33)

① 류형준 약사 

사실 6개월은 최소 기간이고 8개월이 정답입

니다. 감사합니다.(10월 18일 오후 6:34)

말씀이 “기침 때문에 한 달을 고생하셨는데 그 약 

먹고 나았어!”하시는군요.

그분이 2017년 11월 6일부터 감기약을 드셨는데

(초기여서 안티OOO 써클OO는 안 드렸음) 안 나아

서 계속 병원 다니시다가 12월 26일 다시 오셨길래

조제약하고 써클OO 333 안티OOO 333 하루분 드

렸었는데 오늘 와서 좋았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신뢰를 팍팍 주십니다.

2018년 10월 18일 오후 4:56 

김OO 약사 

#체험사례

윤태0, 만 58세, 여. (155cm 60kg)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관절염약 복용.

8월 29일

온몸에 통증이 심한데 좋은 약 찾으셔서 안티OOO 

써클OO 소개. 안티OOO 111 써클OO 111 각 60포 

복용 권유.

9월 14일

전화 통화. 다 드신 뒤 체크리스트 꼭 확인하자고 

당부 전화.

9월 17일

방문하셔서 발목 통증이 더 심하고 붓기가 더 심해

서 복용 안 하심. 명현 증상에 해 다시 한번 설명.

10월 13일

체크 리스트 확인하자 많은 부분 특히 발목이 시큰

거리는 것이 많이 좋아지셨다 함.

안티OOO 써클OO 각 60포 재구매.

6개월은 꼭 복용해 보자 당부드림.

2018년 10월 18일 오후 9:11 

심OO 약사 

#체험사례 

41세, 여. (160cm 53kg)

저희 새언니 치험례입니다.

변비로 고생한 지 어언 10년이 넘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체험례에 변비에 응용하신 사례가 있

더라고요. 그래서 응용해서 사용해보았습니다.

평상시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근무하는 사무직이

라서 평상시에도 다리가 붓는다는 말을 자주 했었는

데 그것과 변비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가 장의 

림프순환과 전신의 림프순환을 도와서 장의 근력을 

강화해주면 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반적인 

유산균 111 써클OO 222/7일 복용하 습니다.

평상시에도 유산균은 복용하 으나 변비에는 큰 

도움이 없었는데 이번 처방으로는 3일째부터 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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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림프순환을 잘 되게 하는데 왜 변비가 개선될

까요?

장에도 매우 중요한 림프계가 막강하게 포진

하고 있지요. 

이를 GALT [gut-associated lymphoid 

tissue 장관련림프조직] 이라고 하지요.

또 그 안에는 (Peyer`s patchs 페이어스 판) 

이라는 림프조직도 있어서 써클OO가 장의 근

육과 장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닐까? 라

고 망구지 생각으로 추측해 보는 바입니다. 

<아래그림:융모와 림프관>

② 류형준 약사 

처음에는 림프순환촉진이 배변 활동에 도움

이 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빠르고 

확실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

다. 감사합니다.(10월 19일 오후 4:21)

③ 류형준 약사 

박OO 약사 감사합니다.(10월 19일 오후 4:21)

① 류형준 약사 

보더니 날마다 화장실을 가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

네요. 변비에 림프순환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른 

분들의 치험례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의 조그마한 치험례이지만 다른 분들께도 도움

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올려봅니다.^^

2018년 10월 19일 오후 12:08 

김OO 약사 

#체험사례

김귀0, 만 66세, 여. (165cm 50kg)

혈압, 콜레스테롤, 협심증, 관절염 약 복용.

건강에 민감하신 분, 의심이 많은 까다로운 성격.

4월 30일

써클OO 첫 권유해서 소포장 드림 101 복용.

5월 4일

전화 통화. 111로 증량 권유하자 속 쓰림 때문에 다

음에 복용키로 함.

9월 8일

다시 한번 복용 권유.  

안티OOO 111 써클OO 111 각 60포 구매.

9월 20일

전화 통화. 하루 3번 먹기 힘들어 아침저녁으로 드

신다 하심.

10월 16일

큰 변화는 없지만 따님이 인터넷으로 다 검색해 보

신 듯함. 인터넷 호평으로 계속 복용하시겠다고 함.

안티OOO 101 써클OO 101 각 60포 재구매.

다음에는 좋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확신을 드렸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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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사례에 한 답례는 판매 성공사례보다 

증상 개선사례를 우선합니다.

개선된 증상을 함께 설명하시면 좋은 선물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10월 19일 오후 4:23)

① 류형준 약사 

이제 최OO 약사님은 치유의 길에 유능한 안

내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10월 19일 오후 4:26)

① 류형준 약사 

역류성 식도염은 천기누설 건강법으로 차도

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10월 19일 오후 4:27)

② 손OO 약사

2018년 10월 19일 오후 1:02 

최OO 약사

#체험사례 

김애0, 71세, 여. (보통 체형)

무좀, 구내염, 혀의 백태 심함.

무좀약 처방받아오셨는데 구내염도 자주 생기고 

갑자기 혀에 백태가 심하게 생겼는데 너무 아파서 

음식을 먹기 힘들다고 하심. 자세히 살펴보니 혀가  

많이 패이고 염증이 생긴 상태. 바이러스로 인한 

증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안티OOO와 써클OO로 해

결 가능하다고 말씀드림.

10월 1일

안티OOO 111 써클OO 222 소포장 각 2박스, 활성

비타민 1통 드림.

10월 12일

방문하셔서 여쭤보니 조금 나아졌다고 하시고 혀

의 백태도 줄어들었다고 함. 사진은 찍지 못해 아쉽

네요. 꾸준히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 10월 19일 오후 3:06 

최OO 약사 

#체험사례 

신순0, 54세, 여. (160cm 75kg)

허리 디스크. 만성 역류성 식도염.

가루 좋아함.

10월 11일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힘들다고 하셔서 

안티OOO 111 소포장 1박스, 반하사심탕 111 20포 

같이 드림.

최 한 가루 줄이시고 찬 거, 매운 거, 튀긴 것도 

피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림.

10월 19일

전화해서 경과를 여쭤보니 퇴근이 늦어서 라면도 

자주 먹고, 약도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지는 못했는

데 속이 한결 편해지셨다고 하네요. 최 한 음식 

조심하시고 다시 방문하시기로 약속하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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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오후 4:43)

① 류형준 약사 

한포진, 생리통, 여드름까지 치유의 길에서 모

두 같이 치유되는 증상입니다.

감사합니다.(10월 19일 오후 4:30)

2018년 10월 19일 오후 3:36 

정OO 약사 

#체험사례 

이정0, 39세, 여. (과체중)

손가락 한포진.

손가락에 수포 같은 것이 몇 개월 째 되심.

10월 10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일주일.

10월 19일

많이 좋아졌다고 만족해하심.

써클OO 11 안티OOO 11 한 달분 드림.

같이 오신 분이 어머니신데 손녀딸(19세)이 생리통

으로 고생하길래 엄마 먹는 것 두 번 먹게 했더니 

생리통도 좋아졌고 얼굴의 화농성 여드름이 하루 

만에 많이 들어갔다고 하시며 칭찬을 해주시네요.

손녀딸도 같이 복용시킨다고 합니다.

10월 10일 사진

10월 19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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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입이 쓰고 입이 마르고 흉협고만의 소시호탕

증이 안티OOO 써클OO로 해결됩니다.

감사합니다.(10월 19일 오후 4:32)

② 손OO 약사

협통 없어진 시점 알 수 있을까요?^^(10월 19

일 오후 5:09)

③ 서OO 약사

손OO 약사 

1개월 차에 50% 감소

2개월 차 60%

3개월 차 70%

4개월 차 80%

5개월 차 90%

6개월 복용 중 완전 없어짐.(10월 19일 오후 

5:42)

④ 손OO 약사

감사합니다.(10월 19일 오후 5:57)

2018년 10월 19일 오후 4:00 

서OO 약사 

#체험사례 

차경0, 62세, 여.

표 증상:

오른쪽 늑골에 염증이 있어서 통증 때문에 움켜쥐

고 다님.

주요 증상:

입이 쓰다, 입이 마르다, 복부비만.

투약:

4월 14일 

써클OO 333.

5월 4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5월 10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6월 2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6월 13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7월 3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8월 1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9월 6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9월 29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경과 반응:

주위 사람들이 얼굴이 맑아졌다고 한다네요.

우측 옆구리 통증이 100% 감소함.

몸이 따뜻해짐.

깊은 잠이 옴.

입 쓴 증상이 좋아짐.

------------------------치료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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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비문증이 7일 만에 좋아졌다니 너무 신기합니

다. 비문증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증상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10월 19일 오후 5:10)

2018년 10월 19일 오후 4:24 

서OO 약사 

#체험사례 

서금0, 68세, 여. (약국에 같이 근무하시는 친 누님)

2017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써클OO 11 안티OOO 

11로 계속 복용해 오는 분입니다.

 
9월 30일 

이번에 집을 이사하셨는데 냄새가 많이 나서 청

소하고 악취 제거용 약을 뿌렸는데 눈이 아프면서

비문증이 생겼습니다.

써클OO 333 안티OOO 111로 7일째 복용하고 있는

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2018년 10월 20일 오후 12:58 

최O 약사

#체험사례 

1. 26세, 여. (항공사 취준생)

이마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

피부과 전전 효과 당연히 없고 클리어틴 사러 올 

때마다 성인 여드름 원인이 바이러스임을 설명하

기를 여러 번.

8월 7일 첫 시작!

안티OOO 101  써클OO 101.

8월 말 취업이 돼서 서울로 가면서 

안티OOO 써클OO 각 60포.

10월 20일 

확인해 보니 약은 게을리 먹고 있는데 이마는 깨끗

해졌고 재발도 없다고. 다시 꾸준히 거르지 않고 

먹어서 세포 치유 완주하자고 독려합니다.

2. 50  중반, 여. (1의 엄마)

9월 초, 잘 때 다리 쥐가 잘 난다고 해서

써클OO 202 60포.

3일 정도 열심히 먹었고 지금까지 괜찮음.

딸처럼 역시 게을리 먹음.

얼굴 트러블 가끔.

귀 위쪽 두피에 사마귀 점 생김. (2년 정도 됨.)

바이러스가 원인이니 치유 여정 시작하기로

10월 20일 

안티OOO 101 써클OO 101 20포씩. 

자주 들려서 점검받기로 약속함. 

써클OO 엄지척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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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엄마와 따님이 함께 치유의 길을 동행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20일 오후 5:21)

① 류형준 약사 

한번 들어온 치유의 길에서 벗어나면 다시 고

통의 시간이 기다립니다.

그렇기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10월 20일 오후 5:24)

2018년 10월 20일 오후 1:43 

박OO 약사

#체험사례 

070번째 = [써클OO] <처방 약만 좋아하는 단골>

<043번째 기록>----------------------

KMS, 68세, 女. (153cm 51kg) 

- 요통/ 슬통/ 부종/ 身重-아침 기상 힘듦.

- 오랜 단골 : 온 가족 처방전, 먼 곳 처방전, 이웃 

약국 지나서 처방전만 신뢰 스타일.

- 한 달 전 도저히 안 되겠는지 “아침에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요통+슬통+부종

- 2018년 6월 25경 - 20포를 들고 감.

- 환자 “약 먹을 땐 부종도 빠지고 무릎도 안 아프

더니만, 안 먹으니 안 아프던 우측 무릎이 붓는

다. 이거이 써클OO 때문 아이가?”

- 국장 “이번엔 2포씩 tid 복용할 것.”(써클OO 40

포 가져감)

- 환자 “병원 처방 약이랑 같이 먹으니 이틀 만에 

부종, 통증 없어지네?”

- 2018년 7월 25일 또 “40포를 2포 tid 하니, 일주

일분 밖에 안 되네? 60포짜리 주세요.”

<052번째 기록>---------------------- 

- 그런데 복용은 안 하니 다시 슬슬 나타난단다.

- 환자 “손가락에 혹까지 났네?” (한 달 안됨) 

- 오늘 중간보고. 자주 나던 쥐도 안 나고, 이유 

없이 들던 멍도 덜 난다.

-----------------여기까지 지난 체험사례. 

- 연속 복용하라고 해도 비싸다면서 처방 약만 먹

더니 결국은 못 견디고 주먹 안 쥐어짐, 두통, 

역류성 식도염 등.

- 그동안 숨겨온 효과를 자백함.

  손가락 혹 없어지고 혈압이 140 정도 높았는데 

수축기 혈압 90 또는 105 정도. 더 내려갈까 

봐 안 먹었다나 어쨌다나?

- 단골이니 야단도 침. (남은 증세 확실히 없어질 

때까지 권장)

- 2018년 10월 20일 [써클OO]+[안티OOO] 20포

씩 다시 시작함.

- 말 잘 안 듣는 특이한 환자. 더 아프기 전에 개선

되길 희망합니다.

2018년 10월 20일 오후 1:53 

최O 약사

#체험사례 

30  후반, 여.

발 시려서 여름(폭염)에도 양말 신어야 함.

둘째 출산(1년 전) 후에 더 심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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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오래된 수족냉증의 근본적인 이유는 혈액 순

환장애가 우선이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증입

니다. 감사합니다.(10월 20일 오후 5:25)

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와 써클OO가 고가인 것은 맞지만, 

약 값이 비싼 것이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

니다. 효과 비 가격에서 가격은 높지만 효과

도 좋기에 가성비에서는 결코 비싼 것이 아니

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10월 20일 오후 5:31)

아침 부종, 체력이 빨리 떨어짐, 가스 잘 참.

추위 타는 거 일등, 어깨 결림, 수족냉증.

생리 전 피부 트러블, 구내염 달고 산다.

8월 8일 

안티OOO 101 써클OO 102.

9월 13일 

발 시림 좋아짐, 피곤한 게 덜함.

부종도 없어지고, 구내염이 안 생김.

손발 따뜻~ 생리혈이 clean~.

변 색도 좋음.

다시 한 달분.

10월 12일

혈색이 좋아지고 예뻐짐.

발바닥 건조한 게 덜함.

금방 쉽게 지치는 게 없어지고, 구내염 재발 없음.

그 로 안티OOO 101 써클OO 102.

첫 출산 후에 어혈제 복용했었는데 효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2018년 10월 20일 오후 4:13 

윤OO 약사 

#체험사례

안문0, 76세, 여.

몇 번 약국에서 뵌 적이 있었는데 너무 찡그린 표정

이어서 알아보지 못했음.

마약성 진통제와 고함량 신경 차단 약물의 처방전

을 내미신다. 병명을 알지 못한 채 이과 저과 전전

하면서 진통제만 복용한지 3년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심.

부위는 잇몸과 얼굴 그리고 전신.

병력은 간경화, 고혈압, 관절염, 신체통.

9월 21일

안티OOO 써클OO에 해 설명하고 약과 함께 복

용 권유.

안티OOO 써클OO 20포씩.

복용 약이 많아 각각 111 복용케 함.

9월 29일

통증이 조금 덜하고 잠을 잘 수 있다고 함

동량 복용케 함.

10월 19일

통증이 많이 좋아졌다고 함.

약 값이 너무 비싸다고 함.

통증을 없애기 위해선 계속 복용하라고 함.

안티OOO 써클OO 20포씩 구입.

투덜거리면서도 계속 복용하셔서 통증에서 벗어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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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오래된 심한 쥐 내림 역시 바이러스 감염증입

니다. 감사합니다.(10월 20일 오후 5:32)

① 류형준 약사 

1년 동안 아팠던 요통과 슬통이 이틀 만에 좋

아지고 무릎에서 나던 소리까지 없어졌다니 

저도 신기합니다.

치유의 길에는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10월 21일 오후 11:40)

2018년 10월 20일 오후 4:40 

박OO 약사

#체험사례 

071번째 = [써클OO]+[안티OOO] 

PJS, 79세, 男. (163cm 50kg)

1) 병명(아픈 곳): 다리 쥐 내림 심함.

심한 쥐 내림 (거의 매일 나며 밤에 고통 심함.)

의사 말로는 꼬리뼈 신경이 다리 쪽으로 자극을 줘

서 어쩌고…….

2) 병력: 스텐트, 위 선종 수술, 혈압약 복용 등등.

3) 이전 복용 중인 약물의 유무와 경과: 처방약 다수

4) 써클OO 안티OOO의 복용과 추가 제품 여부:

10월 10일 써클OO+안티OOO 각 20포 (1포씩 tid).

5) 복용 기간과 경과:

복용 중 한 번 쥐났고, 횟수는 폭 줄었음.

6) 기타(보충 설명): 완전히 낫도록 연속 복용 강조.

- 부인 말로는 평생 한약이나 비싼 것은 절  안 

산다 함.

- but 선택은 환자의 몫. 힘들면 오시겠죠 뭐.

2018년 10월 21일 오전 11:31 

정OO 약사 

#체험사례 

김학0, 60세, 여. (보통 체형)

남편분이 넘어져 꼬리뼈가 부딪혀 오셨길래 조제

약과 써클OO 333 이틀분 드리니 옆에 계시던 아내

분이 “그것 내가 먹던 것 아니에요?” 하시네요.

오늘 오신 환자분의 아내분이 1월 21일 방문하셨을 

때 1년 동안 허리 무릎이 빡빡하고 안 굽혀지고 특

히 마음속에서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잘 

걷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써클OO을 333 이틀분 드렸었습니다.

오늘 그때 어떠셨냐고 물었더니 그때 그것 먹고 지

금까지 괜찮다고 하십니다. 특히 마음속에서 무릎

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것이 없어져서 신기하다

고 하십니다.

저희 약국이 멀어서 집 가까운 약국에서 2통 더 사

드셨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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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약사님의 정성이 이미 치유의 길로 안내했습

니다. 감사합니다.(10월 21일 오후 11:46)

2018년 10월 21일 오후 5:08 

이OO 약사 

#체험사례

1. 노0순, 50  후반, 여.

이제 9개월 드시고 토요일에 10개월째 한 달 치 

안티OOO 11 써클OO 11 가지고 가심.

그동안 한 달 정도만 써클OO 드시고 나머지는 안티

OOO 써클OO 드시고 계심.

--------------------이전 사례로 올렸음.

이번 달에 열흘 정도 큰 행사가 있었음에도 너무

가볍게, 힘들지 않고 넘겼다고 기어코 안티OOO까

지 또 가지고 가심.

이 상태라면 일 년 만에 제 로 졸업할 것 같습니다.

2. 60  초반, 여. 

위의 사례자분 소개받고 오신 분.

이분은 림프순환이 원활치 못해서 관절염과 부종

이 있음. 세세하게 설명을 듣고 책도 보고해서인지 

복용법과 명현, 주의사항, 각탕법 인지하심.

 

저번 달에 써클OO만 11 로 한 달 구매.

이번 달 써클OO 11 한 달 재구매 하심.

명현 반응으로 더부룩함과 설사가 약간 나타나서

우루사와 따뜻한 물 자주 드시고 가라앉음.

관절 특히 무릎과 손 관절이 부드러워져서 살 것 

같다고 고로 부종도 완화됐다고 하심.

각탕법은 되도록 안 빼먹고 하려고 노력하심.

같이 복용하는 약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D 복합제 

드시고 계심.

이분도 정성껏 계속 드시면서 다음 달부터 안티

OOO까지 드시고 아프지 않고 장수하시길 빌어봅

니다.

2018년 10월 22일 오후 1:28 

정OO 약사 

#체험사례 

1. 정OO, 68세, 여. (약사)

감기 환자를 많이 하다 보니 안티OOO 써클OO 

복용량을 3포씩. 심하게 오겠다 싶으면 하루 3번씩 

복용하니 효과가 좋음. 

병원에 오래 다녀도 잘 안 낫는 환자들에게 처음 

3일간 많이 먹고 좋아지면 정량으로 계속 복용하니 

잘 나았습니다. 부작용 없는 약 먹고 나을 수 있어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최OO, 60세, 여. (158cm 59kg)

당뇨 환자. 친정 올케 감기로 병원 1달 이상 다녀도 

낫지 않고 축농증으로 진전된 상태. 

3일 동안 안티OOO 써클OO 아침저녁 3포, 좋아지

면 2포, 더 좋아지면 정량. 직접 감사의 글 올림. 

“제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좋은 멘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보내 주신 약 먹으니 하루하루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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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정OO 약사님 본인이 먹고 효과를 경험하니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10월 23일 오후 9:34)

① 류형준 약사 

건강해지는 데 지름길이 있을까요?

지름길은 아니지만 가장 넓고 단단하고 안전

한 길이 치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23일 오후 9:36)

10월 22일. 눈곱 없어지고, 변 굵게 나오고, 콧물

도 멈추고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3. 김OO, 70세, 여. (65kg)

초여름부터 왼쪽 귀 뒤로 슬슬기면서 찬바람이 불

어오면 짜증 날 정도로 힘들었는데. 써클OO 아침

저녁 1포씩 3개월 복용 많이 좋아져 중단.

10월 14일 처음보다 심하지 않은데 그 증상 다시 

와서 3개월 더 복용해 보겠다 함.

2018년 10월 22일 오후 2:57 

박OO 약사

#체험사례 

072번째 = [써클OO]+[안티OOO] 

NYN, 71세, 女. (158cm 60kg)

1) 병명(아픈 곳): 여름부터 도통 기운이 없다.

2) 병력 : 살아오면서 하혈-자궁 수술, 팔 골절 등등 

두루 질병.

3) 복용 중인 약물의 유무와 경과:

혈압약 복용, 건강식품 복용

4) 써클OO 안티OOO의 복용과 추가 제품 여부:

10월 10일 써클OO 안티OOO 각 20포 (1포씩 tid)

5) 복용 기간과 경과: 복용 중 기운을 좀 차리고 

제주도 여행 다녀옴.

6) 기타(보충 설명): 

- 완전 회복을 위한 연속 복용을 강조함.

- 특별한 질병이라기보다는 병치레를 하면서 몸을 

보하지 못하여 림프순환 부족과 면역계의 약화

로 보입니다.

2018년 10월 22일 오후 7:37 

최O 약사

#체험사례 

40초, 여. (서민 아파트 관리소장)

입안이 너무 아프고 잘 안 나아서 일부러 찾아옴.

여름인데도 입술이 따갑고 거칠거칠.

닭살 피부 림프 쪽 check 거의 해당.

체력은 달리고 업무는 많고 최근 쉬는 날 없이 근무.

구내염 입술 따가움 등은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서

괴롭히고 있어서 염증이 재발하고 염증 물질이 림

프를 통해서 걸러져야 하는데 안 되고 있으니 세포

치유 시작하자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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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 정도 관찰을 하면 웬만한 환자의 치유 과정

은 저절로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10월 23일 오후 9:41)

① 류형준 약사 

눈의 봉와직염에도 안티OOO와 써클OO가 치

유의 길로 인도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23일 오후 9:45)

7월 5일 

안티OOO 111 써클OO 222 고단위 B군 101.

 

7월 11일 

동일하게 안티OOO 20포 써클OO 40포.

구내염 없어짐. 몸이 가볍고 피곤해도 버틸 만함.

7월 20일 

안티OOO 111 써클OO 111.

생리 중 두통이 심해서 철단백 앰플 1일 1병 

8월 11일

두통 사라지고 컨디션도 훨씬 낫다.

구내염 재발 없음. 같은 용량으로 1박스씩.

9월 3일 

입술 따가움 갈라짐 줄어듦.

안티OOO 101 써클OO 101, 철분제, 비타민B,D.

9월 22일 

삼척이 시 이라 몸이 힘들까 봐 걱정. 1박스씩.

10월 22일

추석 연휴 때 안 아프고 지나감.

요새 구순 포진 살짝 시작.

안티OOO 111 써클OO 111 횟수 용량 늘려서 복용.

이맘때면 입술 쩍쩍 갈라지는데 괜찮아요!

치유의 절반 정도 왔는데 활짝 웃고 오시는데 참 

예쁩니다~~~.

2018년 10월 23일 오전 11:47 

이OO 약사 

#체험사례 

67세, 남.

왼쪽 눈 부위에 봉와직염이 와서 심한 발적과 함께 

부종도 단하여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 습니다.  

응급실 가서 받은 처방은 세파계 항생제와 소염진

통제 습니다. 잘 호전되지 않아 안티OOO 222 써

클OO 333을 3일간 복용시켰더니 발적은 없어지고 

부종은 반 이하로 줄어서 눈이 약간 작아진 정도

습니다. 이후 안티OOO 111 써클OO 111을 복용하게 

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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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하지 불안장애, 퇴행성관절염, 척추협착증은 

강OO 약사님의 전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10월 23일 오후 9:46)

2018년 10월 23일 오후 12:11 

강OO 약사 

#체험사례 

오00, 60 , 여.

퇴행성관절염, 척추협착증, 피로. 

무릎이 붓고 아프고 허리도 척추협착증으로 병원

에서 주사 맞고 물리치료 약물치료하고 있으나 뚜

렷한 호전이 되지 않고 진통제로 연명하고 계신 분.

늘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심.

오메가, 미네랄 제제 복용 중.

첫 달 써클OO 111 한 달분.

둘째 달 안티OOO11 써클OO 11

현재 4개월 복용 중. 무릎 아픈 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안 아프시다고 함. 허리 통증과 저린 것도 

조금씩 좋아지신다고 함. 진통제 먹는 횟수도 줄이

셨답니다. 이번에 일본 여행 갔다 오셨는데 피로하

지 않아서 좋으셨다고 오늘 한 달분 재구매 하시면

서 감사하다 말씀하시네요.

2018년 10월 23일 오후 12:32 

박OO 약사

#체험사례 

073번째 = [써클OO]+[안티OOO] 

<064번째 기록>---------------------- 

KOR, 58세, 女. (158cm 53kg)

- 단골 (남편과 식당 운 -주방 담당)

1) 병명(아픈 곳): 발톱무좀? (두껍지 않고, 색깔이 

어둡고, 세로줄 약간)

2) 병력과 현재 문제가 되는 증상과 심한 정도:

- 방광염 자주 재발, 피로, 요통 등.

- 만성 방광염 (필자 생각엔 과로, 허약에 의한 방

광 괄약근 문제로 보임.)

- 2018년 8월 30일 써클OO+안티OOO 각 60포 

(1포씩 bid) (꿀 레몬차 2개)

3) 복용 기간과 경과: 

- 발톱이 검어지는 문제로 상담하 으나.

- 잠이 잘 든다. (새벽 깨면 빨리 안 들 때도 있다.)

- 만성 방광염 (빈뇨, 급박뇨가 많이 완해되었다.)

- 아직 며칠 분 남았으나... 추석 동안 구매 못 할까 

봐 서둘러 찾아옴.

- 2018년 9월 22일 써클OO+안티OOO 각 60포 

(1포씩 bid) (꿀 레몬차 5개)

---------------------------------

1) 복용 기간과 경과:

- 10월30일까지 제품 있으나 온 김에 중간보고.

-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것-일어나기 한결 가볍다.

- 온몸이 무겁고 피곤한 것-체중 2kg 감소하고, 

식당 주방 일을 해도 덜 피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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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두 달 복용 후 어디까지 개선되었는지 확인하

는 게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10월 23일 오후 9:48)

① 류형준 약사 

정OO 약사님은 이런 날들이 한 달 내내 아닌

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10월 23일 오후 9:56)

- 좌 엄지발톱무좀-검은색이 황갈색으로 연해지

고 흰 눈이 나오기 시작함.

- 좌 오금-정맥혈관노장은 아직도 차도가 별로다.

2018년 10월 23일 오후 7:03 

정OO 약사 

#체험사례 

고은0, 40세, 여. (조금 통통)

<종아리가 딴딴! 열이 확!>

자궁근종으로 자궁을 완전히 드러내신 분인데 항

상 남편분이 사 가십니다.

비염이 있고 다리 부종이 아주 심해서 종아리가 아

주 딴딴하다고 하심. (편의점 운 )

3월 8일

써클OO 안티OOO 1111.

4월 18일

써클OO 한 달.

4월 22일

써클OO 안티OOO 1111.

6월 10일

써클OO 안티OOO 한 달.

7월 6일

써클OO 안티OOO 한 달.

8월 9일

써클OO 안티OOO 한 달.

9월 13일

써클OO 안티OOO 한 달.

10월 18일

써클OO 한 달.

10월 23일

써클OO 안티OOO 한 달.

오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서 있는 직업이라

서 종아리가 정말 딴딴했는데 저번에 만져보니 물

물 하다고 하십니다. 물 먹어도 효과를 못 봤는

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먹기 시작했는데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하시네요.

자궁 적출로 한 번씩 열이 확 오르는 증상이 있는데

써클OO 안티OOO 먹고는 그런 것이 많이 좋아져

서 아내가 매일 꾸준히 먹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본인이 요즘 몸이 피곤하시다면 드셔보시

겠다고 사가시네요. 이런 날도 있어야 보람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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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OO 약사

아주 좋은 체험례입니다.

자가진단이 아닌 객관적인 체크로 증명까지 

하셨군요.(10월 24일 오전 9:38)

② 류형준 약사 

체온을 올리는 탁월한 방법이 써클OO군요.

감사합니다.(10월 26일 오후 6:04)

2018년 10월 24일 오전 9:29 

심OO 약사 

#체험사례 

45세, 여.

<체온을 올리는 탁월한 방법>

늘 손발이 시리고 아랫배가 찬 여성분입니다

특히나 발이 얼음장처럼 차서 가을이 시작되면 추

위에 한 걱정으로 온열기 쇼핑부터 몸을 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계신 분입니다.

한 달 전부터 한의원에서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큰 

차도를 못 느끼고 계십니다. 한의원에 열 측정기가 

있어서 전신 온도를 측정하는데 온도가 낮은 파란

색으로 나타나서 한약을 한참 더 먹어야겠다는

처방을 받았어요.

한약을 먹고 있어도 큰 차도가 없어서 혹 순환을 

도와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써클OO 22 5일분만 주었습니다.

한약의 성분과 혹 중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매일 통

화하며 몸의 변화를 체크하 습니다.

한의원에 열 측정을 부탁드려서 한번 체크해보았

더니 지난주까지 파란색으로 보 던 체온이 주황

색으로 예쁘게 변했다네요. 한의원에서 일주일 동

안 따로 복용한 것이 있는지 물어볼 정도 다고 하

네요.

아직 발이랑 배는 찬기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주관적인 체크보다 객관적

인 체크로 변화가 나타나니 확실하게 써클OO에 

해서 더 여쭈어봅니다. 림프순환으로 체온 올리는 

법. 겨울철에 응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8년 10월 24일 오전 10:34 

최OO 약사 

#체험사례 

57세, 여. (148cm 50kg)

심장이 갑자기 조여 오는 느낌이 든다며 남편분이 

방문하심. 병력이나 평소 복용하는 약은 없다고 함.

10월 23일

청심원, 안티OOO 써클OO 111로 드시라고 2회분 

드렸더니 4회분 달라고 하심.

10월 24일

궁금해서 오전에 전화해 보니 한 번 드시고 바로 

좋아지셨다고 하네요. 그래도 걱정되어 저녁에도 

드셨고, 오늘 아침에도 드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빠

른 효과에 고맙다고 하시는데 저까지 기분 좋아졌

답니다. 써클OO 설명해 드리면서 꾸준히 드시면 

도움 되실 거라 말씀드리고 찬 것, 매운 것, 튀긴 

음식 꼭 피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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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심장이 조여 오는 느낌은 기분 나쁜 증상입니

다. 비록 한 번 먹고 증상이 사라졌지만 장기적

인 복용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26일 오후 6:06) ① 박OO 약사

이런 분들 있습니다.

환자의 친구분들이 얼굴이 좋아졌네, 예뻐졌

네 하더라고 말하면서도 본인은 효과 못 보고 

있다고~~(10월 24일 오후 12:42)

② 정OO 약사

박OO 약사 ㅎㅎ 그럴 땐 답답함을 느낍니

다.(10월 24일 오후 2:14)

③ 류형준 약사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아도 모르고 안 낫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 

중에 한 부류입니다.

감사합니다.(10월 26일 오후 6:09)

2018년 10월 24일 오후 12:12 

정OO 약사 

#체험사례 

61세, 남. (보통 체형)

고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셔서 (취미로 스포츠 댄스

를 하시는데 격하게 하신다고 함) 방문. 

2017년 12월 27일

써클OO 11 한 달.

2018년 2월 7일

써클OO 한 달.

2월 15일

써클OO 안티OOO, 관절 양제.

3월 13일

써클OO 안티OOO, 관절 양제.

10월 24일

오늘은 발목이 아프셔서 약 지으러 오셨습니다. 그

래서 저번에 드시던 써클OO 안티OOO 계속 드시

지 그러세요 했더니 “나한테는 그 약이 안 맞는 것 

같아.”하시네요. 그래서 요즘 고관절은 어떠세

요? 하고 여쭈니 “그러고 보니 요즘은 약 지으러 

안 오잖아! 안 아파! 그리고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

네!”하십니다.

2018년 10월 24일 오후 6:33 

강OO 약사 

#체험사례 

강00, 50 , 여.

족저근막염, 손발 차고 저림, 어깨 목덜미 통증 오

래됨. 오랜 기간 스트레스 노출. 현재도 스트레스 

작렬! 3년 전부터 족저근막염 심해짐. 그전부터 손

발 차고 특히 발은 너무 차서 여름에도 수면 양말 

신고 잔다 함. 어깨 통증, 두통도 심하고, 냉도 심함. 

조혈제, 미네랄 복용 중.

안티OOO 써클OO 치유 프로그램 설명해 드리고  

각탕법, 호보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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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족저근막염, 손발 차고 저림, 어깨 목덜미 통

증 오래됨. 참 여러 가지 증상이 한꺼번에 개선

됩니다. 강OO 약사님의 치유의 길에 따른 여

정입니다.

감사합니다.(10월 26일 오후 6:13)

안티OOO 11 써클OO 22 두 달째 복용 중.

족저근막염 50% 이상 좋아짐. 

손에 온기 돌고 발도 덜 시림.

어깨 통증 거의 사라 짐. 

두통도 현저히 줄어듦.

냉 안 나온 요.

이번 달부터 안티OOO 11 써클OO 11. 

장기간의 치유 여정 잘 따라오시길 ~~

2018년 10월 24일 오후 7:54 

최O 약사

#체험사례 

40  중반, 여. 

2012년 유방암 3기 우측 겨드랑이 림프절 2개 절

제. 수술 후 항암 2 차 때부터 셀레나제, 면역 양

제. 8차까지 그리고 방사선 치료까지 큰 무리 없이 

끝내고 재발, 전이 없이 관리 잘 되어 2017년에 

V193 졸업.

그런데 림프 부종이 어느 한계에 와서 해결이 안 

됨. 양쪽 팔뚝 크기가 현저히 차이가 나고 무거운 

것 들거나 집안일 무리하면 붓고 통증. 림프 부종에 

좋은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 병행 효과 미비.

셀레나제와 면역 양제 꾸준히 복용.

림프 부종을 해결해 주지 못해서 늘 미안했었는데 

약공에서 써클OO를 알게 된 날! 날아갈 듯 기뻤습

니다. 전화를 해서 써클OO 도착한 날 약국 꼭 오라

고 했지요. 반팔 입게 해줄게!!!

4월 30일 

써클OO 202 안티OOO 101/10일분.

5월 10일 

써클OO 202 안티OOO 101/15일분.

명현 반응 없고 효과도 그닥~

5월 25일 

써클OO 202 안티OOO 101/15일분.

1일 3회로 늘려야 하는 함을 계속 설득.

양이 많아서 버거워도 딱딱해진 팔뚝 풀어내는 건 

안티OOO 써클OO 밖에 없음을 강조.

6월 18일 

드디어 효과가 보이기 시작.

어깨 뭉침이 없어졌고 팔뚝도 가벼운 느낌.

안티OOO 111 써클OO 222/15일분.

7월 3일 

안티OOO 111 써클OO 222/한 달분.

물건 들어도 팔 어깨 안 아픔.

팔뚝이 부드러워지고 있고 반팔 입었는데 작년에 

비해 쪼임이 없고, 굵기 큰 차이 안 남.

본인도 만족. 너무 행복해함.

지금까지 계속 111/222 로 하루도 빠짐없이 복용 

중. 여름휴가와 해외여행을 가도 챙겨 감.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김.

8월에는 팔 굽혔을 때 뒤쪽 땅김이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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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함께 기뻐합니다~♥(10월 24일 오후 7:57)

② 최O 약사

이OO 약사 감사해요~♥♥♥(10월 24일 오후 

8:47)

③ 정OO 약사

기쁜 소식이네요. 축하드려요.

제 환자분에게도 이  보여드리면서 안티

OOO 꼭 함께 드시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감사합니다.*^^*(10월 24일 오후 11:21)

④ 정OO 약사

드디어 결실을 맺으셨네요.(10월 25일 오후 

9:07)

⑤ 류형준 약사 

암 병력자에게는 안티OOO 111 써클OO 222

의 기본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줄여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

은데 결국 기본에 충실한 것이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10월 26일 오후 6:19)

⑥ 최O 약사

류형준 약사 정답 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티OOO 써클OO 좋은 약 주셔서 너무 감사

드려요~♥(10월 27일 오전 11:12)

① 류형준 약사 

정OO 약사의 활용은 저도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10월 26일 오후 6:21)

10월 초 방문 때는 안쪽 땅김이 없어졌고.

팔뚝 굵기를 줄자로 쟀는데 둘레가 2cm밖에 차이

안 남. 모든 옷 입기가 편해짐.

그동안 림프 부종 해결을 못 해줘서 참 미안했고 

믿고 따라줘서 고마운 동생이지요.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지요.

오른쪽에 고여서 썩은 물이 써클OO와 안티OOO를 

통해서 맑은 물로 바뀌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1년 정도 치유의 길을 갈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암 환자 상담을 해 오면서 난제 던 문제

가 림프 부종이었는데 안티OOO와 써클OO가 정답

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25일 오전 9:50 

정OO 약사 

#체험사례

허순0, 63세, 여. (보통 체형)

<반신반의 기침약>

기침이 심해서 잠을 자지 못 할 정도로 심하심.

1주 정도 되셨고 병원 약 드셔도 괴로우심.

10월 23일

써클OO 333 안티OOO 333 하루분, 조제약 3일분.

10월 25일

방금 남편분이 오셔서 코 감기약 3일분 지어가시면

서 하시는 말이 저번에 그 약이 신기하게도 효과가 

있네요. 어젯밤에는 아내가 기침하는 것을 못 봤습

니다. 아내가 먹으면서 너무 많아서 배부르다고 불

평했었는데 속으로 반신반의했는데 신기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아침부터 기분이 최고입니다.

역시 설명은 나의 몫이고 선택은 환자의 몫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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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좋은 체험사례 입니다.

온수 말고, 주스 또는 매실액, 기타 다른음료

에 타먹는 방법이 있다면 공유 부탁합니다.(어

린이 복용 적응을 위해서 입니다.)(10월 25일 

오후 12:52)

② 류형준 약사 

따뜻한 메이플시럽도 권합니다.(10월 26일 오

후 6:26)

③ 류형준 약사 

시럽이라서 좋은 점을 모두 설명해 주셨습니

다. 감사합니다.(10월 26일 오후 6:27)

2018년 10월 25일 오전 11:33 

최OO 약사 

#체험사례 

<안티OOO 써클OO 시럽제 체험사례>

46세, 여. (159cm 47kg, 약사본인)

갑상선기능 저하증, 자궁선종, 추위 심하게 탐.

안티OOO 써클OO 12개월째 복용 중.

중간에 6개월부터는 써클OO만 먹다가 워낙 허약

체질인지라 2달 전부터 안티OOO도 다시 복용.  

101 복용 중!

아침에 출근했는데 갑작스러운 복통이 느껴졌습니

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는 없고, 쥐어짜는 느

낌! 생리통과는 또 다른 견디기 힘든 통증이었습니

다. 1인 약국이라 쉴 수도 없는 상황이라 급하게 

그날엔 삼중정 2알과 써클OO 1포(환제)를 소화제 

물약과 복용!

한참이 지나도 계속 복통이 지속되어서 2일 전 받

은 시럽제 샘플을 먹어 봐야겠다 싶어서 안티OOO 

써클OO 각각 1포씩 온수에 타서 복용! 30분 정도 

지나니 복통이 완전히 가라앉았네요. 허리 펴기도 

힘들었는데 얼마나 다행이던지! 먼저 먹은 약의 효

과가 좀 늦게 나타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시럽제의 

빠른 효과라고 느껴지네요.

선물세트 받은 소감

2일 전 시럽제 샘플과 예쁜 선물세트를 받았는데 

정말 정성스러운 포장과 구성으로 감동받았어요. 

버리기 아까울 정도 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자마자 7살 딸에게 먹여 보았어요. 먹성 좋은 딸 

얼굴 한 쪽에 언제부터인가 뾰루지 비슷한 비립종

이 많이 생기고 더 늘어나더라고요. 눈에 많이 띄지

는 않지만 엄마로서는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지난 

2년 동안 계속 독감에 걸렸던 터이고 먹는 거에 비

해 살이 많이 찌는 것 같아 그동안 안티OOO 써클

OO을 먹여보려 했으나 먹고 나면 토하고, 못 먹겠

다고 해서 시럽제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어요.

온수에 타서 먹게 하니 약간 쓴맛은 나는데 먹을 

만하다고 계속 먹겠다고 하네요. 얼마나 다행이던

지! 제가 먹어보니 아주 수월하게 먹을 수 있고 쓴

맛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시럽제 만드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고 얼른 시럽

제가 배송되길 기다릴게요!

2018년 10월 25일 오후 1:44 

정OO 약사

#체험사례 

김00, 60세, 남. (체격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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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렇지요.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 반응의 차이는 있지

만…(10월 25일 오후 1:53)

② 정OO 약사

이OO 약사 불면의 고통을 알기에 간절했거든

요… 감사합니다.*^^*(10월 25일 오후 6:42)

③ 양OO 약사

정OO 약사 ‘조금 느릴 수는 있어도 효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좋은 멘트이네요^^(10월 

26일 오후 5:16)

④ 정OO 약사

양OO 약사 선생님! 안티OOO 써클OO에 

한 믿음이 점점 강해지네요. 감사합니

다.*^^*(10월 26일 오후 6:25)

⑤ 류형준 약사 

제 생각에는 초기 용량이 부족한 듯합니다.

초기 3일 정도는 써클OO 333으로 진행한 후 

안티OOO 101 써클OO 202로 진행하 으면 

기간은 더욱 줄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10월 26일 오후 6:34)

⑥ 정OO 약사

류형준 약사 선생님! 가르침 감사합니다.*^^* 

(10월 26일 오후 6:38)

깊은 잠을 못 자고, 늘 피곤하다.

야간뇨, 요통, 죽상동맥경화증, 비염.

8월 3일

안티OOO 101 써클OO 101.

9월 8일

피로감과 요통은 조금 덜하나 자다가 여러 번 깨고 

소변도 자주 본다. 각탕법도 꾸준히 하고 있다

“혹시 커피나 카페인 음료 많이 드시나요?”

커피랑 차를 여러 잔 마시고, 요새 근심거리가 생겨

서 잠을 더 못 잔 것 같다 하셔서 커피 끊으시고,

안티OOO 101 써클OO 202.

용량 늘려서 드셔보시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셔서 시월부터는 잠도 잘 주무시고, 전체적

으로 몸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네요.

두 달 지나니까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고 하시고

요. 커피도 일곱, 여덟 잔 드시다 한 잔으로 줄이셨

답니다. 커피를 드시는 횟수가 많이 줄었다는 건 

피로감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숙면도 더 취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방향 전환을 하기 시작하

신 듯합니다. 조금 느릴 수는 있어도 효과는 반드시 

나타나네요.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오후 1:07  

박OO 약사

#체험사례

074번째 = [써클OO]+[안티OOO] 

CJD, 90세, 男. (163cm 52kg)

1) 병명(아픈 곳): 피부 흑색종, 만성변비, 

우측 목-흑색종, 와세린 바르면 가려움 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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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OO 약사 

와! 단해요. 놀랍네요.(10월 26일 오후 

2:18)

② 양OO 약사  

정말 많이 줄었네요~(10월 26일 오후 5:11)

③ 박OO 약사 

최OO 약사 열흘 만에 환자께서 차도를 느끼시

니 써클OO 안티OOO의 위력이 단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겠군요.(10월 26일 오후 5:23)

④ 박OO 약사 

양OO 약사 양 선생님은 체험사례 안 올리고 

어딜 갔다 오셨나요?(10월 26일 오후 5:24)

⑤ 류형준 약사

흑색종까지 역이 넓어지다니 놀랍습니다.

저도 생각지도 못하는 증상들이 개선되는 것

을 보고 있노라면 안티OOO와 써클OO는 이

미 여러 약사 선생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10월 26일 오후 6:49)

2) 병력과 현재 문제가 되는 증상과 심한 정도:

- 본인 수술 거부함. (친구=얼굴 흑색종-3번 수술

하고 사망함) 

3) 이전 복용 중인 약물의 유무와 경과:

잘 걷고 건강하나 변비약 복용.

4) 써클OO 안티OOO의 복용과 추가 제품 여부:

- 2018년 10월 16일 써클OO+안티OOO 각 20포 

(1포씩 bid)+(변비약 정도)

5) 복용 기간과 경과: (10일간 복용 소감으로)

- 가려움 증 폭 감소, 자면서 긁어서 피 나곤 했는

데, 안 긁음.

- 흑색종 각질이 일부 떨어지면서 높이가 낮아짐.

6) 기타 (보충 설명):

- 흑색종은 virus에 의한 질환으로 암이 안 될 수도, 

될 수도 있으므로 방심하지 말고, 열심히 복용해 

보시기로 하 습니다.

- 2018년 10월 26일 써클OO+안티OOO 각 60포 

(1포씩 bid)-처음엔 용량 부담. 점차 늘려나갈 예정

입니다.

[사진상으론 크게 구별 안 되나 자세히 보면, 크기

와 높이가 줄어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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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OO 약사

네. 저도 감기 때문에 목이 쉰 분께 종합 감기

약과 써클OO 111 드렸더니 재구매하러 오셨

어요.(10월 26일 오후 2:58)

② 김OO 약사 

한 달 넘게 안 떨어지는 기침에 진해제랑 안티

OOO 222 하루 드시고 좋아진 경우도 있었어

요. 감기약이나 진통제랑 같이 가져가신 분들 

안티OOO 써클OO 세트만 다시 달라고 하시

는 경우도 종종 생기네요.(10월 26일 오후 

3:23)

③ 정OO 약사 

강OO 약사 선생님! 써클OO만으로도 효과가 

있기도 하지요. 목이 쉰 건 처방약만으로는 

체로 빨리 호전이 안 되는데 안티OOO 써클

OO이 큰 도움을 주네요. 감사합니다.*^^*

(10월 26일 오후 6:18)

④ 정OO 약사 

김OO 약사 선생님! 류형준 선생님과 밴드의 

선배 약사님들 덕분에 많은 고마운 경험들을 

함께 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10월 26

일 오후 6:23)

⑤ 류형준 약사

간략한 요약.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올겨울 요긴하게 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10월 26일 오후 6:53)

⑥ 정OO 약사 

류형준 약사 선생님! 이비인후과 아래 약국이

라 감기 증상이 심하고 오래가는 분들께 적용

한 사례들을 모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새로 시

작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요.

올겨울 요긴하게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10월 27일 오후 1:53)

⑦ 기OO 약사 

정OO 약사 처방약과 안티OOO 써클OO와의 

조합에서, 환자한테 접근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11월 6일 오후 4:42)

⑧ 정OO 약사 

기OO 약사 선생님! 처방약을 드셔도 낫지를 

않는다, 혹은 증상이 아주 심하다는 분들께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은 제품 있다면서 

권해드립니다. 전에는 탕제를 함께 드시라고 

권했는데 요새는 안티OOO 써클OO를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 체험례에서 발표되었듯이 효과가 좋습

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전화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11월 6일 오

후 6:38)

2018년 10월 26일 오후 2:15  

정OO 약사

#체험사례 

소소한 체험 사례입니다

※ 감기에 목소리가 안 나올 때.

처방약과 안티OOO 111 써클OO 111.

효과 좋습니다.

※ 오래된 기침.

처방약과 안티OOO 111.

일반 기침약과 안티OOO 111.

효과 좋습니다.

※ 급성 축농증.

처방약과 안티OOO 111 써클OO 111.

효과 좋습니다.

감기 조심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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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평범한 하루! 

당연한 일상이 바로 기적입니다! 감사의 제목

이지요~^^(10월 27일 오전 9:37)

② 류형준 약사

효도 시리즈 2탄입니다.

치유의 길은 83세 어르신도 할 일을 다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30일 오전 4:55)

① 류형준 약사

이제는 이 정도의 증상 개선은 일상이 되었습

2018년 10월 27일 오전 6:41  

김OO 약사 

#체험사례 

83세, 여. (친정엄마)

이OO 약사 선생님 체험려보고 친정엄마 생각이 나

서

1월부터 써클OO와 안티OOO 101로 드시고 계십니

다. 가끔 물리 치료 다니시던 것도 안 다니시고 50

평 아파트 엄마 포함 5인 가족 혼자서 밥, 반찬 다하

시고 설거지, 빨래, 청소 다 하시네요.

제가 우리 엄마 단하시다고 하면, 우리 엄만 다 

써클OO와 안티OOO 덕분이라 하시네요. 

2018년 10월 27일 오전 10:43  

서OO 약사 

#체험사례 

하성0, 89세, 여. (약국 직원 어머님)

표 증상: 다리가 저리고 땅긴다.

기왕 병력: 척추협착증.

주요 증상:

머리 정수리 부분이 아프다.

어깨가 묵직하게 아프다.

발이 저리다.

허리가 아프다.

등에 식는 땀이 난다.

잘 놀란다.

악몽을 자주 꾼다.

투약:

7월 16일

써클OO 22 안티OOO 11.

8월 2일

써클OO 11 안티OOO 11.

8월 24일

써클OO 11 안티OOO 11.

 

9월 3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10월 2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경과 반응: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좋아졌다.

덜 피곤하다.

잠이 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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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항상 장기 복용으로 변화되는 사례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10월 30일 오전 

5:04)

① 류형준 약사

이제부터는 MSM을 따로 복용할 필요가 없습

니다. 써클OO 시럽에는 MSM이 충분한 용량

으로 들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10월 30일 오전 5:06)

② 서OO 약사 

류형준 약사 좋은 제품 감사드립니다.(10월 31

일 오후 10:37)

① 류형준 약사

이 정도면 편도선 비 와 얼굴 뾰루지도 많이 

2018년 10월 27일 오전 11:03  

서OO 약사 

#체험사례 

서순0, 61세, 여.

표 증상: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아픔.

주요 증상: 겨울철에 손발이 차다.

투약:

10월 11일 

써클OO 11 안티OOO 11.

10월 23일

써클OO 11 안티OOO 11

이외 MSM, 비타민C, 만성피로증후군 제품 드림.

경과 반응:

몸이 덜 피곤하다.

잠이 잘 온다.

2018년 10월 27일 오전 11:21  

서OO 약사 

#체험사례 

최철0, 55세, 남.

표 증상: 손목이 아프다.

주요 증상:

얼굴에 뾰루지가 난다.

편도선 비 가 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어깨가 저리다.

투약:

8월 24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9월 28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10월 27일 

방문하셔서 손목 아픈 게 많이 좋아졌다 하심.

피로감이 많이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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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지지 않았나요.

감사합니다.(10월 30일 오전 5:08)

① 류형준 약사

효도 시리즈 3탄입니다.

감사합니다.(10월 30일 오전 5:11)

2018년 10월 27일 오전 11:29  

서OO 약사 

#체험사례 

91세, 여. (장모님)

주요 증상: 

손 떨림, 손에 힘이 없음, 걸을 때 힘이 없음.

2017년 12월부터

써클OO 11 안티OOO 11 복용 중.

경과 반응:

아침저녁 강아지와 시골 동네 산책하시는데 걷는 

게 수월하다 하시네요. 

손 떨림은 처음에 비해 90% 정도 없어졌습니다.

2018년 10월 27일 오후 12:09  

노OO 약사 

#체험사례 

1.이승0, 50 , 남.

역류성 식도염, 위염, 비염, 과민성 장 증후군.

유산균 복용.

8월 29일

안티OOO 111/2일. 

복용 후 위식도 증상 경감하여  치유 프로그램 시작.

10월 1일

안티OOO 111/한 달.

처음에는 위식도 때문에 먹다가 과민성 장 증후

군까지 좋아졌고, 비염은 약간 호전 중인데 써클

OO 첨가로 2배 더 빠른 개선을 보일 수 있고 숨은  

증상도 잡을 수 있다고 권유 드림.

2. 한관0, 53세, 남.

역류성 식도염, 위염. 

8월 말부터 안티OOO 111.

매번 일주일 가져가시면서 트림 감소. 속 쓰림, 산

역류 증상이 차도가 보여 치유 프로그램 진행 중. 

찬 것, 매운 것, 튀김류 철저히 관리하셔서 빠른 호

전 보여주십니다.

이번에는 2주분 가져가시면서 중간에 잠시 쉬었더

니 증상이 재발되어 뿌리를 제거할 때까지 드시는 

게 비용, 치유 기간 모두 줄 것이라 말씀드리니 수

긍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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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당연히 안티OOO와 써클OO는 제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10월 30일 오전 5:12)

① 류형준 약사

매일 같이 작은 기적들을 경험입니다.

감사합니다.(10월 30일 오전 5:14)

3. 40 , 여.

속 쓰림, 소화불량.

음식을 잘못 먹어 갑작스러운 위장 증상으로 안티

OOO 111, 반하사심탕 111 2일 복용 후 속이 너무 

편안해져서 4일분 추가로 가져가며 빠르게 차도를 

보임. 본인도 만족하셔서 위의 면역도 올리면서 각

종 염증까지 소실되니 증상이 반복되면 시작하시

자고 권유 드림

첨언) 반복되는 위장에는 역시 안티OOO! 기 를 

저버리지 않네요.

2018년 10월 27일 오후 1:16  

안OO 약사 

#체험사례

1. 김0호, 79세, 남. 

보나링, 크라빅스, 디아제팜. (7월 30일 글)

안티OOO 써클OO 4개월 복용.

아내분이 남편 카드 뺏어서 구입하러 오셨네요.

뇌경색 후유증인 통증으로 얼굴, 어깨, 엉덩이를 수

시로 부항을 떠주었는데 한 달 만에 횟수가 줄더니 

이제는 부항 병으로부터 완전 해방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남편분이 약 값이 부담된다며 더 드시기를 

중단한다 하자 아내분이 그리는 안 된다며 신 구

입하러 오셨습니다. 어지럼증도 많이 호전됐지만 

햇빛을 보면 그래도 어지럽다고는 하시네요.

지금 중단하면 그간 좋아졌던 몸 상태가 다시 후진

할 수 있으니 반드시 1년은 드시게 해주십사 당부드

렸습니다. 4년간 겪어왔던 증상들이 4개월 드시고 

좋아지니 맘이 변하시는 것 같아요.

아내분 아예 부항단지들을 내버리고 왔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안티OOO 써클OO 11/한 달.

2. 이0순, 59세, 여.

혈압 약 복용. 

어머님이 점심 먹고 갑자기 토하고 어지러워 아드

님이 신 오셨죠.

안티OOO 써클OO 액상111과 베나치/하루분.

물약은 데워 드시게 했습니다. 

과거 이와 같은 분에게 안티OOO 써클OO 환제 주

었다가 더 심하게 구토를 유발해 곤혹을 치른 적이 

있어 이번엔 액상 제제를 드렸죠.

얼마 후 혈압약 타러 오셨길래 여쭈니, “아~그때 

너무 신기했어요. 정신이 없는 와중에 아들이 뭔가

를 줘서 먹은 기억이 있는데 불과 30여 분 만에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조제 중에도 감탄사가 계

속되었죠. 전 그저 웃으며 즐겼죠.

액상제 개발하신 류 약사님!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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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OO 약사 

잘 놀기 위해 운동하고 써클OO와 안티OOO 

먹기가 정답입니다.(10월 27일 오후 9:07)

② 정OO 약사 

장OO 약사 선생님! 정답 맞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각탕도 꾸준히~

백세까지 건강하게 함께 서로 응원하면서

요.*^^*(10월 27일 오후 11:18)

③ 최OO 약사 

약사님이 건강하셔서 약국과 자기 일도 건강

하게 잘하시니까 너무 좋고 감사하신 일입니

다~~(10월 28일 오전 3:46)

④ 정OO 약사 

최OO 약사 선생님! 너무 좋고 감사할 일입니

다.

감사합니다.*^^*(10월 28일 오후 8:21)

⑤ 류형준 약사

약사 선생님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

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30일 오전 5:18)

⑥ 정OO 약사 

류형준 약사 제 바람도요.

감사합니다.*^^*(10월 30일 오후 1:00)

2018년 10월 27일 오후 5:25  

정OO 약사

#체험사례 

66년생, 여. (본인)

https://band.us/band/62655371/post/7454

이달에는 한 주 빼고 주말 마다 서울을 다녀오고 

있네요.

첫 주는 하노이 여행, 둘째 주는 강릉, 넷째 주는 

서울. 왕복 9시간 비행과 3박 4일 여행도 거뜬히.

강릉 1박 2일은 감기몸살에도 안티OOO 써클OO 

증량해 먹으면서 무난히!

셋째 주 공연도 무사히!!

넷째 주 서울행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작년 같으면 마음은 있으나 몸이 따라 주지 못해서 

약  30주년 모임 참석은 포기했을 텐데 든든한 

안티OOO 써클OO가 있으니 가벼운 발걸음으로 올

라가고 있습니다.

더 욕심을 부려 내일 아침부터 서둘러서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열일하다 1년 전 먼저 떠난 후배도 의

정부 하늘 공원에 가서 만나보고 오려고 합니다.

친구가 체력이 되겠냐고 묻길래 피곤은 하겠지만 

가능할 만큼 체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큰소리쳤네

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 제게 하고픈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준 안티OOO 써클OO.

정말 고맙습니다.

2018년 10월 27일 오후 6:03  

정OO 약사

#체험사례 

김00, 45세, 여. (마른 체형)

구내염이 자주 생긴다.

늘 피곤하다.

환절기나 겨울에는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허벅지

와 정강이 쪽 똑같은 부위에 피부가 오돌토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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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구내염과 만성피로 그리고 피부 미용까지 치

유의 길에는 많은 훈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10월 30일 오후 8:40)

② 정OO 약사 

류형준 약사 선생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10월 31일 오전 12:25)

① 류형준 약사

무병장수의 꿈에 한 걸음씩 다가갑니다.

감사합니다.(10월 30일 오후 8:43)

와 가렵다.

9월 12일

안티OOO 101 써클OO 101, 액상 철분제.

계속 복용 중이고 어제 다녀가셨습니다. 

구내염 재발없었고, 피로감이 덜 하고, 피부가 촉촉

해지고, 오돌토돌 올라왔던 피부가 매끈해지고 피

부 톤이 맑고 조금 하얘졌네요. 가려움증 없는 겨울

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좋아하시네요.

구내염, 피부 보습과 미백에는 안티OOO 써클OO 

효과 좋습니다.

2018년 10월 28일 오전 12:19  

이OO 약사 

#체험사례

1. 신00, 70 , 남.

허리 아프고, 다리부종. 노인성으로 오는 질환들

(검버섯ㆍ피부 탄력 약화).

2017년 12월부터

안티OOO 써클OO 11/8개월 복용하시고

장년처럼 일하시는데도 피곤하지 않고

목소리조차 쩌 쩌 .

--------------------여기까지 사례올림.

9월 써클OO만 11.

10월 써클OO만 11.

이분은 연세도 있으신데 이 가을, 일도 많이 하시면

서 써클OO만으로도 충분히 좋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검버섯이 약간 희미해졌을 뿐인데 본인은 

무척 만족해하시네요.

피부 탄력도 좋아졌다고 하시면서 졸업할 날이 얼

마 남지 않으신 분 중 한 분이십니다.

2. 60  후반, 여. 

전체적으로 얼굴이 혈색이 없고 기운이 없어 보임.

이날 7일 가까이 변을 못 봐서 힘들다고 하심. 

이분도 간단히 먹는 변비약 며칠 드셨지만 전혀 효

과를 못 봤다고 하심.

아!!! 이러다 제 약국이 써클OO 땜에 변비 해결 

전문 약국이 될 것 같은!!!

써클OO 3포 ×3, 간장약 아침저녁 2알씩 (장간 순

환이 안 돼서) 같이 복용케 함

어제 오셔서 아주 기쁜 얼굴로 고맙다고 잘 싸는 

것 또한 중요함을 또 절실히 느꼈다고 하십니다.

인생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가 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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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3개월 지나서 통증이 심해졌다면 다시 처음부

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10월 30일 오후 8:58)

2018년 10월 28일 오후 4:18  

안OO 약사 

#체험사례 

권0옥, 51세, 여. 

혈압, 심장 약 (7월 12일 글)

체력 보충을 원하여 6월 안티OOO 111 써클OO 222

로 드시고 원하던 체력은 보충이 되었으나 혈압과 

심부전의 치유를 위해 장복하길 권하여 7월 안티

OOO 11 써클OO 22로 드신 분입니다.

그 후 석 달간 안 오시더니 남편분이 십일 전에 오셔

서 전하길 체중이 불어 중단했다 합니다. 그런데 

최근 어깨부터 허리까지 통증이 생겨 MRI 검사를 

해서 이상무로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약을 먹었으

나 차도가 없고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룬다며 약을 

달라시네요. 그럼 집에 남은 써클OO만 222로 드시

고 다시 오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남편분이 오셔서 통증이 덜해진 것 같다며 써

클OO를 다시 원하시네요. 단지 일시적인 허리 통

증만 제거할 것이 아니라 지난번 중단했던 치유의 

길을 다시 시작하길 권했습니다. 체력 보충뿐 아니

라 여타 증상도 좋아졌고 초반의 체중 증가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습

니다.(남편분도 안티OOO 써클OO 복용 초에 체중

이 늘었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경험이 있고 혈

압, 어깨/발목 통증, 엘보 등이 좋아지셨으니 이해

를 잘하시네요.) 주변의 작은 증상의 변화에 일희일

비 마시고 큰 그림을 목표로 치유를 다시 시작해보

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보겠다 하시길래 3개월의 공백이 있었고 통증

도 심하기에 안티OOO 111 써클OO 222로 한 달 

드렸습니다.

2018년 10월 29일 오전 9:31  

박OO 약사

#체험사례 

075번째 = [써클OO]+[안티OOO] 

<시도 때도 없던 하품이 사라짐>

<064번째 기록 >---------------------

KOR, 58세, 女. (158cm 53kg)

- 단골(남편과 식당 운 -주방 담당)

- 2018년 8월 30일 써클OO+안티OOO 각 60포 

(1포씩 bid) (꿀 레몬차 2개)

- 잠이 잘 든다 (새벽 깨면 빨리 안 들 때도 있다.)

- 만성 방광염 (빈뇨, 급박뇨가 많이 완해 되었다.)

- 2018년 9월 22일 써클OO+안티OOO 각 60포 

(1포씩 bid) (추석 비 일주일 당겨 구입)

<073번째 기록 >----------------------

1) 복용 기간과 경과: (10월 30일까지 제품 있으나, 

온 김에 중간보고)

-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것-일어나기 한결 가볍다.

- 온몸이 무겁고 피곤한 것-체중 2kg 감소하고, 

식당 주방 일을 해도 덜 피곤하다.

- 좌 엄지발톱무좀-검은색이 황갈색으로 연해지

고 흰 눈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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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좋아진 점을 실제로 확인해주면 환자는 쉽게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30일 오후 9:02) ① 류형준 약사

써클OO만 6개월 먹는 것은 권하고 싶은 방법

은 아닙니다.

오래된 통증은 원인이 바이러스 감염이므로 

써클OO로 통증을 줄이는 것보다 바이러스를 

없애야만 원인이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10월 30일 오후 9:08)

② 노OO 약사 

감사합니다.(10월 31일 오전 11:08)

---------------------------------

- 2018년 10월 29일

- 환자 “두 달 복용했는데 얼마나 더 복용해야 해

요?”

- 국장 “완전히 건강해지고, 세포가 싱싱해지려면 

6개월 이상 하세요.”

- 환자 “돈이 자꾸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 국장 “돈이란 게 건강하려고 쓰고, 행복하려고 

쓰는 건데, 몸 아프면 무슨 소용?”

-“그리고 만성 방광염 (빈뇨, 급박뇨) 좋아졌지요? 

불면증도 개선되었지요? 아침 기상도 수월해졌

지요? 몸 무겁고 피로한 것 덜해졌지요? 그러니 

몸 아프지 않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

요?” “최근에 또 좋아진 거 없어요???”

- 환자 “아 참~ 그러고 보니, 하루에 수십 번씩 

하던 <하품>이 없어졌네?” ㅎㅎㅎ

- 2018년 10월 29일 써클OO+안티OOO 각 60포 

(1포씩 bid)-그러면서 3번째 재구입.

2018년 10월 29일 오후 1:39  

노OO 약사 

#체험사례 

1. 50 , 남. 

지난 2월 엘보로 써클OO 111 덱시부프로펜 111 일

주일 먹고 엘보가 지금까지 재발없습니다. 

건강을 위해 써클OO 101 6개월째 복용 중이신데 

써클OO 먹을 때와 안 먹을 때 몸 상태가 너무나 

차이가 나서 계속 복용 중이십니다.

몸도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져서 일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신답니다.

써클OO 101 두 달분 가져가시며 계속해서 드실 예

정이십니다.

2. 60 , 여. 

팔을 많이 쓰는 관계로 어깨가 자주 아프시고 석회 

때문에 수술까지 하신 분입니다. 수술해도 여전히 

아파서 림프순환이 절  필요하신 분이라 염증과 

순환 동시에 잡자고 권유했지만 림프순환만 선택

하셨습니다.

써클OO 222, 파스 3일분 드리고 따뜻한 물로 드시

고 매운 것, 가루, 튀김 조심하라 당부드렸습니다.

3일 후 전화하니 너무나 가벼워져서 굴신하기 좋다

고 하시며 근시 일에 방문하시겠답니다.

첨언) 근육에는 역시 써클OO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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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 써클OO는 암을 치유하기에는 부족

하지만 암 환자의 다른 증상을 개선하는 데에

는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10월 30일 오후 9:10)

2018년 10월 29일 오후 3:36  

김OO 약사 

#체험사례

장경0, 만 71세, 여. (160cm 65kg)

갑상선암 제거 수술, 골다공증 심함

5월 22일

발가락 골절로 써클OO 안티OOO 소포장 복용. 

다 드신 후 뼈가 잘 붙어 무척 기뻐하심.

8월 26일

골다공증이 심해서 조금만 부딪쳐도 골절이 될 정

도로 심각해서 예방 차원에서 드시기로 하심.

암 병력 있어 안티OOO 111 써클OO 222 복용.

9월 16일

써클OO 120 안티OOO 60 복용.

10월 21일

써클OO 120 안티OOO 60 복용.

피로감이 없고, 관절 통증이 많이 없어지셨다 하시

며 특히 밤에 소변을 자주 보러 가셨는데 이제는 

안정적으로 밤새 한 번 정도로 증세가 좋아졌다 하

십니다.

2018년 10월 29일 오후 6:58  

정OO 약사 

#체험사례 

66세, 여. (보통 체형)

<피곤 탈출>

온몸이 피곤, 부종, 눈 충혈, 다리 무겁고, 멍이 잘 

들고, 손발 차고 저리고, 의욕이 없고, 추위를 잘 

탄다. 관절통 심함.

7월 3일

써클OO 한 달분 드림.

10월 29일

관절 약 지으러 오셨는데 플래카드를 보시고 관절

염과 협착증이 심한데 뭘 먹어야 낫지요 약사님? 

하십니다. 저번에 드셨던 써클OO하고 안티OOO 

그리고 관절 양제 드시면 몇 개월 뒤에는 많이 

좋아지십니다. 저번에 써클OO 드시고 어떠셨어

요?라고 물었더니 그때 써클OO 먹는 동안에 피곤

기가 많이 없어지고 좋아졌다면서 다시 사러 왔는

데 약국 문이 닫혀서 옆 약국에서 사 갔다고 하십니

다. 그래서 그러세요! 혹시 얼마에 사셨어요?라고 

여쭈니 22만 원인가… 그러시면서 말을 흐리시더

군요. 결국 써클OO 안티OOO 안 사서 가시더군요.

멀리 떨어진 곳도 아니고 바로 옆 약국에서!

써클OO와 안티OOO는 가격이 있어서 제품에 한 

확신이 없으면 취급하기 곤란한 제품입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시켜드리기 위해 열과 성의

를 다해 설명해 드리고 복용해서 효과를 보셨는데 

옆 약국에서는 만 원 할인해서 단골을 만드는 현실!

적어도 써클OO 안티OOO의 가치를 먼저 알고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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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어떤 회사에서 하는 방법 중에 신용 카드로 

구입한 후 본사로 제품과 수증을 보낸답니

다. 회사에선 구입 금액을 환불해 주고 싸게 

판 약국엔 페널티를 주고…(10월 29일 오후 

11:06)

② 류형준 약사

즉시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박OO 약사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30일 오후 9:13)

③ 류형준 약사

이럴 때는 누구든 많은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가격밖에 경쟁할 것이 없으신 약사님들은 거

래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10월 30일 오후 9:15)

① 류형준 약사

그래도 좋은 일이 있으면 기운이 나지요.

감사합니다.(10월 30일 오후 9:16)

린 선생님들에게 조금의 어드벤티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018년 10월 29일 오후 7:05  

정OO 약사 

#체험사례 

김명0, 57세, 남. (보통 체형)

어깨 통증으로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고 병원에서는 수술하자고 하는데 수술은 싫다고 

하심. 3개월 전 말씀하신 것 좀 먹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시네요.

7월에 2번 정도 써클OO 소포장 2개를 복용하시고 

효과를 보셨습니다.

10월 10일

써클OO 22 안티OOO 11 관절 양제 드림.

10월 29일

오늘 다른 질환으로 오셨길래 어떠시냐고 여쭈니 

아프시던 팔을 번쩍 드시며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

십니다. 약 먹기 전에는 팔이 안 올라갔는데 지금을 

팔이 쭉 올라가고 팔을 뒤로 못 젖혔는데 팔이 뒤로 

잘 돌아갑니다. 아직은 팔을 올리면 약간은 불편하

지만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면서 가르쳐드린 호

보법도 열심히 하시고 계신답니다.

이럴 땐 참 보람을 느낍니다.

2018년 10월 30일 오전 11:35  

최OO 약사 

#체험사례

박희0, 47세, 여. (158cm 63kg)

약국 옆 갈빗집 여사장님. 부부가 함께 운 하시는

데 쉬는 날이 없어 무척 힘들어함.

불편 증상: 하지정맥, 우울감, 몸의 왼쪽이 전반적

으로 안 좋은 느낌, 난소도 안 좋음.

7월 23일

체크리스트 확인해보니 바이러스 쪽 9개, 림프순환 

쪽 8개 해당.

몸의 전반적인 증상이 전형적인 바이러스 질환이

라 말씀드리니 안 그래도 산부인과에서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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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약사님의 애로에 공감합니다.(10월 30일 오후 

2:01)

② 류형준 약사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 생각에만 빠져서 생각

하시는 분은 어디에든 많습니다.

인연의 횟수와 시간이 해결사입니다.

감사합니다.(10월 30일 오후 9:33)

가 있다고 했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다고 함.

안티OOO 101 써클OO 202 시작.

생활 주의사항 다 말씀드림.

반나절 만에 책 절반을 읽으셨다면서 자기 자신은 

정말 바이러스 질환이 맞는 것 같다고 하심.

한 10일쯤 지난 후부터 정형외과 약을 계속 타러 

오시길래 안티OOO 써클OO 잘 챙겨 드시면 통증

도 빨리 감소된다고 말씀드리니 간에 부담될까 안 

드시고 계신다고 함.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니 본인은 건강염

려증이 있어서 고집이 있다며 통증약 드실 동안은 

안 먹을 거라네요. 그러고 나서는 얼마 지나고는 

또 노니가 좋다고 홈쇼핑에 나와서 그거 먹느라 또 

쉬고 계신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시

네요.

두 달이 넘도록 약도 다 안 드시고 띄엄띄엄 먹으니 

참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엉망이 된 몸을 진심

으로 치유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오셔서 하시는 말!

다른 건 몰라도 몇 년 동안 계속 생기던 팔 쪽 트러

블과 염증이 싹 사라졌다고 하심.

열심히 잘 챙겨 드시면 많은 부분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라 말씀을 드리니 따님(초등학교 4학년)

한약 값을 갑자기 많이 지출하게 되어 당분간 복용 

못 한다 함. 팔 트러블은 진짜 신기하다고 또 얘기

하심.

초 4, 딸.

여사장님이 우울증 있을 당시 임신을 하고 고민을 

하다 낳았는데 아토피, 천식, 심한 입 냄새, 눈까지 

아토피 증상으로 가끔 잘 안 보일 때도 있음.

여드름으로 고생하고 있고 이번 추석에 갑자기 천

식 발작을 일으켜 입원했었다고 함. 

옆집 가게라 자주 오셔서 따님 문제를 물어보시곤 

하셔서 따님도 바이러스 치료를 꼭 해야 한다고 말

씀드림. 그런데 따님의 바이러스 질환을 이해를 못

하시고 한약으로 해보겠다고 하심. 그러다 추석에 

발작이 왔었던 것.

식당을 하다 보니 음식이 아무래도 자극적일 수밖

에 없고, 온 가족이 마이너스 요인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온 가족의 건강이 걱정스러운 

상태!

지금은 자료를 챙겨드리는 방법밖엔 없네요.

여사장님도, 딸도 치유의 길을 걷게 되는 날이 오길 

기도해봅니다.

2018년 10월 30일 오후 1:31  

노OO 약사 

#체험사례 

치유까지는 이르지 못한 소소한 체험례입니다.

1. 원지0, 40 , 여.

하지 정맥류. 

다리가 붓고 무겁고 통증까지 수반되는 정맥류에 

센시아 사러 오셔서 센시아 후기와 림프순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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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어떻게 하든지 치유의 속도를 빠르고 확실하

게 도와주면 치유의 길은 넓어집니다.

감사합니다.(10월 30일 오후 9:35)
를 비교해서 알려드리니 써클OO 선택.

써클OO 101/10일 드시고 부종, 통증, 하중감 감소. 

10일 추가로 가져가시며 상황에 따라 증량하여 드

시라 했더니 이 용량이 맞아서 이리 드시겠다고 함. 

2. 50 , 남. 

입술포진.

예전에 입술포진으로 안티OOO 써클OO 111 하루 

드시고 바로 좋아져서 비상약으로 안티OOO 써클

OO 소포장 한 통씩 구매해서 드시는데 치유 프로그

램에는 실패함.

본인은 이리 먹으면 연고 바를 때보다 빨리 차도가 

있다고 하시며 여지없이 안티OOO 써클OO 한 통

씩 구매. 

3. 양호0, 20 , 남.

감기 몸살.

몸살이 심하게 와서 너무 힘들다고 해서 

안티OOO 22 엑스ㅇ과립 11 하루 

이후 문자드렸으나 연락 없음.

4. 정이0, 60 , 여. 

구내염

무리해서 너무 심하게 아프다고 

안티OOO 111 써클OO 222/1일분 드시고 그래도 아

프다고 해서

안티OOO 111 써클OO 111, 황련해독탕 111, 알보칠.

바로 나으셨다고 합니다.

단기 증상들은 임기응변이 필요한 가 봅니다.

2018년 10월 30일 오후 5:42  

김OO 약사 

#체험사례

김계0, 만 84세, 남 (163cm 55kg)

관절염약, 수면제, 우울증약 복용.

작년에 할머니 돌아가신 충격으로 수면제와 우울

증약에 의존. 그 외 온몸 관절 마디마디가 쑤시며 

꿈이 많아 잠을 제 로 못 주무신다함. 찬 것 드시

면 기침 재채기 증상, 변비 등 전반적으로 몸 상태

가 건강하지 못하십니다.

9월 21일

명현 증상 우려해서 써클OO로만 202 복용.

10월 8일

혼자 계셔서 잘 복용하시는지 전화해서 기존의 체

크리스트와 그 외 구술하신 증상에 해서 다시 들

려드리니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알았다고 하십니

다.

10월 29일

안티OOO 101 써클OO 202 각 60포 복용 권유.

복용 전보다 잠은 훨씬 편하게 주무시고 꿈도 많이 

꾸지 않는다고 하시고 찬 것 먹어도 기침, 재채기 

증상이 없다 하십니다.

다음에 경과보고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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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84세 어르신이 건강해지시는 것이 눈에 선합

니다. 무병장수 백세건강의 동반자가 바로 치

유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10월 31일 오후 7:20)

① 류형준 약사

치통에는 역시 빠름 빠름 빠름입니다.

감사합니다.(10월 31일 오후 7:21)

① 류형준 약사

타박상에도 역시 빠름 빠름 빠름입니다.

감사합니다.(10월 31일 오후 7:21)

2018년 10월 30일 오후 6:26  

김OO 약사 

#체험사례 

20 , 남.

잇몸이 붓고 아프다고 최고로 효과 좋은 거로 달라

고 해서 써클OO를 333 드시라고 9포 드림.

다음날 와서 아주 효과가 좋다고 만족해함.

2018년 10월 30일 오후 6:30  

김OO 약사 

#체험사례 

50 , 여.

의자에 무릎을 부딪쳐서 붓고 아파 죽을 지경이라

고 해서 써클OO를 333 드시라고 9포 드림.

며칠 뒤에 오셔서 무릎 어떠시냐고 하니 괜찮다고 

하심.

2018년 10월 30일 오후 10:28  

박OO 약사

#체험사례

076번째 = [써클OO]+[안티OOO] 

HUS, 62세, 女. (150cm 57kg)

1) 병명(아픈 곳): 

백반증 외 아픈 곳 다수 (멍과 타박상)

2) 이전 복용 중인 약물의 유무와 경과:

처방약 다수

3) 써클OO 안티OOO의 복용과 추가 제품 여부:

- 2018년 6월 써클OO+안티OOO 각 60포 (각 1포

씩 bid) (꿀 레몬차 2개)

- 손주 아토피에 써클OO+안티OOO 각 60포 (각 

1포씩 bid) (꿀 레몬차 2개)

- 2018년10월 19일 써클OO+안티OOO 각 40포 

(각 1포씩 bid)

4) 복용 기간과 경과:

- 2018년 10월 25일 “좌 팔과 엄지손가락 멍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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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OO 약사  

“써클OO/안티OOO 덕분이겠죠?” - “아마

도”ㅋㅋ(10월 31일 오후 3:23)

② 류형준 약사

멍과 타박상은 역시 빠름 빠름 빠름입니다.

감사합니다.(10월 31일 오후 7:42)

① 류형준 약사

협심증이 개선된 것으로도 많은 일을 하신 것

입니다. 인연이 되면 명 잇기를 하시게 될 것입

니다.

감사합니다.(10월 31일 오후 7:53)

김. 명현?” - “글쎄요? 기다려 봅시다.”

- 다음날 전화 “하루 만에 멍이 없어졌어요. 써클

OO/안티OOO 덕분이겠죠?” - “아마도”

- 2018년 10월 28일 거제도 놀러 가서 넘어져 심하

게 부딪치다. 많이 다쳤을 거라 걱정함.

- “예전 같으면, 멍도 오래가고, 넘어지면 몇날 며

칠 고생했는데 자고 나니 멀쩡함.”

- “이것도 써클OO/안티OOO 덕분 같아서 전화했

어요.” - “아주 자알 했습니다. ㅉㅉ”

5) 기타(보충 설명):

- 처음 목적인 백반증은 6월부터 복용했으나 사정

상 4개월 동안 복용.

- 10월 19일엔 각 40포씩 하고, 복용 적응성을 높이

려 시럽 나오면 제 로 복용키로.

- 하여 백반증은 더 기다려 보아야 하고 멍과 타박

상 보고만 먼저 드립니다.

2018년 10월 31일 오후 12:35  

서OO 약사 

#체험사례 

유옥0, 62세, 여.

10월 4일

가슴이 쪼이는 듯이 아파서 나이트로글리세린정제 

처방약 받아오신 분입니다. 상담지 체크하고 

천왕보심단 제제, 써클OO 222 3일분.

드신 후 다시 와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월 11일 

많이 편해졌다고 하십니다.

치유의 길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참을 설명해 드려

도 나중에…라고 답하며 가시네요.

2018년 10월 31일 오후 1:36  

정OO 약사

#체험사례 

1. 먼 길 온 손님. 

“약사님! 저 기억나시죠?”

“네?”

써클OO 봉투를 내미시며,

“제가 혈액 순환제 써큐0 달라니까 다크서클도 있

으시니 써클OO로 드시라고 주셨잖아요.”

“아~예 이제 생각나네요. 바쁜 시간에 오셔서 기

록도 못하고 드려서 제가 잊고 있었나 봐요.”

“제가 운암동에 사는데 요것 구하려 약국을 몇 곳 

다녔는데 샘플로 받은 것만 있다 하더이다. 다시 

왔으니 싸게 주시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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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기분 좋은 날입니다.

매일 오늘 같은 날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0월 31일 오후 7:54)

② 정OO 약사 

류형준 약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날 되세요.~^*^(11월 1일 오후 

1:19)

“멀리서 오신 것은 고맙지만 가격은 지켜야 합니

다.”

“좀 어떠세요?”

“5일 만에 얼마나 좋아졌겠습니까. 약사님 믿고 계

속 먹어보렵니다.”

좋은 반응들이 있었으니까 먼 길까지 오셨겠지요.

2. 노00, 64년생, 남. (174cm 89kg)

다크서클, 무릎 통증. (축구하다 연골 슬개골 다쳐

서 수술) 꼼꼼히 체크.

10월 30일

써클OO 202로 계속 복용하시고

매운 것, 찬 것 드시지 마시고

각탕법 꼭 함께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생이 오랜 기간 늘 끼고 있던 다크서클이 사라졌

듯이 이 분도 효과를 보시길 희망합니다.

시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아름다운 날 되세요.

2018년 10월 31일 오후 1:47  

최O 약사

#체험사례 

70 , 남.

병력: 

조기 위암 완치 판정, 고혈압, 뇌경색 초기 응 잘

해서 후유증 없음, 요통.

복용 중 약물: 

혈압약, 고지혈증, 혈전 예방약, 뇌기능개선제, 진

통제, 근이완제.

 

10월 초

안과에서 우측 하안검 수술(왜 수술했는지 잘 모르

나 5~6바늘 정도). 그 이후 눈가와 미간에 발적 

가려움 통증 동반한 50원 동전 크기 홍반 생겨서 

안과에 갔으나 수술은 잘됐다는 말만 들음.

다급한 마음에 피부과에서 알레르기약 처방해서 

복용. 효과 없다고 약국에 전화하셔서 꼭 방문하시

라 요청함. 

10월 22일

“제가 보기엔 바이러스로 인한 포진입니다!”

누가 봐도 단순포진인데~~

우선 안티OOO 써클OO 111 10포씩과 홍반 중심부

에 농이 있어서 티로트리신 겔 자주 바르시도록 함.

10월 25일 

50% 정도 좋아짐. 아버님도 매우 만족.

허리 통증으로 통증의학과 다니셨는데 주사 맞을 

때보다 몸이 더 편해지셨다고 함.

안티OOO 써클OO 소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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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치유의 길은 많은 행운을 가져다줍니다.

감사합니다.(10월 31일 오후 7:56)

① 류형준 약사

써클OO의 사례와 안티OOO의 사례를 골고

루~ 배려심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10월 31일 오후 8:08)

10월 31일 

거의 좋아짐. 아침에 몸이 가볍고 허리가 아파서 

서 있기가 힘들었는데 괜찮아졌고 앞가슴에 자잘

한 발진이 줄어들었고 가려움도 없어졌다고 합니

다. 세포의 염증 원인 없애주고 림프순환 잘되게 

해 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고질병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주 얼굴 봐야 할 분이시라 당분간 소포장으로

시작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오후 5:40  

강OO 약사 

#체험사례 

1. 50  후반, 여.

평상시엔 괜찮으나 일만 하시면 팔이 저리고 손끝

이 화끈거려 잠을 못 잔다고 함.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없다고 해서 림프순환제 작용 설명해 드림.

써클OO 111 소포장.

써클OO를 먹을 땐 괜찮은데 안 먹으면 또 저리신다

고 하셔서 꾸준히 드셔야 한다고 설명해 드림.

써클OO 소포장 재구매.

2. 20  후반, 남.

편두통이 엄청 심해서 가끔 토하기도 한다고 함.

신경 예민하고 착하고 성실해 스트레스에 취약함.

써클OO 111(심하면 222), 덱시프로펜.

지금까지 먹어본 제품 중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함.

써클OO 소포장 재구매.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나 급할 때만 먹

은 듯. 그래도 비상약이라 없으면 불안하다고 함.

3. 30  남.

입술 주변 단순 포진에 아시클로버 연고 사러 오심.

바이러스에 먹는 좋은 제품 달라고 하셔서

안티OOO 111/2일분.

확실히 낫는 속도가 빠르다고 함.

재발하는 것 막기 위해 면역력 향상과 항바이러스 

효과 좋은 안티OOO를 꾸준히 드셔야 한다고 설명

해 드림.

소소한 체험 사례지만 밴드에 새로 오시는 분들 위

해 올려봅니다.

2018년 10월 31일 오후 5:45  

김OO 약사 

#체험사례

송종0, 만 63세, 여. (150cm 50kg)

인공관절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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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김OO 약사님은 고쳐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냥 

드렸는데 환자분은 갚았습니다.

두 분의 아름다운 마음에 행복해집니다.

이번에는 체례 답례용으로 선물해 주세요.

감사합니다.(10월 31일 오후 8:10)

종아리 땅김, 손가락 마디마디 변형. 뒷머리 찌릿찌

릿, 입 마름, 인공눈물, 발등 아리고 통증 등.

2011년부터 무릎 관절로 병원을 작년까지 꾸준히 

다니신 고객. 한동안 안 보이시다가 지팡이 짚고 

물리 치료 받으시러 왔다가 들르심.

그동안 인공관절 수술하셨고 또 나머지 한쪽도 해

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안티OOO 써클OO 소개해드리고 복용을 권유해드

렸는데, 3인 가족생활비로 남편으로부터 월 70만 

원을 받아 생활하셔서 돈이 없다 하시는 걸 돈 생기

면 주시라고 설득하고 안티OOO 써클OO 각 1통씩 

드림.

9월 6일

안티OOO 111 써클OO 111 각 60포 복용.

10월 4일

약값 주러 오셨다며 방문. 관절 수술로 종아리가 

땅겼는데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 뒷머리 땅김도 없

고 소변도 수월하게 보신다고 하십니다.

애초에 6개월 정도까지는 꾸준하게 드셔야 또 관절 

수술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는데 도저히 돈이 

없어서 안 되겠다 하십니다. 나중에 돈 생기면 주시

라고 해도 안 되겠다 하시며 약국을 나서시네요.

2018년 10월 31일 오후 6:15  

서OO 약사 

#체험사례 

한00, 43세, 여.

증상: 

만성피로, 불면, 만성두통, 손발 저림.

투약:

2018년 1월 8일 

써클OO 11.

1월 27일. 

써클OO 11.

2월 10일.

써클OO 11.

3월 12일

써클OO 11.

5월 28일

써클OO 11 안티OOO 11.

7월 2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9월 7일

써클OO 11 안티OOO 11.

9월 29일

써클OO 11 안티OO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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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장기 복용의 사례는 제가 원하는 치유의 길입

니다.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치유의 길입니

다. 감사합니다(10월 31일 오후 8:12)

① 최OO 약사 

경과 반응:

머리가 맑아짐.

몸이 가벼워짐. 

잠도 깊은 잠을 잠.

피부가 맑아짐. 

경제적 사정 때문에 정량으로만 계속 투약해오고 

있는 분인데 장기간 드시니까 점진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씩 효과를 보십니다.

2018년 10월 31일 오후 6:58  

이OO 약사 

#체험사례 

58세, 남. (보통 체격, 본인)

눈에 띄는 질환 없고 몸 상태 그런저런 상태.

작년 건강 검진에서 약간의 지방간, 콜레스테롤 수

치 약간 높음.

몸 안에 있는 독소 없애보자고 안티OOO 써클OO 

각 101로 6개월 복용함.

이후 피로하거나 근육 뭉칠 때 가끔 써클OO 복용하

는 외에 더 이상 복용 안 함.

식사는 평소 그 로 했음. (주말 약간의 음주)

1. 혈압이 약간 있었는데 가끔 올랐다가 떨어지곤 

했음. 이건 그 로임.

2. 콜레스테롤 수치 조금 올라감. 간에서 지방간 

약간 있는 것도 변동 없음.

3. 몸무게 증가. 밥맛이 좋아진 건 사실. 이거 때문

인지는 불확실. 5kg 이상 증가해서 6개월 복용 

후에 식이요법 병행해서 다시 원상 복귀함. 하는 

김에 식이요법 계속 진행 중. 처음보다 2kg 더 

줄임. 그런데 안티OOO 써클OO 장기 복용하시

는 분 중에 두 분 이상이 밥맛이 좋아져서 살이 

찐다는 말을 했음.

4. 정작 신경을 썼던 건 갑상선 내 혹임. 기 를 

제일 많이 한 부분. 7년 전에 조그만 혹이 있어서 

매년 초음파 진단 중. 조금씩 커지긴 하는데 담당

의는 무시할 정도라 함. 그것도 약간 커지고 그

로. 또 내년에 보자고 함.

5. 식전 혈당 수치 101. 약간 높은데 이것도 변화 

없음.

6. 10여 년 전부터 노안이 와서 누진다초점 안경 

쓰기 시작함. 단골 안경점에서 계속 2~3년에 

한 번씩 렌즈 교환함. 이번에 안경 렌즈가 탁해

지기도 해서 다시 맞추러 감. 눈이 좋아졌다는 

의외의 말을 들음. 더 강하게(?) 맞추려 했는데 

직전도 아니고 6년 전 했던 렌즈 수치 상태로 

돌아갔다고 함. 렌즈 UP이 아니라 렌즈 DOWN

이 됨. 눈 양제 먹은 적 없고 다른 모든 동일한 

조건하에서 안티OOO와 써클OO만 추가된 것

임.

종합해보면, 혈압이나 당뇨는 크게 변함이 없고,

간 수치도 비슷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약간 높아

짐. 시력은 오히려 좋아짐. 6년 전으로.

이번 건강 검진에서 렌즈 교정시력으로 1.2 나옴.

그리고 한 달에 2번 정도 폭음하는 때가 있는데

숙취가 거의 없음. (예전에도 별로 없긴 했는데 더 

좋아진 느낌) 간도 좋아진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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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운동 많이 하시는지요?(10월 31일 오후 

7:03)

② 이OO 약사 

최OO 약사 거의 안합니다. 일요일에 등산 잠

깐 정도.(그것도 어쩌다) 숨쉬기운동만 한다

고 보면 됩니다.(10월 31일 오후 7:07)

③ 류형준 약사

6개월 복용이면 혈압과 당뇨도 좋아져야 하는

데 이상합니다.

머리카락을 보내주면 처방을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10월 31일 오후 8:17)

④ 최OO 약사 

이OO 약사 운동 많이 하시는 분은 림프순환이 

이미 잘 되고 있어서 써클OO 복용 후에 별다

른 변화가 없는 듯해서요. ㅎㅎ(11월 2일 오전 

7:14)

① 류형준 약사

치유의 길에서 기본에 충실하십니다.

기본이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2일 오후 5:49)

2018년 10월 31일 오후 11:33  

이OO 약사 

#체험사례 

1. 조0숙, 65세, 여.

하지정맥, 왼쪽 다리가 시리고 저림.

그래서 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심.

처방전 가지고 오신 어느 날 안티OOO 써클OO 설

명해 드리고 드셔보자고 하여 안티OOO 111 써클

OO 111 일주일분 처방전과 같이 드림.

일주일 후에 다 드시고 병원 갔다 오시더니 같이 

먹으니 다리가 훨씬 부드럽고 시린 것이 좀 좋아졌

다고 이왕 시작한 거 장기 복용해보자고 했습니다.

2. 손양0, 58세, 여.

마당에서 넘어져 타박상에 멍이 심하게 듦.

멍 빼는 약 달라고 해서 바르는 약하고 소염진통제 

1판. 안티OOO 11 써클OO 11 장복하고 계시는 분이

라 안티OOO 111 써클OO 222로 변경해서 먹어보라

고 함.

멍이 하루 사이에 어느 정도 얇아지고 아픈 것도  

좋아짐. 당분간 용량 조절해서 멍과 타박상이 좋아

질 때까지 먹어보기로 함.

2018년 11월 1일 오후 2:51  

정OO 약사 

#체험사례 

윤금0, 67세, 여. (보통 체형)

<눈에 돌멩이가 굴러다니는 듯!>

7년 전에 아래 눈꺼풀 지방제거 수술 이후 지금까

지 눈물이 나고 특히 눈에 돌멩이가 굴러가는 듯하

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항상 충혈됨.

8월 24일

써클OO 11/10일.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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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정OO 약사님은 치유의 길에서 완성된 안내자

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2일 오후 6:01)

① 류형준 약사

만성피로증후군에도 치유의 길은 함께 합니

다. 감사합니다.(11월 2일 오후 6:08)

① 류형준 약사

종기와 생리통이 한꺼번에 좋아집니다.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치유의 길에서

써클OO 11/20일.

10월 23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간장약.

11월 1일

눈 충혈도 좋아지고 눈물은 한 쪽만 약간 나오고 

특히 돌멩이 굴러가는 듯해서 항상 아팠던 눈이 많

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네요.

써클OO 안티OOO 액제 1111, 간장약 보름분 드렸

습니다.

완치되어서 7년 고생이 끝나시리라 생각됩니다.

2018년 11월 2일 오전 10:59  

서OO 약사 

#체험사례 

노 0, 47세, 여.

표 증상: 만성피로증후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듦,

깊은 잠이 어렵다.

투약:

6월 20일

써클OO 11.

8월 10일

써클OO 11.

11월 1일

써클OO 11.

효과는 보는데 약을 복용하다가 안하다 하고 있는 

분입니다

경과 반응: 덜 피곤하다, 잠이 잘 온다.

2018년 11월 2일 오후 7:20  

김OO 약사 

#체험사례 

15세, 여. 

중학생 딸의 종기와 생리통 약을 사러 오셔서 안티

OOO와 써클OO 각 111/2일분 복용 후, 종기는 터졌

는데 덜 나았고 자리가 넓어서 째야 할까요? 하길

래 그 로 2일 더 복용시키라고 했습니다. 거의 다  

나았다고 또 2일분 가져가셨어요..

생리통도 잘 듣고 종기에 너무 잘 듣는다고 칭찬하

고 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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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11월 3일 오전 8:42)

① 류형준 약사

처음 두 달 간만이라도 최소한 안티OOO 111 

써클OO 111로 복용하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11월 5일 오전 9:08)

② 김OO 약사 

네~선생님~감사합니다.~~^^(11월 5일 오전 

9:41)

2018년 11월 3일 오후 3:01  

김OO 약사 

#체험사례 

52세, 여. (165cm 53kg, 시누이)

손발이 차고, 알레르기성 기침으로 마스크 늘 착용.

최근 안과 검진에서 한 곳은 황반 변성 초기라 하고

다른 곳은 백내장 초기라 한다고 해서 검진을 다시 

해 보기로 했답니다.

이참에 치유 프로그램 하자고 권하고,

안티OOO 111 써클OO 222.

꼭 챙겨 먹으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어떠냐 물으니 그 용량으로 먹으니 

속이 불편해서 안티OOO 써클OO 각 11 로 복용했

다고 합니다.

1) 우선 덜 피곤하다. 

2) 피곤하면 턱밑 임파선이 붓고 기침이 나서 늘 

마스크를 끼고 다녔는데 마스크 드디어 벗었다.

3) 아침에 일어나면 늘 눈이 따갑고 묵직했는데 좋

아졌다.

일단 지금처럼 6개월 복용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11월 5일 오후 4:54  

서OO 약사 

#체험사례 

이종0, 60세, 남.

표 증상: 

조선족이신 분인데 중국 병원에서 뇌 모세혈관이 

조금 막혔다 함.

주요 증상:

오른발 저림, 오른발 따가움, 머리가 맑지 못하다,

가끔 3초 정도 어지럽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온몸이 무겁다, 손발이 차고 저리다.

투약:

9월 10일

써클OO 222.

9월 17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9월 22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10월 4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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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두 달 동안의 경과가 좋게 진행되고 있으니 

완결된 결과도 기 됩니다.

감사합니다.(11월 6일 오전 6:19)

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 333 훌륭합니다.

쓸데는 확실하게 먹게 하는 것이 바로 실력입

니다. 감사합니다.(11월 6일 오전 6:21)

① 류형준 약사

10월 15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11월 5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경과 반응:

“확실히 좋아요!” 하면서 들어오시네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습니다. 

머리가 3초 동안 아찔할 때가 있었는데 많이 호전.

오른발 저림이 조금 좋아짐.

오른발 따가운 증상이 좋아짐.

머리가 조금 맑아짐.

몸이 조금 가벼워짐.

2018년 11월 5일 오후 5:09  

강OO 약사 

#체험사례 

김00, 40  중반, 남.

심한 편도염.

6개월 전부터 편도에 궤양이 생길 정도로 염증이 

심함. 처방약 먹어도 그때뿐이고 계속 재발하는 상

태. 고열과 몸살 호소. 체력이 극도로 떨어지고 스

트레스 심한 상태. 인터넷에서 안티OOO를 찾아보

고 방문함. 비타민씨 복용 중.

안티OOO 333/7일, 비타민씨 하루 6g 복용.

좋아지면 222로 줄여 먹으라고 함.

일주일 후 오심. 드신 날부터 좋아지셔서 지금은 

염증이 거의 없어지셨다고 함. 일주일 사이에 얼굴

색이 좋아지고 딴사람인 줄 알 정도로 건강해 보임.

안티OOO 222 큰 통 재구매. 

2018년 11월 5일 오후 6:04  

이OO 약사 

체험사례  

46세, 여. (여동생)

2017년 12월 상포진 걸렸을 때 안티OOO 써클

OO 량 요법으로 치료 후 안티OOO 써클OO 11 

6개월 이후, 써클OO 11 복용.

약 먹으면서 변을 잘 보게 되었고 또 환절기 때 팔,

다리, 허벅지 등 한군데씩 번갈아가면서 몹시 가려

웠는데 이번 환절기 때는 아무렇지 않다고 하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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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안티OOO 써클OO를 101로 두 달 

더 먹게 하는 것은 어떨지요?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11월 6일 오전 6:25)

② 이OO 약사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11월 6일 오전 

10:06)

③ 류형준 약사

안티OOO의 복용 기간은 6개월입니다.

이는 최적의 상태로 유지했을 때의 기준입니

다. 찬 것. 추위, 매운 것 등으로 인해 긴장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기간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8개월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11월 7일 오후 1:09)

2018년 11월 6일 오후 1:26  

이OO 약사 

#체험사례 

50  중반, 여.

질염이 생겨서 뻐근하고 아프고 냄새도 났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게 이틀 정도라서 약 복용 권유하고 

안티OOO 111 써클OO 111/2일.

복용 후 호전되었는데 하루만 더 복용하고 싶다고 

해서 하루분 드렸습니다.

병원 치료받다가 진전 없어서 온 환자는 몇 번 있었

는데 이번엔 시작부터 오신 분이 효과를 보셔서  

고생하지 않게 되었다고 만족해하 습니다.

2018년 11월 6일 오후 3:51  

이OO 약사 

#체험사례 

김00, 50년생, 여. (시장 아줌마)

주요 증상: 

다리 뒤쪽이 땅긴다, 쥐가 난다.

늘 피로하고 근육통이 있다. 

직업상 어깨 쪽이 늘 아프다.

6월 18일 

써클OO 101 한 달분.

저린 증세 좋아짐. 피로도 덜 느낌.

약국 방문할 때마다 써클OO를 만지작거리며 “써

클OO 꼭 다시 먹을껴~” 하시는 분. 남편이 한약

을 지어 와서 먹고 나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미룸.

10월 5일

써클OO 101 한 달분.

한약 먹을 때보다 써클OO 먹을 때가 훨씬 몸 상태 

가볍고 편안하다 함. (돌아온 탕자처럼 반갑네요)

11월 3일

근육통 때문에 진통제를 떨쳐내지 못하고 의존하

며 사시는데 이번 기회에 진통제 끊고 치유 프로그

램하시겠다고 오늘은 마음먹고 오심.

안티OOO 써클OO 101/한 달분.

11월 5일 

안티OOO랑 함께 먹으니 벌써 느낌이 좋다고 일부

러 들러서 말하고 가심.

다리 땅김도, 피로도 좋다며.~

돌아온 탕아(?) 이젠 한눈팔지 말고 Go Go!



001670  A BOOK OF EXPERIENCES

2018년 11월 6일 오후 6:15  

이OO 약사 

#체험사례

김00, 20세, 남.

<하복통!!!>

평소 복용약: (세브란스 처방)

10월 12일 

점심때 약 도착.

20살인데 15개월 수준의 뇌 상태로 살고 있는 아이.

모발 검사 후 류형준 선생님 처방약(체질차, 안티

OOO, 중추환). 약은 다행히도 잘 먹는다.

11월 6일

한 달에 3~4회 방문. 

1회 방문 시 3일~5일분씩 복통으로 인해 처방받아

간다.

결국 15일~20일간 복통에 힘들어한다는 것.

(복통 때문에 병원 올 때마다 거의 큰 소리 지르고 

엄마를 때리고, 분노를 못 참아 날뛴다.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아이.)

10월 12일

체질차+안티OOO+중추환을 류형준 선생님의 사

랑과 배려로 복용 중인데, 10월 5일 복통약 5일분 

처방받아 간 후로 한 번도 오지 않았다.

11월 6일 

격려차 전화 통화.

그러고 보니 배 아프단 말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한

다.

처방전 기록을 쭉 훑어 내려가니 2007년 3월부터 

복통약이 처방되었고 해가 갈수록 복통약 처방 횟

수는 늘어갔다. 한 달에 15일에서 20일, 아이를 괴

롭혔던 복통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복용 한 달도 안 되었는데 류 선생님 처방약 복용 

후 한 번도 병원엘 오지 않았다.

바이러스가 이 아일 그토록 괴롭히고 있었던 건가?

그 바이러스는 도 체 어떤 녀석일까?

10년 넘게 한 달에 절반 이상의 날들을 복통 속에 

살던 아이인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고통에서 해

방될 수도 있다니 놀랄 뿐!!

아이 엄마는 잠깐이지만 아이가 배 아파서 늘 병원 

다녔던 걸 잊고 있었다고 한다. 내가 체크하니 그때

야 상기하고 놀란다.

긴 여정 이제 시작했는데 가는 첫걸음에 감사하게

도 선물 보따리 하나 주신 듯. 하나씩 선물 펼쳐가

며 긴 여정 잘 걸어가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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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OO 약사 

네. 응원합니다.(11월 6일 오후 6:18)

② 송광륜 (주)예스킨 

긴 여정 잘 헤쳐나가길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

다.(11월 6일 오후 6:18)

③ 이OO 약사 

양OO 약사 송광륜 (주)예스킨 감사합니다. 함

께 응원해요~~♥(11월 6일 오후 6:20)

④ 정OO 약사 

함께 뜻 모아 응원합니다._()_(11월 6일 오후 

6:41)

⑤ 최OO 약사  

단합니다. 한 걸음이 두 걸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갈 때까지!!!♥(11월 6일 오후 9:29)

⑥ 최OO 약사

약사님 파이팅을 합니다♡(11월 6일 오후 

10:01)

⑦ 박OO 약사 

함께 응원할게요.~~(11월 6일 오후 10:27)

⑧ 이OO 약사 

정OO 최OO 최OO 박OO 약사 체질차+안티

OOO+중추환 파이팅!!입니다. 모두 한마음♥

(11월 6일 오후 10:53)

⑨ 최OO 약사 

감동입니다. 한 가족의 희망과 행복을 선물해

주셨네요.

응원 합니다!(11월 7일 오전 10:38)

⑩ 유OO 약사  

OO 약사님과 환자 보호자 분과의 관계가 그

만큼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류 선생

님 약을 거부감 없이 시작한 거고요. 응원합니

다!!(11월 7일 오전 11:02)

⑪ 장OO 약사 

류 선생님의 넓고 깊은 사랑이 느껴집니다.

또한 이OO 약사 선생님의 환자를 향한 아름

다운 마음도~~♡ (11월 7일 오후 1:24)

⑫ 류형준 약사

김00 아이는 20세 뇌전증인 아이로 이OO 약

사님이 숙제로 내주신 아이입니다.

첫 달부터 좋은 결과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

다. 이 아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어디까지 

좋아지는지 함께 확인해 봅시다.

감사합니다.(11월 7일 오후 4:28)

① 류형준 약사  

10년 넘은 복통 잊게 하듯 류 선생님 처방약이 아이

와 가족에게 어떤 선물을 안겨줄지 기 하며 간절

한 마음으로 두 손 모읍니다.

응원해주세요~~♥

2018년 11월 7일 오후 5:46  

안OO 약사 

#체험사례 

박0순, 65세, 여. (4월 8일 글)

상포진 후유증으로 안티OOO 써클OO 시작.

오늘 12번째 써클OO 가져가시면서 그간 여정을 말씀.

얼굴과 어깨 통증은 사라져 처방약 끊은 지 오래됐

고 왕래한열과 도한 사라졌고 특히 기 하지도 않

았고 쑥스러워 미처 얘기하지 못한, 20  출산 후 

생겼던 탈항이 말끔히 없어져 아주 만족한답니다. 

절 믿고 따라와 주신 결과일 뿐입니다.

형편이 넉넉지 못한 분이 저리 만족해하시니 기쁨

이 더욱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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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째 써클OO이면 1년 동안의 긴 여정을 

함께 한 것이군요.

축하드립니다.

긴 여정의 치유의 길에서 두 분이 얼마나 행복

했을지 짐작됩니다.

감사합니다.(11월 7일 오후 7:05)

① 류형준 약사

이제 느낌이 오시지요.

증상이 하나하나씩 벗겨지는 것은 물론 어느 

단계까지 치유가 되고 있는지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11월 10일 오전 7:55)

2018년 11월 7일 오후 7:36  

안OO 약사 

#체험사례 

홍0욱, 62세, 여. (9월 8일 글)

어지럼증으로 써클OO 222/20일 먹고 쾌차.

안티OOO 111 써클OO 222/한 달.

안티OOO 11 써클OO 22, 조인헬스 한 달.

십 년 전 눈길에 다친 허리가 좋아지고 있고, 여러 

번 연골 주사 맞은 무릎(20년 경과)도 변화 있다며 

재구매하러 오셨네요. (지난달까지는 명현이었는

지 더 아프다 하셨죠) 환절기마다 찾아오던 감기도 

아직은 안 겪었답니다. 자전거 타기 열심히 하시도

록 당부드렸습니다.

안티OOO 11 써클OO 22, 조인헬스 한 달.

그간 두르고 있던 질병의 갑옷들이 하나씩 벗겨

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출발이 좋습니다.

2018년 11월 7일 오후 8:38  

김OO 약사 

#체험사례 

1. 친구

밤 8시 30분경 화상 입었다고 약국 옴.

양배추를 너무 삶아서 뭉그러지듯 살이 익은 느낌.

거의 손목 한 바퀴 화상. 

화상 연고 바르고 밤 9시 써클OO 3포,

밤 12시 써클OO 3포 복용.

다음 날 아침 안 아프고 평소보다 더 숙면 취함.

평소 아랫배가 뜨거워 잘 못 잤는데 열이 빠져나가

는 듯하면서 더 잘 잤다고 하네요.

이후는 안티OOO 써클OO 101, 병원 치료와 병행. 

안티OOO 써클OO 덕에 흉터 없이 잘 치료되었다

고 감사하다네요. 화상은 생각보다 깊었답니다.

2) 그 친구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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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9시에 써클OO 3포, 12시에 다시 써클OO 3포

는 매우 잘 하신 조치입니다.

다음 날도 써클OO 333으로 진행하 다면 치

유의 속도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을 것이라

서 많이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11월 10일 오전 9:19)

② 김OO 약사 

감사합니다. 잘 활용 해 보겠습니다.(11월 10

일 오후 12:41)

공무원 합격하여 근무 시작.

스트레스 많고 피로도 많음. 

안티OOO 써클OO 정량 2개월 차 복용 중.

바디 리모델링 차원으로 시작.

현재는 등에 있는 오래된 어루러기 사라짐.

여고 때처럼 여드름 발생. 

얼굴로 뿜는 중이라고 계속 먹는 중입니다.

2018년 11월 8일 오전 10:03  

여OO 약사 

#체험사례

사례 1)

1. 엄0주, 50 , 여자. (160cm 53kg 선생님)

2. 병증:

폐경 후 체질 변화로 알레르기와 두드러기가 1년 

반쯤 전부터 반복적으로 나타남. 그때마다 병원에

서 알레르기약 처방으로 넘겼으나 점점 더 자주 반

복되던 중 상담 옴.

두통약 자주 복용, 안구건조증(노안이 일찍 옴), 목 

디스크, 고지혈증.

3. 안티OOO 써클OO 복용:

9월 8일

안티OOO 써클OO 111을 기본으로 컨디션에 따라 

용량 조절하면서 복용해옴.

첫날 안티OOO 써클OO 22로 저녁에 먹고 변을 엄

청나게 본 후 살이 2킬로 빠져버림.

111로 용량 조절 후 살은 다시 회복됨. 

9월 18일

눈에서 눈물이 너무 흐른다고 해서 평소 안구건조

증 때문에 눈 쪽에 명현이 나타난 걸로 설명함.(눈

물로 노폐물이 빠지는 거라고) 2~3주쯤 되던 시기

에 명현으로 목 부위와 얼굴 턱 주변으로 명현으로 

보이는 발진이 솟았다가 들어갔다가 반복됨.

우루사 1일 2~3회 복용과 각탕법(반신욕)으로 명

현에 처함.

4. 두 달 동안의 경과

발진 돋는 거 이젠 없다고 한다.

목 디스크로 고생했는데 병원 간 적 없다.

안구건조증은 심하진 않으나 직업적으로 눈을 많

이 쓰니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한다.

두통약 안 먹는다.

감기를 안티OOO 써클OO로 양 조절해서 먹고 병

원 안 가고 넘겼다.

학교 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잠은 꿀잠

을 잔다.

사례 2) 

1. 이0진, 50 , 남. (180cm, 기업 임원)

2. 병증: 역류성 식도염, 알레르기, 고혈압, 피로.

3. 안티OOO 써클OO 복용:

위의 사례자와 부부로 9월 8일부터 같이 치유 여정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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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딸꾹질은 횡격막 경련이니 써클OO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배웁니다.

3개월을 기준으로 딸꾹질이 오래되었다면 안

티OOO를 같이, 얼마 되지 않았다면 써클OO

만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10일 오전 9:23)

안티OOO 써클OO 111.

평소 직업상 술을 많이 마시는데 역류성 식도염으

로 힘들다고 한다. 심할 땐 앉아서 자야 할 때도 

있어서 침 를 몇 백만 원 주고 앉아서 잘 수 있는 

걸로 교체했다고 한다.

올 초부터 가끔 원인 불명의 알레르기가 생긴다고 

면역 증강제를 찾음. 별다른 명현은 없었고 턱 주변

에 약간씩의 발진이 돋다가 사라졌다.

4) 두 달 동안의 경과:

역류성 식도염이 엄청나게 호전되어 못 느끼는 정

도다. (병원 약으로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을 느껴 

신기해한다고 한다.)

더 이상 앉아서 취침 안 한다.

알레르기는 명현 지나가고 올라오지 않는 상태다.

피로가 덜하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장 괄약근의 바이러스임을 설

명하고 세포 치유 끝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사례 3)

교통사고로 입원한 남자분인데 환자는 못 봄.

환자가 사고 후 놀라서 딸꾹질을 심하게 한다면서 

청심원과 약을 사러 옴.

청심원 물약 1병+써클OO 2포 2회분(저녁과 다음

날 복용). 온 팩과 온수 복용할 것을 가르쳐드림.

다음날 딸꾹질 조금 덜하나 계속 난다고 해서 

안티OOO 써클OO 111/이틀분 온수 복용과 온 팩하

라고 지도함.

보호자께 물어보니 멈췄다고 한다.

딸꾹질에 써클OO만 쓰는 것보다 안티OOO 써클

OO 같이 쓰는 게 더 나은 건지 좀 궁금해진다.

2018년 11월 8일 오후 3:14  

최O 약사

#체험사례 

40  중반, 여. (마트 근무)

무지외반증 염증으로 통증 심함.

10월26일 사진임.

안티OOO 111 써클OO 111, 처방약으로 항생제와 소

염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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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최고!(11월 8일 오후 8:46)

② 류형준 약사

무지외반증은 염증이 생기면 오래 고생하는 

증상입니다.

잘 재발하고 오래가고 항생제로도 치료가 잘 

안되는 고질적인 염증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나니 전형적인 바이러스성 

염증의 특징을 전부 갖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좋아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11월 10일 오전 9:44)

11월1일 사진.

항생제는 이틀 정도만 먹었고 안티OOO 써클OO는 

하루 2~3회 꼬박꼬박 복용.

11월5일 사진.

안티OOO 써클OO 1포씩 2~3회.

외반증 염증뿐만 아니라 근본 치유를 위해 열심히 

복용 중입니다.

작년 겨울에도 똑같은 염증으로 1달 넘게 고생했는

데 7일 만에 놀라운 결과입니다!

2018년 11월 9일 오전 10:31  

성OO 약사 

#체험사례 

30  초반, 여.

구안와사가 와서 한 달 이상 병원 치료 중이고 최근

엔 입 주변에 포진 생김.

안면이 비 칭이 되어 음식도 제 로 못 먹고 오랜 

치료로 우울.

본인이 오지 않고 회사 동료가 와서 얼굴은 못 봤으

나 안티OOO 써클OO가 시급한 듯하여 일단 111로 

2주분 투약. 

일주일 먹으니 포진은 당연 없어지고 얼굴이 제자

리로 어느 순간 돌아오고 음식을  편히 먹을 수 있다

고 합니다. 

이제 복용 3주 차 들어가는데 아직은 감각이 100% 

정상적이지 않지만 밥이라도 제 로 먹을 수 있어

서 다행이라며 계속 복용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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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구안와사까지 치유의 길에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11월 10일 오전 10:36)

① 류형준 약사

10년도 넘은 증상이 10개월도 아니고 6개월 

만에 좋아집니다.

이러한 특별한 일이 일상처럼 일어나는 곳이 

바로 치유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10일 오전 10:51)

2018년 11월 9일 오후 4:23  

최O 약사

#체험사례 

50  후반, 남.

무릎에 물이 자주 차서 그때마다 물 빼고 소염진통

제 수시로 복용한 지 10년이 넘음.

피로 잘 안 풀림, 등 뾰루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

다 등등. 무릎 통증으로 삶의 질 떨어짐.

만성 염증 원인 제거와 염증 물질 배출 촉진시켜

진통제와 물 빼는 거 졸업하자고 설명해 드림.

6월 6일 

안티OOO 101 써클OO 202 한 달분 시작.

7월 10일 

무릎 물이 덜 찬다, 통증 좋아짐.

그런데 손등만 유난히 부음.(과거에 부은 적

많았다고 함)

노폐물 순환이 부족하니 점심에 써클OO 2포 추가.

각탕법 하시고 금주.

8월

손등 부종 없어짐. 각탕법 금주 잘 안 지킴.

9월

진통제 복용 안 함. 무릎에 물 차지 않음.

10월

꾸준히 안 드시는 것 같아서 다시 안티OOO 써클

OO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잘 복용하도록 독려.

11월 9일 

안티OOO 101 써클OO 101 정량.

치유 끝나면 사모님 시작하기로 예약.(비염)

좋아지고 약 용량 줄어서 좋아하시네요.

2018년 11월 9일 오후 6:48  

이OO 약사 

#체험사례

1. 김00, 25세, 여.

생리통, 부종.

5월~7월까지

안티OOO 써클OO 111. (사례로 올림)

8월~10월까지는

안티OOO 써클OO 11.

생리통 부종은 몇 달 쭉 먹기 시작하면서 좋아졌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져서 지금까지 먹고 있음. 

변비도 평상시 있어서 힘들었는데 같이 해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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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생리통, 변비, 불면증까지 치유의 길은 계속 

넓어집니다.

감사합니다.(11월 10일 오전 10:54)

어요. 열심히 드시고 있는 젊은 분입니다 

2. 90 , 여.

불면증.

써클OO 안티OOO를 먹다 보면 초기에 졸음이 꽤

있는데(저도 좀 심하게 겪었음) 역으로 수면 부족이

신 분들한테 며칠 권하면 피드백이 좀 있음.

이 할머니 역시 안티OOO 써클OO 11 아침저녁 삼

일 정도 드시게 했음.

그 후 오셔서 본인이 흡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

도 좀 주무셨다고 하십니다.

몸에도 좋으니 더 드셔보자고 했으나 일단 3일 치

만 더 구매해가시네요.

2018년 11월 9일 오후 10:58  

박OO 약사

#체험사례

077번째 =[써클OOsy]+[안티OOOsy] 

CUP, 68세, 男. (164cm 58kg) 

1) 병명(아픈 곳): 개선되었던 spoon형 엄지손톱 

재발 + 옆구리 결림 (약 20일)

2) 병력과 현재 문제가 되는 증상과 심한 정도:

- 063번째 기록(9월 18일) - 약 2년 된 spoon형 

엄지손톱이 90% 호전되고, 손톱 색깔은 아직 검

다고 했는데, 이후 개인 사정으로 써클OO/안티

OOO를 중단하 더니 10월에 다시 spoon형 엄

지손톱이 나타났어요.

- 그리고 좌측 옆구리 결림이 있어 (작약감초+계지

복령+소결활혈)과립을 10일 복용해도 차도 없음.

---------------------------------

<9월 18일에 올렸던 사진입니다> (위=함몰된 표시) 

(아래=함몰 호전/ 색깔 미호전)

3) 써클OO 안티OOO의 복용과 추가 제품 여부:

- 11월 02일부터 [써클OOsy]+[안티OOOsy] 1포

씩 bid -1주일 복용

4) 복용 기간과 경과 =

- 일주일 만에 다시 좌‧우측 손톱 거의 다 정상회복. 

손톱 색깔도 정상 색깔

- 좌측 옆구리 결림도 어느새 없어졌는지 모르게 

결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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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증상이 없어져도 뿌리가 남아있으면 언젠가

는 재발합니다.

1일 후, 일주일 후, 1달 후, 일 년 후. 시기의 

문제는 있지만 이는 재발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10일 오전 10:59)

① 류형준 약사

약물 부작용의 빠른 개선 효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약도 없고 책도 없이 

시간만 기다려야 하는데 다행히 안OO 약사님

의 지혜로 새로운 활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11월 12일 오전 2:59)

① 류형준 약사

림프순환촉진은 피로 회복으로도 숙취 해소

에 많은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11월 12일 오전 3:02)

5) 기타(보충 설명):

- 지금 다시 계속 복용 중입니다. (가능한 tid 복용

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최근 사진 못 찍어서… 찍게 되면 올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0일 오후 7:28  

안OO 약사 

#체험사례 

김0녀, 81세, 여.

혈압, 심장약.

다른 분과 혈압약이 바뀐 줄 모르고 보름간 복용하

다 경련과 구토, 무력감, 식욕부진, 두통, 상열감, 

안면 부종 호소.

본인 약으로 다시 돌아와 복용 중임에도 후유증이 

쉬이 가라앉지 않음.

써클OO 111/20일.

식욕과 기운이 돌아왔고 후유증이 사라졌네요. 수

척했던 얼굴엔 살도 붙고 열감, 부종이 없어지고요.

써클OO가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2018년 11월 10일 오후 8:30  

박OO 약사 

#체험사례 

30  후반, 여.

업무로 바쁠 때 피로회복제 달라고 해서 림프순환

이 안 되어 피곤한 거라고 얘기하고 식후 1포씩 따

뜻한 물로 복용하라며 써클OO 5포만 드렸는데

오늘 오셔서 림프순환제 달라고 하네요,

써클OO 먹으니 이제까지 먹은 다른 것보다 훨씬 

좋다고 합니다. 

써클OO 60포 한 통 드렸습니다. 다음엔 안티OOO

도 같이 8개월 복용하고 그다음엔 써클OO 6개월 

복용 권유했어요. 천기누설 책 드리면서 꼭 읽고 

실천 권유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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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급속 치유는 없습니다.

치유는 항상 소걸음처럼 천천히 천천히 그리

고 꾸준히 전진합니다. 다만 증상의 빠른 개선

은 있을 수 있고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고혈압이니 빠른 증상 개선을 

기 합니다. 단, 증상 개선과 치유는 속도에서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에 한 이

해와 소통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12일 오전 3:05)

① 류형준 약사

잘 하시고 계십니다.

치유의 길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11월 12일 오전 3:19)

2018년 11월 11일 오전 9:52  

안OO 약사 

#체험사례 

28세, 남. 

한 어머님이 오셔서 유럽 배낭여행을 목전에 둔 아

들이 심한 코감기가 낫지 않아서 그러니 빨리 낫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안티OOO 써클OO 111/3일, 콜바스타.

엊그제 어머님이 혈압약 타러 오셨길래 여쭈니 3일 

먹고 깨끗해져 잘 다녀왔다네요.

그건 그렇고 웬 혈압약이냐고 물으니 처음으로 먹

는다네요. 사실 이 분은 3월 한 달간 안티OOO 써클

OO 먹고 2년 된 다발성 종기가 치유되어 지금껏 

무탈한 분입니다. 그때 연복을 했다면 고혈압까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당분간 약, 운동, 식사로 조절해보고 그래도 내리지 

않으면 안티OOO 써클OO 다시 시작해보시라고 말

씀드렸습니다.

급속으로 치유되니 이런 부작용 아닌 부작용도 생

깁니다.

2018년 11월 11일 오후 11:18  

이OO 약사 

#체험사례 

1. 40  중반, 남. (당구장 운 )

자라목으로 인한 어깨, 등, 목덜미의 근육통 뻐근함 

호소. 직업상으로 피곤함이 엄청나다 함. 

써클OO 222/5일분, 근육 이완제 1판, 간장약 1통.

명현 증상, 주의사항 설명해 드리면서 우루사 드림.

열흘 후. 

졸음과 더부룩함은 우루사와 따뜻한 레몬차로 해

결하심.

어깨 쪽 뭉친 것이 좀 풀리셨고, 피곤도 좀 좋아지

심. 추가로 써클OO 60포 구매.

이제 시작이고 긴 치유의 여정이 필요하신 분임.

2. 박0범, 50  중반, 남.

평소에 감기를 자주 달고 사시는 분으로 병원을 다

녀와서 안티OOO를 알아서 빼갑니다.(앞쪽에 진열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병원에 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안티OOO만 111로 처방약에 맞춰 가져

가십니다.

감기가 길게 가지 않고, 피곤함이 없어서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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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도 안 되서 비염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

다. 비염은 점막 질환이라 환경을 만드는 것이 

특히 중요하지요.

찬 것, 매운 것, 추위, 튀김류는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11월 12일 오후 3:02)

2018년 11월 12일 오전 10:37  

정OO 약사 

#체험사례 

홍성0, 48세, 여.

비염으로 고생한지 몇 년 되심.

요즘 비염으로 잠을 못 잘 정도라고 하시며 구매해

가셨습니다.

10월 6일

써클OO 안티OOO 1111/한 달분.

11월 6일

써클OO 안티OOO 1111/한 달분.

11월 12일

오늘 카톡으로 문자를 주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비염 때문에 새벽에 코 풀러 안 

일어나서 너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두 차

례만 코 풀어요ㅎ」

2018년 11월 12일 오후 1:20  

정OO 약사

#체험사례 

1. 고00, 64년생, 남.

https://band.us/band/62655371/post/8111 

(9/30)

주요 증상:

고혈압, 구내염, 피로감.

투약:

안티OOO 101 써클OO 101 토라타민 202.

경과 반응: 

한 달 복용 후

피로감과 구내염이 완화되었다.

두 달 복용 후

구내염이 한 번도 안 생겼다.

컨디션이 아주 좋다.

석 달 복용 후, 넉 달째 복용 중이신데

구내염 발생 안 함.

컨디션이 아주 좋음.

탈모가 줄고 머리숱이 늘어났다는 반가운 소식이 

왔네요.

2. 정00, 64년생, 남.

https://band.us/band/62655371/post/8080 

(9/28)



제3장 체험사례 00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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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증상들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탈모까지 

개선됩니다.

치유의 길에서는 일상인데 처음 접하시는 분

들은 어리둥절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12일 오후 3:14)

② 정OO 약사 

류형준 약사 선생님! 덕분에 가족들이 점점 건

강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11월 12일 오후 6:39)

주요 증상:

고혈압, 허리 디스크 수술 요통, 탈모(정수리 부분).

투약: 

7월 15일 

써클OO 202 토라타민 202.

8월 15일 

안티OOO 111 써클OO 222 토라타민 202.

8월 22일 

안티OOO 101 써클OO 202 토라타민 202.

9월 1일 

안티OOO 101 써클OO 101 토라타민 202.

11월 12일

동량으로 복용 중.

경과 반응:

요통 없음, 피로감 덜 하고, 복용 40일경부터 머리

숱이 늘고 있고, 음주 후 숙취 해소에 효과 좋다며 

만족해하시며 꾸준히 복용 중입니다.

3. 정00, 68년생, 남.

https://band.us/band/62655371/post/8109 

(9/30)

주요 증상: 

고혈압 14년, 허리 디스크 수술 (8년 전),

발목 통증, 피부 알레르기, 피부 건조감, 두피 지루

성 피부염, 탈모 (M자형).

투약: 

6월 14일

써클OO 202 토라타민 200.

7월 20일

안티OOO 101 써클OO 101 토라타민 200.

8월 23일

안티OOO 101 써클OO 101 토라타민 202.

11월 12일

동량으로 복용 중.

경과 반응:

허리 발목 통증 없고, 피부 건조감이 없어지고, 피

부 톤이 맑아지고, 수년간 끼고 있던 다크서클이 

벗겨졌고, 두피가 깨끗해졌고, 머리숱이 점점 늘고 

있고, 직업상 술자리가 많은데 음주 후 숙취가 없

고, 체력이 좋아진 것 같다.

꾸준히 잘 복용하고 있습니다.

※발모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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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만병통치약이란 말은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입니다.

치유의 길은 만병통치의 길이 아니고 스스로 

건강해져서 증상이 저절로 없어지는 치유의 

길입니다.

즉 안티OOO와 써클OO는 세포 환경을 정상

화되도록 돕는 것이고 치유의 주체가 약이 아

니라 본인의 세포입니다.

감사합니다.(1월 12일 오후 3:20)

① 류형준 약사

좋은 경험입니다.

이런 단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신뢰와 자

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치유의 길이 열립니다.

감사합니다.(11월 12일 오후 5:08)

2018년 11월 12일 오후 1:58  

김OO 약사 

#체험사례

85세, 여. 

그 연세에 허리도 안 굽고 잘 걸어 다니시는 분.

어지러운 데 먹는 약 달라고 하셔서 써클OO 1포씩 

1일 2회 4포 드렸습니다.

다음에 오셔서 엉덩이가 너무 가볍고 발걸음이 5, 

60 처럼 가볍게 떨어진다고 어째 이런 약이 있느

냐고 감탄!! 어지러운 것도 낫다고 하십니다. 

돈 생기면 만 원 ,삼만 원 이런 식으로 사 가시는데

그동안 자식들이 사다 준 어지러운 데 먹는 약은

효과가 없었다고. 근데 할머니는 한 포가 아까워서

반포씩 드신다는데 그래도 효과 만점이라네요.

만병통치라고 올 때마다 칭찬 늘어지십니다. 

2018년 11월 12일 오후 4:59  

김OO 약사 

#체험사례

70세, 여. (155cm 60kg)

치과 치료 후에도 여전히 이가 아프고, 흔들린다며

좋은 약 없는지 물어보시네요. (심혈관 약 복용 중

이시고 나이도 많으셔서 nsaids 복용은 권하고 싶

지 않았습니다.)

안티OOO 건네며 두 포씩 하루 3번 이틀만 드셔보

시라 권유하니 돈이 없어 하루분만 달라고 하셔서 

하루분 가져가셨습니다.

이틀 후인 오늘 미소 지으며 약국 문을 열고 들어오

셔서 지난번 약 하루분 더 달라고 하시며 웬만한 

신약 진통소염제보다 훨씬 좋다 하십니다.

2018년 11월 12일 오후 5:19  

안OO 약사 

#체험사례 

김0하, 80세, 여. (1월 15일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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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제 경우. 환자가 1주일 안티OOO 111 써클OO 

222 복용 후 좋아졌다며, 책에 적혀있다고 정

량으로 101 복용 고집하던 사람.

초기에 제 로 안내를 못 해서 중도 하차한 

경험도 있습니다.

도중에 하차한 분 생각하면 미안함과 씁쓸함

이 교차하지만~,

그런데 그런 실수(?)가 쌓이고 쌓여야 실력(?)

도 쌓이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11월 

12일 오후 5:42)

② 류형준 약사

항상 설명은 약사님 몫이고 선택은 환자 몫입

니다.

약사님들이 스스로 환자의 주머니 사정을 걱

정하여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환자의 병이 빨리 그리고 완전하

게 좋아질 수 있을지 만을 생각의 중심에 넣고 

실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11월 12일 오후 8:28)

심한 요협착에 안티OOO 써클OO 11로 두 달 복용.

(너무 소극적으로 다가섰죠) 이후 별 차도가 없어 

당혹. 류 약사님의 답글을 보고 순환촉진을 보다 

크게 시키기 위해 안티OOO 111 써클OO 222로 다

시 한 달. 정량 두 달 복용보다 훨씬 차도를 보임. 

그 후론 각 11. 현재 써클OO로 12개월 차.

1년 전과 비교해보면…

다리에 힘이 생겨 걸음걸이가 안정.

꼬 던 발가락이 펴짐.

저린 감이 거의 소실.

만일 정량으로만 유지했다면 중도에 포기하셨으리

라 생각됩니다.

제품 취급이 얼마 안 된 시점에 초기 증량의 중요성

을 환자들에게 납득시키지 못한 게 치유 과정에 있

어 걸림돌이 되었죠. 

도움 말씀 주신 류 약사님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오후 6:18  

박OO 약사

#체험사례 

078번째 = [써클OO]+[안티OOO] 

GDW, 32세, 男. (180cm 100kg, 큰 체격 비만)

1) 병명(아픈 곳): 이뿌리 전체가 들뜨고 아프다.

(본인 생각엔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이다?)

2) 병력과 현재 문제가 되는 증상과 심한 정도:

어금니 3개나 부러짐.

3) 이전 복용 중인 약물의 유무와 경과:

항생제 진통제 많이 복용.

4) 써클OO 안티OOO의 복용과 추가 제품 여부:

- 2018년 10월 20일 써클OO환+안티OOO환 (1포

씩 tid) 2일분.

- 11월 12일 오늘까지 매번 이틀 분씩 가져감.

5) 복용 기간과 경과:

- 첫 2일 복용하고 약간 차도가 있다고 했는데…

- 이틀 분씩 10회 정도 하니까 지금은 아프지도 

않고 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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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의 염증에도 안티OOO와 써클OO가 많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이러스 강의에 체험사례까지 정말 감사합

니다.(11월 12일 오후 8:32)

① 류형준 약사

강OO 약사님은 이제 처음부터 과감한 복용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11월 12일 오후 8:35)

6) 기타(보충 설명):

- 이틀 분씩 복용해도 좋은데, 이틀이 아주 좋아지

도록 6개월 이상 복용 권고.

- 현재까지는 매우 만족한 미소를 만면에 가득 띠

고 이틀마다 방문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오후 7:01  

강OO 약사 

#체험사례 

1. 설00, 80 , 여.

병원에서 양제 맞다 손등이 엄청 부어서 다 못 

맞고 중단 후 통증도 심하고 부종도 심해 빨리 나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방문.

써클OO 액제 22 드림.

처음 두포 약국에서 온수에 타서 드시고 가셨습니

다. 3시간 후 방문하셔서 거의 부종이 사라졌고 통

증도 없어지셨고 좋아하시네요. 저녁에 두포 더 드

시고 다음날 오전 완전 정상 된 손들고 나타나셨어

요.

2. 김00, 20 , 여.

피곤하면 눈이 충혈되고 다래끼가 잘 난다고 함.

휴일에 집안일을 무리하게 하고 난 후 다래끼가 나

면서 부종과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

빨리 낫는 제품 달라고 함.

써클OO액제 333 안티OOO액제 333

한번 먹고 아침에 일어나니 80% 이상 좋아졌고, 

아침에 한 번 더 먹고 나니 거의 다 나은 듯하다고 

합니다. 보통 111로 먹어도 잘 낫지만 확실히 333으

로 섭취 시 빠른 효과가 나타나네요.

3. 김00, 40 , 남.

항상 피곤하고 편두통과 어깨 결림 등이 심함.

좋다는 양제 드셔 봐도 피로가 사라지지 않고 늘 

몸이 찌뿌둥하다 하심. 림프순환에 해 설명해 드

림.

써클OO 22 소포장.

5일 후 방문. 편두통과 어깨 결림 좋아지시고 피로

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네요. 어떤 피로회복제보

다 좋다고 하시면서 계속 드셔보겠답니다.

써클OO 22 소포장 재구매.

4. 조00, 40 , 남.

잦은 임파선염으로 방문하심. 면역력도 떨어져 있

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황. 안티OOO 써클OO로 

치유의 길 가보자고 말씀드림.

안티OOO 333 일주일. (염증이 심하여)

일주일 후 재방문 염증은 거의 없어짐.

안티OOO 111 써클OO 111 8개월 프로그램 들어갑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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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말 잘 듣는 아이가 훨씬 효과가 빠릅니다.

감사합니다.(11월 14일 오후 10:33)

2018년 11월 13일 오후 12:01  

박OO 약사

#체험사례 

079번째 = [써클OO]+[안티OOO]

JMZ, 9세, 女. (120cm 21kg)

1) 병명(아픈 곳): 

만성장염-복통, 설사. (비피더스 복용 중)

2) 병력과 현재 문제가 되는 증상과 심한 정도:

만성장염.

3) 이전 복용 중인 약물의 유무와 경과:

소아과 처방약에도 무효.

4) 써클OO 안티OOO의 복용과 추가 제품 여부:

- 2018년 10월 26일 써클OO+안티OOO 각 6포 

(1/2포씩 tid)

5) 복용 기간과 경과:

- 아빠도 만성장염이라 부인이 남편과 아이 것을 

환제로 각 2일분씩.

- 남편은 (비피더스 복용 중)이라며 반품. 아이만 

시럽제로 교환해줌.

- 2018년 11월 12일 엄마 처방전과 함께 활짝 웃는 

아이 “배 아픈 것 좀 어떠니?”“지금은 하나도 

안 아파요.”

6) 기타(보충 설명):

- 엄마랑 아이가 처음 왔을 때 (자동차에 있는 아이

를 오라고 하여) 만성장염에는 찬 것/날 것/매운 

것/튀김류/분식/인스턴트/과일까지 절  금지 

시켰기에 더욱더 빠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치

유는 제품 복용 못지않게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 연속 복용으로 완전 치유를 기 합니다.

- 아빠는 딸의 효과에도 아직 복용하지 않으니 기

다려 봅니다.

2018년 11월 13일 오후 3:26  

서OO 약사 

#체험사례 

정선0, 64세, 여.

표 증상: 만성피로, 무기력.

주요 증상:

손발에 번열(수족번열감), 어깨 결림,

손발 저림, 목에 이물감.

기왕 병력:

유방암(우축), 다발성 골수종 전단계, 백내장.

투약:

3월 24일

써클OO 11 안티OOO 11.

4월 3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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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유방암(우축), 다발성 골수종 전단계의 병력

이 있어서 용량을 증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되지만 경과가 좋으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14일 오후 10:38)

① 류형준 약사  

가스 중독의 회복에도 림프순환촉진이 활약

5월 3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6월 18일 

써클OO 11 안티OOO 11.

7월 2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8월 1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8월 20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9월 5일

써클OO 11 안티OOO 11.

9월 18일

써클OO 11 안티OOO 11.

10월 11일

써클OO 11 안티OOO 11.

10월 17일

써클OO 11 안티OOO 11.

11월 13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경과 반응:

변이 잘 나온다.

얼굴 혈색이 좋아짐.

훨씬 덜 피곤하다.

잠이 잘 온다.

몸이 가볍다.

두통이 줄어들었다.

2018년 11월 13일 오후 3:57  

정OO 약사 

#체험사례 

48세, 여, 김미0. 호리호리형. 

가스중독.

음식점 하는데 어제 갑자기 가스를 마시고 난 후, 

속이 메스껍고 두통으로 괴로워함.

손가락을 넣어서 토하려고 해도 토해지지 않아서

무척 괴롭다고 하시네요.

11월 13일.

가스중독으로 판단. 

써클OO 3, 이담제 드시게 하고 한 번 더 먹을 것 

드림.

2시간 지난 후에 궁금해서 전화해보니, 

“지금은 많이 좋아 졌고, 이제 밥 먹으려고 합니

다.”

라고 밝은 목소리로 응답해 주시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약사님!” 해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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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합니다.

감사합니다.(11월 14일 오후 10:39)

① 류형준 약사

고혈얍약과 고지혈증약이 필요 없어질 날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11월 14일 오후 10:41)

2018년 11월 13일 오후 4:34  

이OO 약사 

#체험사례 1

여, 28세, 최송*.

생리통, 부종, 변비, 하지정맥류.

타회사 정맥류약 먹고, 간헐적으로 변비약 먹고 함.

9월 안티OOO 11 써클OO 11

10월 안티OOO 11 써클OO 11

변을 엄청나게 보고 놀람 - 설명 드림.

부종도 서서히 빠짐.

생리통도 많이 좋아짐.

다리의 가벼워짐에도 역시 짱!!

11월 역시, 안티OOO 11 써클OO 11.

 

먼저 먹고 있던 분의 소개받고 온 아가씨도 열심히 

잘 먹고 있답니다. 

#체험사례 2

남, 58세, 조*길.

고혈압, 고지혈증약, 비만.

7월 안티OOO 111 써클OO 111

8월 안티OOO 111 써클OO 111

9월 안티OOO 11 써클OO 11 

(사례 올림)

10월 안티OOO 11 써클OO 11

11월 안티OOO 11 써클OO 11

체중 70kg 유지, 혈압 84/125.

고지혈증 좋아짐(혈압약 고지혈증약 계속

드시고 계심).

굉장히 자기관리 잘 하신 분이고, 각탕법은 꾸준히 

하심.

몸이 가볍고 컨디션이 좋아 날아다니심~.^^

2018년 11월 13일 오후 5:00  

조OO 약사

#체험사례 

노안개선. 47세, 여, 약사 본인.

샘플 받아서 써클OO 101, 안티OOO 101로 먹다가 

별 반응 없어서 써클OO 222, 안티OOO 111로 열흘 

정도 먹고 피로감과 다리 무거움이 많이 개선되었

고, 최근에 노안이 와서 불편했는데 어느새 안경 

안 쓰고 책을 보는데 잘 보여서 놀랐습니다~.

좋은 약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약국에

서 환자들에게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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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며칠만에 이렇게 효과를 보다니 신기합니다.

감사합니다.(11월 14일 오후 10:42)

① 류형준 약사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해내셨습니다.

직장암수술로 변을 참지 못하는 증상이 개선

되다니 정말 기적입니다.

더불어 한사람의 인생을 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11월 14일 오후 10:44)

② 정OO 약사 

류형준 약사 체험사례 보고 확신을 가지고 시

도해봤는데 좋은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써클

OO과 안티OOO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깨닫

게 됐습니다 선생님.(11월 15일 오전 9:38)

2018년 11월 13일 오후 6:27  

정OO 약사 

#체험사례 

수술 후 잦은 변.

61세, 남, 168에 78kg, 이현0.

12년 전 직장암 수술 한 이후로 변을 너무 자주 보러 

다녀서ㅡ하루최 15회 정도ㅡ 항상 기저귀를 차고 

다니시고 그래서 외국여행도 안 가신다고 하십니

다.

다른 선생님이 올려주신 체험례를 보고, 봄에 한번 

써클OO과 안티OOO를 드렸었는데요.

한번 드시고 안 오셨는데 자꾸 몸이 안 좋으시니 

이번에는 술도 끊고 시작해보고자 하심.

10월 14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정장제, 시메티딘 20 

일분, 호보법. 

골프보다는 괄약근에 힘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걷기운동 위주로 하라고 말씀드림.

위장의 힘이나 장의 힘을 높이기 위해서는 걷는 것

이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월 13일.

오늘 오셨는데요, 하루 2번만 드신 듯합니다.

호보법도 가끔 하시고 걷기를 열심히 하셨다고 합

니다. 체중이 4kg 정도 빠졌고 얼굴이 저번보다 좋

아 보이심.

이제는 변을 어떤 때는 7회지만, 어떨 때는 한 번 

정도이고, 예전에는 항문에 힘이 안 들어가서 변을 

지렸는데, 저번에 목욕탕에서 변의를 참았는데

한 시간을 참을 수 있었다고 하시네요. 많이 좋아지

셨다고 좋아 하시면서 믿음을 주십니다.

몇 달 지나서 더욱 좋아지시면 기저귀 차던 지난 

12년 세월이 억울해지겠지요.

써클OO과 안티OOO로 독소배출 시키고, 운동으로 

괄약근의 힘을 증가시킨 결과로 좋은 변화들이 일

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못했던 부부관계를 하고 싶다며 상

의를 하는데 그만큼 힘도 생긴 듯합니다.

오늘은 써클OO 22, 안티OOO 11, 이담제, 정장제 

한 달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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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멍에는 역시 림프순환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14일 오후 10:44)

① 류형준 약사

조직에서 물을 빼는 데는 림프순환이 역시 빠

릅니다.

감사합니다.(11월 14일 오후 10:54)

2018년 11월 13일 오후 6:51  

서OO 약사

#체험사례 

여성, 45세, 설미♡.

11월 5일.

손가락을 움켜쥐고 아프다면서 “진통제 주세요”

하기에 살펴보니 나무에 손가락이 찧어서 멍이 들

고 부었음.

써클OO 222 3일분 드림.

 

경과반응:

오늘 왔는데 반응 좋았다고 하네요.

손가락을 보니 멍이 다 풀렸네요.

2018년 11월 14일 오전 7:58  

이OO 약사 

#체험사례

69세, 여성.

무릎이 붓고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연

골과 골 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답니다.

걸음도 힘들게 걷고, 앉았다 있어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정도 습니다.

무릎은 많이 붓고 만져보니 부어있는 부위가 발목

보다도 찬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써클OO 222로 1일 복용 후에 써클OO 111로 복용해

도 나프록센 하루 한 정이 필요할까 말까 할 정도라

고 합니다.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런 환자분들이 많아

질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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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4일 오후 12:10  

최O 약사

#체험사례 

궤양성 장염 진단 받은 지 3년째.

20  남.(첫 발병 시, 스테로이드 사용. 점차 감량하

다 끊은 후)

전 병원-아자프린 101, 펜타사1g 111, 무코스타 

111, 올리비올에스 111.

수시로 복통, 설사, 식욕부진, 만성 피로, 활력 없

고, 아래턱 주변으로 여드름.

안티 써클OO 복용 전 양요법: 셀레나제, 임팩타

민, 비타민디5000iu. 그리고 식이 조절.

궤양성 장염은 예비 장암 환자이므로 처방약

만으로 관리하면 언젠가는 cancer가 됩니다! 양

요법 필수임을 설득.

위의 양요법만으로 일상생활 할 정도로 체력은 

회복되었고 전문약의 드럭머거인 양물질 보충 

의미는 있지만, 임상데이터는 큰 변화 없어서 고민 

중에 안티 만나게 됨.

5월 30일. 

안티OOO 111 써클OO 111

큰 변화 없고 약 먹기 힘들다. 

20  남자는 복약 순응도 낮지요~.

7월 2일. 

그러면 1일 2회로 1년 가자~~.

안티OOO 101 써클OO 101

8월 2일. 동일. 

설사 빈도는 비슷하나 여드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김. 

자격증 공부 열공해도 버텨짐.

9월. 동일. 

18일 전  처방전 가져와서 “염증수치가 팍 떨어졌

요!” 한다~~.

안티OOO, 써클OO 꾸준히 복용하도록 독려.

피부는 더 깨끗해짐.

10월. 동일. 

체력이 좋아짐. 가끔 밤샘 공부해도 무리 없음. 

11월 6일. 

액제로 드림. 

안티OOO 101 써클OO 101

13일 처방전 가져왔는데 의사쌤께서 많이 좋아졌

으니 자주 안와도 된다고 했다고 함. 

56일 처방에서 77일로 늘려줌.

약 먹기는 액제가 넘 좋다고 활짝 웃네요.

안 거르고 더 잘 먹겠다고 ~.

내년에 장내시경 예정.

내시경 했을 때 장점막에 cobblestone 이

안보이길 기 해 봅니다.

cobblestone은 크론병과 궤양성 장염을 내시경

상으로 구분하는 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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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OO 약사 

듬직한 최약사님, 정말로 놀라운 케이스입니

다.(11월 14일 오후 12:34)

② 하OO 약사

저 위 -전문약의 드럭머거인 양물질 보충의

미는 있지만- 이 케이스에서의 드럭머거 부분

을 잠시 설명 부탁 드려도 될까요?(11월 14일 

오후 12:34)

③ 박OO 약사

궤양성 장염이든, 만성 장염이든, 크론병

이든 써클과 안티OOO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는 소화관림프조직GALT [gut-associated 

lymphoid tissue]의 활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

문입니다.

즉 소장, 장의 림프관은 지용성 양분 흡수 

뿐 아니라 장내의 유익균, 유해균의 조절에도 

지 한 향을 미치고 있지요. 고로, GALT를 

건강하게 함은. 장벽이 튼튼해짐은 물론이며 

장내 세균의 균형을 정상총으로 조절해 준답

니다.

GALT 내에는 또 페이어스 패치(Peyer`s patchs)

라는 판 역시 소화관림프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11월 14일 오후 1:15)

④ 최O 약사

설파제 면역억제제 스테로이드의 가장 큰 드

럭머거는 엽산이지요.

전문약 부분은 B군이 드럭머거이므로 주로

B복합제를 씁니다.

아셀렌산오수화물은 항염작용과 면역에 관련

감염요인이 바이러스~♥♥. 면역력 저하 스트레

스~.

UC(ulcerative colitis)는 장과 직장 점막과 점막

하층에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염증성 장질환 입니

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치유보다는 병의 진행 조절밖

에 안되지요~.

염증성 장질환은 바이러스질환의 특징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서 증상 완하 목적인

면역억제제 salicylate 스테로이드 항생제 치료는

약물부작용 위험이 크고 장기간 치료시 기 할 만

한 효과도 떨어지겠지요.

안티의 항바이러스효과로 치유되지 않는 UC와

CD(Crohn’s disease)의 치유에도 희망이 보입니

다.



001692  A BOOK OF EXPERIENCES

된 효소가 셀레늄 의존성이 부분이므로 염

증질환과 면역기능이 문제가 된 질환에

응용합니다.(11월 14일 오후 1:28)

⑤ 하OO 약사

최O 멋짐 폭발!^^(11월 14일 오후 1:34)

⑥ 하OO 약사 

박OO 약사 이렇게 보여주시니 더 분명해지네

요. 감사합니다.(11월 14일 오후 1:35)

⑦ 양OO 약사 

네, 좋은 치유예입니다. 최약사님, 응원합니

다. 환자가 순응하면서 장기간 함께 한 것이

약사의 능력입니다. 안티OOO, 써클OO과 셀

레륨 복합처방의 좋은 예입니다.(11월 14일 

오후 2:30)

⑧ 류형준 약사

항상 앞서가시는 약사님들께 감사드립니

다.(11월 14일 오후 11:00) ① 류형준 약사

성명, 병명, 써클OO/안티OOO의 복용 여부

와 추가제품 여부, 복용기간과 경과, 기타(보

충설명)

체험사례의 약식을 제시하 습니다.

앞으로 체험사례를 올리신 약사님들께서 많

이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11월 16일 오후 9:42)

2018년 11월 14일 오후 12:50  

박OO 약사

#체험사례 

080번째 [써클OO]+[안티OOO] 

좌견통(안 올라감).

★ 女, 60 . 체격 좋은 편(여걸스타일).

◐병명(아픈 곳) 

11월 10일(토요일) 이웃 정형외과엘 찾아왔는데 원

장님이 일찍 퇴근하는 바람에! 좌견통(안 올라감)

에 진통제라도 달라고 함.

◐써클OO/안티OOO의 복용여부와 추가제품 여부 

2018.11.10. 

이부프로펜 222 + 써클OOsy 222 하도록 (20포)드

림. 

◐복용기간과 경과

2018.11.14.

3일간 복용하고 50% 호전되었으니, 전과 같이 주

문함.

◐기타(보충설명) 

본인은 과거에 식당을 하며 고생해서라고 하지만, 

견통은 혈관, 림프관 순환문제로 인 /힘줄/근육/

신경이 고생하는 것이니 연속으로 복용할 것을 권

장하 습니다.

2018년 11월 14일 오후 3:10  

이OO 약사 

#체험사례 

어제 저녁 8시 퇴근 후, 친구랑 요새 핫한 화 ‘보

헤미안 랩소디’를 보러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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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추위에 한 건강의 적신호는 많이 겪지만 소

중한 체험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16일 오후 9:46)
① 류형준 약사

연골파열에도 자신을 갖고 도전할 만한 체험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16일 오후 10:15)

퀸의 리더싱어 프레디 머큐리를 중심으로 한 얘기

와 퀸의 주옥같은 음악과 더불어 재밌게 관람하고 

있었는데 명치 밑이 기분 나쁘게 살살 아파왔습니

다. 그냥 두고 보다가 통증이 계속되고 화 관람에 

방해되는 거 같아 외출 시 가방에 두포 넣어 다니는 

써클OO을 1포 먹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통증

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그라들었습니다.^^

갑자기 왜 통증이 왔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일단 스트레스는 없었고 저녁은 약국에서 간단히 

먹었고 화 보러 들어 올 때 빵이랑 커피 사가지고 

와 먹었고, 근데 화관 천장에서 에어컨을 켰는지 

찬바람이 나와 잠시 추워하다 벗어 놓은 외투를 다

시 입었습니다. 그 10분 정도의 추위에 노출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번 겨울에 

치험례에 올린, 스키장 가서 돈가스 먹고 명치 밑이 

아팠던 거도 그렇고. 여하튼 그때도 어제도 써클

OO 1포로 상황은 종료되어 다행이고 약국에 명치 

밑이 아프다든지 배가 아프다며 약 찾는 사람들이 

종종 있으니 써클OO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신경 

쓴 거도 없고 별다른 거 먹은 것도 없는데 배 아프다

는 사람 종종 있잖아요.

아마 생각하지 못한 추위에 노출됐거나 잠을 못 잤

거나 등등등... 

2018년 11월 14일 오후 6:07  

안OO 약사 

#체험사례

한^자, 여, 55. 9/15글

4월 안티OOO 11 써클OO 11

5~6월 안티OOO 111 써클OO 111

7월 안티OOO 11 써클OO 11

8~10월 안티OOO 11 써클OO 22

6월 밭일 중 연골파열 진단받고 수술권유 받음. 그

래서 8월부터 써클OO 증량. 드디어 10월부터 통증 

사라져 처방약 중단하고 안도.

이 분은 달이 거듭될수록 치유속도에 가속이 붙네

요.

“지난달엔 시럽제로 바꿔서 알뜰히 먹었는데도 손

해 보는 느낌이 들어요.”

“내면에 묻어있는 액이 아까워 그러시죠? 제품 만

든 약사님이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환제보다 

성분을 더 첨가해 만드셨으니 걱정 마세요.”

“아~네.”

저도 시럽 처음 접했을 때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안티OOO 11 써클OO 22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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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3월부터 안티OOO-써클OO을 교 로 9개월

째 복용하신다는 설명이 애매합니다.

많이 좋아지고 불편한 점이 많이 줄어들면 누

구나 다 난지 알고 자기생각 로 하려고 합니

다.

감사합니다.(11월 16일 오후 10:20)

2018년 11월 15일 오전 9:37  

박OO 약사

#체험사례

081번째 [써클OO]+[안티OOO]

OCJ, 77세, 女. 허약. 

코-입-인후 건조, 눈 건조하면서-눈물 흐름.

067번째 기록. 

2018.09.05. 

인후(+입 안+코 안) 건조하고 가래 붙은 듯.

써클OO 60포 + 더마타민 120정(1포+1정 bid).

2018.10.08. 

써클OO이 모자란다고, 써클OO만 추가로 구매 차 

방문.

<최근근황>

1. 가벼운 체머리 흔들리던 것이 요즘은 없다. (처음 

말함)

2. 건망증이 덜해졌다. (건망증이 심하다고 늘 걱정

했었음)

3. 작년 뇌수술 후 코 안, 입 안 바짝 마르던 것이 

많이 촉촉.

(눈물 고이던 것이 감소된 걸로 보아 코 쪽으로 내

려가는 듯함)

2018.11.14. 

9월과 10월 두 달 복용 후 재방문.

“현재로선 모두 다 개선되었는데, 이젠 안 먹어도 

안 될까?”

“인후(+입 안+코 안) 건조는 좀 어떠세요?”

“예전엔 입 안 목 안이 바짝 말라서 자다가 여러 

번 깼는데, 지금은 많이 마르지도 않고, 한 번 정도? 

그리고 코 안도 바짝 바르고, 딱지가 자주 생겼는

데, 지금은 코 풀고 싶을 때 잘 풀어져요. 안과는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눈이 건조하면서 눈물

이 옆으로 나오는 건 조금 개선.”

“그렇다면 완전해질 때까지 계속 복용해야겠습니

다.”

2018.11.14. 

써클OO 환 60포 + 더마타민 60정(1포+1정 bid)

◐기타(보충설명)

연세 드신 분은 심하지 않으면 적게 복용하려고 애

쓰시지만, 그나마 이 제품 드시면서, 혈압압, 당뇨

약, 고지혈약 안 먹으니 얼마나 좋아요. 펴~엉생 

보약으로 예방을 잘 해 드립니다.

3월부터 안티OOO, 써클OO을 교 로 약 9개월째 

복용 중이십니다.

2018년 11월 15일 오후 5:36  

이OO 약사 

#체험사례 1

남, 54세, 정*덕. 남자갱년기.



제3장 체험사례 001695

① 류형준 약사

갱년기에도 잇몸 질환에도 안티OOO 써클OO

는 활약합니다.

감사합니다.(11월 16일 오후 10:53)

① 류형준 약사

고혈압과 부정맥이 있으니 안티OOO 써클OO

을 길게 도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16일 오후 10:57)

② 김OO 약사

감사합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11월 17일 

오전 11:23)

다리 잘 붓고, 어깨 뭉쳐서 아프고, 두통생리

통 피로. 심계항진 등.

써클202 20포와 철분제 1달분.

9월10일. 

“약사님! 써클OO 너무 좋아요~

몸이 날아다닐 거 같아요~.”

모든 증상이 써클OO 20포로 좋아짐.

구내염 가끔 재발 - 다음엔 안티 같이 복용해

서 세포 치유하자고 설명.

써클OO만 60포.

10월 8일. 

9월 안티OOO 11 써클OO 11

10월 안티OOO 11 써클OO 11

11월 안티OOO 11 써클OO 11

오늘도 부인께서 오셔서 몸이 가볍고 컨디션 좋다

고 하심. 특히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는 것 같다고 

하심. 자신감 있어 보이니 집안 분위기도 좋다 하

심.

#체험사례2

남, 57세, 신**.

술을 자주 드시니 잇몸까지 안 좋으심.

잇몸 질환 때문에 내국. 통증과 약간의 붓기 있음.

안티OOO 111 이틀분, 소염진통제 1판, 간장약 맞춰

서 드림.

통증과 붓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고 함.

좀 더 간과 잇몸 질환을 위해 드셔보자고 함.

안티OOO 써클OO 소포장 1통씩 가져가심.

2018년 11월 15일 오후 5:50  

김OO 약사 

#체험사례 1

이ㅎㅅ, 72세. 

우측 옆구리가 아프다.

고혈압, 부정맥 심함.

아테놀 처방. 먹고 나면 피부발진 발생.

콩코르 맞지 않다고 함.

노바스크 먹어도 발진이 남.

현재 억지로 노바스크 먹고, 항히스타민제로 유지.

필자의 오랜 지인으로 건강에 궁금하거나 치료가 

잘 안되면 멀리서 찾아온다.

2018.07.13 시호계지탕엑스과립 20포, 써클OO 20봉.

11월15일 결과 보고 : 복용 7일후 깨끗이 나았다. 

더욱 신기한 것은 혈압약 부작용 발진이 더 이상 

나지 않는다. 건강이 좋아진 것 같다. 나이 들면 써

클OO는 꼭 먹어두면 좋겠다고 주위에 권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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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짝 웃으며 “약 주세요!”한다. 

담엔 엄마도 사드려야겠다고 함.

써클OO 101 안티OOO 101 치유 시작.

11월 2일. 

구내염 안 생기고 생리통에서 

드디어 해방.

③ 류형준 약사

림프순환촉진만으로도 개선되는 증상은 참 

많습니다.

감사합니다.(11월 16일 오후 11:03)

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와 써클OO 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

재하는 많은 약들은 정상용량이 한가지가 아

니라 범위로 정해집니다.

심하면 용량이 늘고 없어지면 줄거나 끊게 되

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16일 오후 11:05)

2018년 11월 15일 오후 8:30  

최OO 약사

#체험사례

이00, 67년생, 여.

만성방광염으로 고생함. 유산균 코큐텐제제 복용.

2018. 8월. 

방광염이 심하여 병원에 입원. 

안티OOO 111와 써클OO 111로 입원 중에 드시게 함.

퇴원 후 안티OOO와 써클OO을 101로 3개월째 드

시는 중에 방광염이 다시 재발됨.

증상이 재발되거나 악화되는 경우는 거의가 섭생

과 생활습관이 원인이므로 이를 개선시키고 용법

을 3회 이상으로 늘려 드시게 하니 바로 정상화됨.

안티OOO와 써클OO의 원료가 천연물임을 감안하

면 하루 3번이 정상용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듦.

2018년 11월 16일 오전 4:09  

안OO 약사 

#체험사례 

1. 남, 50 .

안티OOO 11, 써클OO 22로 복용하며 순항중인 분

인데 며칠 전 안구출혈로 오셨네요. 3일째라 합니

다. 

??? 이정도의 출혈이면 이틀 복용만으로도 호전되

던데, 게다가 써클OO을 석 달째 드셔왔으면 이런 

증상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것을.

어쨌든 안티OOO 111, 써클OO 222로 용법 변경. 

변화 생기면 알려주세요.

3일 후 말끔한 눈 보여주겠다며 오심.

2. 남, 9세.

넘어져서 아랫입술 안쪽이 깊게 파여 의원 치료 이

틀 받았지만 무효. 낫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더 심

해지자 연고 사러 엄마와 함께 방문. 이미 화농되어 

누런 농이 자리 잡음.

안티OOO(시럽) 11 2일, 페리덱스 복용 후 완치.

3. 여, 70 .

오랜 감기 끝에 생긴 잇몸염증이 수 일 되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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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일반인들은 복용 중에 어떤 증세가 나타나면 

개는 맨 마지막에 먹은 것만 생각하는 경향

이 있지요.(중간과정에서 춥게 한 것, 과로한 

것, 신경 쓴 것, 외식한 것 모두 다 잊어버리고 

현재 복용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식입

니다.)

우리는 전문가이니 최근의 여러 가지 요소를 

모두 따져 보심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입니

다.(11월 16일 오전 10:25)

② 류형준 약사

박OO 약사 항상 강조하는 것인데 박OO 약사

님이 다시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11월 

16일 오후 11:07)

③ 류형준 약사

안구출혈, 깊은 상처, 잇몸염증까지 치유의 길

은 더욱 넓어집니다.

감사합니다.(11월 16일 오후 11:08)

① 류형준 약사

반복적으로 계속되면 그때는 안티OOO, 써클

OO 8개월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16일 오후 11:09)

현재 잇몸 양제 복용 중임에도 차도 없다 하셔서

안티 111, 옵티덴골드 5일분 드신 후 7~80프로 가

라앉았다며 재구매 하러 오심. 

잇몸 염증뿐만 아니라 자주 감기로 고생하신다면 

면역의 길잡이인 이 제품 장복하시라 권유. 

2018년 11월 16일 오전 10:06  

임OO 약사 

#체험사례

20 , 여자.

바이러스 연고 사러 오심. 

민망한 부위가 포진이 옴. 

연고와 안티OOO 9포 드림. 

통증도 가시고 완치되었다고 며칠 후 오셔서 인사

하고 감.

2018년 11월 16일 오후 2:13  

최O 약사

#체험사례

감기.

1. 30  후반, 여.

11월 9일 상담. 1달간 감기로 고생. 병원 이곳저곳 

다니며 주사에 처방약에 수액도 맞아보고 해도 나

을 기미도 안 보인다. 노니 좋은 거 먹어보고 싶다

고 해서,

: 면역력이 최저점으로 떨어져 있으니 바이러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 천연 항바이러스제(광범

위 스펙트럼) 먹어야지!

노니도 좋지만 이 방법이 지름길이라고 설득.

림프순환도 안 되고 있고, 잘 낫지 않는 여성 질환 

자주 반복.

안티OOO 액재 111 써클OO 액제 111 60포.

5일 후 피드백이 2일 복용 후 기침, 콧물, 몸살이 

80% 좋아졌다고 하고, 컨디션이 아주 좋다고 하심.

세포치유 끝까지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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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바이러스를 뿌리 뽑기 위한 안티OOO의 복용

은 8개월입니다.

참고해 주세요.(11월 17일 오전 11:24)

② 류형준 약사

어제 독감주의보가 내렸는데 때마침 독감체

험사례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11월 17일 

오전 11:25)

③ 최O 약사

류형준 약사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좋은 약 만들어 주셔서~♥(11월 17

일 오후 12:49)

① 류형준 약사

2. 5살, 여.

감기만 오면 폐렴으로 입원.

11월 초 감기로 병원 갔는데 다음날 입원 권유

받음. 입원은 피하고 싶다고 방문.

처방약에다 안티OOO 액제 5ml씩 1일 3회, 셀레나

제 앰플 저녁 4ml 복용하게 함.

다음 날!! 당연히 입원 안 하고 감기도 2일 만에

나아서 어린이집 등교.

안티OOO 5포가 폐렴 진행을 막았습니다.

맛도 좋아서 잘 먹었구요!

3. 중3, 남, 몸무게 39kg.

체력이 너무 약해서 감기가 오면 고열, 편도 붓고

축농증 증세가 심해지고, 식욕 부진.

11월에도 그 감기가 와서 항생제 처방된 감기약

복용 중 엄마에게 전화 옴.(항생제 부작용 생겨서

먹이고 싶지 않다고~. 2주분 항생제 복용 중.)

엄마가 안티OOO 써클OO로 치유 시작한 지 1달 되

어서 집에 약 있음.

안티 1포씩 병원약과 같이 먹게 함.

2일 후 환이 많아서 안티OOO 액제로 111 20포.

11월 15일 안티OOO 액제 맛이 좋아 잘 복용하고, 

해열제 안 쓰고 항생제 빨리 졸업하고 감기 나은 

게 처음이라고~.

축농증 증상이 남아 있어서 안티OOO 액제 111 60포.

이번까지 안티OOO 먹고 다음부터 써클OO 시작해

서 재발하는 축농증 치유하기로 함.

2018년 11월 16일 오후 2:41  

안OO 약사

#체험사례

김^수, 67.

올 7월에 남편이 지난 겨울부터 땀이 전신에 나더

니 올 여름에는 더 심해졌다며 한약을 지러 왔기에, 

한선의 바이러스 감염, 림프순환 장애, 예민한 성격 

등이 원인이니 그에 맞는 제품으로 드릴게요.

일단 써클OO 111, 현미효소 111/ 한 달 드리고 일년 

치유기간 말씀.

그 후론 무소식이더니 오늘 아내분이 오셔서 남편

이 한달 먹고는 땀이 그치더니 지금까지 무탈, 더 

안 먹겠답니다. 언젠가 재발될 수 있기에 1년 말씀

드렸는데요. 본인 뜻이 완강하니 어쩔 수 없다네요.

신 이번엔 아내분에게 복용을 권유하여 오늘 방

문했다네요.

써클OO에 놀라고 그 분의 고집엔 깜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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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의 길이 빠름에서 오는 부작용이군요.

그래도 건강해지니 행복합니다.

그리고 다한증이 바이러스감염과 그로인한 

림프순환장애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

다.(11월 17일 오전 11:27) ① 류형준 약사

병들고 나면 모든 게 힘들어지고 삶이 불행해

집니다.

한분의 인생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11월 17일 오전 11:29)

② 박OO 약사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한 환자분과 약국장님 

모두 훌륭!^^(11월 17일 오후 12:39)

2018년 11월 16일 오후 7:35  

안OO 약사

#체험사례

김^연, 여, 59.

협심증, 류마티스, 이비인후과약 복용.

이런 약을 먹는 중에 이비인후과, 안과, 정형외과 

수술을 받아 심신이 녹초.

남편의 무관심이 복합되어 살고픈 맘이 없다며 술, 

수면제, 진정제의 힘으로 연명하던 분입니다.

감기약을 사러 오셔서 하소연 하시기에 제가 힘 닿

는 로 도와드려 보겠다고 하고 안티OOO 111, 써

클OO 222로 권했으나 무리라 하여 7월 안티OOO 

11, 써클OO 21, 옵티몬 한 달분으로 시작했으나 두 

달째, 석 달째 오실 때마다 증상의 변화 전혀 없다

며 굳은 표정으로 눈물만 보이셨죠. 입이 타더군요.

 

오늘 오셨습니다.

술, 수면/진정제 끊고도 잠을 이룰 수 있게 됐단 

얘기를 필두로. 이 달 들어 무기력, 두통, 현훈, 왕래

한열, 자한, 피부소양감이 좀 덜하다네요. 그리고 

심한 감정의 변화가 잦아들고 기운이 조금씩 충전

되어 아침에 쉬이 일어나는 게 신기하다, 주위에서

도 좋아진 것 같다는 얘기 들었다며 미소도 지으시

네요. 웃을 수도 있는 분이더라구요..

안티OOO(시럽) 11, 써클OO(시럽) 12 한달.

2018년 11월 17일 오후 1:41  

기OO 약사

#체험사례 

약사 본인 아버지. 61세. 

복용중인 약 없음. 술 담배 안함.

주 3-4회 시간 날 때마다 등산 다니시고 건강하신

편. 

몇 달 전부터 이유 모를 팔꿈치 통증 때문에 너무 

아프셔서 새벽에 깨곤 하셨는데, 낮에는 생활하다

보면 괜찮으셔서 굳이 병원 갈 생각이 안 드셨는데 

잘 때만 꼭 그러셨다고. 

며칠 지나니 어깨로 통증부위가 바뀌어서 3-4일에 

한 번씩은 주무시다 꼭 깨곤 하셨답니다. 오른손잡

이이신데 왼쪽이 계속 그러해서 몇 년 전에 할머니

가 이유모를 왼팔 통증 때문에 고생하셨던 게 생각

나 가족력으로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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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번 기회에 부모님 몸속에 숨어있던 바이러

스를 모두 없애면 훨씬 건강한 노후를 즐기실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11월 19일 오후 1:55)

① 류형준 약사

이미 개선되고 있으니 용량을 늘리기보다는 

오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11월 19일 오후 4:00)

새벽에 깨게 되면 너무 힘드셔서 저한테 얼마 전에 

SOS를 치셨는데 순환과 염증의 문제로 보고 안티

OOO 111써클OO 222로 드렸습니다.

드신지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오늘도 새벽에 깨셨

답니다.

이유는 ‘통증 부위가 너무 시원해서!’

제가 드렸을 때 환제가 무슨 효과가 있겠나, 생각하

셨다는데, 지금은 약이 너무 신기하다고 너무 좋다

고 하시네요.^^

이제는 통증 때문에 새벽에 깰 일 없겠다고 기뻐하

시네요.

덤으로 나이가 드시다보니 기상하면서 발기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는데, 약 먹고 오늘 기상하면서 

발기가 됐다고 신기한 경험 했다고 말씀하시네요!

ㅎㅎ

써클OO의 순환의 위력을 느낍니다.^^

2018년 11월 18일 오후 8:00  

이OO 약사 

#체험사례 1

여, 60 중반, ***.

지인의 소개로 써클OO을 소개받아 드시는 분.

저 연세에 오는 관절염과 손발 부종, 몸이 전체적으

로 컨디션이 안 좋음.

명현증상이 있을지 몰라서 써클OO부터 시작함.

9월 써클OO 111

10월 써클OO 111

생각보다 명현증상이 없었고 주의사항을 잘 지키

는 분. 써클OO 드시고 시나브로 관절이 부드러워

지고 부종이 조금씩 빠짐. 

11월 써클OO 111

다음 달부터는 안티OOO 권해볼까 합니다. 

#체험사례 2

남, 40  중반, 김*용.

병원에 다녀와서 처방전 갖고 오셨는데 연골부분

이 좀 닳아서 통증이 있다고 하심.

일단 통증부터 완화 시켜보자고 하면서

안티OOO 111, 써클OO 111 7일분 처방약하고 같이 

복용하기로 함.

일주일 만에 오셔서 통증이 줄어드는 느낌이

온다고 하심. 

명현반응 없으시고 다시 처방약과 같이 일주일분 

가져가심. 각탕법 설명드림.

또 일주일후에 오시면 상태보고 더 증량 하든지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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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다행입니다.

사진을 보니 끝 부위가 부분 잘려나갔습니

다.

감사합니다.(11월 19일 오후 4:35)

2018년 11월 19일 오후 2:14  

최OO 약사 

#체험사례

최현*, 여, 46세. 약사 본인.

안티OO 101, 써클OO 101로 1년 정도 복용 중(갑상

선기능 저하증, 자궁 선종, 씬지로이드 0.075 1t씩 

복용 중).

중간중간 몸 상태에 따라 용량 조절해서 복용하고 

있었음. 체험사례 여러 건 올림.

며칠 전 아침에 급한 마음에 요리를 하려고 무우 

껍질을 감자칼로 깎다가 왼손검지손가락과 손톱을 

크게 베여서 피가 많이 나고 손톱이 떨어져나가기 

일보 직전.

시간이 없어 일단 밴드를 붙이고 약국에 출근해서 

보니 밴드가 피로 흥건하게 젖어있는 상태. 연고 

바르고 덧나는 걸 방지하기위해 안티OOO(시럽) 

111, 써클OO(시럽)으로 111복용.

5일 정도 후 덧나지도 않고 상처 부위가 회복되어 

밴드 뗐답니다. 사진은 다 나은 후 사진인데, 중지

와 비교해보면 검지 손톱이 많이 잘려나간 상태를 

보여드리려고 첨부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오후 5:49  

조OO 약사 

#체험사례 

60 , 남성. 단골.

혈압·당뇨약 복용 중.

1. 어지럼, 손발 쥐난다고 호소.

써클OO 222 3일 복용(20포)

개선사항. 어지럼이 없어지고 쥐나는 게 없어짐.

오호 놀라워라.

덜 어지러워 휴일에 등산 다녀옴. 목뒤근육통증만 

남아 있음. 목디스크는 아니라 함.

써클OO 222 6일분 추가(40포)

며칠 전 골프연습장에서 갑자기 담에 와서 어느 분

이 지압해서 좀 풀어 졌는데, 그 뒤로 어지럽고 쥐

가 났다 합니다.

혹시나 혈자리나 경락이나 신경 지나가는 부위에 

무리한 힘으로 잘못된 것은 아닌지?

전에 그런 경우를 보았는데요.

아무튼 림프순환으로 독소, 염증 제거로 세포 환경 

개선된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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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은 바이러스 감염

증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19일 오후 8:00)

① 최OO 약사

좋은 치험례 감사합니다.(11월 20일 오전 

1:16)

② 류형준 약사

고마워할 상은 써클OO이 아니라 인체가 본

래부터 갖고 있는 자연치유력입니다.

써클OO는 자연치유력이 제 로 작동하도록 

도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21일 오후 7:56)

① 하OO 약사 

이제 보니 배란통 역시 난소바이러스와 부종

이 원인 같습니다.(11월 19일 오후 9:07)

2018년 11월 19일 오후 7:51  

정OO 약사 

#체험사례

67세, 남, 호리호리하심, 김상0.

뇌진탕 후유증.

11월 9일 오셨는데, 며칠 전 일하다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을 당하셨는데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일어날 때마다 어지럽다고 하십

니다. 그날 써클OO 333 이틀분 드림.

11월 19일.

오늘 방문하셔서 어떠냐고 여쭈니, 아주 많이 좋아

졌다고 하시면서 한통 더 구입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써클OO 222 드시고 몇 번 더 복용하시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써클OO에게 얼마나 고마워해야 할지, 환자분이 얼

마나 이해하고 계실까요. 아무튼 보이지 않는 노폐

물 청소는 써클OO이 최고입니다.

2018년 11월 19일 오후 8:22  

조OO 약사 

#체험사례

30  중반, 여성.

배란통이 심해 진통제 찾으심.

써클OO 22 드림.

저염식과 찬 것 드시지 말고, 따뜻하게 하라 함.

난소조직의 림프순환이 원활치 않아 생기는 듯합

니다.

통증이심하지 않게 잘 넘어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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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OO 약사 

저도 약한 배란통이 있었는데요. 배란기가 되

면 밑이 빠질 듯한 느낌과 배에 가스가 차는데

요. 이번 달은 왼쪽난소에서 배란이 일어나는

구나,를 느낄 정도 고 심하진 않아서 오히려 

내 몸이 이런 반응 보이는 것이 건강한 것이라

고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안구 염증 때문에 써클OO 안티OOO 과량 복

용중인데요, 그러고 보니 이번 배란기는 통증 

불편함 없이 지나갔네..! 를 이 사례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염증이었군요. 또 하나 깨치고 갑니다.(11월 

20일 오후 10:45)

③ 조OO 약사 

장OO 약사 댓  감사합니다. 하약사님도 쌩

큐우.(11월 21일 오전 6:37)

④ 류형준 약사

하OO 약사님, 정답입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증상은 바이러스감염증

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생리통도 이에 속합니다.

감사합니다.(11월 21일 오후 8:02)

① 류형준 약사

단기증상이면 지금의 처치가 최선이지만, 만

성증상이면 안티OOO와 써클OO의 치유의 길

이 필요합니다.

무좀이 무릎관절염을 일으킨다는 기사는 안

티가 왜 무릎관절염에 필요한지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21일 오후 8:05)

2018년 11월 19일 오후 8:36  

조OO 약사 

#체험사례

40 , 남성.

무릎 통증과 시큰거린다고 호소.

써클OO 22 2일분.

림프순환과 면역력 증가와 각탕법을 강조해서 순

환이 잘되게 하시라 함.

복용 후 시큰거림이 없어지고 통증 개선됨.

일시적인 증상개선이 됐지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재발되고 관절염이 될 수 있으니 무좀 조심하고 잘 

관리하라 함.

써클OO 111 1주일 추가함.

아래는 다시 한 번 참조하세요. 

2018년 11월 19일 오후 8:46  

최O 약사

#체험사례

63세, 여.

혈압약, 수면제, 가끔 진통제, 몸에 좋다는 비싼 한

약 복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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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렇게 한사람과 긴 치유의 여정을 동행하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환자가 좋아지는 것이 눈에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11월 21일 오후 8:07)

병원 한의원 다녀도 온몸이 아프고 어깨가 잘 안돌

려지고 팔이 올려가지 않음.

무엇보다 혀가 뜨껍고 음식 맛을 느낄 수 없고

혀가 딱딱하고 목안도 따갑고 아프다고 호소.

목 아픈 것은 평생 잦은 재발~.

폭염에 못 먹으니 기운도 없고 설태는 황태에 가깝

고 두꺼움.

8월 27일 상담 내용임.

: 소개 받고 오셨는데 상담 내내 고민하다가

일단 림프부터 돌려보자~.

써클OO 202 40포, 우루사 101(명현 올 것 같은 예

감 100%~), 한약 중지, 수면제 중단.

9월 6일. 

모처럼 변을 부드럽게 개운하게 보고, 혀가 부드러

워져서 말하기도 먹는 것도 편해졌고, 열감이 덜하

고, 몸이 견딜 만해짐. 수면제 없이도 잘 수 있음.

몸이 속까지 부드러워진 기분~.

목(입천장부터 빨갛고 자잘한 포진성 발진 

보임)은 여전히 아프다고 하심. - 역류성 후두염 

같아 보임.

첫 상담시 계획했던 로 세포치유 시작.

써클OO 202 안티OOO 101 15일분, 셀레늄 300ug 

1알.

9월 20일.

혀 색깔이 정상으로 보일 때가 자주 있고, 컨디션이 

좋아짐. 그 로 15일분.

10월 5일.

변도 소변도 시원. 혀백태가 거의 없어짐.

팔이 뒤로도 위로도 전보다 부드럽게 움직여지고, 

목젖 주변 발진 줄어들고, 통증도 없을 때가 많아

짐. 그 로 1달분.

11월17일. 

바빠서 약 가지러 못 왔는데 다음부터 미리 미리 

오시겠다고 함.

주변에서 피부가 좋아졌다는 말 자주 들어서

행복해 하심.

써클OO 101 안티OOO 101 정량으로 1달분.

며칠 못되었을 때 참 좋은 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심.

그 두껍고 탁한 혀의 백~황태가 정상 혀의 색깔로

돌아오는 게 신기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오전 8:47  

조OO 약사 

#체험사례

30  후반, 남성. 어깨 뭉침.

남편이 홈페이지 제작하며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

다니 보니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아 피로회복제

를 사러 오심.

써클OO 11, 안티OOO 11로 드림

반복적으로 2~3일분 두세 번 사감.

잘 모르겠다더니 오늘 오셔서는 어깨 뭉침이

많이 없어지고 덜 피곤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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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OO 약사 

몇 포씩 포장해놓으세요.(11월 20일 오후 

8:05)

② 조OO 약사 

차OO 약사 써클OO 11 안티OOO 11입니

다.(11월 20일 오후 9:55)

③ 류형준 약사  

보내드린 비닐팩을 잘 활용해 주시니 감사합

니다.(11월 21일 오후 8:15)

아마도 어깨근육주변과 상체 쪽에 림프순환이 잘

되어 체내 노폐물과 독소, 염증 제거로 세포 환경 

개선이 된 듯 싶네요. 

비닐팩 포장이 효과가 크네요.

2018년 11월 20일 오전 9:54  

최OO 약사 

#체험사례

이병*, 여, 60세, 155/73. 혈압약 복용 중.

당뇨 있지만 처방받고 안 먹고 있는 상태.

지방간.

3개월 전 퇴행성으로 양쪽 무릎 수술. 지팡이 짚고 

다니심.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인데 몸에 좋다는 웬만한 거 

다 드셔보신 분.

10월 11일. 

약국에 오셔서 본인의 상태를 얘기하시며 몸에 좋

은 걸 먹어보고 싶다고 하심.

무릎의 빠른 회복과 혈압, 당뇨, 지방간의 치유를 

시작하자고 말씀드리고 안티OOO 101, 써클OO 

202, 크시슬엑스 350mg 1일1회 복용 시작.

11월 13일. 

일이 바빠 저녁엔 약을 잘 못 챙겨먹었는데 몸이 

안 무겁고, 가벼운 느낌도 들고, 살도 좀 빠졌는지 

만나는 사람들이 얼굴이 날렵해졌다고 얘길 해주

고, 옷도 좀 여유가 있는 게 느껴져 기분이 좋다고 

하심.

좋은 게 느껴진다고 얘기해주시니 흐뭇했습니다.

최소 1일 2회는 드셔야한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주

의사항도 다시 한 번 주지시켜드림.

남은 약 다 드시고 또 오시기로 하고 기분 좋게 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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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기분 좋은 날들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21일 오후 8:16)

① 류형준 약사

한 달 이상 되고 뭔가 낀 느낌은 염증으로 생긴 

부종입니다.

안티를 함께 활용하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적

기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21일 오후 8:17)

① 류형준 약사  

만성위염이 바이러스라는 증거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21일 오후 8:18)

2018년 11월 20일 오전 10:25  

최OO 약사 

#체험사례 

이성*, 여, 34, 통통 체형.

10월 18일.

목에 뭔가 낀 느낌이 1달 이상 됨(항생제와 기침 

가래약 한 달 이상 복용 중). 작년부터 시작되었고 

이번에 또 재발한 것. 감기는 안 걸린다고 하심.

본인이 느끼기에 감기는 아닌 것 같고 기침가래만 

계속 된다고 하셔서 항생제 포함된 처방약과 써클

OO 111씩 20포 같이 드림. 피해야할 것 말씀드림.

일주일후 톡으로 여쭤보니 기침가래는 아직 그

로고, 목에 뭔가 낀 느낌은 좋아졌다고 하네요. 처방

전에 항생제가 있어서 안티OOO는 빼고 드렸는데, 

안티OOO와 써클OO을 과감히 썼다면 훨씬 좋은 결

과가 있었을 텐데 반성하게 하는 사례 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오전 10:32  

최OO 약사 

#체험사례 

김종*, 남, 49세, 보통 체형. 

만성 위염, 짜 먹는 위장약 자주 드심.

10월 18일. 

만성위염이라며 짜먹는 약을 달라고 하셔서 근본

적인 치유를 위해 안티OOO를 설명한 후 드셔보시

길 권한 후 반하사심탕과 안티OOO를 각각 111씩 

드시라고 20포씩 드림.

생활수칙 말씀드리고 꾸준히 드시길 권함.

6일 후 연락드려보니 조금 호전되었다고 하심.

다시 한 번 꾸준한 복용을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오후 6:01  

정OO 약사 

#체험사례 

84세, 남, 정재0. 천식.

다른 분이 약 먹고 천식이 좋아 졌다는 말을 듣고

찾아 오셨습니다. 키가 크고 체형은 보통이셨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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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84세 어르신의 천식이 좋아졌다니 축하합니

다.

그런데 천식만 좋아졌을까요?

감사합니다.(11월 21일 오후 8:34)

① 류형준 약사

항상 선택은 환자 몫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21일 오후 8:36)

그 후로는 약국 옆에서 음식점을 하는 따님이 

매달 약을 사가셨습니다.

6월 12일 써클OO 11 안티OOO 11 10일분

6월 2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한달분

7월 19일 써클OO 11 안티OOO 11 한달분

8월 2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한달분

9월 19일 써클OO 11 안티OOO 11 한달분

10월 22일 써클OO 11 안티OOO 11 한달분

11월 2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한달분 

10월 달에 왔을 때 어르신이 어떠신지 따님에게 물

어보니 그냥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연세가 

너무 고령이어서 그런가 하고 계속 복용하도록 했

습니다.

드디어 오늘 따님이 하는 말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

시네요.

처음으로 흡족해하는 말을 해주십니다.

제가 천식약 드린 분들 중에 최고령 84세 할아버님

도 천식이 좋아졌다니 더 자신감이 생깁니다.

2018년 11월 20일 오후 6:12  

박OO 약사

#체험사례

082번째 [써클OO]+[안티OOO] 

이의 뿌리 통증 외 호전.

078번째 기록 

★ GDW, 男, 32세, 180cm 100kg. 큰 체격, 비만.

◐병명(아픈 곳) 

이의 뿌리 전체가 들뜨고 아프다(본인생각엔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 어금니 3개나 부러짐.

2018.10.20. 

써클OO환+안티OOO환 (1포씩 tid) 2일분.

이틀 분씩 10회 정도 하니까, 지금은 아프지도 않고 

편안하다.

2018.11.18. 

매번 이틀 분씩 가져가며,

“잇뿌리 통증도 좋아졌지만, 전에 손끝이 저렸는데 

손끝 저림이 거의 없어졌다.”

“이제 30  초반에 손끝 저림은 별로 안 좋은 징후

입니다. 혈열과 혈관문제, 림프문제를 개선하도록 

해봅시다.”

이제 선택의 공은 환자에게로 넘겼습니다.

2018년 11월 21일 오후 12:45  

최OO 약사 

#체험사례 

이도*, 여, 7세, 통통 체형, 약사본인의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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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노로바이러스도 이젠 무섭지 않아요.

감사합니다.(11월 21일 오후 8:47)

① 류형준 약사

박약사님 강의 덕분에 바이러스에 한 많은 

공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11월 21일 오후 8:49)

비립종 제거와 면역력강화를 목표로 안티OOO 써

클OO(시럽) 101로 복용중인 상태.

지난 일욜 모임에 가서 매운 닭볶음탕, 방어회, 해

물파전, 과일로 구성된 식사를 3식구가 하고나서 

월욜 아침에 남편은 멀쩡하고 7살 딸과 저만 배 아

프고 설사가 나옴.

딸이 또 배 아플까 봐 무섭다며 아침밥을 안 먹기까

지 함.

안티OOO 써클OO(시럽) 1포씩 따뜻한 물에 타서 

먹인 후 등원시킴.

하원 후 물어보니 중간에 설사 한번 더하고 나아져

서 점심도 잘 먹고 태권도도 잘 다녀왔다고 함.

음식 조심을 지켜서인지 금방 호전됨.

반면 저는 일해야 해서 아침점심도 먹고 안티써클

시럽도 각 1포씩 101로 챙겨먹었는데 심하진 않지

만 중간중간 기분 나쁜 복통이 있었고, 화욜 아침에 

2포씩 복용하고 나서 조금 나아짐. 약만 믿고 음식

조심 안한 게 딸보다 치료효과가 늦어진 이유인 듯

합니다.

월요일에 장염환자 7명 정도가 다녀갔어요. 노로바

이러스가 확실히 유행인 듯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오후 2:38  

박OO 약사

#체험사례

083번째 [써클OO]+[안티OOO] 

★JSH, 男, 67세, 170cm, 65kg.

◐병명(아픈 곳) 

위 무력증 (위가 갑갑하다)-운동 안 하면 위가 안 

움직이는 듯.

◐병력과 현재 문제가 되는 증상과 심한 정도 

식욕, 소화, 소변은 정상. 추위 탐. 매운 것에 딸꾹

질 함. 찬물과 빙과류는 잘 먹음. 위내시경은 2년에 

1번-장상피 생김.

◐이전 복용중인 약물의 유무와 경과 

처방위장약 10여년 복용. 전립선비 증약도 10여

년 복용 중.

◐써클OO/안티OOO의 복용여부와 추가제품 여부 

2018.11.01. 

써클OOsy+안티OOOsy 각60포(각1포씩 tid)

◐복용기간과 경과

2018.11.20 본인이 bid로 복용

현재까진 속이 편하고 특별한 불편은 없다.

월말까지 다 복용하면 방문하기로 하 습니다.

◐기타(보충설명)

오래된 위장병이라 virus로 보고, 장상피까지 낫도

록 1년 정도 복용할 것을 권고 드림.

신약에 오랫동안 젖어있음을 당연시함에서 풀어드

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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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2일 오전 11:21  

최O 약사

#체험사례

50세 여. 77~88size 혈색 안 좋고 부종 심함.

20년 단골.

병력 : 2015년 검진 결과 담석(수술 않고 지켜보는 

중) 추정. 췌장두부 악성신생물(mitotic count 0.중

증 등록 안 됨 MCN high likly).

전 병원 수술 권유. 서울아산 화순전 병원 추적

관찰 하자고 해서 정기검진만 함. 물혹이고 크기 

아주 작음.

복용약 : 고지혈증 우루사 

양요법 : 셀레늄300ug

주증상 : 사진

9월 1일. 

써클OO 222 20포.

9월 4일.

몸이 가볍다. 부종 덜함. 써클OO 202 60포.

10월 2일.

잘 안 챙겨 먹었으나 서혜부에 약하게 응어리 자주 

생겼는데 안 생김(림프액 정체).

누렇고 탁한 얼굴이 맑아지고 혈색이 좋아짐.

온 몸에 돌아다니는 아픔이 없어지고 명치 답답함

이 부드러워졌다 함.

★세포 염증원인 치유 하자~~!

안티OOO 101 써클OO 101 60포씩.

10월 31일. 

구취 사라짐(이것 때문에 소심해짐~).

걸을 때 골반통. 다리 무거웠는데 가볍고 통증

못 느낀다~.

생애 첫 해외여행도 즐겁고 행복하게 다녀옴.

전 병원 정기검진 결과-췌장 물혹의 변형과

크기가 커져야 하는데 변형 안 되고 그 로!!

의사쌤도 의아해하시고 쌩쌩한 physical에

놀라셨다 함~.

안티OOO 101 써클OO 101 그 로. 

이 분을 보시고 11월에 다섯 분께서 세포 치유 시작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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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췌장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경우를, 짧은 시간

에 단한 변화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췌장암을 추정하는 단계인 만큼 써클OO 222

에서 202로, 다시 안티써클 101로 용량을 조

절하여 놀라운 효과를 보았지만 처음에는 써

클OO 333 이후 써클OO 222 안티OOO 111

로, 다시 안티써클 111로 그리고 101로 용량

조절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감사합니다.(11월 22일 오후 7:31)

② 최O 약사

류형준 약사 그렇게 주고 싶었으나 약을 잘 

못 먹어서요. 치유 끝까지 잘 안내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써클OO 안티OOO 더 늘려서 먹

기도 하다가 정량으로 먹고 있습니다.(몸 컨디

션에 따라서 수시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11월 22일 오후 8:30)

① 류형준 약사

급성통증 초기에 안티OOO 111과 써클OO 

222는 많이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11월 22일 오후 7:32)

2018년 11월 22일 오전 11:25  

노OO 약사 0476 

#체험사례 

1. 차화ㅇ, 64세, 여. 종아리 근육통.

며칠 전 무리하면서 하지근육통 발생했는데, 전엔 

병원부터 갔지만 어깨근육파열 팔 근육통을 해결

하면서 이젠 무슨 일이 있으면 약국부터 방문합니

다.

전과 동일하게 안티OOO 111, 써클OO 222 3일

3일 드시고 역시 해결되시고 마무리로 물리치료 받

으러 오심.

2. 김종ㅇ, 66세, 남. 어깨근육통. 

엑스포지 5/ 80, 리바로정 2 복용 중.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일관계로 자주 근육통 발생 

하여 내방하심.

각탕법을 강조하며 안티OOO 111 써클OO 222 3일 

드시고 많이 좋아졌는데, 치유프로그램은 고민 중. 

2018년 11월 22일 오후 1:49  

이OO 약사 

#체험사례 1

남, 70 , 신**.

계속 드시는 분이신데 8개월 안티OOO 써클OO,

2개월은 써클OO만.

고령이신데도 잘 복용하셔서, 농사일을 크게 하십

니다. 오실 때마다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는 분.

제가 더 고맙지요.

이번 달은 농사일이 조금 더 힘드셨다고, 다시 안티

를 달라고 하시더니 안티OOO 11, 써클OO 11로!

역시 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흡족해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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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10월에 보낸 안티OOO 써클OO는 독감에 시

험해 보시라고 드린 것인데 제 로 활용해 주

시니 감사합니다.(11월 22일 오후 7:46)

① 류형준 약사

치유의 길이 얼마나 좋은 길인지 알려주십니

다.

감사합니다.(11월 22일 오후 7:47)

이제는 거의 알아서 드시네요.

#체험사례 2

여, 50  중반. 콧물, 기침, 가래.

병원 감기약 처방 들고 오셔서 조제를 하는데 생각

보다 심하신 것 같아서 안티OOO에 해서 설명 

드리고 처방약하고 같이 드셔보라고 안티OOO만 

처방 일수에 맞춰서 드림.

다시 약 조제하러 오셨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감기 뿌리 뽑는다고 조제약과 안티 또 가져가심.

2018년 11월 22일 오후 2:38  

안OO 약사

#체험사례 

1. 강^희, 여, 63. 혈압약.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에서 알바로 2년간 근무하다

보니 5월부터 우측관절이 시큰거리고 다리가 저림. 

써클OO 11, 오메가, 아연제제 한 달분 각탕법 권유.

혈압약 타러 오셨기에 여쭈니 반은 좋아졌으니 차

후에 더 먹어 보겠다 하네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으세요~” 했더니 

“그러마!”하며 가십니다.

2. 박^자, 여, 77.

구각염이 잘 낫지 않는 어머님 때문에 온 아드님 

편에 안티OOO 111, 스타록신 10회분.

어머님 직접 오셔서 부위 보여주며, 어떤 약보다 

효과 좋다며 다시 10회분 구매.

완전히 나을 때까지 복용 권유.

2018년 11월 22일 오후 3:25  

박OO 약사

#체험사례

084번째 [써클OO] 오른손이 심하게 저리다

★ JMZ, 女, 47세, 150cm, 55kg. 

말없음, 찬물 마심.

◐병명(아픈 곳): 오른손 저림 심함.

◐병력과 현재 문제가 되는 증상과 심한 정도 

종아리 땡김, 뒷골 땅김, 깜짝 놀람, 정신없다.

◐써클OO/안티OOO의 복용여부와 추가제품 여부

2018.11.12. 

써클OOsy 20포(2포씩 tid)

급여1종 (남편, 암 투병), 부인혼자 가정살림 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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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마음이 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11월 22일 오후 7:48)

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와 써클OO이 건강검진 결과에 좋은 

결실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22일 오후 7:52)

므로, 젊지만 어려운 경제로 힘겨움(원고료로 받은 

20포, 보너스 추가).

◐복용기간과 경과

심한 손저림이 효과 좋아서 일하기 편하다 합니다.

그리곤 덜해져서 아낀다고 하루 1포씩만 복용한다 

함.

◐기타(보충설명)

어려운 살림에 직장일까지 하니, 힘들더라도 다른 

증세까지 나아질 수 있도록 하루 3번씩 복용 지도.

2018년 11월 22일 오후 6:50  

정OO 약사

#체험사례 

60세, 남, 김ㅇㅇ. 체격 보통.

깊은 잠을 못자고 늘 피곤하다.

야간뇨, 요통, 죽상동맥경화증, 비염.

8월 3일부터 안티OOO 101, 써클OO 101 계속 복용 

중.

https://band.us/band/62655371/post/8701 

(10/25 사례 발표)

11월 22일. 

오늘 오셔서 야간뇨 4~5번 보다가 요새는 1번, 푹 

자고 일어나서 기상시 컨디션이 아주 좋다, 요통도 

없고 몸이 가볍다, 건강 검진 결과 양호 판정을 받

아서 기분이 좋았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오후 8:25  

최O 약사

#체험사례

73년생, 여.

9월 21일. 

밤늦게 재활의학과 처방전 들고 고통스러운 표정

으로 방문.

진통제 두 가지, 근이완제, 위장약 7일분.

체조제 동의 구하고 조제 하는데,

“약사님! 안 아프게 해 주세요~. 목 허리 디스크로 

넘 아파요~. 이런 약 먹어도 별로지만 어쩔 수 없으

니 오늘 밤 안 아프게 뭐라도 주세요!” 하신다.

림프순환 간단하게 설명 하고, 써클OO 20포 222 

드리면서 “꼭 다시 들러주세요~” 인사했다.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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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통증이 없으니 얼굴에 생기가 도네요!

충분이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11월 23일 오후 3:16)

① 박OO 약사 

밝아진 얼굴로 방문.

두포는 먹기 힘들어서 1~2포씩, 그것도 하루 한 

두 번 복용했는데도 조금 살 것 같고 변이 편해졌고 

복부팽만감이 있었는데 좋아짐. 명절 잘 넘김.

체크지 상담 사진

 

거의 해당.

염증 원인이 바이러스 때문이고 림프순환이 꽉 막

혀 있으니 약 거르지 않고 치유 시작하면 진통제 

졸업할 수 있어요~.

다시 써클OO 202 60포.

10월 17일. 

아침에 안 부으니 살 것 같다. 진통제 안 먹어도 

지낼만 하다~.

안티OOO 시작 권유. 

안티OOO 101 써클OO 101 1달분.

11월 22일. 

그 로 1달분.

활짝 웃으며 “써클OO 주세요!” 하신다. 

9월에 처음 만난 환자인데 써클OO 덕분에 친해지

고 있습니다.

통증이 없으니 얼굴에 생기가 도네요!

2018년 11월 23일 오전 9:14  

조OO 약사 

#체험사례

‘나 떨고 있니!’, 본인.

 써클OO 11, 안티OOO 11 계속 복용 중. 

요즈음 입시, 입사 면접철이다.

회사 근처 오피스텔이라 가끔 면접이나 회의 발표

하기 전이나 교감신경 흥분으로 박동수 증가, 두근

거림 등등으로 약국을 방문합니다.

그럼 청심원에 써클OO 1~2포씩 줍니다.

어제는 시지부장 경선에 출마한 친구 부탁으로

질문자 패널로 토론회에 참석함.

젊을 때 친구 약혼식 사회 볼 때 떨고 간만에 ㅎㅎ!

같이 저녁 먹고 써클OO 2포씩 먹고 무사히 잘 끝냈

네요.

마지막 질문자라 약간 두근거리다 진정됨.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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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재목입니다. ㅎㅎ(11월 23일 오후 

12:22)

② 류형준 약사

써클OO이 긴장해소에도 작용하는 것을 배웠

습니다.

감사합니다.(11월 23일 오후 3:19)

2018년 11월 23일 오후 2:07  

박OO 약사

#체험사례

084번째 [써클OO]+[안티OOO] 피부흑색종.

(074번째 기록) 

★CJD, 男, 90세, 163cm, 52kg.

◐병명(아픈 곳) 만성변비, 우측목, 흑색종, 와세린 

바르면 가려움 덜함.

친구가 얼굴 흑색종 3번 수술하고 사망함. 본인은 

수술 거부함.

2018.10.16. 

써클OO 안티OOO 각 20포(1포씩 bid)

◐복용기간과 경과 (10일간 복용소감)

가려움증 폭감소, 자다가 긁어서 피 나곤 했는데, 

안 긁음.

흑색종 각질이 일부 떨어지면서, 높이가 낮아짐.

2018.10.26. 

써클OO 안티OOO 각 60포(1포씩 bid)

2018.11.22. 

방문하여 하시는 말씀~~

“두 번 복용하고, 이젠 가렵지도 않고, 자다가 긁어 

피도 안 나고, 편안하니 죽는 날까지 이 로 지내다

가 하늘나라 가야겠어요.”

“안됩니다. 90세라도 아직 정정하시니, 다시 또 심

해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하니, 무조건 연

속으로 하셔야 해요. 또, 흑색종이 피부암으로 진행

하면 더 큰일이니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연금 백만 원과 기초연금 15만원으로 할머

니랑 둘이 살기 빠듯해서.”

“정 그러시다면, 90세 이상이시니, 원고료로 받은 

것으로 1+1 해드립니다.”

현금이 10만원 밖에 없다 하셔서 8만원에 드림. 

2018.11.22. 

써클OO환 안티OOO환 각 20포, 

(1포씩 bid) + (원고료 보너스 각 20포).

< 2018.10.16 첫 번째 방문 시 사진 >

< 2018.10.26 두 번째 방문 시 사진 > 

- 껍질 조금 떨어지고 높이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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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치유되시기를!-()-(11월 23일 오후 2:31)

② 류형준 약사

확실히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흑생종 주변에 약가 부어오른 듯한 부위도 줄

어들었습니다.

단한 사례입니다.

경제적인 여유만 된다면 안티OOO 111와 써

클OO 222로 먹게 할 텐데. 

상기 환자분은 박OO 약사님이 경과를 계속 

올리는 것으로 환자분과 약속하면, 흑색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환자

분께 소요되는 분량을 무료로 드리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그리고 안티써클 물약을 환부에 바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11월 23일 오후 5:53)

③ 양OO 약사 

우~ 단합니다~.

사진 상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선생님의 환자에 한 마음이 더해져서 더 빨

리 치유되리라 생각합니다.^^(11월 23일 오후 

6:34)

④ 김OO 약사 

바르기도 하면 좋겠어요. 류약사님 역시~!^^

(11월 23일 오후 6:43)

⑤ 박OO 약사 

류형준 약사 안티써클 물약을 환부에 바르는 

것도 시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나을 때까정, 

최 한 지원을 하겠습니다.(11월 23일 오후 

10:17)

⑥ 박OO 약사 

이OO 약사 쌤~ 양OO 약사 쌤~ 김OO 약사 

쌤~ 단히 감사합니다아 ~~(11월 23일 오후 

10:18)

⑦ 최OO 약사 

감동입니다, 류약사님! 크기가 작아지는 게 확

실히 보입니다. 두 손 모아 응원하고 기도할게

요.(11월 23일 오후 11:28 좋아)

⑧ 류형준 약사

박OO 약사 필요한 수량은 개인톡으로 신청하

세요.(11월 24일 오전 5:37)

⑨ 하OO 약사 

90세 이상. 1+1을 응원합니다!(11월 24일 오

후 9:51)

⑩ 박OO 약사 

류형준 약사 일단은 제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단히 감사합니다.(11월 24일 오후 10:12)

⑪ 박OO 약사

최OO 약사 쌤~, 하OO 약사 쌤~ 두 분의 응원

도 단히 감사합니다.(11월 24일 오후 

10:14)

< 2018.11.22 세 번째 방문 시 사진 > 

- 사진 상으론 구별이 어려우나, 껍질이 각질되어 

너덜너덜하여 내부공간이 보이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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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처음에는 작게, 이후 선택은 환자의 몫입니다.

처음 아플 때는 망설이고 다시 아프면 고민하

고 세 번 아프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11월 23일 오후 5:56)

① 양OO 약사 

2018년 11월 23일 오후 2:58  

노OO 약사 0476 

#체험사례 

1 .박진ㅇ, 49세, 여. 엘보. 

팔을 어깨위로 올리면 아파서 못 올림.

팔과 어깨를 수시로 쓰는 관계로 엘보와 어깨 근육

통 발생하여 늘 병원에 물리치료 받으러 오는 단골.

ᆢ 림프순환 설명 드렸더니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

셔서 써클OO 111, 덱시부프로펜 비상용.

일주일 드시고 팔이 어깨위로 올려도 아프지 않고 

무엇보다 엘보가 많이 좋아져서 이번에 원인을 제

거하자 했지만 고민 중.

2. 60 , 남.

허리에서 다리까지 저리고 통증

상기 증상으로 파스를 사러 오셔서 림프순환과 각

탕법 설명 드리고 반응을 보이셔서 한방파스와 써

클OO 222. 

6일분 복용 후 통증도 사라지고 부드러워짐.

2018년 11월 23일 오후 3:07  

강OO 약사 

#체험사례 

1. 20 , 여자, 김00.

지방흡입 수술 후 부종 해결이 안 되어 엘00 구입하

러 옴.

림프 순환제 써클OO의 강력한 부종 해결 설명드리

고 일단 엘00과 써클OO 222로 10포 드림.

3일후 방문 써클OO 먹고 부종이 정말 빨리 없어졌

다고 신기해 함.

어머니가 이명 있어서 써클OO 구입하러 왔다고 함.

써클OO 222 60포 드렸어요.

2. 잇몸 질환이 심한 50  여성.

잇몸약을 드셔도 계속 붓고 아프다고 하셔서

심하면 안티OOO 222, 좋아지면 안티OOO 111로 

잇몸약과 함께 드시라고 안티OOO 소포장 드림.

많이 좋아지셨다고 소포장 재구매.

3. 70 , 여성, 이00.

요즘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감기에 걸려 목 아프고, 

콧물, 기침, 두통 심해 처방약 드셨으나 잘 듣지 않

는다고 호소.

안티OOO 222, 좋아지면 안티OOO 111로 드시라고 

소포장 처방약과 함께 드림.

훨씬 빨리 호전되셨다고 방문해서 알려주심.

처방약은 거의 안 드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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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소포장 단위로 활용하는것도

좋습니다. 저도 약사님께 그동안 많이 배웠습

니다.(11월 23일 오후 3:10)

② 류형준 약사

소포장 비닐에 안티OOO 1와 써클OO 1, 써클

OO 2, 안티OOO 2를 넣어두고 활용하면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11월 23일 오후 5:57)

① 양OO 약사 

연로하신 분이 6개월여 꾸준히 드셨군요.

환자분, 약사님, 모두 승리자입니다.(11월 24

일 오전 10:14)

② 류형준 약사

89세 어르신도 6개월을 먹으니 다리에 힘이 

생기고 건강해집니다.

무병장수의 꿈이 현실로 만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11월 24일 오후 7:00)2018년 11월 24일 오전 10:08  

서OO 약사

체험사례 

여성, 89세, 하성♡. 약국직원 어머님.

표증상. 다리가 저리고 땡긴다. 기왕력. 척추협

착증.

주요증상: 

머리 정수리부분이 아프다. 어깨가 묵직하게 아프

다. 발이 저리다. 허리가 아프다. 등에 식은땀이 난

다. 잘 놀란다. 악몽을 자주 꾼다.

투약: 

7월 16일 써클OO 22 안티OOO 11 

8월 2일 써클OO 11 안티OOO 11

8월 24일 써클OO 11 안티OOO 11

9월 3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10월 2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11월 17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경과 반응: 

변이 시원하다.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좋아졌다. 

덜 피곤하다. 잠이 잘 온다.

2018년 11월 25일 오후 12:32  

심OO 약사 

#체험사례 

‘독감 걱정하지마세요~~^^’

광고처럼, 독감까지는 아니지만 감기만큼은 안티

OOO가 정말 탁월하네요.

며칠 전 날씨가 추운 날, 감은 머리를 제 로 못 

말리고 약간 물기가 있는 상태로 출근하다가 으슬

으슬 춥고 열이 나고 콧물까지...

이때가 안티OOO를 적용해볼 기회이다 싶어서 일

부러 병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2일 동안 옷도 약간 더 춥게 입어서 감기가 제 로 

걸리도록 하고, 감기약이나 해열제는 전혀^^복용

하지 않고, 3일째가 되니 정말 힘이 들더군요.

열도 심하고 몸살기에 으슬으슬, 이불을 2개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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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심OO 약사님 무모함, 투철한 실험정신, 그리

고 따뜻한 애정까지!! 

감사합니다.(11월 25일 오후 2:22)

② 심OO 약사 

류형준 약사 류형준 약사님, 좋은 제품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11월 25일 

오후 2:38)

도 춥더라구요. 짜증도 하늘까지 치솟고.

저녁식사 후 안티OOO 2개만, 자기 전에 안티OOO 

2개만. 일부러 다른 약이나 양제는 복용하지 않

았습니다. 신 방의 온도를 뜨끈뜨끈하게 올리고

이불 2개 덮고 잠을 잤지요. 처음에는 열 때문인지

뒤척거리고 약간 몸살을 했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니 몸이 가뿐! ^^

안티는 감기약으로 응용하시면 정말 탁월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 습니다.

일부러 저처럼 감기를 키울 필요 없이 초기 감기일 

때 안티로 꽉 잡으면 최고일 것 같아요.^^

2018년 11월 25일 오후 5:09  

조OO 약사 

#체험사례

28세, 김OO 약사. 여드름, 다낭성 난소질환.

여드름약 노스카나 사러 오심.

혹시나 해서 상담하니 다낭성 난소증후군, 저리고 

아프고 림프순환장애, 변비, 상열하냉 증상, 면역

력 저하. 심한 생리통으로 미레나 시술 삽입. 생리

를 가끔 함. PCOS의 인슐린저항성으로 호르몬 불

균형, 안드르젠 과잉으로 여드름, 잔털 증가. 부종

으로 체중 증가 ,우울증약 복용 중.

써클OO 11 60포 + 유산균 11/22 시작.

다음 달부터 안티OOO와 함께 가기로.

“리모델링 가아자~”

사실 처음 온 고객을 설명,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역시 확신과 믿음과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네

요. 책과 자료가 도움되고요.

딱 제가 원하는 환자네요. ㅎ

사실 건물 심리상담소에 왔다가 들려 여러 상담을

하다가 갔는데요. 내인칠정의 문제(직업의 갈등, 

연인과 헤어짐, 우울증, 혼자 독립해서 살며 식습

관, 생활 습관 등등)가 향을 끼친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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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에도 잔털이 검게 보임.

양볼 쪽에 여드름 심함. 피부과 다님.

다른 분 오실 때 아래 글 읽어 보라했더니 수긍, 

오케이!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5XX

XH002486

다이제스트 (하OO 약사님 글) 참조.

문자연락이 왔네요.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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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OO 약사

림프순환만으로도 많은 일을 해냈네요. 안티

OOO의 난소의 바이러스 치유작용까지 기

해봅니다.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유

쾌상쾌통쾌^^(11월 25일 오후 6:14)

② 조OO 약사

하OO 약사 류약사님과 써클OO와 안티OOO, 

여러 약사님들 덕분입니다. 믿음과 확신이 더 

생기네요. 하약사님도 쌩큐우.(11월 25일 오

후 6:44)

③ 류형준 약사 

조OO 약사 써클만으로 많은 것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치유의 길에서 기뻐하는 환자와 약사님의 모

습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라면 초기 부담이 

되더라도 

1. 써클OO 333으로 3일

2. 써클OO 222, 안티OOO 111로 1개월

3. 써클OO 111, 안티OOO 111로 2개월

4. 써클OO 101, 안티OOO 101로 5개월로 진

행할 것 같습니다.

증상이 많고 다양하여 용량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증상 중에 꼭 남게 되는 고질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11월 26일 오후 6:03)

나 참! 환자의 생리와 변비가 터지고 기뻐합니다.ㅎ 2018년 11월 26일 오후 4:00  

박OO 약사

#체험사례

085번째 [써클OO]+[안티OOO] 

기침만 두 달 이상.

★JZH, 女, 58세, 165cm, 62kg.

◐병명(아픈 곳): 건성기침 심함(2달 이상 고생).

◐병력과 현재 문제가 되는 증상과 심한 정도 

잔병치레 좀 있는 편이지만, 처방약만 좋아하는 단

골.

◐써클OO/안티OOO의 복용여부와 추가제품 여부 

2018.11.16. 

써클OOsy+안티OOOsy(각 2포씩 tid) 1일 12포 + 

시강계 맥문동 은교산.

2018.11.17. 

써클OOsy+안티OOOsy(각 2포씩 tid)1일12포 + 시

강계 맥문동 자감초탕.

2018.11.19. 

써클OOsy+안티OOOsy(각 2포씩 tid)1일12포 + 시

강계 맥문동 자감초탕.

◐복용기간과 경과 

첫날 복용, 기침 50% 감소.

둘째 날 복용, 기침 80% 감소.

셋째 날 복용, 기침 99% 감소. (마무리는 돈 든다고 

그만함.)

◐기타(보충설명)

단골이래도 처방약 외는 추천약 절  안사는 분이

었는데, 기침이 너무 심하니, 하루 분 29,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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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OO 약사

림프순환만으로도 많은일을 해냈네요. 안티

OOO의 난소의 바이러스 치유작용까지 기

해봅니다.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유

쾌상쾌통쾌!^^(11월 25일 오후 6:14)

② 조OO 약사 

하OO 약사 류약사님과 써클OO과 안티OOO, 

여러 약사님들 덕분입니다. 믿음과 확신이 더 

생기네요. 하약사님도 쌩큐우.(11월 25일 오

후 6:44)

③ 류형준 약사

조OO 약사 써클OO만으로 많은 것이 좋아지

고 있습니다.

치유의 길에서 기뻐하는 환자와 약사님의 모

습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라면 초기 부담이 되더라도 

1. 써클OO 333으로 3일

2. 써클OO 222, 안티OOO 111로 1개월

3. 써클OO 111 안티OOO 111로 2개월

4. 써클OO 101, 안티OOO 101로 5개월로 진

행할 것 같습니다.

증상이 많고 다양하여 용량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증상 중에 꼭 남게 되는 고질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11월 26일 오후 6:03)

⑤ 류형준 약사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경제적이고 더 좋은 방법인지 어렵

습니다.

결론은 환자가 좋아지면 모두가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26일 오후 6:28)

① 류형준 약사

멍과 붓기는 정말 빠릅니다.

감사합니다.(11월 27일 오후 8:09)

도 3일 복용하 습니다.

처음부터 써클OO 333 안티OOO 333 하면 더 빠르

긴 한데, 워낙 가격을 따져서 오히려 3일 걸렸습니

다.

2018년 11월 26일 오후 9:15  

김OO 약사 

#체험사례 

40 , 여자.

 

쌍꺼풀 수술 후 얼굴이 멍들고 부었다고 약을 먹었

는데 효과가 없다고 좋은 거로 달라고 해서 써클OO 

222 2일분 드림.

3일 후 오셨는데 멍도 붓기도 사라짐.

2018년 11월 26일 오후 9:22  

김OO 약사 

#체험사례 

60 , 여자.

무릎이 아파서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뜸도 뜨고 했

는데, 종아리부터 발목이 너무 부어서 손가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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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써클OO 333은 정말 확실한 결과를 안내합니

다.

감사합니다.(11월 27일 오후 8:09)

① 류형준 약사

탈모방지와 발모촉진까지 진행하려면 두피환

경이 완전히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

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11월 27일 오후 8:26)

누르면 한참 후에야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하소연.

써클OO을 333 3일 드렸는데 다리가 붓기가 완전

히 빠졌다고.

2018년 11월 27일 오후 4:09  

노OO 약사 

#체험사례 

1. 윤경ㅇ, 58세, 여. 방광염, 감기, 위장염.

평소 위장이 약하고 환절기에는 감기 달고 살고, 

신경 쓰면 방광염도 자주 발발하시던 분인데, 안티

OOO 써클OO 상담하시던 분을 보고 자기도 먹어

야겠다고 하셔서 안티OOO 101, 써클OO 101. 

매번 10일분씩 한 달 드시고 환절기만 되면 걸리던 

감기와 자주 걸리던 방광염도 거의 없고, 속도 가라

앉았다며 이제는 전도사로 활동 중.

2. 박은ㅇ, 64세, 남. 탈모.

프로스카 복용 중. 

프로스카를 복용해도 머리카락이 너무 가늘어지고 

잘 빠져서 상담 요청.ᆢ 
림프순환 설명 드리니 한번 해보자 하셔서 안티

OOO 101, 써클OO 101 각 4주.

3주분 드시고 오셔서 생각지도 않던 어깨회전근 시

술 받은 데가 아프지 않고 너무 부드러워 신기하다

고 하시며 탈모는 더 빠지지는 않는데 기다려 보고 

말씀해 주신다 함.

2018년 11월 27일 오후 8:31  

최O 약사

#체험사례

50세, 여. 부종으로 인한 비만형.

건강에 신경 많이 쓰는 친구.

오후만 되면 전신이 붓는다~고 한다.

그 부종이 오전에 잠깐 빠졌다 반복.

몸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해서 상담.

항상 부종은 바이러스 질환이기에 우선 림프부터 

잘 돌게 하기로 하고,

5월 24일.

써클OO 102, 셀레늄300ug 1정 1달분

6월 23일. 

오후만 되면 붓는 거 덜 붓고 주변에서 얼굴이 작아

졌다는 말 자주 들음. 그 로 1달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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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치유의 길에서 회복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11월 27일 오후 11:19)

① 류형준 약사

환자가 빠르게 좋아지는 방법이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27일 오후 11:21)

세포 치유 시작. 지금은 크게 아프지 않지만 갱년기 

잘 보내고 퇴행성 질환 예방하기 위해서!

안티OOO 101 써클OO 101 2달분

그리고, 근력운동 권유(헬쓰 시작).

10월. 1달분.

11월 27일. 

안티OOO 101 써클OO 101

써클 복용 후부터 6kg 감량!

프사에 당당하게 건강하고 멋진 전신 사진으로 도

배를 해 놨네요.

잘 따라주고 믿어줘서 좋은 결과도 선물해 준 고마

운 친구입니다.♥

2018년 11월 27일 오후 10:22  

안OO 약사 

#체험사례

1. 신^석, 남, 46. 주소증.

40여 마리 소를 키우는 분으로 과로 시 피부가 따갑

고 가렵다 함, 스트레스 받거나 볏짚 다룬 날이면 

더 함(10년). 엄청난 속도의 말투로 보아 신경 예민

해 보임.

그 외 경계성 고혈압, 역류성 식도, 테니스 엘보.

안티OOO 111 써클OO 111 한 달.

복용 20일쯤부터 피로가 덜하더니 따갑고 가려운 

증상도 가라앉는 느낌이 든다며 좋아하시네요. 속

도 편해지며 체중도 좀 늘었고요. 예민함도 좀 준 

듯.

예상보다 빠른 반응에 제가 더 기뻐합니다.

안티OOO 11, 써클OO 11,띠엘 한 달.

2. 잘 낫지 않는 감기환자(기침, 편도염)들에게 안

티OOO 써클OO 드릴 때 매 순간 갈등합니다. 6포

를 하루 분으로 드린다면 안티써클 111, 안티OOO

만 222,써클OO만 222.

이번 환절기 때 통계를 내보니, 처방약이나 일반약

과 함께 안티써클 111로 드렸을 때가 제일 좋더군

요. 물론 안티써클 222로 하면 더 좋겠죠?

이번 겨울도 안티써클이 있어 든든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오후 1:00 

서OO 약사

#체험사례 

여성, 43세, 한♡♡.

증상: 

만성피로. 불면. 만성두통. 손발 저림. 

투약:

18년 1월 8일 써클OO 11

1월 27일 써클O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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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경제적 사정으로 기본량으로 복용하 음에도 

불구하고 한가지씩 차도를 보이니 축하드립

니다.

감사합니다.(11월 28일 오후 8:51)

① 류형준 약사

림프순환 촉진이 열감을 줄이는 데에도 역할

을 합니다.

감사합니다.(11월 28일 오후 8:52)

2월 10일 써클OO 11

3월 12일 써클OO 11

5월 28일 써클OO 11 안티OOO 11

7월 2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9월 7일 써클OO 11 안티OOO 11

9월 29일 써클OO 11 안티OOO 11

10월 31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경과 반응: 

머리가 맑아짐. 몸이 가벼워짐. 잠도 깊은 잠을 잠. 

피부가 맑아짐.

경제적 사정 때문에 정량으로만 계속 투약해오고 

있는 분인데 장기간 드시니까 점진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씩 효과를 보십니다.

주위에서 얼굴색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오후 1:08  

이OO 약사 

#체험사례

50  후반, 남자. 혈압약 복용. 

월말에 수금 문제로 신경을 써서 그런지 이가 아프

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밥 먹을 때 씹으면 아주 많

이 아프고, 또 얼굴에 열감이 느껴지고, 가슴에도 

열기가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써클OO이 없었더

라면 위열 끄는 한방제제 위주로 드렸을 건데, 써클

OO 10포 드리면서 2포씩 1일 3회 드시라고 했습니

다. 오늘 오셔서 10포 더 구입하셨는데 하시는 말씀

이 그날 약국에서 2포 먹고 갔는데 기분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복용 후 바로 통증이 덜 한 거 같았고 

집에 가서 저녁 먹을 때 또 아팠지만 점심 식사 때보

다는 덜 아팠다고 합니다. 당연히 얼굴과 가슴의 

열감도 많이 줄어 들었구요, 지금은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고 신경이 좀 쓰일 정도(?)라고 하시네요.

2018년 11월 28일 오후 1:08 

서OO 약사 

#체험사례 

남성, 65세, 박종♡. 약국직원.

표증상

1. 저림 증상

어깨, 팔, 손, 발등, 무릎 밑 저림이 아주 심함.

2. 수면 장애

주요증상:

우측 허리 쪽 척추협착증으로 앉을 때 자세를 잘못 

잡으면 통증이 옴.

수면제를 먹고 3~4시간 내에 깨고 그 후로는 숙면

을 못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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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깨끗하게 좋아져서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이 

마중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28일 오후 8:53)

① 류형준 약사

유방내에 찌르는 듯한 통증은 없어졌나요.

많은 것이 개선되었는데 그에 한 언급이 없

으니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11월 28일 오후 8:55)

투약:

8월 1일 써클OO 222

8월 14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9월 6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10월 10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11월 12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경과 반응: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수면제를 4가지 복용하던 분

인데, 지금은 2가지만 먹어도 된다.

마음이 우울했는데 기분이 좋아진다.

훨씬 덜 피곤하다.

어깨가 많이 아파서 힘들었는데 좋아지니까 살 것 

같다 합니다.

어깨 결린 증상이 60% 좋아짐.

2018년 11월 28일 오후 1:11 

서OO 약사

#체험사례 

여성, 63세, 장수♡. 약국직원 부인.

표증상:

오른쪽 유방내의 찌르는 듯한 통증.

머리에 항상 쥐가 나고 식은땀이 흐른다.

발과 손이 뒤틀리고 쥐가 잘 난다.

주요증상:

발끝까지 당기고 허리를 펴지 못 한다.

방광염에 자주 걸린다.

갈증이 심하다.

귀에 이명이 있다.

기왕병력, 척추 신경염, 지방간, 갑상선기능저하, 

당뇨.

투약:

4월 23일 써클OO 333

5월 15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6월 1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6월 15일 써클OO 11 안티OOO 11

7월 3일 써클OO 11 안티OOO 11

8월 4일 써클OO 11 안티OOO 11

9월 15일 써클OO 11 안티OOO 11

10월 6일 써클OO 11 안티OOO 11

11월 7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경과 반응 : 

몸이 가볍다. 방광염이 자주 걸리는데 소변양이 줄

고 소변 보는 횟수 감소함. 피부가 매끄럽게 윤이 

남. 다리 쥐나는 것 감소. 발가락 통증 감소. 갈증 

감소. 피로가 덜 느껴진다. 잠이 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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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중풍후유증까지 치유의 길을 따라갑니다.

감사합니다.(11월 28일 오후 8:56)

① 손OO 약사  

기 됩니다!(11월 28일 오후 5:04)

② 류형준 약사

바로 체험사례에서 중풍 후유증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번에도 중풍 후유증에 

한 체험사례입니다.

연달아 올라오는 체험사례에서 저도 많이 배

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11월 28일 오후 8:59)

2018년 11월 28일 오후 1:14 

서OO 약사

#체험사례 

남성, 77세, 김무♡.

오래전부터 우리약국에서 한약을 드셔오던 분입니

다.

표증상 : 중풍후유증 치료과정

주요증상 : 불면증, 만성피로, 입맛 없음, 피부 가려

움.

투약:

5월 29일 써클OO 11 안티OOO 11

6월 27일 써클OO 11 안티OOO 11

7월 27일 써클OO 11 안티OOO 11

8월 23일 써클OO 11 안티OOO 11

9월 28일 써클OO 11 안티OOO 11

10월 26일 써클OO 11 안티OOO 11

이외 아연제제, 유산균 효소제제, 오메가3, 비타민

D 드림.

경과반응 : 

피부가 맑아지심. 훨씬 덜 피곤하다. 잠이 잘 온다. 

산책 가보면 몸이 가볍다. 몸이 좋아지시니까 이제

는 면역증강제 달라 하시네요.

2018년 11월 28일 오후 1:19  

서OO 약사

#체험사례 

여성, 86세, 우준♡. 저의 어머님이십니다.

15년 전 오른쪽 중풍이 와서 요양원에서 생활하시

는 상태입니다.

써클OO 안티OOO 드시면서 조금씩 좋아졌는데

알약 삼키기가 어려워서 써클OO 안티OOO 드리는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마침 써클OO 안티OOO(시

럽) 제품이 나와서 저번 주부터 드렸는데 간호 하시

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1. 전에는 누워서 일어날 때 반드시 100% 도움이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만 부축해드려도 일어

난다 합니다. 

2. 말소리가 많이 어눌했었는데 조금 좋아졌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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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투석하시는 분들에게 사용하는 경우가 자꾸 

많아집니다.

안전하고 좋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11월 28일 오후 9:02)

2018년 11월 28일 오후 1:24  

서OO 약사

#체험사례 

여성, 67세, 김혜♡.

표증상: 신장투석 중이신 분. 

주요증상: 

Hb8.9 눈이 한쪽 안보임. 나머지 한 쪽 눈은 희미

함. 귀가 짜릿하게 아프다. 기운 없다. 허리 아프다. 

Alkaliphosphatase182(정상범위40-130)

LDH243(정상범위 100-225)

투약:

4월 12일 써클OO 11 안티OOO 11

4월 22일 써클OO 11 안티OOO 11

5월 1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6월 1일 써클OO 11 안티OOO 11

6월 22일 써클OO 11 안티OOO 11

7월 3일 써클OO 11 안티OOO 11

8월 2일 써클OO 11 안티OOO 11

9월 1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10월 6일 써클OO 11 안티OOO 11

이외 간장약, 사 잘 되게 하는 약 같이 드림.

11월 14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경과 반응:

여러 가지 약을 먹어봐도 별 반응 없었는데 이 제품

은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약국을 들어오시네요.

덜 피곤하다. 얼굴색 좋아짐. 투석하고 나면 축 쳐

지는데 힘들지 않음. 잠이 잘 옴. 산책해보면 다리

에 힘이 생기고 있음.

2018년 11월 28일 오후 1:29  

서OO 약사

#체험사례 

남성, 62세, 김병♡.

표증상: 당뇨, 무릎관절 통증.

주요증상: 다리가 찌릿찌릿하다. 발바닥도 찌릿찌

릿하다.

기왕력 : 폐병, 뇌경색, 충수염.

투약:

5월 3일 써클OO 222

5월 23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6월 8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6월 21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7월 2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8월 3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9월 5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10월 2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11월 14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경과 반응: 

장거리 가고 오는 트럭 택배 하는 분인데, 운전할 

때 훨씬 덜 피곤하다. 우선 잠이 잘 와서 좋다. 몸이 

가볍다. 머리가 맑아짐. 변비가 좋아졌다. 거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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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손OO 약사  

중요증상은 개선되었나요?(11월 28일 오후 

4:54)

② 류형준 약사

저 역시 당뇨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1월 28일 오후 9:03)

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 써클OO로 인해 잠을 깊게 자는 경

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11월 28일 오후 9:04)

① 류형준 약사

피로회복, 체력증진, 부종개선, 통증개선 

이 모든 것이 배달의학에 따른 림프순환촉진

변이 줄어들었다.

2018년 11월 28일 오후 1:31  

서OO 약사

#체험사례 

남성, 51세, 박상♡.

표증상: 만성피로

주요증상: 변비, 아침에 무기력함, 깊은 잠이 안 옴.

투약:

3월 2일 써클OO 11 안티OOO 11

5월 1일 써클OO 11 안티OOO 11

5월 31일 써클OO 11 안티OOO 11

6월 28일 써클OO 11 안티OOO 11

8월 1일 써클OO 11 안티OOO 11

8월 31일 써클OO 11 안티OOO 11

9월 28일 써클OO 11 안티OOO 11

10월 29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경과 반응: 

장거리 운전 시 덜 피곤하다. 주위 분들이 얼굴 맑

아졌다 함. 깊은 잠이 온다. 훨씬 덜 피곤하다. 정신

이 맑아졌다.

2018년 11월 28일 오후 1:37  

서OO 약사

#체험사례 

여성, 34세, 김채♡.

주요증상: 

만성피로 증후군. 감기에 잘 걸린다. 

아침이면 얼굴이 붓는다. 

생리통이 심하다.

투약:

18년 10월 11일 써클OO 11 안티OOO 11

11월 15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경과 반응: 

우선 아침에 일어나기가 쉬워졌다.

몸이 가볍다. 

머리아픔이 개선되었다.

남편도 같이 가져가셨는데 어떠시냐고 여쭤보니 

애기 아빠는 제 로 복용을 안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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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항바이러스제에 의한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28일 오후 9:06)

① 양OO 약사 

타 지역에서도 유명해진 최 약사님~~~(11월 

28일 오후 2:30)

② 최O 약사

양OO 약사 (광주) ㅋㅋ 아니예요~.

써클이 탁구에 특별한가 봅니다.

선배님도 전국체전 은메달 따셨으니~~♥

③ 류형준 약사

여기 계신 약사님들이 유명해지니 저는 더욱 

좋습니다.

감사합니다.(11월 28일 오후 9:07)

2018년 11월 28일 오후 2:13  

최O 약사

#체험사례 

60세, 여. 

만성 피로, 스트레스 많은 교장 쌤.

고지혈증, 고혈압약 복용.

2년 전에 갑상선 항진증 약 복용하다가 좋아져서 

중단. 스타틴계 약물 복용 후, 근육통 잦음.

사성 질환이 벌써 두 개~. 

걱정이 태산이시네요. 타 지역에 사시는 분이시라!

9월 초. 

몸에 좋은 것 좀 추천해 주라고 하셔서 전화 상담으

로 B군 고단위와 코큐텐 100mg, 그리고 써클OO 

101.

10월 1일. 

전화 통화. 피로감은 좋아졌으나 가스가 잘 차고 

잦은 설사. (아차! 첫 상담시 장 상태를 체크하지 

못한 것 반성하고~)

: 올 1월에 인도 여행을 다녀온 뒤로 장이 민감해져

서 갑작스런 복통 설사 잦고 살이 많이 빠짐.

잦은 질염으로 산부인과 치료도 반복.

☞☞바이러스성 장염이니 처방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림프순환이 되더라도 세포의 염증 원인인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바이러스를 없애주어야

치유가 됩니다!

안티OOO 101, 써클OO 101, 코큐텐 유산균, 비타민

비군.

10월 11일. 

전화 통화.

“약사님! 속이 아주 편해졌어요. 배 안 아프니까 몸

도 개운하고 전에는 엄두도 못 내던 최애 운동인 

탁구를 두 시간이나 해도 안 지치네요~”

“약 잘 챙겨드세요~.”

11월 20일. 

안티OOO 써클OO을 1일 두 번을 못 지키시고~

1일 2포 꼭 복용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상기시켜드

리고 60포씩.

냉 없어져서 산부인과 안 다니시고, 변은 1일 1~2

회 정도 약간 연변이나 배 안 아프고 편안하게 보시

고. 탁구! 매일 두시간씩!! OK!!!

일상에 활력이 생기고 건강해지셨어요.

과민성장증후군도 안티OOO와 써클OO이 해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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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항상 설명을 하는 것은 약사님 몫이고, 선택은 

환자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28일 오후 9:10)

① 류형준 약사

상포진의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다니 축하

드립니다.

하지만 세포 안에 숨어있는 상포진 바이러

스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11월 28일 오후 9:11)

2018년 11월 28일 오후 3:14  

최OO 약사 

#체험사례 

오창*(남, 40  후반).

술을 자주 먹는 편인데 몇 년 전부터 혓바늘이 자주 

생긴다고 부인이 내방하심.

10월 26일. 

임팩타민 10알, 안티OOO 222 드시라고 하루분 드

림.

11월 19일. 

그때 드시고 싹 가라앉고 좋아졌는데 또 생겼다며 

오심 안티OOO 20포 1통, 임팩타민 10알 101로 드

시라고 말씀드리고 꾸준한 바이러스 치료의 필요

성에 해 말씀드림.

2018년 11월 28일 오후 3:14  

최OO 약사 

#체험사례 

박찬*(남, 51세, 180/96).

11월 1일. 

상포진 1달 됨. 처방약 먹고 다 나아가고 있긴 

한데 가려움, 통증 호소함.

안티OOO 111 20포 드리고 책과 주의사항도 같이 

말씀 드림.

11월 8일. 

가려움, 통증 많이 개선됨. 

안티OOO 20포 111.

11월 19일. 

안티OOO환 20포, 시럽 20포. 

많이 개선되었다며 고맙다고 하고 가심.

2018년 11월 28일 오후 6:17  

박OO 약사

#체험사례

086번 [써클OO]+[안티OOO] 며칠째 심한 감기

★ KHY, 女, 15세, 160cm, 52kg. 

감기가 오래 가는 편.

◐병명(아픈 곳) 

기침, 코감기, 인후통 오심, 기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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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좋은 일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11월 28일 

오후 9:58)

① 강OO 약사 

편두통 근육통에 써클OO 체험사례가 많이 올

라오는데요, 그만큼 효과가 좋기 때문이겠

죠,^^

(11월 29일 오후 1:59)

◐병력과 현재 문제가 되는 증상과 심한 정도

초등생 때부터 감기하면, 청소년소아과 처방을 여

러 번 연속으로!

아빠는 뇌수술 하여 직장 놓고, 엄마 혼자 살림 꾸

리느라 3남매 끼리만 청소년소아과엘 자주 다니고 

있어요.

◐써클OO/안티OOO의 복용여부와 추가제품 여부 

처방 2일분씩 3회 복용해도 비실비실하고 감기 차

도 없음.

처방약에 써클OOsy+안티OOOsy (각1포씩 tid) 1

일분.

◐복용기간과 경과

일주일째 못 벗던 마스크도 벗고, 환하게 미소 지으

며 방문.

평소 말없는 여중생이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갑

니다.

◐기타(보충설명) 

평소 체력이 약하지만, 젊으니까 빨리 차도가 나는

듯합니다.

가정형편을 알므로 원고료로 제공. 

하루 만에 차도 나서 감사!^^

2018년 11월 29일 오전 10:17  

노OO 약사 

#체험사례 

1. 20 , 남. 목근육통.

잠자다가 목근육이 뒤틀렸는지 목이 돌아가지 않

아 내방하심.

며칠 뒤에 입 해야 하는데 큰일 났다고 약 좀 달라

고 하셔서 써클OO(시럽) 222, 부루펜 111.

하루 먹고 50% 좋아지고, 다시 2일분 더 드시고 

상황종료. 

무사히 훈련소 입 하여 감사 말씀을 전하심.

2. 20 , 남. 심한 편두통.

스트레스로 인한 편두통으로 눈을 싸안고 너무 아

프다며 내방.

두통약은 먹고 나면 또 다시 아프니, 스트레스로 

인해 림프순환 부전으로 두통이 왔으니 풀어주면 

된다 하고,

써클OO(시럽)22, 부루펜.

2회 먹고서 종료ᆢ. 

그 후에도 카톡으로 확인했더니 두통 발생 없고 감

사하다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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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축하드려요, 진심으로! 그리고 만성질환에 바

이러스를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11월 

29일 오후 12:31)

② 심OO 약사 

네!^^(11월 29일 오후 12:41)

① 강OO 약사 

이런 경우가 약사로서 가장 아쉬운 경우인거 

같아요.ㅜ

그래도 약사님께서 최선을 다하시고 치유의 

길로 인도하셨네요!^^(11월 29일 오후 1:52)

② 손OO 약사  

섬세하게 처방 바꿔주는 병원이 있네요.(11월 

29일 오후 6:38)

③ 이OO 약사 

ㅠㅠ 아쉽네요!ㅠㅠ(11월 30일 오후 1:28)

2018년 11월 29일 오전 11:26  

심OO 약사 

#체험사례 

손의 습진치료후기입니다.

10년이 넘게 반복되는 습진입니다.

추운겨울이 다가오면 더욱 더 심해져서 겨울철에

는 손을 물에 담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2018.11월 초부터 써클OO 11, 연고 ㅡ유레아 들어

가는 제제 사용하 습니다.

3주가 지난 후, 회복력이 눈에 띄게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29일 오후 1:17  

안OO 약사 

#체험사례

김^자, 71세. 9/17글.

안티써클 1122로 4개월, 1121로 2개월 드시고 주호

소증인 허리통증이 반감되어 생기가 돋아나는 분

입니다.

이 외 여러 증상들이 동반 호전됐지만 그 중 혈당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4월 자누메트XR100/1000

6월 자누메트50/1000

8월 자누메트50/500 

11월 다이아벡스500

당뇨까지 좋아져 기분 좋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여기서 중단해야겠다, 하시네요.

6개월간 꾸준히 먹은 것도 첨이고, 이 정도 건강 

회복된 것도 너무 다행으로 생각한다네요.

저로서는 참으로 아쉬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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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인체의 리모델링 과정이 보입니다.

치유의 길은 바로 리모델링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1일 오후 5:50)

2018년 11월 29일 오후 5:41  

박OO 약사

#체험사례

087번째 [써클OO]+[안티OOO] 

꼭 병원가야 했던 목감기!

★ KOR, 女, 58세, 158cm, 53kg.

064번째 기록. 

만성방광염(빈뇨, 급박뇨가 많이 완해되었다.)

073번째 기록.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것, 일어나기 한결 가볍다.

온몸이 무겁고 피곤한 것, 체중2kg 감소하고 식당

주방일을 해도 덜 피곤하다.

075번째 기록.

“하루에 수십 번씩 하던 <하품>이 없어졌네?”

2018.11.29. 

오늘 방문. 

“3개월 복용했는데, 더 먹어야 해요? 지금 아랫입

술에 작은 물집이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좋아지는 것을 모르겠어요.”

“지난 3개월 동안 개선된 것은 다 까먹고, 자꾸 새

로운 것 찾으려 하니 그렇죠. 체력, 면역이 꾸준히 

향상되면 자기도 모르게 건강해 져요. 그리고 써클

OO 안티OOO를 복용하더라도 춥게 하면 감기 오

고, 너무 무리하면 입술물집도 생겨요. 그래도 몸을 

단단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세트 줘 보세요.”

2018.11.29. 

써클OO환+안티OOO환 각60포(1포씩 bid)

◐ 복용기간과 경과

그리곤 계산 끝나고 하시는 말,

“예전엔 목감기 오면 반드시 처방 받았었는데 며칠 

전 목이 아파서 병원가려고 했는데, 자고나니 괜찮

아졌어요. 그건 좋아졌어요.”

◐기타(보충설명) 

환자분들은 뭔가 기적적인 차도를 기 하거나, 춥

게 하고 무리해도 고장이 안 나길 바라는 마음 같습

니다.

그래도 이전보다 덜 아프고, 향상된 것을 찾으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말해 줍니다.

2018년 11월 29일 오후 10:32  

이OO 약사 

#체험사례 

아는 약사님의 경험담 도움으로 52세 여성 약국직

원의 후비루와 인후 불쾌로 숙면이 불가능한 증상

에 안티OOO 111 써클OO 111을 투여했는데 복용시 

안티OOO 써클OO을 입에 머금고 가글을 1분 정도 

하면서 복용하게 했더니 효과가 아주 빨랐습니다.

저는 구내염에 적용하여서 하루 만에 빠른 효과를 

봤습니다. 따뜻한 물에 타서 이용하시면 더욱 좋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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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역쉬 최곱니다 누님!(11월 30일 오후 1:50)

② 류형준 약사

기관지염이나 구내염에 안티OOO와 써클OO

로 가 을 해보세요.

시럽이 나오니 사용법이 개발됩니다. 

감사합니다.(12월 1일 오후 6:04)

① 최OO 약사 

좋은 치험례 감사드립니다.(11월 30일 오후 

11:33)

② 류형준 약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12월 1일 오후 6:33)

2018년 11월 30일 오후 12:44  

최OO 약사 

#체험사례 

남, 60  중반.

수욜 오후에 오셔서 감기가 오려는지 몸살기운이 

있다며 빨리 잘 듣는 걸로 달라고 하셔서 패감산과

립, 안티OOO, 써클OO(시럽)으로 111씩 하루분 드

리며 수시로 따뜻한 물을 드시라고 말씀드렸음.

그 다음날 오셔서 잠도 못잘 만큼 컨디션이 안 좋아

서 걱정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많이 좋아지고 잠도 

잘 잤다며 고맙다고 말하고 가셨어요.

2018년 11월 30일 오후 2:43  

조OO 약사 

#체험사례

고관절통증, 절뚝거림.

53세, 남, 178cm 건장한 체격.

학동기. 고혈압약 복용.

증상: 

저리고 아프고 고관절 통증. 절뚝거림.

자다가 깨고 쥐가 남.

히스토리: 

시지부장 선거 후보로 많은 약국 방문하다보니 차

에서 오른쪽으로 내릴 때(하루50~60개 방문. 주

3~4회, 2~3주 함.) 체중이 관절을 누르다보니 근

육의 무리로 염증이 생긴 듯. 

아마도 자주 많이 안 쓰던 근육, 인 를 많이 써서 

놀란 듯.ᆢ
아는 신경외과에서 찍어봤는데 염증이 생겼다고 

주사 맞고 무리 말라고 함.

진통제, 항생제 처방.

약기운 떨어지니 통증.

써클OO 222 60포 줌. 

1주일 복용 중.

첫날, 새벽에 안 깨고 푹잠.

통증, 저림, 무거움 개선, 쥐나는 것도 개선됨.

전화 와서 물어보니 퍼펙트 하다하네요.ㅋ

얼른 끝나야 될 듯 싶네요.

그것도 운동 후유증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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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체험사례와 병의 설명까지 친절하고 꼼꼼하

게 챙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수체험사례로 추천합니다.(12월 1일 오후 

6:41 최고예)

② 조OO 약사 

류형준 약사 제가 감사합니다.(12월 1일 오후 

7:46)

① 류형준 약사

단순한 안티와 써클의 활용이 아니라 림프순

환촉진과 항바이러스제를 자유자재로 활용하

는 것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1일 오후 6:43)

* 고관절통증 참고

https://brunch.co.kr/@kokpain0323/159

2018년 11월 30일 오후 3:19  

강OO 약사 

#체험사례 

1. 50 , 여자, 강00.

어깨통증, 만성 피로, 고혈압 등으로 안티OOO 써

클OO 6개월 복용 후 써클OO로 4개월째 드시는 분.

피로 통증 좋아지고 혈압약도 반으로 줄이셨는데

전에 손에 사마귀가 생겨 2년 만에 없어졌는데 요

즘 피로하셨는지 사마귀 생겼던 부위가 가렵고 볼

록하게 올라오셨다고 방문.

안티 111로 소포장 드림.

2일 정도 드시니 가려움증 없어지고 볼록하게 올라

왔던 부위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함.

당분간 안티OOO 111로 한 달간 복용하시기로 함

2. 60 , 여자, 고00.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손을 짚으면서 팔꿈치 쪽이 

충격을 받아 통증과 부기가 심하셔서 인근 약국에

서 근육이완제 드셨으나 별 차도가 없고 주말이라 

병원에도 못 가신다고 내국. 

일단, 써클OO 222 2일분 드림.

2일 후 붓기와 통증 호전. 

병원 가서 검사하니 별 이상 없다고 물리치료만 받

으라고 했다 함.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써클OO 22로 드시라고 소포

장 드림.

2018년 11월 30일 오후 3:27  

강OO 약사 

#체험사례 

40 , 여자, 이 00.

항상 피곤하고 팔다리가 저리다고 내국.

어머니가 40 에 뇌졸증으로 쓰러져 본인도 그럴

까봐 두렵다고 함.

종합 양제, 오메가, 유산균, 비타민씨 복용 중.

 

써클OO 22(소포장), 조혈제, 효소제. 

5일 후 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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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모친의 뇌졸증과 모계유전에 한 두려움.

치유의 길과 함께하면 극복이 가능해줍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12월 1일 오후 6:45)

① 최OO 약사

좋은 치험례 감사드립니다.(11월 30일 오후 

11:18)

② 류형준 약사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안티서클의 용량을 조절하고 치유의 길을 끝

까지 완주하도록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12월 1일 오후 7:02)

팔다리 저림 호전, 피로도 좋아짐.

써클OO 큰 포장 재구매.

안티OOO 써클OO 치유프로그램 설명 드림.

2018년 11월 30일 오후 6:51  

노OO 약사 

#체험사례 

금명ㅇ, 60 , 여.

비염, 고지혈증, 족저근막염, 당뇨 전단계. 

관절약, 갱년기약, 건기식으로 복용 중.

만성피로와 체력저하로 탁월한 차도를 체험하신 

분의 소개로 연결되신 분.ᆢ
약국에 오셔서 비염과 족저근막염이 심해서 차도

가 있다면 드셔보겠다는 의지를 보이셔서, 

안티OOO 111 써클OO 222. 

2주 드시고 약이 좀 많아 힘들어서,

안티OOO(시럽) 111 써클OO(시럽) 222.

2주분 드시고 족저근막염 해결되면서 만성피로도 

급감.

2018년 11월 30일 오후 6:58  

서OO 약사

#체험사례 

남성, 57세. 약사 본인입니다.

17년 11월 구 강의 이후로, 

써클OO 111, 안티OOO 111 용법으로 단 한 번도 안 

빼먹고 복용해왔습니다.

중간중간 몸 상태 안 좋을 때는 써클OO 222, 안티 

111 용법으로 15일 정도씩 복용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써클OO 한가지만 써클 111로 복용하려

고 합니다.

반응 경과:

허벅지 다리의 모낭종이 90% 없어졌습니다.

피부가 아주 맑아졌습니다.

얼굴 좋아졌다 소리 많이 듣습니다.

어깨 결림 좋아짐.

만성피로증후군 개선됨.

발바닥도 매끄러워짐.

좋은 제품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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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항상 장기체험사레를 올려 주시니 감사드립

니다. 

치유의 길을 통한 인체의 리모델링을 완성하

는 것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12월 1일 오후 7:04)

① 최OO 약사 

멋진 사례 감사드립니다.(12월 2일 오후 5:42)

② 류형준 약사

타협이 아닌 환자를 위한 진심이 통한 것입니

다.

진심이 통하면 가격과 복용량은 아무런 문제

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12월 3일 오전 12:45)

2018년 12월 2일 오후 1:21  

안OO 약사 

#체험사례 

신^^, 59, 여. 

고혈압, 당뇨, 우울증, 간장, 위장약.

이웃에 계신 분이 약국의 다른 환자 눈치 보며 자세

한 증상 언급 없이 하복부 통증이란 한 마디만 하시

고 기다리기에 일단 안티써클 111/2일.

이틀 후 다시 4일분을 달라하십니다.

복부통증이 줄었다네요.

다시 4일 후 오셔서 의자에 앉아 조신하게 기다리

십니다. 통증 없어지고 그 때 얘기하지 않았던 속쓰

림, 소화불량도 없어졌답니다.

사실, 이 분은 1년 전 안티OOO 써클OO 첨 접하던 

시점부터 복용을 수없이 권해왔던 분인데, 계속 퇴

짜를 놓던 분이었죠. 행여 이런 저의 권유에 부담을 

느껴 약국을 바꾸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들 

정도로요. 하지만 6일분을 경험하시고는 이 분이 

달라지셨네요. 

면역과 순환, 그 간의 몇 몇 경험사례를 말씀드리며 

1년 복용을 권유드리니 해보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안티써클 111로 드리려다 혹시 암병력이 있는지 확

인하니 22년 전 자궁암 수술을 받았답니다. 그렇다

면 안티써클 111 222로 1년간 드셔야 합니다.

이 목에서 맘속에 갈등이 생겼나 봅니다.

답을 안 하시네요. 아마도 가격적인 부담 때문이겠

죠. 111로 먹어도 좋았는데 그리하면 안 되겠냐 해

서 그리 복용하면 만의 하나 암의 재발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안 된다. 그리 하려면 저는 아예 못

드립니다 했더니 다시 고민.

장고 끝에 치유 시작 선언하십니다.

안티써클 111 222/한 달.

오늘 환자분의 저 선언이 끈질겼던 병마로부터의 

독립선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안티OOO 써클OO 만만세!

2018년 12월 2일 오후 3:05  

박OO 약사 

#체험사례 

58세, 여.

어제 분기별 1박으로 만나는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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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안티OOO 써클OO을 비상용으로 챙기고 필요

할 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3일 오전 12:46)

숙소에 7시경에 도착하니 한 친구가 이불을 덮고 

누워 한기 든다고 벌벌 떨고 있었다.

마침 차에 써클OO 안티OOO 각1통이 있어서 따뜻

한 물로 각각 2포 먹이고, 생강차도 한잔 먹 다.

몸이 아픈데도 친구 보러 간다고 하니 남편이 태워

줬단다.

며칠 신경을 과도하게 쓰고, 음식을 전혀 못 먹어 

링거를 몇 병 맞고, 5분도 채 안 되어 누워 있으면서

도 살 것 같다고 연발한다.

1시간쯤 지나니 배고프다고 먹을 것 달라고 해서

전복죽을 사다 먹 다.

죽 먹고 1시간 뒤, 기적같이 앉아서 얘기하기 시작

했다. 그전엔 앉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2명이 부축

해 갔는데! 

써클OO 안티OOO를 계속 먹으라고 그 친구에게 

줬다. 모인 친구들도 모두 약사인데, 빠른 효과에 

놀랐다.

2018년 12월 2일 오후 10:30  

허OO 약사 

#체험사례 

70  여자입니다. 

당뇨로, 오랫동안 당뇨약을 먹고 있는 분입니다. 

평소에도 피부가 좋지 않았지만, 3개월 전부터 얼

굴과 온몸에 건선이 심하게 퍼졌습니다. 

안티OOO 111, 써클OO 111 두 통째 먹고 있는데 얼

굴은 많이 차분해졌고 부풀어 있던 입술도 많이 가

라앉고 팔과 다리도 아직 증세는 많이 남았지만 본

인도 느낄 정도로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도중에 다시 사진을 올리겠습니다.

당 조절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6개월은 먹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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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당뇨까지라면 2년은 걸릴 것입니다.

6개월이면 혈당조절은 많이 수월해지는 시점

입니다.

그래서 6개월은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3일 오전 12:50)

② 허OO 약사 

자녀들이 학병원으로 모셔가서 조직검사까

지 받게 했네요. (12월 3일 오후 3:07)

① 류형준 약사

#체험사례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김00, 여, 56세.

(언제부터)아무 이유 없이 오른쪽 광 뼈가 

아프다. 학병원까지 갔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통제만 자주 사갔는데요. 이번에 안티OOO

와 써클을 20포씩 주었는데(복용법 추가) 

(며칠 경과 후)신기하게 통증이 가라앉았다고 

큰 통으로 오늘 한통씩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더 좋은 체험사례가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3일 오후 6:45)

② 허OO 약사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 다 111로 복용케 했는데 20포 포장을 가져

갔으니 일주일 안에 통증이 다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12월 3일 오후 6:53)

고 권했습니다. 

2018년 12월 3일 오후 6:20  

허OO 약사 

#체험사례

60 , 여자.

아무 이유 없이 오른쪽 광 뼈가 아프다는 여자분

이 있었습니다. 외견상으로도 아무 이상 없고요. 

학병원까지 갔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

다. 

진통제만 자주 사갔는데요. 

이번에 안티OOO와 써클OO을 20포씩 주었는데( 

둘 다 111 복용), 신기하게 통증이 가라앉았다고 

큰 통으로 한통씩 가져갔습니다.

2018년 12월 3일 오후 7:33  

서OO 약사 

#체험사례 

여성, 43세, 한♡♡.

증상:

만성피로, 불면, 만성두통, 손발 저림.

투약:

18년 1월 8일 써클OO 11

1월 27일 써클OO 11

2월 10일 써클OO 11

3월 12일 써클OO 11

5월 28일 써클OO 11 안티OOO 11

7월 2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9월 7일 써클OO 11 안티OOO 11



001740  A BOOK OF EXPERIENCES

① 류형준 약사

항상 장기 체험사례를 올려주시니 많은 도움

이 됩니다.

감사합니다.(12월 4일 오후 7:37) ① 류형준 약사

써클OO과 안티OOO로 많은 증상의 개선을 

보 으니 축하드립니다.

증상개선이 있었으니 정답입니다.

하지만 정답에도 차이는 있습니다.

주증상은 다리가 차다 다리에 심하게 쥐가 난

다 습니다.

2년 정도 오래 됐고 심한 정도 습니다.

그리고 안티OOO와 써클OO 101로 6개월 다

시 써클OO 101로 6개월 총 1년을 복용했습니

다.

쥐가 10번 났었던 것이 3번으로 줄었습니다.

이제부터 제 생각입니다.

안티OOO와 써클OO로 1년 정도 관리했다면 

쥐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30% 정도의 증상이 남아있다는 것은 

초기 안티OOO와 써클OO의 용량부족과 이후 

복용기간의 부족에서 오는 비진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라면 상기증상에 처음 한달 안티OOO 111

과 써클OO 222, 이후 2개월간 안티OOO 111

과 써클OO 111, 그리고 5개월간 안티OOO 

101과 써클OO 101, 이후로는 써클OO만으로 

9월 29일 써클OO 11 안티OOO 11

10월 31일 써클OO 11 안티OOO 11

12월 3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경과 반응:

머리가 맑아짐. 몸이 가벼워짐. 잠도 깊은 잠을 잠.

피부가 맑아짐.

2018년 12월 4일 오후 4:06  

이OO 약사 

#체험사례

76세, 남자.

주증상:

다리가 차다. 다리에 심하게 쥐가 난다.

학병원에서 정 검사 받고 처방받다가 동네 신

경외과에서 뉴론틴100mg, 미라펙스정, 아스피린

100mg, 혈압약, 고지혈증약 거의 2년 정도 복용하

셨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혈압약만 드시게 하고 써클OO 안티

OOO 1포씩 1일 2회 6개월 복용 후 써클OO만 1일 

2회 1포씩 6개월 복용하셨습니다.

현재 개선된 정도는 복용 전 쥐가 10번 났었다면 

3번으로 줄었고, 또 쥐가 나면 엄청 쎄게 났었는데 

지금은 많이 약하게 난다고 하십니다. 다리가 차가

운 것도 전에는 토시를 끼고 주무셨는데 지금은 안 

낀다고 하십니다.

각탕법을 하면 좋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매일은 

안하시는 거 같습니다.T.T)

이분이 전부터 수 을 좋아하셔서 수 장에 자주 

가신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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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도록 했을 것입니다.

초기용량의 확보가 전체적인 치유의 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한 방향을 정합니다.

초기에 용량을 늘려서 병소를 확실하게 흔들

어 놓고 나서 이후 용량을 조절하여 관리하는 

것이 이제까지 여러 방법으로 활용한 방법 중 

가장 효율성이 높고 이후 관리에도 순하게 진

행됩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12월 4일 오후 7:29)

① 류형준 약사

입술포진에도 안티가 좋은 결과를 보 습니

다.

감사합니다.(12월 6일 오후 7:40)

① 류형준 약사  

요즘 같은 독감주의보에 가장 적절한 활용법

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6일 오후 8:21)

2018년 12월 5일 오전 11:28  

김OO 약사 

#체험사례 

66세, 남자.

입술포진으로 발트렉스 처방을 자주 받으신다.

그냥 계속 지나치다가 며칠 전 처방을 받아서 또 

오셨다.

안티OOO 5포 아침저녁 따뜻한 물로 드시라고. 그

리고 따뜻한 물을 수시로 드시라고 했다.

오늘 처방전 들고 오셔서 그것 참 좋다고, 안티

OOO 6포 달라고 하신다.

2018년 12월 5일 오후 12:48  

김OO 약사 

#체험사례 

75세, 여자. 기침 감기.

감기로 처방을 받아서 12일 정도 드셨는데 기침이 

안 떨어진다고 하소연 하셔서 안티OOO 6포 드리

면서 처방약과 함께 아침, 저녁 드시라고 함.

며칠 뒤 오셔서 기침이 안 난다고 좋아하심.

2018년 12월 5일 오후 1:09  

안OO 약사 

#체험사

김^순, 55, 여.

 

7월 안티써클 11

8월 안티써클 1122 

9월 안티써클 1122 케어본

10월 안티써클 1122 프리슬림

11월 안티써클 1133 

발끝부터 허리까지 저려 4개월 복용했으나 차도가 

없어 안티OOO의 양을 늘렸어도 긍정적인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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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운동부족이 아닐까요? 쉴수록 무기력해진다

면 림프관의 운동이 없어 노폐물의 적체가 더

해져가는 것으로 보이며 써클OO는 녹이기만 

할 뿐, 운동이 받쳐주지 않으면 노폐물이 림프

관으로 못갑니다. 각탕이 아닌 운동 혹은 림프

마사지가 필요할 겁니다.(12월 5일 오후 1:31)

② 손OO 약사 

써클OO이 녹혀주기만 하고 림프순환촉진을 

않는다고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써클OO이 효력이 없다

면 실망스런 써클OO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OO 약사님. 부탁드립니

다.(12월 5일 오후 2:00)

③ 이OO 약사 

손OO 약사 병의 원인을 고려하지 않는 치료는 

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에는 상 적 부족, 절 적 부족, 상 적 과

잉, 절 적 과잉이 있으며 순환 역시 절 적 

순환부족과 상 적 순환부족이 있습니다. 이

를테면 혈액의 부족 빈혈 같은 경우는 써클

OO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써클

OO는 순환의 상 적 부족에서 80%를 감당하

는 약이지 100%를 감당하는 약이 아닙니다. 

순환에서는 몇 가지 나뉘는 부분이 있고 그 

중에서 써클OO이 하는 부분 그리고 써클OO

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은 써클OO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야 합

니다. 

써클OO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상 적 순

환의 80%를 채우는 약입니다. 위의 경우에 

있어 병의 원인이 써클OO이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써클OO로 효과를 볼 수 없거나 적

게 볼 것입니다. 좀 더 예를 들자면 심장이 

멈추면 써클OO을 만 포를 투여해도 환자는 

죽을 것입니다. 절 적 순환장애지요. 

다음으로 써클OO의 효능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환도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중추신경의 손

상은 회복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서 즉 신경의 손상이 일정 이상 넘는다면 써클

OO로 치료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에

서 제가 댓 을 단 경우는 80%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의 경우에 써클OO이 듣지 않을 

경우 병용해볼 수 있는 혹은 접목해 볼 수 있는 

경우를 든 것이며, 이것이 듣지 않는다면 신경

의 손상으로 고민해 봐도 무방하다 생각합니

다. 

또한 여기서 제외되는 부분인데, 복용량은 나

오나 환자의 환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를테

면 음주나 찬 것, 매운 것을 주의하고 있는지 

과로나 스트레스는 없는지,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잘 가려진다는 

가정 하에 달린 댓 입니다. 술 먹고 있거나 

과로하고 있고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써클OO 

없어 초조.

11월까지 쓰고 한 십 여일을 쉬어 봤답니다. 그랬더

니 다리가 더 저리고 무력해져 다시 쓰겠다고 방문.

쓸 때는 진전을 못 느끼고, 쉬면 더 악화되는 이 

상황을 어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더군요.

혹시 해서 주변상황을 물어봤죠. 찬 것은 안 먹는데 

각탕은 안 했다네요. 각탕을 해보니 시원하던데 집 

구조상 힘들어 안 했다네요.

각탕의 필요성을 다시 주지시키고 안티써클 1133, 

거풍환 한 달.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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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OOO를 능가한다면 약도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면 덜하고 가만히 있으면 심해

지는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해드린 부분입니

다.(12월 5일 오후 11:19)

④ 손OO 약사 

상세한 해답 감사합니다. 저는 써클OO이나 

안티OOO를 너무 신봉했습니다. 저는 써클

OO을 림프마사지와 동격으로 생각했습니다. 

병이 깊은 사람은 림프마사지가 써클OO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으로 생각도 되고요, 양

요법도 같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

다. 마치 한약의군신좌사 같은 원리라고 할까

요. 감사합니다.(12월 6일 오전 9:48)

⑤ 류형준 약사

손OO 약사 저는 안티OOO와 써클OO의 원리

가 한방의 원리로 설명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

니다. 손OO 약사님, 이미 누구나 알기 쉬운 

한약제제 길라잡이에서 한방이론의 허구를 

밝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이 좋은 것은 

자연약의 효과가 좋아서이지 한방의 이론이 

좋아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신좌사, 선급후완, 선보후사 등등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써클OO는 림프액의 점도를 낮춰서 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고 운동과 마

사지는 실제로 림프순환이 되도록 하는 동력

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이 좋고 우선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

라 서로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⑥ 손OO 약사

림프액의 점도를 낮추는 기전을 알고 싶고 순

환부족의 80%를 써클OO이 담당한다는 그 수

치의 근거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6일 오후 8:52)

⑦ 류형준 약사

손OO 약사 저도 모릅니다.

단지 경험과 관찰을 통한 결론입니다.

아직 아스피린의 효과도 다 밝히지 못하는 것

이 현재의 연구수준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그 모든 근거를 만들고 밝히려

면 평생을 걸려도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6일 오후 10:00)

① 유OO 약사 

나도 해야겠다, 반신욕.(12월 5일 오후 2:52)

2018년 12월 5일 오후 1:32  

이OO 약사 

#체험사례 

54세, 여성. 본인 사례입니다.

약간 추위에 노출되었다고 느낀 후 옆구리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한 번 앉거나 누우면 일어날 

수 없게 되고, 억지로 힘주어 일어나면 힘이 주욱 

빠져서 다시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안티OOO 333 써클OO 333으로 복용했는데 조금 

나아졌으나 일어나는 과정에서 힘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42도의 물에 반신욕을 하면서 안티OOO 3, 

써클OO 3을 한 번 복용했더니 완벽에 가깝게 호전

되었습니다.

반신욕을 같이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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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OO 약사 

얼마간 복용하신 건지 궁금하네요.(12월 5일 

오후 2:58)

③ 박OO 약사

처음엔 하루 3번, 반신욕 땐 1번 복용으로. 맞

나요? 그리고 333이면 syrup으로 복용하실 

듯합니다. 추측임.(12월 5일 오후 3:12)

④ 손OO 약사  

오른쪽인가요?(12월 5일 오후 5:56)

⑤ 이OO 약사 

완쪽이구요, 정확히 옆구리는 아니고 약간 등 

쪽으로 치우친 부위입니다.

안티OOO 써클OO 각각 9포씩 하루 복용했 

습니다. 시럽제로 복용했구요.

급성이라 하루정도면 완치되리라 기 했는데 

기 치에 못 미쳐서 반신욕 같이 하 습니

다.(12월 5일 오후 6:33)

⑥ 류형준 약사

이OO 약사님은 정말 엄살이 없는 분인데 정

말 심하게 아팠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것입니

다. 감사합니다.(12월 6일 오후 8:12)

① 류형준 약사

처음에는 증상이 없어지면 안티와 써클을 그

만 먹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뿌리를 뽑지 못하고 계속되면 그때는 끝까지 

뿌리를 뽑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12월 6일 오후 8:11)

2018년 12월 5일 오후 3:03  

박OO 약사

#체험사례

088번째 [써클OO]+[안티OOO] 

전신(얼굴)앨러지, 가려움, 발진.

★ BUZ, 女, 64세, 155cm, 50kg.

(처방전만 좋아하시는 분)

◐병명(아픈 곳)

평소: 위염, 위통, 소화 부족 있음.

전신(얼굴)알레르기, 가려움, 발진(팔다리, 몸에 담

마진 형태).

◐병력과 현재 문제가 되는 증상과 심한 정도

알레그라 180 or 알레락 등등 한 달 이상 처방전 

받아오셔서 몇 번 권유했으나, 듣지 않으시다가 도

저히 차도가 없으니 수락.

◐써클OO/안티OOO의 복용여부와 추가제품 여부

만성(전신) 담마진. 

virus로 보고 두 가지를 추천하 습니다.

2018.10.12. 

써클OO환+안티OOO환 각60포(각1포씩 tid)

◐복용기간과 경과 

2018.12.05. 

소식이 없으시다가 약 두 달 만에 나타나셔서 물어

보니 “증세가 없어져서 오지 않았다.”” 합니다.

◐기타(보충설명) 

재발방지를 위해 더 복용할 것을 권유했으나,

다음에 나타나면 고려하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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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ㅋㅋㅋㅋㅋ(12월 5일 오후 6:27)

② 류형준 약사

낫는 것은 모르고, 안 낫는 것은 바로 아는 

것이 보통사람입니다.

감사 합니다.(12월 6일 오후 8:10) ① 류형준 약사

족저근막염은 별것도 아니면서 생활에는 굉

장히 불편한 병입니다.

좋은 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12월 6일 오후 8:09)

② 정OO 약사 

2018년 12월 5일 오후 4:51  

이OO 약사 

#체험사례

 

가끔 약국에 오시는 60  후반 아저씨.

얼마 전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밴드를 붙이고 오셔

서 약 좀 달라셨습니다. 김장 때 강판에 무우를 갈

다 살이 베었는데 병원에서 5일 동안이나 약을 먹

어도 아물 기미도 없고 진물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안티 1포씩 1일 3회 3일분 드렸더니 이 집은 왜 이리 

약값이 비싸냐고 투덜거리셨습니다. 그만큼 효과

가 좋으니 드셔보시라 하고 보냈습니다.

오늘 아주머니 소화 안 된다고 오셨기에 그때 다치

신 손가락은 어떻게 됐냐고 여쭤보니 다 아물었다

고 손가락을 보여 주십니다. 살펴보니 정말 다 아물

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준 약 드시고 나으셨냐고 

여쭈니 약간 겸연쩍어 하시면서 그렇다고 하십니

다.^^

2018년 12월 5일 오후 6:14  

정OO 약사

#체험사례

54세, 여, 김ㅇ숙.

족저근막염, 요통, 고지혈증.

https://band.us/band/62655371/post/9400 

(11/13 사례 발표)

7월 4일 안티OOO 101 써클OO 202

3개월 복용 후 10월부터 안티OOO 101, 써클OO 

101 복용 중.

오늘 다녀가셨는데 작년 1월에 생리하고 그동안 안

했는데 11월 27일 생리가 다시 나왔다네요.

피부 톤도 더 맑아졌고, 중국 여행 다녀왔는데

발바닥도 전혀 안 아프고 피로감도 별로 없어서

활기차게 잘 다녀왔다고 하시네요.

안티OOO 101, 써클OO 101 한 달분 또 챙겨가셨습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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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준 약사 선생님! 폐경 된 줄 알았는데 22개

월만에

다시 생리가 나왔다네요.

회춘의 반응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12월 7일 오전 9:52)

① 류형준 약사

어떻게 하든 빨리 확실하게 낫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6일 오후 7:54)

① 류형준 약사  

이제부터는 증상이 심해도 안티OOO와 써클

OO이 개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12월 6일 오후 7:50)

2018년 12월 6일 오전 11:59  

최OO 약사 

#체험사례 

여, 50 . 

급하고 솔직한 성격. 뱃살이 좀 있는 통통 체형.

12월 1일. 

약국에 오셔서 체한 느낌이 있어서 답답하다고 해

서 소화제 물약(온장고에 넣어둔 것)+가레오앰플 

1+ 써클OO(시럽) 1포+안티OOO(시럽) 1포를 그 자

리에서 드시게 했습니다. 

시간이 남으셔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데 몇 분 지나자 트림을 하면서 쑥 내려갔다며 시원

하다고 하시네요. 저도 그 자리에서 바로 트림 소리

를 들으니 저까지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고,

기분까지 좋아지는 사례 습니다.

2018년 12월 6일 오후 6:21  

이OO 약사 

#체험사례

그저께 40 로 보이는 여자분이 덜덜덜 떨면서 춥

고 열이 난다고 오셨습니다. 감기 몸살 같냐고 하니 

몸살은 아니고 근래에 생식기에 뭐가 나서 쨌었는

데 또 생겨서 오늘 병원 가서 또 쨌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덜덜덜 떨리고 춥고 열이 난다고 하셨습니

다.

안티OO 안티OOO 각 1포씩 1일 3회 2일분 드렸었

는데, 오늘 이 약 좀 더 달라고 해서 보니 안티OOO 

써클OO이 빈 봉지네요.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며 

소포장 1통씩 가져가셨습니다. 

2018년 12월 6일 오후 6:32  

박O 약사 

#체험사례 

박00, 여, 69세.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약, 진통제 복용 중.

인슐린펌프 장착.

면역력 저하로 폐렴, 폐결핵의 기왕력.



제3장 체험사례 001747

① 이OO 약사 

저녁식사 중 약사님 을 읽다가 눈물 나서 

계속 못 먹었습니다.

저도 오늘 울큰언니에게 써클OO 네 통, 안티

OOO 두 통 보내면서 제발 좋아지기를 기도했

기 때문입니다.

맘이 넘 아려서 사연은 다음 후기에 보내드리

고 싶습니다.^^(12월 6일 오후 7:24)

② 류형준 약사

가족사랑이 느껴집니다.

이제 안티OOO와 써클OO는 가족사랑이 되었

습니다.

감사합니다.(12월 6일 오후 7:45)

식욕저하로 80kg 넘던 체중이 40kg 정도로 곤두

박질. 최근 50kg 근접.

(40  중반 무릎 통증으로 스테로이드 장기치료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당뇨 얻게 됨.) 

야간에 근육경직 심해 남편이 밤새 주무르지 않으

면 잠을 못 이룸.  

근육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걸음걸이도 불편해 관

절인형 같다. 파스로 도배. 

온몸이 아파서 이제는 병원약 말고, 주는 약을

먹어봐야겠다고.

열심히 먹을 건지 다짐받고, 써클OO와 안티OOO

가 무슨 개념인지만 간단히 설명하고 우선 일주일

정도 써클OO만 22 드시고, 그 이후 안티OOO 하나

씩 같이 복용하라고.

써클OO 두 통, 안티OOO 한통 드림. 

각탕법 이외 생활지침은 이야기해도 지킬 수 없을 

만큼 몸을 가누지 못함.

한 달 좀 넘어 전화통화.  

좋아졌다고 하시기에 뭐가 좋아졌는지 거꾸로 물

어보았다.

어떤 약을 먹어도 잠을 잘 자거나 다리가 좋아진 

일은 없었다고. 근데 이제 다리 주물러주지 않아도 

잠잘 수 있고 다리 쥐나는 게 없어졌다고. 밥도 맛

있어지고 아침에 화장실을 편히 3번씩이나 가고.

나쁜 것이 다 나가 버리나보다며 좋아한다. 

일부러 어떤 점이 좋아질 거라고 말하지 않았다. 

정말 좋아지면 표현하는 걸 듣고 싶었다. 

빨리 더 보내달라고 한다. 

생전 약을 약답게 먹는 사람이 아니기에 놀랄 수밖

에. 

이 환자는 나의 친언니. 

늘 뭔가를 보내주긴 해도 별 기 효과가 없었다.

써클OO 4통, 안티OOO 2통 보냈다.

전번 건 그냥 먹고, 이번 건 약값 보내준단다. 

약값 안줘도 상관없으니 열심히나 먹고 아프지나

말라고. 먹다 보면 건강해질 꺼라고.

늘 잘 웃고 명랑하던 언닌데, 마음이 많이 아리하

다.

고맙다고 퀼트 작품 보내준단다.

울 형부 고생이 끝나는 건가?

2018년 12월 7일 오전 6:40  

김OO 약사 

#체험사례 

60세, 여자, 본인.

3일전 입안에 뭔지 두개가 나서 걸리적거린다. 

뭐지? 하고 지나치다 코끝과 코밑도 손이 가고 해

서 그 다음날 써클OO 222, 안티OOO 111 먹는 중이

었는데, 저녁에 안티OOO를 1포 더 추가해서 먹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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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런 일은 치유의 길에서 자주 겪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7일 오후 8:49)

① 손OO 약사  

꿀레몬차는 어떤 의미이고, 어떤 효과를 보셨

나요?(12월 7일 오후 5:55)

② 류형준 약사

예전 제게 왔던 환자의 보호자가 생각납니다.

더니 입안에 난 것이 아침에 일어나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2018년 12월 7일 오전 11:37  

박OO 약사

#체험사례

089번째 [써클OO]+[안티OOO] 

10년 이상 위와 장이 불편.

★HYD, 男, 65세, 180cm, 75kg.

065번째 기록. 

◐병명(아픈 곳): 만성위염 + 만성장염 = 다른 곳 

건강(?)

새벽 4시 기상 운동함. 

다른 질병 없고, 건강검진 깨끗. 

본인 건강하다고 생각.

만성 장염(과민성, 신경성: 연변3~4회/일. 이급

후중)

한 달에 절반은 장 불편: 정로환 상용 + 양배추, 

브로콜리 주스, 생강차.

위염 처방약: 예전약 (H2 가나칸 아루사루민 그란

닥신)- 약10여년 / 최근처방전 (설프라이드+메디

락에스)

2018.08.18. 

써클OO + 안티OOO 각 60포(각1포씩 bid) (꿀 레

몬차 2개)

2018.09.22. 

써클OO + 안티OOO 각 60포(각1포씩 bid)

기호품 금지시킴(커피5잔/일, 생마늘 즐김, 젓갈 

즐김, 술은 간혹.)

호전현상:

변1~2회, 장 편하고, 위장 편함.

- (이상 기록 내용) 

2018.10.29. 

써클OO + 안티OOO 각 60포(각1포씩 bid)

2018.12.06.

써클OO +안티OOO 각 60포(각1포씩 bid)

◐복용기간과 경과 

소화력과 변이 폭 향상되고, 개선됨.

속도는 천천히지만, 처방약 복용 안 함.

미해결: 홍시, 감 종류 먹으면 탈이 난다. 

어깨, 목덜미 뻐근.

◐기타(보충설명) 

“위와 장만 편하면, 어깨, 목덜미 뻐근한 것은 신경

도 안 쓴다.”면서도 매번 “복용비용이 비싸다.” 라

고 불평하기에, “10년간 복용하던 처방약도 해결이 

안됐는데, 오히려 싸고 감사한 일 아닌가요?” 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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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우의 어머니인데 한 달에 30만원 약

값이 비싸다고 올 때마다 이야기하기에 석달 

째에는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거지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닙니다.

당신이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면 오지 마세

요.

지금부터 다시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때

는 제가 당신을 거부합니다.

세 번을 참은 것도 당신한테 돈을 많이 받으려

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이가 불쌍해서 봐준 

것인데 억울하면 이제까지 받은 돈 모두를 돌

려줄 터이니 다시는 오지 마세요.

하 더니 그다음부터는 정말 친절하게 감사

도 하고 고맙다고 과일도 사오고 친절하게 바

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비싸다는 말이 입에 붙어서 

고맙다는 말을 잊고 삽니다.

감사합니다.(12월 7일 오후 8:36 놀랐어)

③ 박OO 약사

손OO 약사 레몬차에 해선 천기누설 책자에 

나와 있으므로 따로 설명 드리지 않아도 되겠

죠?(12월 7일 오후 10:31)

2018년 12월 7일 오후 1:18  

이OO 약사 

#체험사례 

67세, 여, 약사 엄마.

다리쥐가 자주 내리며 항상 차가워서 여름에도 긴

양말 신음.

밤에는 종아리 경련으로 자주 일어남.

안플원, 마그네슘 포함 순환제 복용으로 경련은 줄

어들었지만 다리통증 순환은 개선이 안 됨.

안티OOO 1, 써클OO 1 하루 두 번 복용. 

첫 달부터 다리 시리던 부분이 따뜻해지면서 통증

이 많이 감소하고 쥐내리는 것도 사라져서 처방약 

안플원을 드시지 않음.

지금 석 달째인데 확실히 효과가 있어 좋아함.

52세, 남, 직원 남편.

화물 운전하시는데 다리 쥐내림과 교통사고 후유

증으로 다리통증.

이석증으로 처방약 드심.

써클OO 22 복용으로 이석증 약 중지하고, 지금은 

써클OO 11로. 

다리 통증 쥐내림 감소로 병원 거의 안가시고 2달

째 복용하고 계심.

70세, 여.

주위에서 모두 감기가 심해서 본인이 예방목적으

로 20포씩 구매.

본인만 감기가 안 걸리고, 주위는 모두 후두염과 

기침감기로 고생중이라고. 

예방하기 위해 올 겨울 계속 드시겠다고 하심.

9세, 남. 울아들.

태어나서 모세기관지염으로 고생 무지함.

보통 콧물이 살짝 비치다가 바로 저녁부터 기침이 

심해지기 때문에 풀미코트로 항상 조절해줌.

이번에 체험학습 다녀온 후 기침을 시작하려 하기

에 바로 안티OOO(시럽) 먹이니 거짓말같이 기침 

안함.

본인이 매일 아침저녁 안티OOO(시럽) 챙겨 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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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열심히 하다보면 장기복용 환자 오십니다~. 

(12월 7일 오후 2:43)

② 류형준 약사

이OO 약사님 안티OOO와 써클OO을 제품으

로 팔려고 하지 마세요.

안티OOO와 써클OO을 팔려고 하면 환자들은 

비싸다고 거부합니다.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듯 환자에게도 가족과 

같이 해주세요.

환자들은 약사님이 가족에게 주려고 하는 좋

은 제품을 자신에게도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명은 약사님의 몫이고, 선택은 환자

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7일 오후 8:29)

③ 이OO 약사 

류형준 약사 약사님, 제 에서 그렇게 느꼈다

면 서운하지만 저의 부족함이 있겠지요. 약사

로 17년 만에 작년에 시골에서 첫 개국으로 

환자를 부모와 가족같이 하면서 약사로서 

환으로 먹다가 시럽으로 먹으니 맛있다고 쪽쪽 빨

아서 먹음.

부분의 애들 감기중인데, 이번 겨울 아직 기침약 

안 먹은 게 신기함.

써클OO(시럽)은 맛이 쓰다고 아직은 먹기 꺼려해

서 내년 봄부터 먹일 생각입니다.

40세, 남, 약사 남편.

올 7월 오른쪽 옆구리 상포진으로 한 달간 팜시

클로버, 진통제, 피부약 복용.

후유증으로 신경성통증으로 가바펜틴 복용.

9월에 안티OOO를 알고 먹기 시작. 

안티OOO 2포씩 2번 복용하면서 가바펜틴 하루 2

번 복용에서 일주 일만에 끊고 통증은 80프로 감소.

지금도 스치는 느낌이 아직 남아 있음.

1포 bid로 줄 다가 후두염이 와서 다시 2포씩 bid

로 먹기 시작함.

50세, 여. 약국 직원.

급성신우염으로 혈뇨에 통증도 심함. 

항생제 먹고 괜찮다가 다시 시작하기에 안티OOO 

2포씩 하루 2번씩 3일 먹고 괜찮아짐. 

그래도 계속 힘든 일이 많아서 1포씩 하루 2번 먹고 

있음.

평소에도 방광염이 심한데 이렇게 잘 지나간 게 신

기하고 감기예방도 한다고 당분간 계속 먹겠다고 

함.

본인 아들도 후두염으로 안티OOO 2포씩 먹고 기

침이 바로 줄어들고 목통증 줄었다고 꾸준히 복용 

중.

62세, 남.

귀 이명, 어지러움으로 처방받으러 왔다가 써클OO 

5포짜리 권함.

다시 오셔서 훨씬 머리도 맑고 좋다고 20포 재구매. 

보험 안 된다고 비싸다고 하시며 가셨네요.

부분은 저의 가족이나 직원분들이 2달 이상 계속

복용이고, 아직 환자분들은 한 달 이상씩 드신 분이 

드물지만 계속 도전중입니다.

시골인데다 노인분들이 주사에 의존하셔서 일반 

양제 판매도 쉽지 않은데다 안티OOO와 써클OO

이 고가인 편이라 처음에는 저 역시 망설 습니다.

5만원에서 10만원 넘는 주사를 일주일에 2~3번도 

맞으시고 25만원 넘는 효과를 알 수없는 보약도 사 

드시는 걸 보고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고 효과를 확인

해서 어르신들이 병원쇼핑? 하지 않고 진짜 몸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도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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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고민을 하며 있던 차에 약사님의 제품을 

알게 되었고 먼저 가족들에게 적용하고 신뢰

가 있는 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순히 제품 파는 약사가 되고 

싶지 않아 선택한 것인데 약사님께 권고를 들

으니 우울해지네요.ㅠㅠ(12월 7일 오후 8:58)

④ 류형준 약사

이OO 약사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도 약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약국을 했습니

다. 동네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고 

환자분들의 경제사정도 뻔히 아는 상황이었

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파서 오시는 분도 많은 약을 

권하면 괜히 속상해 할까봐 설명도 안하고 간

단하게 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 약장사가 왔습니다.

처음 2주일은 선물도 주고 호감을 끌더니 달

팽이 액기스를 파는데, 1달분에 20만원인데 

1년분은 120만원 한다고 모든 어르신이 양손

에 가득 달팽이액기스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동네사랑방 같은 약국을 했으니 그분들 

중 절반은 약국에 들어와서 달팽이액기스를 

샀는데 무릎 아픈데 좋으냐고 물어서 달팽이 

액기스가 무릎연골을 재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줬습니다.

그런 폭풍의 시간이 지나고 생각했습니다.

건강이 나쁜 분들에게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

로 좋아질 수 있는 기회마저 설명하지 않았구

나.

그분들은 어떻게 하든 낫고 싶었는데 저만 딴 

생각을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로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선택은 환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선택을 못할 수도 있고 

아직 이해를 못해서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습니

다.

그러니 비싸다는 말에 상처받지 마시라고 올

린 에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2월 7일 오후 9:09)

⑤ 이OO 약사 

류형준 약사 약사님의 경험을 똑같이 경험했

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생각으로 이제 시작하

는 중입니다. 선배 약사님으로서의 경험을 공

유해주니 한결 위안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동정과 노파심으로 

간과했다는 것을 깨닫고 계속 공부하고자 하

는 의욕이 생기네요. 바쁘신데 답  감사합니

다!^^(12월 7일 오후 9:22)

2018년 12월 7일 오후 4:40  

강OO 약사 

#체험사례 

80세, 여자, 김00.

방광염으로 병원에서 처방전 받아 오심.

피곤하면 방광염이 재발하신다고 함.

처방전은 받아 왔으나 처방약은 안 드시겠다고.,

위도 약하고 약 드시고 응급실 실려간 적이 여러 

번이라 병원에서 주사 맞는 것 외에 약은 안 드시겠

다고 약국에서 좋은 약 달라고 하심.

안티OOO 111, 써클OO 111 10포씩 드림.

오늘 방문하셔서 안티OOO, 써클OO 드시고 몸도 

안 아프고 방광염도 좋아졌다고 각 10포씩 재구매.

속도 편하고 좋은 제품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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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방광염에도 좋고 위도 편하고, 

치유의 길이 바로 이러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7일 오후 8:17)

① 류형준 약사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패쑤~~

빨리 낫고 싶은 사람은 그냥 따라옵니다.

감사합니다.(12월 8일 오전 8:33)

② 이OO 약사 

간장약은 무엇이며 왜 썼는지요?(12월 8일 오

후 2:58)

③ 박OO 약사

이OO 약사 예~. 보통은 구내염 비타민을 쓰곤 

했는데, 몹시 피로해 보이고 입안에 열감의 

느낌에서 보조효과가 있을 것 같은 감으로 했

지요. 비타민과 간장약이 복합된 제품입니다.

2018년 12월 7일 오후 11:01  

박OO 약사

#체험사례

090번째 [써클OO]+[안티OOO] 심한 설염

★ 女, 60 정도. 키가 엄청 큰 여성.

◐병명(아픈 곳)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혀끝을 보여주며 병원 다녀

도 안 낫고, 아프고 불편하다고 합니다.

◐써클OO/ 안티OOO의 복용여부와 추가제품 여

부 

먼저 온 환자도 있고 하여서 써클OO + 안티OOOsy 

각10포(1포씩 tid) + 간장약30정(2T씩 tid)

◐복용기간과 경과 

2018.12.07.

오늘도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혀끝을 보여 주시며 

“많이 나았으니, 그 로 주세요.”

◐기타(보충설명) 

최근에 허피스/ 구내염/ 설염 등에 써클OO/ 안티

OOO를 권유해 보면, 본인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

시는 분들은 그냥 패쑤~~!

이래저래 심한 분들은 두말없이 수용하는 듯합니

다.

2018년 12월 8일 오후 3:49  

이OO 약사 

#체험사례

약사 본인.

정말 안티OOO, 감기에 쨩!

요즘 머리에 쥐가 날 정도의 신경을 쓰고 있어서

면역력이 바닥이 났는지 목요일 오후부터 목이 칼

칼해 지더니 기침과 가래가 자주 나오기 시작.

약 안 먹고 참고 또다시 약사회 강의를 8시 30분부

터 11시까지 듣고, 갑자기 닥친 한파의 칼바람 맞으

며 걸어 집에 오니 기침이 쉴 새 없이 나왔다.

안티OOO의 위 함을 손수 체험하고저 2포를 먹고 

자니 신기하게도 기침을 안 한다.

또 재발 하나 안하나 보려고 지금 이시간까지 안티

OOO는 더 안 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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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OO 약사 

아직 안티OOO를 취급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소분판매 가능한 제품인가요??? (12월 8일 오

후 4:13)

② 이OO 약사 

네, 소분판매 가능합니다.(12월 8일 오후 

4:19)

③ 최OO 약사 

날개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감기약에 같이 주

시면 돼요(12월 8일 오후 4:25)

④ 정OO 약사 

최OO 이OO 약사 감사합니다. 그럼 소분판매 

시, 가격이 얼마가 적정인가요???(12월 9일 

오전 1:01)

⑤ 이OO 약사 

한 포당 2천원입니다.(12월 9일 오전 9:21)

⑥ 류형준 약사

안티OOO의 효과가 어디까지일지 끝을 확인

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12월 9일 오전 10:13)

⑦ 도OO 약사 

치험례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 안티

OOO 써클OO 어찌 써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

다.

1. 만성방광염

2. 33세 조카 다낭성난소증후군에는 어떻게 

처방해야 할지 류약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죄송합니다.(12월 11일 오후 5:23)

물론 환자분한테는 용량을 여유 있게 드려야 하지

만!

약사님들께서는 기침환자에게 자신 있게 권해주세

요.

2018년 12월 9일 오전 10:34  

류형준 약사

#체험사례

뇌성마비와 발달장애

오늘도 중국출장을 갑니다.

지난 두 달간 예스킨 일정과 개인사정으로 출장을 

가지 못 했는데 두 달 만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근이 양증 환자는 뒷마무리만 하면 되는 정

도이니 아무 문제없습니다.

시작한지 7~8개월 된 뇌성마비와 발달장애를 함

께 갖고 있는 설00 37세 여자.

오랜만에 설00를 만나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이제까지 진행을 보면 가장 큰 변화는 말을 전혀 

못 했는데 중국말로 ‘1, 2’인 ‘이, 얼’까지는 말했다

고 합니다.

또 문자 화를 자주 하는데 전에는 단어 나열 정도

로 화를 했는데 이제는 문장으로 문자를 보낸다

고 합니다. 

그냥 서있을 때는 구분이 힘들 정도로 자세가 좋아

졌고 게걸음처럼 걷는 모습이 이제는 전진하며 걷

는 모습을 보이니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행동이 민

첩해졌습니다.

왼손은 스스로 펴지 못해서 앉으면 절반의 시간은 

왼손가락을 펴고 있었는데 스스로 왼손을 펴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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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우리 선생님, 단하시네요!(12월 9일 오후 

1:59)

② 정OO 약사 

믿을 수 없는 세포의 힘이네요.(12월 9일 오후 

9:03) 

③ 류형준 약사

이OO 약사 감사합니다.

정OO 약사 그것이 치유의 길입니다.(12월 10

일 오전 6:42)

① 류형준 약사

일상적인 감기에는 안티써클 111, 죽을 만큼 

아픈 독감은 안티써클 333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10일 오전 6:44)

② 김OO 약사 

네, 감사합니다.(12월 10일 오후 6:52)

건을 쥐기도 합니다.

또한 전에는 혼자서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식사 시 떨어뜨리는 음식이 많아서 항상 턱받

침을 했었는데 떨어뜨리는 음식물이 적어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턱받침 없이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발달장애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 행동을 유심히 관

찰해서 구분을 해야 해서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차이가 많지만, 뇌성마비는 눈으로 보면서 차이를 

알 수 있으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와 뇌성마비는 서로 다른 병이 아니라 뇌

신경에 바이러스염증으로 신경시냅스가 고장난 것

이며 단지 그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

이 다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치유과정이 확률게임이 아

니고 치유의 환경만 제 로 만들어지면 100%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이야기 했고 항상 결과로서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유의 길을 모두 안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9일 오후 3:41  

김OO 약사 

#체험사례 

65세, 남자.(남편)

 

며칠 전부터 판피린 내복액을 찾더니 안 되겠다 싶

은지 옆 의원 가서 2일간 주사를 맞는다.

지난 2월에도 감기로 죽을 만큼 아팠는데(아무래도 

못 살 것 같다고, 좋아하는 개 밥 주는 것도 힘들어

서 누굴 주라고 할 정도), 그래서 미리 조심하는 

거라고.

안티OOO 111 3일 복용하더니 거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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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환자들에게 열심히 설명하는 것이 약사의 역

할이고 용기이고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10일 오전 6:45)

① 류형준 약사

위의 상황을 보니 심장에 부담이 오는 경우입

니다.

2018년 12월 9일 오후 4:08  

이OO 약사 

#체험사례 1

여, 36세, 정*경.

감기약 처방전 들고 내국.

조제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타 병원에서 약을 먹

었는데도 낫질 않아 앞병원으로 왔다고 하심.

목소리가 쇠소리에다, 가래가 목에 걸려있는

느낌.

안티OOO만 111 조제 일수에 맞춰 드림.

다시 오셨는데, 목소리도 좀 맑아지고 가래 끓는

소리도 줄어듦.

안티OOO 소포장 1통 가져가심.

 

#체험사례 2

남, 28세, 이*열.

감기가 약간 심한상태로 병원 다녀와서 조제 하러

옴.

힘들어 보여서 안티OOO를 설명하고 같이 복용해

보자하니 거절함.

일단 병원약 먹어본다고 하심.

역시 3일후 힘든 모습으로 다시 처방전 들고

오셔서 이번엔 안티OOO 같이 먹어본다고 함.

다시 또 오셨는데,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좀 더 드

셔본다고 안티OOO만 더 3일치 가져가심.

환자들한테 열심히 설명하고 퇴짜 맞아도 

선택은 환자의 몫이기 때문에...

2018년 12월 9일 오후 5:14  

성OO 약사 

#체험사례 

70세, 여. 

전단지 나눠주는 일을 하셔서 추운 날씨에 하루 종

일 밖에 서 계시는 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며 약을 달라신다. 

딱 한 번 먹을 것, 한가지만.ㅜ

머릿속에 여러 약들이 스쳐지나가지만 절  한 가

지만 달라고 강조하셔서 써클OO 한 포를 드렸다.

2~3시간 후 일하다 웃으며 들어오셔서 넘 편하시

다며 더 달라고 하네요.

써클OO이 할머니의 깊숙이 숨어있는 꼬깃꼬깃해

진 쌈짓돈도 나오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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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12월 10일 오전 6:48)

① 류형준 약사

열심히 준비한 공연일 텐데 무사히 마쳐서 다

행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10일 오전 6:53)

① 손OO 약사 

효과만점 축하드립니다. 근데 써클OO 1회 용

량이 3포이고 1일 9포 맞습니까? 당귀수산은 

몇 그램이고요?(12월 10일 오후 12:46)

② 류형준 약사

써클OO 333으로 먹었다면 하루 이틀 삼일 

안에 없어집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12월 10일 오후 

3:08)

③ 류형준 약사

손OO 약사 참고로 당귀수산은 써클OO의 효

과에 10% 정도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12월 10일 오후 3:09)

2018년 12월 9일 오후 11:31  

장OO 약사 

#체험사례 

고2. 아들 사례입니다.

감기 끝에 기침이 오래가서 써클OO 2, 안티OOO 

1 세 번 복용 중이었어요.

공연준비하다 발목 접질려 왔습니다.

화요일 새벽1시에 보니 복숭아뼈 밑 부분이 퉁퉁 

부어있기에 에어파스 뿌려주고 낙소졸 먹이고 써

클OO 2포 바로 복용시켰습니다.

아침 일어나보니 퉁퉁 부어있던 부위가 다른 발목

과 똑같이 붓기가 쑥 빠져있네요

그 후로 계속 먹던 로 써클OO 222 안티OOO 111 

먹 고, 오늘 일요일 멀쩡하게 춤추는 공연 잘 마쳤

습니다.

기침도 좋아져 써클OO 111 안티OOO 111로 줄 고 

키에도 분명 도움될 거라 믿고 계속 먹일 생각입니

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오전 11:35  

한OO 약사 

# 체험사례 

50 . 아는 지인.

유리창이 있는 줄 모르고 나아가다가 왼쪽 눈 위 

이마를 꽝 부딪쳐서 혹불이 엄청 크게 나고 눈썹 

밑이 퍼렇게 멍들고 부어서 눈이 안 보일 지경으로 

왔습니다.

써클OO 3포와 당귀수산 1포씩 하루3개 일주일분 

드시게 했더니 일주일 만에 오셨는데 멍은 감쪽같

이 나았고 혹불만 조금 남았습니다. 또한 항상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셨는데 덩달아서 어깨도 안 아프

다고 신기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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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주요 증상에 한 차도는 어떤가요?(12월 11

일 오전 12:24)

② 서OO 약사

이OO 약사 목에 이물감은 없어짐.

어깨 결림은 많이 좋아짐.

수족번열감, 손발 저림은 50% 정도 좋아짐.

(12월 11일 오후 9:27)

③ 이OO 약사 

감사합니다.^^(12월 11일 오후 10:36)

2018년 12월 10일 오후 12:46  

서OO 약사

#체험사례 

여성, 64세, 정선♡.

표증상: 만성피로, 무기력.

주요증상:

손발에 번열(수족번열감). 어깨 결림. 손발 저림.

목에 이물감.

기왕병력:

유방암(우축), 다발성골수증 전단계, 백내장.

투약:

3월 24일 써클OO 11 안티OOO 11

4월 3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5월 3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6월 18일 써클OO 11 안티OOO 11

7월 2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8월 1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8월 20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9월 5일 써클OO 11 안티OOO 11

9월 18일 써클OO 11 안티OOO 111

10월 11일 써클OO 11 안티OOO 11

10월 17일 써클OO 11 안티OOO 11

11월 13일 써클OO 11 안티OOO 11

11월 28일 써클OO 11 안티OOO 11

12월 10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경과 반응:

변이 잘 나온다. 얼굴혈색이 좋아짐.

훨씬 덜 피곤하다. 잠이 잘 온다.

몸이 가볍다. 두통이 줄어들었다.

2018년 12월 10일 오후 1:02  

허OO 약사 

#체험사례 

1. 엄지손가락 끝 염증으로 항생제 2주 이상 투여해

도 계속 재발해서 고생하시는 환자분에게 안티써

클 1포씩 4회분 투여.

드레싱 풀고 나았다고 항생제 처방 또 받아오셨는

데, 안티써클 효과를 인정을 안 하시네요.

완치 위해 좀 더 드시라 했더니, 도망치듯 나가시는 

뒷모습 보니 약사에 한 믿음이 저리도 없나 싶더

라구요.

그래도 안티써클의 탁월한 효능을 보니 기쁘더라

구요.

2. 독감으로 2주간 발열, 인후통, 기침. 

목소리 잠겨 거의 말씀을 못하시던 환자분께 안티

OOO 3포씩 3회 2일분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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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한달 전과 이후가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12일 오전 10:33)

목소리가 트여 말씀도 잘하시고 기침가래가 확연

히 줄었음. 

3. 약국직원. 

기침에 안티OOO 3포씩 3번 2일분 투여. 

가래가 붙어 잘 뱉지 못했는데 가래양도 줄고 기침

도 덜함. 생각지도 않은 어깨 뭉침도 풀리고 몸이 

가볍다 함.

2018년 12월 11일 오후 3:50  

최O 약사

#체험사례 

30  중반, 남.

9월에 바이러스성 결막염이 낫질 않아 안티써클 3

일분으로 나으신 분(체험례 올렸음).

그 후 상담: 

축농증(보통 겨울~초봄까지 처방약).

잘 때 쥐가 잘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종아리에서 

발바닥까지 땡겨서 걷기 힘들다~.

아래턱 쪽 뾰루지 가끔.

세포 치유와 운동 시작(자전거 타기).

11월 6일 안티OOO 101 써클OO 101 1달분.

12월 11일. 

아침에 일어나도 가볍게 걸어짐!

다리 당기고 무거운 거 없어지고 피부가 매끄러워

짐.

코! 속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있어서 작년과 생

활이 비교된다고 좋아 하시네요.

이번엔 액제로 1달분.

치유 끝까지 완주하시기로 !!!

2018년 12월 12일 오후 6:42  

장OO 약사 

#체험사례 

 

신**, 64년생, 여자.

선장이신 남편분은 6개월~1년마다, 환자분은 2달

에 한번 혈압 고지혈약 타러 오시는 단골분입니다.

10월 27일. 토요일.

계속 불안하고 안전부절 힘들어 하는 게 보여 도

체 무슨 일이시냐고 물으니 남편분이 배타고 나갔

다가 6개월 전 현지서 쇼크사 했다고 함.

체중 62킬로이던 분이 먹지를 못하니 10킬로나 빠

지고 귀에서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살 수가 없고

다리는 후들후들 머리는 쿵쿵 고 데파스 없이는 

잠을 못 이루심.

이러다 죽겠다 싶어 소견서 받아 입원하려고 하신

다고.

마침 샘플로 보내주신 써클OO 11, 안티OOO 11 이

틀분 드리면서 드셔보시고 좋으면 연락 달라 말씀 

드림.

10월 2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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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전화 주셔서 귀에 소리가 확 줄었다고 하심.

소리가 덜 나 살 거 같다며 써클OO 11, 안티OOO 

11 사가심.

11월 3일.

써클OO 11, 안티OOO 11 자녀랑 함께 복용.

데파스 0.5 리 밤 11시 1알, 6시에 깨면 또 한 알, 

낮에도 가슴이 뛰어 또 한 알. 

총 3알 먹던 거, 가슴 뛰는 것과 귀에 소리 나는 

거 덜하니 밤에 한 알, 6시에 반 알로 줄이고, 낮에

는 먹지 말자 제안함.

11월 14일.

들어오시는데 새하얬던 얼굴이 발그레 웃으며 오

심.

원래 생글 잘 웃던 분이셨는데 그동안 맘고생으로 

얼굴에 핏기 웃음 다 사라졌었음.

딸이 “엄마가 생기 있어졌어요.”라고 했구요,

체중 1킬로 증가.

데파스는 3알에서 1.5알로 줄이심.

써클OO을 2포로 늘이자 제안 드렸는데, 2포 드시

고는 힘들다고 해서 1포로 계속. 

12월 12일.

더 발그레한 모습으로 웃으며 오시고, 귀에는 거의 

소리 없다고 하심.

체중 1킬로 증가.

데파스는 불안해서 끊지는 못하고 계속 하루 1.5정.

구내염 때문에 아프다 그러셔서 써클OO, 안티

OOO 복용 때 가글처럼 입안에 머금고 삼키시라고 

말씀드리고 리보테인 함께 드림.

써클OO 11, 안티OOO 11 계속 사 가심.

오늘 옆에 내과병원 선생님께서 환자분 얘기하시

며, 드시던 졸로푸트ㅡ항우울제가 드라마틱하게 

반응했다고. 환자가 진짜 좋아졌다고 하시기에, 

“아니예요 써클OO 안티OOO 덕분이예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걸 참고 입술 꼬옥 깨물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신 분께 처음부터 고용량은 

힘들고, 낮은 용량으로 유지하다가 체력 올라오면 

서서히 높이는 게 좋겠다 싶구요.

졸로푸트, 데파스, 리비알까지 졸업시키는 날까지 

써클OO, 안티OOO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오후 9:23  

백OO 약사 

#체험사례 

56세, 남자. 본인.

며칠 전에 왔었는데 관심 안 두고 처박아 두었던 

약을 10월 26일 아침, 써클OO 두 포를 먹었더니 

얼굴이 화끈 달아오름을 느끼고 먹어야겠다는 결

심에 밴드 가입하고 주문.

처음 한 달 써클OO 3포, 안티OOO 2포 먹다가

지금은 각각 2포씩 하루 세 번 복용 중.

명현: 가래가 엄청 나옴.

효과

1)목에 사마귀 점점 줄어듦.

2)겨울 되면 손발이 쩍쩍 갈라지는데, 올겨울엔 뽀

송뽀송.

3)프라이버그(희귀질환 발등연골괴사).

치료목표로 장기복용 중.  

좋아지는 중.

4)발톱무좀 치료 중. 

좋아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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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OO 약사 

안녕하세요. 형님.

반갑습니다.

풀코스를 좋아하시는 듯.

단하시네요.ㅎ

밴드 도 천천히 읽어보세요.(12월 13일 오

전 8:25)

② 백OO 약사 

조OO 약사 이왕이면 풀코스지~~ㅎㅎ

알았어~(12월 13일 오전 9:12)

① 손OO 약사 

청상보화환을 안 쓰시고 월비가출탕을 쓴 이

유를 여쭤 봐도 괜찮은지요(12월 13일 오후 

3:26)

② 박OO 약사

손OO 약사 예~ 환자를 보지 못했지만 땀이 

많이 나신다 하셔서 석고제가 필요하다고 판

단하 답니다.(12월 13일 오후 5:40)

5)안 먹고 춘천마라톤 풀코스(10월28일) 완주.

3일간 발등 아파 절룩절룩.

6)먹고 중앙마라톤 풀코스(11월4일) 완주.

월요일부터 말짱.

7)역류성 식도염 좋아짐.

8)컨디션 좋아짐.

2018년 12월 12일 오후 10:56  

박OO 약사

#체험사례

091번째 [써클OOsy]+[안티OOOsy] 심한 기침

★ 男, 노동하시는 할아버지.

◐병명(아픈 곳) 

한 달 이상 심한 기침(숨넘어간다).

085번째 기록의 JZH, 女. 

건성 기침 심함(2달 이상 고생).

(이 여성이 3일 만에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 

오셨다.)

◐써클OO/ 안티OOO의 복용여부와 추가제품 여

부 

본인은 안 오시고, 할머니가 신 오셔서 돈이 없다

고 하루치만 달라하심.

(기침도 심하시고 땀을 흘리신다고 하셔서, 과립 

겸용.)

2018.12.10. 

[써클OOsy] + [안티OOOsy](각1포씩 tid) + (시함

탕 + 월비가출탕)

2018.12.11. 

[써클OOsy] + [안티OOOsy](각1포씩 tid) + (시함

탕+월비가출탕)

이틀 만에 거의 다 나으셨는데, 하루치만 더 복용하

시겠다고 합니다.

2018.12.12. 

[써클OOsy] + [안티OOOsy](각1포씩 tid) + (시함

탕+월비가출탕)

◐기타(보충설명) 

없는 살림에 그나마 빨리 차도가 나서 고맙다고 하

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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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손OO 약사 

한 달 이상 기침이면 기력이 쇠할 터인데 황기

들은 약제는 안 되나요? 주제가 안티OOO와 

써클OO이니까 나머지는 적당히 배우는 입장

에서 질문 드린 것이니까 양해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12월 14일 오후 9:03)

④ 박OO 약사

손OO 약사 원칙은 환자를 보고 결정해야 하는

데, 한 달 이상 기침을 하 다고 반드시 기력이 

쇠한다고 볼 순 없겠죠?

정말로 허약하여 땀을 흘렸다면, 황기제를 쓸 

수 있겠지요?

일단 가족에게 물어본 바는 실증의 기침으로 

보았답니다.(12월 15일 오후 1:10)

① 류형준 약사

독감은 역시 좋은 항바이러스제가 역할을 합

니다.

그리고 만성증상에는 장기 복용이 정답입니

2018년 12월 13일 오후 4:41  

이OO 약사 

#체험사례 1

여, 40 . 앞가게 주인.

마스크 쓰고 콜록거리면서 목, 콧물약 달라고 하심.

일반 약으로 두 가지 드리면서 안티OOO 5번 먹을 

거 같이 드림. 

주의사항 설명 드리고, 따뜻한 물로 드시라고 함. 

다시 오셔서 전의 것과 똑같이 달라 하심.

콧물이 좀 좋아지고, 목이 컬컬한 것이 좀 좋아졌다

고 하심.

#체험사례 2

요즘은 감기환자가 좀 있어서 안티OOO가 잘

나가네요.

처방약과 같이 먹으니 시너지가 더 나는 것 

같습니다.

평소 때 같으면 망설이던 분들도 권하면 부분 

가져가십니다.

고생들을 하고나서 그런 것 같고, 효과가 있으니까

요

#체험사례 3

여, 58세, 최*순. 

눈 떨림, 붓기, 피곤.

마그네슘제제 상담하러 왔다가 진열되어 있는

써클OO 안티OOO 내용을 읽어보더니 며칠만 먹어

보고 싶다고 함. 

써글OO 11 안티OOO 11 3일분.

복합마그네슘 제제 11 한 달분, 책자 한권 드리고

명현반응 설명 드림.

오늘 오셔서 몸이 좋아진 느낌이라 더 먹어봐야겠

다고 안티써클 11 한 달치 구매해감.

장기복용 할 것 같습니다.



001762  A BOOK OF EXPERIENCES

다.

감사합니다.(12월 15일 오후 12:47)

2018년 12월 13일 오후 6:33  

강OO 약사 

#체험사례

24세, 여자, 방00. 지체장애 2급.

처방약을 먹으면 증세가 더 악화되어 저희 약국에

서 한약으로 조금 호전되었으나 아래 증세는 호전

이 안 되어 류형준 약사님께 부탁드려 머리카락 검

사 후 처방받아 치유 시작함. 

표적인 증세는

1. 폭력성이 심하다.

2. 집중력이 없고 하고자 하는 일이 맘 로 안 되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

3. 약속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킨다.

4. 고집이 세다.

5. 유연성이 없다.

6. 이해심 없고 인내심 수치심도 없다.

7. 돈 계산 안 되고, 가스불도 못 켠다.

8.귀가 한쪽이 잘 안 들린다.

9. 2살 때 심장 수술.

10. 늘 감기 잘 걸리고 장염도 잦다.

11. 틱 현상이 심하다.(성기를 만짐)

12. 깊은 잠을 못 이룬다.

13.침을 많이 흘린다.(병원 처방약 먹고 생겼음)

한 달 복용 후

1. 틱 현상 없어짐.

2. 침 거의 안 흘림.

3. 잠은 잘 자나 조금 일찍 일어남.

4. 폭력성이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

두 달 복용 후

1. 감기 장염이 덜 오는 듯

2. 이성에 관심을 보임(과거 같은 학교에 다녔던 

남학생을 보고 싶어 해 엄마와 동행해 다녀옴. 

다른 사람들이 이성 친구 있는 것 부러워함-처

음 있는 일이래요.)

뭔가 변화가 보인다고 어머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 뿐인 딸이라 늘 애달파 하셨는데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고 기뻐하십니다.

요기까지가 저번에 올린 체험 사례이구요.

현재 4개월 복용 중 변화 과정은

1. 폭력성 20~30% 줄어듦.

2. 인내력 -끝까지 해보려고 애쓰고 성취감도 느낀

다.

3. 약속도 지키려 애쓴다.

4. 고집도 덜 부린다(40~50% 호전).

5. 유연성 약간 생김.

6. 밤에 가끔 이불에 실례를 했는데 지금은 완전 

없어짐.

7. 코 풀고 아무 데나 화장지 버렸는데 지금은 안 

그런데요.

8. 이성 친구가 생겼어요(1주일에 1번 보호자와 함

께 만나고 온답니다).

6개월 복용 후 변화입니다.

1. 배려심이 생김- 생전 엄마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거나 음료수를 따주는 법이 없었는데 요즘은 

엄마를 먼저 챙겨 준 요.

2.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열심히 하고 쉽게 포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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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OO 약사 

소식 궁금했는데, 점점 나아지고 있네요.

함께 응원할게요. _()_(12월 13일 오후 6:53)

② 황OO 약사 

용량은 어떻게 하셨어요?(12월 14일 오후 

1:10)

③ 강OO 약사 

황OO 약사 머리카락 검사 후 안티OOO 11.

체질차 중추신경환 복용중입니다.(12월 14일 

오후 1:58)

④ 류형준 약사

강OO 약사 고맙습니다. 

황OO 약사 안티의 용량이나 복용기간이 중요

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좋아지고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제 눈에도 개선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제 발달장애도 뇌성마비도 치유의 길을 갈 

수 있는 질환인 것을 약사님들 모두 알아주셨

으면 합니다.

단 안티OOO와 써클OO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상의 치료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12월 15일 오후 12:40)

① 류형준 약사

혈압, 당뇨, 통풍 세가지 모두 만만한 병은 없

습니다.

그러한 병 모두를 한꺼번에 치유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치유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15일 오전 7:55)

려는 성향도 좋아진 듯하답니다.

3. 스위치를 한꺼번에 3개씩 눌 는데, 이제는 한 

개씩 누른 요.

4. 냉이 심했었는데, 많이 줄었 요.

5. 때론 사춘기가 온 느낌이랍니다.(류약사님은 미

운 3살이 된 거라고 하시네요.)

뭔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지긴 하는데 시간

이 필요함을 부모님께서 인식을 하시면서도 욕

심을 부리기도 하시네요.ㅜ

처음 적어온 내용을 보고 확인하니 “우리 아이

가 이 부분이 좋아졌군요.” 하십니다.

매일 느끼는 부분을 메모로 남겨놓으라 부탁드

렸어요.

2018년 12월 14일 오전 10:28  

김OO 약사 

#체험사례

2018년 10/5일 체험사례 올린 분.

추교O, 남, 만58세, 60/160. 택시운전.

혈압, 당뇨, 통풍약 복용.

8/13일부터 써클OO, 안티OOO 정량 복용해 오신 

분.

12/12 방문. 병원검사 결과 요산수치 정상이며 복

용하시던 혈압, 당뇨약 용량을 조절해야 할 것 같다

고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뻐하십니다.

꾸준하게 복용하셔서 혈압, 당뇨, 통풍약이 필요 없

는 몸으로 정상화 시키자고 당부 드림.

2018년 12월 15일 오후 5:09  

최O 약사

#체험사례

50  초,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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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탈모방지에 관한 체험사례가 꾸준히 올라옵

니다.

탈모방지에도 림프순환과 항바이러스제는 유

효합니다.

감사합니다.(12월 16일 오전 8:32)

① 류형준 약사

탈모개선, 손톱 갈라짐 개선, 누런 냉 소실, 

엘보우 개선, 구취와 구건 개선, 온 몸이 리모

델링되어 건강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길에서 느껴지는 행복함

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16일 오전 8:34)

폐경기 이후 극심한 탈모.

모발이 지극히 가늘고 힘이 없음.

탈모 관리 정기적으로 받고 있어도 그다지 만족하

지 않음.

잇몸이 약해져 있고. 어깨가 무거워서 잘 안돌아가

고 부종 있어서, 6월 초. 부종 해결을 위해 써클OO 

20포로 시작. 다시 써클OO 20포.

6월 25일.

붓는 게 좋아지고, 왠지 약이 좋아짐.

갱년기에 면역력이 떨어지니 모근 세포에 잠재된 

바이러스 때문에 탈모가 진행된 것이니 치유 시작

하자고 상담. 

안티OOO 101 써클OO 101

: 잇몸질환도 좋아질 겁니다!

7월. 그 로 1달분

8월. 1달분 탈모는 비슷(관리는 계속~)

9월. 2달분

11월 27일 101 101. 1달분.

정수리 부위 풍성해졌고 모발이 힘이 생기고

윤기도 나고 찰랑찰랑.

미용실에서 엄청 좋아졌다는 말 들음.

어깨는 언제 좋아졌는지 모르게 좋아짐.

12월 초. 

목 몸살감기: 감기약에 안티OOO 111, 써클OO 111

하루 만에 좋아짐.

어제(14일)는 친구분 모시고 왔습니다~.

2018년 12월 15일 오후 6:04  

안OO 약사 

#체험사례

안자, 61, 여. 7/26글

7~8월 안티써클 111

9~11월 안티써클 1122

머릿결이 풍부해지고 손톱 갈라짐이 소실.

누런 냉 흐름 소실.

1년 된 우측 엘보우염 소실.

구취, 구건 때문에 늘 애용하던 껌 퇴출

본인이 효과 확인 후, 남편도 치유 시작케 합니다.

안티써클은 사랑입니다.

안티써클 1122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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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다래끼의 새로운 처방 안티OOO 111, 써클

OO 222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16일 오전 8:41)

① 류형준 약사

이런 경우 처음 복용량을 안티OOO 111과 써

클OO 222로 1개월 복용하 다면 처음부터 

경과를 알았을 것입니다.

이후로 안티OOO 111과 써클OO 111로, 2개

월 이후 101로 진행합니다.

참고하세요.(12월 16일 오후 7:39)

② 손OO 약사 

처음부터 써클OO만 333으로 하 으면 어떨

까요?? 감사합니다.(12월 18일 오후 8:30)

2018년 12월 15일 오후 11:23  

김OO 약사

#체험사례 

다래끼, 2일분으로 잡다!

70  할머니가 딸이 다래끼로 안과에 다녀왔는데

짜야할 시기가 아니라고, 며칠 기다렸다 다시 내원

하라 했답니다. 

빨리 나아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 합니다.

 

안티써클 1,2로 6회분 드렸습니다.

며칠 후 효과가 좋았답니다.

그런데 사위도 다래끼가 나서 그 약이 필요한데, 

전국을 순회하는 중이라... 

충청도 어디라 했습니다.(택배를 받을 수 없이 이동 

중) 그 지역에서 찾아보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빨리 낫고 싶은 남녀노소 다래끼에

안티써클 1,2로 1일 3회 2일분 정도로도 효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래끼도 옮긴다는 거죠~!

2018년 12월 16일 오후 2:12  

이OO 약사 

#체험사례

44세, 여. 제 여동생입니다.

 

어디 세게 부딪히고 난 이후부터 어깨가 아프고 나

중에는 팔도 잘 안 올라갔습니다.

안티써클 1포씩 1일 2회 6개월 복용하 고, 중간에 

한의원에서 침도 열댓 번 맞았답니다.

복용하는 동안 우리 집에 놀러오면, 팔은 좀 어떠냐

고 물으면 “뭐 계속 아파!”라고만 하고 좋아졌더라

는 말은 안 하더라구요. 

근데 어제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이제 팔도 안 아프고 

무엇보다 팔이 올라가서 살만하다고 하더라구요. 

내가 “약 먹어도 모르겠다고 하더니 괜찮아진 거

야?” 라고 물으니 “그러게, 약 먹을 때는 모르겠더

니 약 끊고 가을 이후로 팔도 안 아프고 팔도 올라가

던데!” 라네요 

이후로 따로 먹은 것도 한 것도 없다던데, 안티써클 

효력이 뒷북 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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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류형준 약사

손OO 약사 써클OO 333은 1~7일 정도면 충분

합니다.(12월 19일 오후 3:38)

① 류형준 약사

때로는 집중요법이 필요합니다.

76세인 어머니께서 일년 내내 감기도 없이 지

내셨다니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16일 오후 7:41)

2018년 12월 16일 오후 2:36  

박OO 약사 

#체험사례

안티써클 고용량의 효과 체험례입니다.

저희 어머니(76세).

 

안티써클 11로 하루 두 번 정량 복용 11개월 중,

배가 살살 아프다기에(생굴 드심) 처음엔 심해 보이

진 않아 기본 용량에 안티OOO 1포를 추가복용하고 

주무심.

다음날 복통은 계속, 아프다 안 아프다 반복.

몸살처럼 기운도 없고 죽만 겨우 드심.

병원 가시겠다는 걸 밴드에서 배운 내공으로 333 

적용키로 함.

다행히 시럽이라 쉽게 안티써클 33으로 두 번. 

드시고 나니 복통 사라지고 기운 차리심.

이젠 좀 줄이셔도 될 듯 싶었는데, 333 효과에 만족

하신 듯 또 그렇게 드시겠다고.(사실 평소 약 쎄게 

드시는 걸 너무 싫어하심.)

생굴 드시고 탈나신 듯한데 하루 종일 배에서 꾸룩

꾸룩 소리는 나는데 설사 없이 병원도안가시고 온

전히 나으셨네요.

사실 감기를 달고 사시며 동네 내과를 단골로 다니

셨는데, 지난 일 년 동안 병원 한 번도 안가시고 

올해를 넘기신다는 생각이 들자 안티써클 없었으

면 어쩔 뻔했나 싶습니다.

한해를 보내며 류약사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2018년 12월 18일 오전 11:30  

서OO 약사

#체험사례 

남성, 45세, 남상♡.

표증상:

MRI 찍어봤는데 췌장에 신생물질 생김. 

병원에서는 6개월마다 추적검사하자고 함.

주요증상:

만성피로. 깊은 잠 안 옴.

투약:

11월 30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12월 15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반응경과:

1년 이상 먹으면서 병원검사도 받아가면서 경과 보

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약간 덜 피곤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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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12월 18일 오후 10:09)

2018년 12월 18일 오후 5:03  

박OO 약사

#체험사례

092번째 [써클OO]+[안티OOO] 허벅지 상포진

★KMH, 女, 63세, 155cm, 50kg. 상포진.

◐병명(아픈 곳) 

2018년 11월 딸 보러 호주에 갔는데 여름날씨에, 

집안일에, 과로에, 피로가 겹쳐 허벅지에 포진 발

생.

호주의 한국인 병원에서 보험 없이 처방받고, 카톡

으로 호소.

(vaclovirvalaciclovir) -한미약품의 <발시버>와 

같은성분

◐써클OO/ 안티OOO의 복용여부와 추가제품 여

부 

과로하여 면역저하로 생긴 것이니, 무조건 방콕

하여 피로 풀고 호주병원 처방약과 여름에 딸에게 

보낸 [써클OO/ 안티OOO]환이 있다 하니, 

(2018.11.30.) 써클OO환 222 안티OOO환 222 복

용하실 것.

◐복용기간과 경과 

복용1주일 만에 완전히 낫고(계속복용으로), 피로

도 없어지고, 감기도 안 걸림.

◐기타(보충설명) 

호주엔 여름인데도, 햇빛 덥고, 그늘 시원, 아침저

녁 추워서 온 가족 감기 걸렸다 함.

12월 18일. 

(써클OO/ 안티OOO환으로 각120포) 

(어린이용syrup각60포) 택배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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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와 써클OO이 비상약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18일 오후 10:01)

① 류형준 약사

써클OO 333은 이런 경우에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12월 18일 오후 9:57)

① 류형준 약사

이런 환자는 어느 약국이나 항상 있는 경우입

니다.

쉽게 시작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12월 18일 오후 9:56)
2018년 12월 18일 오후 8:26  

김OO 약사 

#체험사례 

57세, 여자.

계단을 내려오다 발목을 삐었다고 병원처방 받고, 

밤새 많이 붓고 아플 것 같다고 파스 달라고 하셔서

써클OO 333 드렸다.

2일 뒤에 오셔서 물어보니 거의 붓지도 않고 많이 

아프지도 않고 거의 다 나았다고 함.

2018년 12월 18일 오후 8:29  

김OO 약사 

#체험사례 

78세, 여자.

기침이 심하다고 남편분이 약을 사러 오셨다.

기침가래에 먹는 일반 약 2알과 안티OOO 1포 5회

분 드렸는데, 기침 뚝! 했다고 좋아하시네요.

2018년 12월 19일 오전 10:47  

심OO 약사 

#체험사례 

여성, 나이 추정 50세. 피부숍 사장님.

감기가 2달째라고 하시네요.

간질간질 기침으로 말을 이어나갈 수 없어서 화

를 할 수가 없고, 코는 막혀서 호흡이 어려워서

머리도 띵~하고 짜증이 나고 일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난다고!^^

바로 이 시점이 안티써클이 필요한 시점!^^

안티OOO 2, 써클OO 2 하루 3번 드시라고 했는데

이렇게나 많이 먹냐면서 투덜투덜.^^

알약이 많아서 맘에 안 든다.

물을 먹게 되어서 화장실을 가게 되어서 불편하다.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속이 쓰리다.

다음날 아침까지 불만이 폭주하네요.

환자분의 불만을 다 듣고 난 뒤, 차분하게 질문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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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환자에 한 정보가 전혀 없군요.

남/여, 략 나이라도 있음 도움이 되겠습니

다.(12월 19일 오전 11:53)

② 심OO 약사 

감사합니다.

환자정보 아는 만큼 올렸습니다.^^(12월 19일 

오후 1:04)

③ 류형준 약사

환자는 효과를 보면 모든 것에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12월 19일 오후 3:31)

① 박OO 약사

초기용량을 2~3배로 늘이면 효과가 더 빠르

지 않을까요?

증세가 많이 잡히면, 그때 유지용량으로 하면 

될 텐데요?(12월 19일 오전 11:49)

② 심OO 약사 

비용개념에 해서 가족들에게 설명하는 것

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으로 설명하 습니다.^^(12월 19

일 오후 1:08)

③ 류형준 약사

비용에 중점을 두자마시고 치유에 관점을 두

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12월 19일 오후 3:29)

“어제보다 감기는 어떠세요?^^”

“음~~. 많이 좋아졌어요. 코도 막힌 것이 뚫어지

고 기침도 훨씬 덜하네요!^^”

“그쵸. 안티써클은 효과가 빠르답니다. 환자분에 

따라서 드시는 용량이 다른 거구요!^^”

환자분에게 안티써클의 장점을 다시 한 번 설명드

립니다.^^

오늘도 안티OOO 2, 써클OO 2 하루 3번 복용하시

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2달간 호전이 없던 감기증상이 하루만에도 많이 좋

아지지만, 안티써클에 한 설명을 반복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2018년 12월 19일 오전 10:55  

심OO 약사 

#체험사례 

저희 가족 예입니다.

사업으로 인하여 담배를 많이 피우시고 접객으로 

인하여 음주도 많으신 사촌오빠입니다.

아침마다 코에서 맑은 콧물이 나와서 휴지통 1통을 

다 써야만 출근이 가능하신분이시지요.^^

웬만한 알레르기약이랑 한방제제도 써봤는데,

나을만 하다가 낫지 않아서 고질병이라고...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증상이 더 심해지셔서

안티써클 소포장으로 한통씩 선물로 드렸습니다.

안티OOO 1, 써클OO 1 하루 2번 드시라고.^^

웬일로 부지런히 드시더라구요.

원래 하루 이틀 드시다가 잘 안 드시거든요.^^

7일 후 전화를 드렸더니, 요즘은 휴지로 코를 푸는 

양이 예전보다 반은 줄었다고, 그 점이 참~~맘에 

든다고 하시네요.^^

생활요법은 특별히 조절은 못하셨는데도 조금씩 

효과를 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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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차근차근 치유의 길로 진정되는 것이 보입니

다.

감사합니다.(12월 19일 오후 3:21)

② 정OO 약사 

류형준 약사 선생님! 

감사합니다.*^^*(12월 19일 오후 6:31)

2018년 12월 19일 오전 11:45  

정OO 약사

#체험사례 

69년생, 남, 김ㅇㅇ, 176/80.

전립선비 . 

소변 15회/1일, 야간뇨 7~8회.

변비- 마그  2-2 복용해야 1회/1일 토변.

작년에 직장에서 용종 제거.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알러지성 비염.

상반신 한출, 등 1년 내내 땀띠.

2년 전 갈비뼈 골절 후 등이 항상 불편.

허리 디스크- 항상 요통.

양 무릎 연골 찢어짐- 무릎 통증.

오른쪽 팔꿈치 통증.

쥐가 잘 난다.

저녁에 발목 붓는다.

복용 중인 약:

전립선약, 마그 , 비타민제.

치유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신 분. 

11/16 안티OOO 111, 써클OO 111, 임팩타민 1.

12/5 마그  202에서 101로 줄 는데, 

토변에서 작은 한 덩어리로 바뀜.

소변 횟수 조금 줄었다가 과로와 음주로 다시 늘었

음. 발목 붓지 않는다. 다리에 쥐 안 난다.

안티OOO 111, 써클OO 111, 토라타민 202,

지큐랩 010.

12/18 용법을 잘못 이해하시고,

안티OOO 101 써클OO 202로 드셨다 하네요.

한 달 후의 변화:

소변, 야간뇨 7~8회에서 4회로.

변, 마그  101 함께 복용(빼면 아직은 힘드시다

고.)

1일 1회 토변에서 1일 2~3회 한덩어리로,

과식하면 신물 올라 옴.

비염 호전. 상반신 땀 안남.

무리하면 허리 무릎 팔꿈치 통증 있으나 전보다는 

덜 아프다. 쥐 안남. 발목 부종 안 생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그날까지!

안티OOO 111 써클OO 222로 용법 꼭 지켜서 복용

하시고 술, 찬 것, 매운 것, 가루 음식 삼가시고

각탕법이나 반신욕, 계단 오르기 운동도 꼭꼭 하시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담하고 있으면 참 안쓰럽고 참 안타까운데

조금씩 조금씩 차도가 보여서 안심되고 힘이 나네

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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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9일 오후 3:50  

박OO 약사

#체험사례

093번째 [써클OO환] + [안티OOO환] 

심한 전신소양.

★ LZ(李記), 女 ,46세, 165cm, 62kg?. 

온몸 가렵고, 얼굴 붉음.

◐병명(아픈 곳) 

심한 담마진 외에 얼굴 붉고, 몸도 붉음. 심한 견통.

2018.10.29. 

체격 좋은 중국여성이 나타났어요. 

한국말 서툴어요.

60  초반(?) 유창한 한국말 하는 중국 젊은 할머

니가 데리고 왔어요.

“온몸이 너무 가려워서 데리고 왔는데, 좋은 약 주

세요.”

“암요~ 효과 좋고 잘 낫는 약 드려야죠~.”

“이거이 가려운 데에, 잘 나으니 복용해 보셔유~.”

“써클OO환 + 안티OOO환 각1포씩 하루 3번 먹어

보세요.”(60포씩 내놓음)

“이거 너무 비싸~ 나 돈 없어~ 밤11시까지 일해 

힘들어~.”

‘지금 나한데 반말하는 거여? 그럼 나도 반말로~’

“이거 중국 가도 없어~ 중국에서도 못 고쳐~ 한국

밖에 없어~!”

“너, 약사님 말 로 해봐봐~ 나도 예전에 여기서 

먹고 나았써~.”

약국 추천 겸 통역 겸 손아래 여성을 데리고 왔는데, 

통역하는 젊은 할머니 저는 기억이 안나요.

통역하는 젊은 할머니와 합동으로 구매 결정.(실은 

너무 고통스러우니 구입.)

2018.10.29. 

써클OO환+안티OOO환 각60포 (각1포씩 tid) + 십

미패독 10포+쎄로테 10정.

2018.11.26. 

방문. 

“아직 효과가 없어~~”

‘아직도 반말이네? 효과 없는데 또 사러 온 거야? 

진짜루 효과 없으면 안 올 텐데? 거짓말이지?’

써클OO환 + 안티OOO환 각60포(각1포씩 tid) + 지

민 20정 + 쎄로테 20정.

2018.12.19. 

오늘 13시 방문. 

방긋 웃으며, “가려운 것 좀 어때?”

“많이 괜찮아. 조금 그래. 아들도 가려운데, 손도 

지 말라 캤어!!”

무엇보다 긍정적인 건, 얼굴 붉은 기운이 80%정도 

감소함.

써클OO환 + 안티OOO환 각60포(각1포씩 tid) + 지

민 20정 + 쎄로테 20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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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약사님!

많은 약사님들이 보는 밴드인데 아줌씨라는 

표현은 자꾸 거슬립니다.

형식이 갖춰져야 내용도 빛을 발하는 거 아닐

까요?

저만 그런 건지 송구하지만, 그냥 꼭 얘기하고 

싶었네요.

언짢으셨다면 죄송합니다.(12월 19일 오후 

6:17)

② 박OO 약사

김OO 약사 거슬리시면, 바꾸지요.

감사합니다.(12월 19일 오후 6:44)

③ 양OO 약사 

요즘은 소양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네요~.

환자본인에게는 몹시 고통스런 질환인데

써클OO 안티OOO가 빛을 발하는군요~.^^

(12월 20일 오전 12:42)

④ 손OO 약사 

좋은 치험례 감사합니다. 한방 양방 협동이 

빛을 발하는군요. 한방을 모르면 어떻게 하지

요 ?한방 양방 협동 기전도 알고 싶습니다. 

김사합니다.(12월 20일 오전 9:29)

⑤ 박OO 약사

양OO 약사 양OO 약사 쌤께서도 소양증 체험

례를 올려주시와요.(12월 20일 오전 10:41)

⑥ 박OO 약사

손OO 약사 손OO 약사 쌤께서 수준 높은 질문

을 주셨는데, 신약은 단순히 소양증 고통을 

잠시 줄여주는 응급목적으로 사용했답니다. 

(치유목적으론 항히스타민이 미흡하겠지요?)

허접한 답변입니다.(12월 20일 오전 10:46)

⑦ 류형준 약사

치료와 치유의 합동작전입니다.

일반의약품으로 증상을 개선시키고 안티

OOO와 써클OO로 근본적인 치유의 길로 안

내하는 것입니다.

약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하는 것입

니다.

<시작할 땐 사진 못 찍고, 얼굴 붉은 기운이 폭 

줄어서 오늘 찍었습니다.>

◐기타(보충설명) 

“힘든 일을 하는데도, 견통은 거의 없어졌고, 손목

이 아파.”

“계속 복용하면 가려움, 얼굴 붉음, 손목통증 없어

질 거야여~”

<손목 통증. 나아지라는 기 감으로 찍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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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12월 20일 오후 1:47)

2018년 12월 20일 오전 10:35  

최O 약사

#체험사례

40  중반, 여.

골반 인  파열로 통증 심해서 일상생활이 스트레

스.

아산병원 -수술 권유.

알콕시아 비모보 조인스로 몇 달.

통증은 여전하고 컨디션은 엉망.

조피린 쎄레브렉스로 change~.

걸으면 너무 아파서 여행 쇼핑 등등 너무 먼 이야기.

다른 병원도 비슷한 결과.

위 증상이 1년 남짓.

자궁선근증, 신경성 위염, 부정맥(약물 복용 안 하

고 지켜봄), 염증 수치 높음, 건강염려증.

5월. 

“프로폴리스가 염증에 좋아요?” 문의.

안티써클 상담. 

9월 4일.

드디어 치유 시작. 

안티OOO 101, 써클OO101, 셀레늄.

용량을 늘리고 싶었으나 워낙 예민하고 의심~.

먹는 양에 부담스러워 해서 정량으로.

명현반응 설명.

9월 13일. 

소변 검사(불안해서) 결과 세균수치 높게

나옴. 

9월 30일. 

항문 근처에 종기 났다고 전화 옴.

안티OOO 111 써클OO 111 복용.

좋아지니까 안심시키고.

10월 1일. 

약 가지러 방문.

골반 통증 좋아짐. 

조피린은 트러블이 많이 생겨서 1알도 안 먹었고,

쎄레브렉스는 못 견디게 아픈 날만 복용. (거의 안 

먹은 편.) 

안티써클 60포씩, 셀레늄.

10월 27일. 

약 가지러 방문.

피로감 좋아짐. 종기 물론 깨끗이 나았지요.

9월에 비해 생리통 좋아짐.

친구들과 여수 여행 까지~.

그런데 골반 통증이 다시 심해짐.

통증 좋아질 때까지 안티OOO 101, 써클OO 222.

11월 9일. 

통증 좋아져서 진통제 끊음.

백화점도 갈 수 있음. 

구내염, 두피 뾰루지(전에 생겼던 부위) 살며시 왔

다 갔고, 생식기 포진도 왔다 감.

바이러스가 차근차근 정리되고 있는 듯합니다. 

컨디션도 굿!

안티OOO 111, 써클OO 111, 셀레늄.

12월 10일. 

안티OOO 101, 써클OO 102, 셀레늄.

전에는 밤에 소변보러 두세 번 깼는데, 야간뇨 싸악 

사라져서 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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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OO 약사 

3개월 여정 마치고, 4개월째군요.

최약사님~! 

정성을 담아 상담하시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12월 20일 오전 10:41)

② 박OO 약사

5월에 상담하고, 9얼에 치유시작이군요.

③ 최O 

양OO 박OO 약사 감사합니다.

여름에 폭염만큼 고생했지요~.

자료 보내고, 야단도 치고, 사랑방 밴드 역할

이 컸어요.ㅎㅎ (12월 20일 오전 11:42)

④ 류형준 약사

이 정도면 초기 용량은 안티OOO 111과 써클

OO 222로 시작하고 용량을 줄여가면 더욱 

순조롭게 치유의 길이 진행됩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12월 20일 오후 1:55)

① 류형준 약사

일단 좋아지면 반드시 다시 찾게 됩니다.

감사합니다.(12월 20일 오후 1:56)

이제는 안티OOO와 써클OO에 한 믿음이 생기셨

답니다~.

치유 여정도 행복하게~~ 아마도 마치실 겁니다!

2018년 12월 20일 오전 11:07  

최OO 약사 

#체험사례 

나미*(여, 55세. 왜소한 체형).

깜짝 깜짝 자주 놀람. 갱년기증상. 

2018년 2월 말쯤, 상포진 앓았고 완전하게 낫지

는 않았음. 

손발 차고, 추위 잘 타고, 스트레스 잘 받음.

평소 복용약: 없음.

2018. 3. 23일. 

내방하셔서 청심원병과 환 구매하시기에, 안티

OOO과 안티OO를 설명 드리니, 일단 써클OO 먼저 

드셔보시겠다 하셔서 222 드시다가 좀 나아지면 

111로 드시라고 말씀드림.

각탕법, 호보법도 충분히 설명드림.

한참 안 오시고 오늘 감기약 처방받으러 오셨기에 

여쭤보니 그때 드시고 많이 좋아져서 이젠 안 먹어

도 된다고 하시네요.

계속 복용의 필요성을 설명 드렸지만 안 좋아지면 

그때 오시겠다고 하시네요.

2018년 12월 20일 오전 11:35  

최O 약사

#체험사례 

50  중반, 여.

어깨가 뻐근하고 아파서 방문.

6월 써클OO만 101 1달분.

9월 좋아져서 중단했다가 찬바람 부니

다시 아파져서 “써클OO 주세요~.”

써클OO 101 60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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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만성 통증이라면 써클OO도 좋지만 안티OOO 

+ 써클OO이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20일 오후 1:57)

① 류형준 약사

감기처방약과 함께 하는 안티OOO.

요즘 같은 독감철에는 꼭 필요한 비방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20일 오후 1:59)

② 송OO 약사 

 

 (12월 20일 오후 3:05)

꾸준히 드시라고 세포치유 안내~.

12월 18일. 

써클OO 60포.

작년 같았으면 침, 물리치료, 약 먹으면서도 아팠을 

텐데 써클OO 덕분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ㅎㅎㅎ 하

시네요.

치유 여정까지 잘 안내해 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20일 오후 12:33  

박OO 약사

#체험사례

094번째 [써클OOsy]+[안티OOOsy] 

갑작스런 감기.

OCJ, 77세, 女, 155cm, 54kg.

목감기에, 코 안 마르고 불편.

◐병력과 현재 문제가 되는 증상과 심한 정도 

토요일 외출 중, 춥게 하여 감기시작.

일요일도 참다가 월요일 감기처방전 2일분 가지고 

내방.

2018.12.17. 

처방약을 드리면서 빨리 낫기 원하시니, 

안티OOOsy 222 2일분 드림.

◐복용기간과 경과 

2018.12.19. 

“감기 오래 가는데, 같이 먹어선지 빨리 차도가 나

네? 이제 다 나아가니 안티OOOsy 222 하루치만 

더 먹으면 되겠다.” 하시네요.

◐기타(보충설명) 

감기가 오래 가거나, 빨리 차도를 원하실 때 같이 

드리니 좋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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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OO 약사 

그렇군요.(12월 21일 오후 12:47)

② 류형준 약사

상포진으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막

았습니다.

감사합니다.(12월 22일 오전 7:48)

① 박OO 약사

필요에 따라 안티OOO 용량을 늘려 쓰는 방법 

좋네요.

저도 간혹 그렇게 한답니다.(12월 21일 오후 

3:17)

② 류형준 약사

이때 설사는 염증물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는 자체 설사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22일 오전 7:49)

2018년 12월 21일 오후 12:23  

이OO 약사 

#체험사례 

47세, 남성.

휴일 아침에 눈곱이 낀다고 왔는데 눈 주위가 빨갛

게 되어 점안액과 함께 안티OOO 222, 써클OO 111 

하루 복용하게 했습니다.

월요일에 병원에 다녀왔다고 하면서 화요일에 왔

는데 보니 눈은 깨끗이 좋아지고 안면에 상포진

이 온 건데 딱지까지 졌다고 신기해했습니다.

독감이 도는 시기엔 아무래도 바이러스 감염이 쉬

울 것 같아 요즘은 초기에 안티용량을 조금 높여 

쓰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2018년 12월 21일 오후 2:51  

이OO 약사 

#체험사례 

50  후반. 

남성엉덩이에 발적이 심해서 약국에 가니 고약만 

주어서 사용했는데 조금 좋아졌지만 계속 아프고 

열이 나서 내복약을 부인이 신 사러 왔습니다. 

안티OOO 333, 써클OO 111 하루 복용하게 하고 환

자분 내방이 어려우면 염증부위 사진을 찍어 오라 

했습니다.

다음날 부인이 오셔서 말하길 설사를 한번 심하게 

하고 나서는 발적이 거의 없어지고 통증도 없어졌

다고 소독약만 사갔습니다.

사진이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2018년 12월 21일 오후 3:13  

박OO 약사

#체험사례

095번째 [안티OOOsy] 초등생 감기.

★초등학교 여학생.

◐병명(아픈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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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독감에는 역시 광범위 항바이러스제가 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12월 22일 오전 7:52)

② 이OO 약사 

초등 2학년 울아들은 안티OOO 11로 처음으

로 감기 없이 가을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12월 24일 오후 10:05)

① 류형준 약사

지난번에도 골절에 한 좋은 체험사례가 있

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좋은 체험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22일 오전 8:01)

학생은 아니 오고 학생엄마가 다짜고짜로,

“초등학교 2학년(?) 감기에 알약 말고, 물약 주세

요.”

“아 네~ 기침요? 콧물요?” 

“종합으로요.”

2018.12.17. 

안티OOOsy 6포 주면서,

“안 심하면 반 봉지씩 tid, 심하면 한 봉지씩 tid로 

먹이세요.”

◐복용기간과 경과 

2018.12.18. 

“학생은 괜찮은데, 3포만 더 주고요. 저도 목이 조

금 안 좋으니, 하루분만 주세요.”

학생엄마는 [써클OOsy]+[안티OOOsy] 각 1포씩 

tid.

◐기타(보충설명) 

간혹 감기에 알약을 거부하고 시럽을 원하는 성인

이나 어린이가 있어요.

초등학생 이상이면 콜 원 syrup이 있긴 하지만,

써클OO/안티OOO가 더 좋으리라고 믿고 주었는

데, 실제로 호전되니 좋아요.

2018년 12월 21일 오후 7:42  

강OO 약사 

#체험사례 

60 , 남자, 이00.

건설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

근무 중, 갑자기 날아온 철근이 가슴을 가격해서

병원에 가니 6번 늑골이 부러졌답니다.

통증과 놀라셔서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아내분과 

내국. 

아내되는 분도 전에 골절이 되어 안티써클을 드시

고 효과를 보셔서 오셨다네요.

안티OOO 111, 써클OO 111 20일분.

완전히 붙을 때까지 드시라고 했어요.

근데 이틀 만에 오셔서 통증도 전혀 없고 골절된 

부위의 불편함도 없다고 놀라워하십니다.

처음 가져가실 때는 불신의 눈초리로 보시더니 오

늘은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가십니다.

안티써클 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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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림프순환촉진만으로도 여러 종류의 통증이 

빠르게 개선됩니다.

감사합니다.(12월 22일 오전 8:03)

① 류형준 약사

타미플루 5일 복용으로도 증상개선이 어렵던 

독감이 안티써클 111로 1일 만에 개선되었다

고 하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22일 오전 11:23)

2018년 12월 21일 오후 7:52  

강OO 약사 

#체험사례 

70 , 여성, 안00.

발을 헛디뎌 넘어지시는 바람에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내국하셔서 근육 이완제, 써클OO 111로 2일간 

드시고 호전되어 지내시다가 어느 날부터 등 쪽에 

극심한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으나 전

혀 통증개선이 안됐다고 함.

 

써클OO 222 2일분 우선 드셔보겠다고 구입.

2일 후 오셔서 통증이 호전되어 간다고 하심.

완전히 나으실 때까지 써클OO 222 드시라고 함.

2018년 12월 22일 오전 9:11  

정OO 약사 

#체험사례 

55세, 여. 본인입니다.

올 4월에 인플루엔자 A형 독감에 걸려 타미플루 

5일 복용했습니다.

12월 21일. 

증세가 인플루엔자 증세와 비슷한 오한, 열 38도, 

온몸의 통증, 손가락 발가락까지 아파서 요즘 독감

이 유행이라 그동안 체험례를 보고 안티써클 111 

오후 6시, 밤 11시, 새벽 5시에 복용했습니다. 

순식간에 통증이 없어지고 열도 내리고~~. 

실제 체험하니 감동입니다!

2018년 12월 22일 오후 2:12  

안OO 약사 

#체험사례

본인. 56, 남.

요 몇 년 검진결과 중 AST, ALT, 감마 GTP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 ‘간기능 이상 의심’이란 타이틀을 

달고 다녀 늘 신경이 쓰여 왔네요.

안티써클 1년 과정을 마친 후 결과가 어찌 나올까 

기 와 걱정이 반반이었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모

두 정상권에 진입했네요. 그 간 안티써클만 믿고 

과음한 날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

온 걸 보면 안티써클이 제 몸을 제 로 정화시켜줬

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더욱 고맙고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앞으론 안티써클 장기복용 권유할 때 

간 손상 운운하며 태클 거는 분들에게 제 검진표 

보이며 자신 있게 외치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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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간손상이 아닌 간의 부활이라고..

다만 지난해 검진표를 보관하지 않은 게 천추

의 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종합병원이면 <의무기록>을 떼면 항상 검사

기록 있구요. 국민건강검진도 의지만 있으면 

찾을 수 있구요. 개인의원 기록이라도 의원 

컴퓨터에 부분 다 있답니다.(12월 22일 오

후 2:42)

② 류형준 약사

치유는 간의 부활은 물론 우리 몸 전체 세포의 

부활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23일 오후 5:45)

① 류형준 약사

깁스를 할 정도의 발목 접질림을 5일 만에 효

과를 얻게 되니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12월 23일 오후 5:48)

간 손상이 아닌 간의 부활이라고..

다만 지난해 검진표를 보관하지 않은 게 천추의 한

입니다.

2018년 12월 22일 오후 2:35  

박OO 약사

#체험사례

096번째 [써클OOsy] 심한 발목삠.

★ SHZ, 女, 40세, 160cm, 50kg. 직장인.

◐병명(아픈 곳) 

직장 계단에서 발목을 접질려서 깁스를 하고, 처방

5일분을 받아 온 단골 애기엄마,(평소 처방만 선

호.)

◐병력과 현재 문제가 되는 증상과 심한 정도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심하게 삐었는데, 연말 회사 

일만 걱정함.

빨리 회복되는 방법으로, 처방약 외에 써클OO 필

요성 강조.

본인은 탐탁치 않아하지만, 같이 온 친정엄마의 권

유로 결정.

◐복용기간과 경과 

2018.12.15. 

[써클OOsy] 60포 2포씩 tid 권장함.

2018.12.22. 

오늘 방문. 추가로 처방 받지 않고서 빠른 회복.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직장활동에 매진하게 되어

서 감사함.

◐기타(보충설명) 

복용 전엔 공감이 쉽지 않지만, 복용해 보면 가치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2018년 12월 23일 오전 12:56  

김OO 약사 

#체험사례 

60 , 여자.

김장하다가 리석계단에서 미끄러져 주저앉으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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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하루만에 심한 타박상이 좋아졌군요.

감사합니다.(12월 23일 오후 5:49)

① 손OO 약사 

왜 써클OO는 안 쓰셨나요?(12월 23일 오후 

3:36)

② 류형준 약사

손OO 약사 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항생제만 

쓰고 누구는 항생제와 소염제를 같이 씁니다.

따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염증이 심각하지 

않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안티만 활용한 것으

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12월 24일 오전 5:52)

③ 류형준 약사

다래끼가 5회 만에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12월 24일 오전 5:52)

는데, 허리도 아프지만 머리도 띵하고 가슴도 답답

하다고.

병원에는 가기 싫다고 하셔서 진통제와 근육 이완

제, 복합제제 2정, 써클OO 2포 6회분 드렸는데,

며칠 후 오셔서 괜찮다고 하시네요.

2018년 12월 23일 오후 12:51  

성OO 약사 

#체험사례 

48세, 남, 이@@.

연말이라 잦은 음주와 피곤으로 다래끼 남.

배농산급탕, 안티OOO 111 5회분으로 말끔히 나아

서 오셨네요.^^

2018년 12월 24일 오전 10:28  

김OO 약사 

#체험사례

2018.8.27. 

체험사례 올렸던 분. 

그 이후.

곽 O, 만55세, 여.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약 복용.

친정어머니 관절약 타러 항상 같이 오심. 

얼굴이 항상 부어있는 상태.

피부가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조를 나타냄.

6/12 항상 부종이 있고 ,쥐가 잘난다 해서 안티써클 

소개드림. 

혈압, 당뇨 치유해보자 권유, 6개월 복용하기로 함.

안티OOO 60 써클OO 60 각 111복용 권유.

6/26 경과 확인 차 전화. 

6/25일부터 복용하셨다함.

하루 복용했는데 소변양이 너무 많이 나오고 ,밤새 

잠을 못 잘 정도로 자주 소변을 보러갔다 하심.

7/9 전화 체크. 

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부종, 피로, 스트레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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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독감에는 안티OOO, 통증에는 써클OO,

치유의 길에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25일 오전 7:46)

어느 날 따님이 방문하셔서 “좋은 약을 추천해 주

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어머니가 항상 술을 드시는

데 그 약을 드시고 술 드시는 횟수가 줄고 양이 줄었

다!” 하심.

8/1 본인이 오셔서 재구매. 

안티OOO 60, 써클OO 60.

너무 좋아서 딸에게도 반드시 먹어보라고 권유했

다 하심.

먹는 약이 많아서 하루 2번만 드셨다함.

다시 한 번 6개월 복용으로 근본적인 치유하자고 

강조드림.

여기까지는 올렸던 내용입니다.

9/3 안티OOO 101 써클OO 101

10/18 안티OOO 101 써클OO 101

12/12 오늘 오셔서, 종합검진 받았는데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양호한 수치를 나타냈다

고 좋아하시고 특히 부종이 심해서 예전에는 허벅

지를 두 손으로 감싸 쥐어도 다 잡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두 손으로 잡을 수 있다고 하시고, 살도 많

이 빠졌다고 하십니다.

2018년 12월 24일 오후 11:14  

이OO 약사 

#체험사례 1

여, 54세, 김*애.

독감 초기라면서 처방전 들고 멀리서 오심.

마스크는 했으나 눈도 약간 충혈. 

기침, 근육통도 좀 있다 하심.

처방약 조제하고, 안티OOO 111 조제일수에

맞춰 3일치 주었음.

기침과 근육통이 좀 좋아진 것 같으니 3일치만 더 

먹겠다는 것을 안티소포장 1통 가져가셔서 독감이 

좋아질 때까지 더 드시라함.

(좀 부담스러워하면서도 가져가심.)

#체험사례 2

여, 60  중반.

지인의 소개로 써클OO 복용 시작.

저 연세에 오는 관절염, 손발 부종, 저림.

9월~11월 써클OO 111.

체험례 올림.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손발 부종이 좀 빠지면서 편

안해져서 쭉 장기 치유 들어가기로 함.

저번 달에 말한 로 안티OOO 추가해서,

안티써클 11 정량 로 복용키로 함.

얼굴이 덤으로 투명해졌고, 각탕법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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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기관지점막은 바이러스 감염이 쉬운 부위입

니다.

감사합니다.(12월 25일 오전 7:48)2018년 12월 25일 오전 12:24  

이OO 약사 

#체험사례 

58세, 남자.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기침약을 4번에 걸쳐 

가져가시고, 마지막 날 오셔서는 연초에도 위 내과

에 기침 때문에 다니다가 안돼서 큰 병원에 1달간 

입원했었다면서 이번에도 자신 없으면 처음부터 

큰 병원 가라고 하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더니 

오늘 와서 안 되면 큰 병원 가보라고 한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기에 그럼 큰 병원 가더라도 마지막

으로 병원약 먹으면서 드시라고 안티써클 1포씩 1

일 3회 3일분 같이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기침 처방전을 또 가져오셨기에 

아직까지 기침 하냐고 여쭈니 “아니, 그때 병원약

이랑 약사님이 주신 약이랑 같이 먹으니 나았었는

데 어제부터 또 기침해서 왔다”고 하셔서 또 다시 

오래 고생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때 드린 안티써클 

같이 가져가서 드시라고 2일분 병원약이랑 같이 드

렸습니다. 

오늘 안 오시는 거 보니 괜찮아졌으리라 예상합니다. 

안티써클이 감기에 잘 듣지만 특히 기침을 하시더

라도 천식처럼 힘들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안티써

클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거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018년 12월 25일 오전 9:56  

김OO 약사 

#체험사례

강OO, 여, 만 84세. 드시는 약 없음.

12/21 팔 깁스한 채 약국오심.

웬일이냐 여쭈니, 넘어져서 팔 미세골절이라 하셔

서 써클OO 소포장 202 권유.

드시기 전, 피멍이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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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부종이 빠져서 손에 주름살이 많아진 것이군

요.

타박상과 피멍에는 빠릅니다.

감사합니다.(12월 25일 오전 10:33)

① 류형준 약사

한가지씩 한가지씩 경험하면서 확신이 생기

고, 확신이 반복되면 신념이 생깁니다.

그럼 명약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12월 26일 오후 10:24)

12/24 3일 후 사진.

피멍이 많이 사라지고 부종이 줄었다고, 감사하다

고 하십니다.

2018년 12월 26일 오후 5:38  

이OO 약사 

#체험사례

30  후반, 여성. 기침.

여기 밴드를 보고 용기를 내어 취급하게 되었어요. 

안티써클 취급한지 10일 정도 되었습니다. 

다들 드라마틱한 효과에 신기해하기도 하고, 과연 

그럴까 조금의 의구심도 있고 해서 저와 집사람이 

몸소 체험해보기 위해 매일 안티써클 111 복용중입

니다.

저는 목감기 살짝 왔는데, 이틀 복용하니 좋아졌네

요. 

방금 30  후반 여성분이 오시더니 매  앞에 진열

된 “안티OOO”를 가리키며 이것 계속 먹어도 되냐

고 묻네요.(이비인후과 문전이라 요즘 감기, 독감

으로 정신없을 정도로 바쁨.)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증상: 매일 수 을 한다. 한 달째 기침이 멈추질 않

아서 병원 다니고 별짓 다해도 기침이 멈추질 않는

다. 

지난번에 내방했을 때 한 달째 기침한다고 하니까 

약사님이 안티OOO 3일분만 먹어보라고 해서 먹었

는데 신기하게 기침이 안 났다면서 하루 안 먹었더

니 다시 기침이 난나며 내방.(안티OOO 단독으로 

먹었는데 드라마틱한 효과를 본 케이스네요.)

바이러스와 면역에 해 설명하고 장복을 해도 된

다고 했더니 20포 소포장을 재구매 하네요. 

가면서 “약사님 이 약 완전 강추입니다~!”라고 환

하게 웃으면서 가네요. 

이상 새내기 체험례 올려봅니다.

2018년 12월 26일 오후 7:33  

안OO 약사 

#체험사례

권^연, 여, 70  중반.

20일 전부터 변실금이 생김.

주간 4~5회 배뇨 때마다 변이 나오고 그 외에도 

모르게 나와 속옷을 매일 3번씩 갈아입는 상황.

당황스럽기도 하고 외출을 기피하게 되었지만 가

족들에게는 말을 못 하겠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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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전복은 기본이 안티OOO 8개월, 써클OO 2년

입니다.

너무 길다고.

아닙니다.

인체를 전주 리모델링한 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26일 오후 10:44)

① 류형준 약사  

독감에도 안티OOO와 써클OO는 빠릅니다.

감사합니다.(12월 26일 오후 10:48)

② 손OO 약사 

독감에 용량을 최소화해서 써도 효과 가좋군

요. 저는 2포 이상 써야 안심이 됩니다.(12월 

27일 오후 6:32)

괄약근의 조절기능 약화, 림프순환장애로 인한 증

상이라 말씀 드리고 안티써클 11/7일 드림.

케겔운동, 각탕, 걷기운동 권함.

오늘 미소 띈 얼굴로 오시더니 지금은 전혀 문제 

없다며 다시 7일분 구매합니다.

7일 드시고 좋아졌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일

단 이 제품의 맛만 본 것일 뿐입니다.

면역이 바닥나면 자존감도 따라서 바닥날 수 있으

니 면역을 채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서 

멈추지 말고 장복하셔야 합니다.

가신 후 저도 놀랐습니다. 변실금에 이리도 빨리 

청신호가 켜진 것에 하여!

2018년 12월 26일 오후 9:47  

임OO 약사 

#체험사례 

12/19 A형 독감에 걸렸다고 약 없냐고 하시기에, 

평소 같았으면 병원약 잘 드시라하고 한방약을 같

이 드렸을 텐데, 이번에 자신 있게 안티써클을 111

로 권해드렸습니다. 

아주 효과 좋다고 드셔보시라 하니, 하루치 집어 

들고 망설이십니다. 고민하시다 “2틀은 먹어야

지.” 하시면서 웃는 얼굴로 나가시더군요. 

저도 함께 웃으며 인사하고 보냈습니다.^^

그러고 12/23일에 다시 오셔서는, 저번에 주신 약 

너무너무 좋다고 하시며 웃으시기에 또 함께 눈 마

주치며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본인은 다 낫고, 다른 분께 선물하러 오셨

다며 안티써클 111로 4일치 알아서 집어가시네요. 

좋은 약을 추천해줬다는 뿌듯함에 보람된 하루

습니다. 

가볍거나, 심한 독감 모두에 안티써클이 있으니 든

든하네요~.^^

2018년 12월 26일 오후 11:01  

심OO 약사 

#체험사례 

65세, 여성. 저희 이모입니다.

앞니의 잇몸이 부어서 치과를 갔는데, 치과에서 무

조건 뽑자고 하네요.

생니를 뽑기에는 아깝기도 하고, 앞니는 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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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치주질환에도 안티OOO와 써클OO이 치유의 

길을 안내합니다.

감사합니다.(12월 27일 오전 6:10)

① 류형준 약사

전립선비 의 개선 정도를 체크하는 방법으

로 소변보는 횟수를 확인하는 것은 좋은 아이

디어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27일 오전 6:11)

하기가 어려워서 틀니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틀니는 너무 하기 싫은데.....’

예전에 가족모임에서 저희 신랑이 잇몸이 안 좋았

는데 안티써클 복용 후 효과 보았다는 이야기를 많

이 했더니 그 말씀이 생각났다면서 어떤 제품인데 

효과가 빠르냐면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안티OOO 2, 써클OO 2 하루 2번 드셔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10일이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효과 좋네~~^^”

“어떻게 효과가 좋나요? 이모님?” 물어봤더니,

앞니의 잇몸이 뻘겋고 많이 부었었는데 오늘 10일

째인데 잇몸 부은 것은 거의 다 가라앉았다고. 앞니

가 시큰거려서 먹는 게 불편했는데 오늘은 고기 먹

는다고!^^ 고기 씹는 재미를 알게 해주어서 고맙다

고 하시네요.^^

잇몸에는 안티써클이 최고네요!

2018년 12월 26일 오후 11:38  

심OO 약사 

#체험사례 

남자, 55세. 제 사촌오빠입니다.

전립선 비 .

전립선비 로 하루날D 복용 중입니다만, 늘 소변

이 시원하지 않고 야간 빈뇨가 심해서 우울하다고 

하셔서 안티OOO 111, 써클OO 111 일주일 복용했습

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니, 일주일이 지나 

연락오시네요.

야간뇨의 빈도가 줄었고, 소변양이 늘었다고.

위의 내용은 9월에 체험례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그 이후, 현재 2달분으로 3달째 드시는 중입니다.

환자분들이 꾸준히 매일 매일 먹는 것이 쉽지는 않

지요.^^

현재는 안티OOO 1, 써클OO 1 하루 2번 드시고 계

시는데 소변일지를 작성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뵐 일이 있어서 함께 소변일지를 체크해 

보았습니다.

9월 이전에는 2시간에 한번 화장실을 가야했는데,

9월 10월에는 들쑥날쑥하다가 10월말부터는 확실

하게 3시간 또는 4시간 간격으로 화장실 가는 시간

간격이 늘었네요.

환자분께서 안티써클 섭취 후에 좋아진 것 같다는 

주관적인 말씀보다 객관적으로 본인을 체크하시니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티써클을 전립선비 에 사용 시, 소변 간격은 확

실하게 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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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겨울이라서, 각탕법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12월 27일 오전 11:37)

② 허OO 약사 

박OO 약사 매일 하고 있어요.(12월 27일 오전 

11:38)

③ 류형준 약사

그 정도야 그냥 넘어가도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12월 27일 오전 11:57)

2018년 12월 27일 오전 11:12  

허OO 약사 

#체험사례 

본인. 52세.

5년 전 자궁근종 수술.

3년 전 자궁폴립 수술.

수족냉증과 복부 냉감.

근래 허리디스크 초기로 요통과 오금이당기고 무

릎이 아픔.

12월 5일부터 안티OOO 1, 써클OO 2 1일 3회 복용 

중.

늘 건조하던 코점막과 윤기 없고 푸석푸석하던 피

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졌고, 변은 2~3번 보는 

연변이었는데 1~2회로 아주 좋아졌고, 소변양이 

많아졌으며 몸이 가벼워진 느낌.

발뒤꿈치 갈라짐이 없어지고 있음. 

특별한 명현은 없었으나 발이 더 시린 듯 느껴지는 

것, 무릎이 더 아픈 것도 명현인지 궁금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오전 11:13  

최OO 약사 

#체험사례

이도*(여, 7세, 129/37). 약사본인 딸.

얼굴 볼 양쪽으로 나있는 비립종 제거와 2년 연속 

독감에 걸렸던 아이라서 독감 예방 및 면역력 향상

을 목표로 11월 21일부터 안티OOO, 써클 시럽 101

로 복용 시작. 가끔 1일 1회로도 복용.

비립종은 줄어든 게 보이고 감기도 쉽게쉽게 지나

갔네요.

복용 시작 당시 사진과 현재 12.26일 사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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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올해는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12월 28일 오후 7:09)

 

11/21일 사진

 

12.26일 현재 사진!

2018년 12월 27일 오후 12:48  

조OO 약사 

#체험사례 

써클OO 11, 유산균.

개선사항. 동그라미 표시.

 

  11월 25일        12월 27일

확실히 변화. 

모공에 물집 같은 게 없어짐. (피지, 지방종, 염증인

지 혈액점도 개선되고 배출된 듯.)

이번 생리가 32일 주기로 돌아옴.( 박 ㅎ)

11월 25일 생리, 지금 생리 중. 

써클OO 11, 안티OOO 11 추가 시작. 

한 달분 가져감(유산균, 비타민D).

증상은 개선이 보이고 있고, 완전이 치유의 개념으

로 해보자고 책자와 운동과 금기사항 강조하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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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사진으로보니 확실히 차이가 보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28일 오후 7:10)

① 류형준 약사

10일 분 추가는 치유의 길을 가려는 처음의 

시도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28일 오후 8:21)

음 달에 보기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네요.

오늘 기쁜 소식으로 즐거운 날인데, 고객의 만족감

에 더 좋은 날이네요. 

“해피 뉴이어”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오후 3:36  

조OO 약사 

#체험사례

위 내시경 후 처방약 먹고 위통, 미식거림.

50  후반. 부동산 여사장님.

지난주 비수면 내시경 후 죽다 살아남.(본인 표현)

위가 부었다 하여 위장약 한 달분 처방받아 복용 

중.

아프고 역겹고? 미식거림.

복용 중단 후 약국 방문.

써클OO 안티OOO(시럽) 11 2회분.

오늘 방문. 

많이 편하고 미식거림도 없어짐.

위장관 림프순환으로 세포정상화가 이루어진 듯.

하지부종으로 고생하심. 

써클OO 안티OOO(시럽) 11 10일분 추가.

책자와 주의사항 알려드리고, 각탕법 하시라 함.

2018년 12월 27일 오후 5:30  

박OO 약사

#체험사례

097번째 [안티OOOsy] 초등생 기침, 할머니 기침.

★ 초등생, 男, 10세.

손자가 처방약을 먹어도 기침이 낫지 않는다며, 할

머니 오심.

단골여성(65세)이며, 진짜로 처방약만 좋아하시는 

분.

귀한 손자에게 제 로 효과 있는 시럽을 권유함.

보험이 안돼서 그런다며, 할인 안 된다고 3포만 가

져가심.

2018.12.20. 

손자, 초등3년 안티OOOsy 3포 1포씩 tid

어제 오셔서, 손자는 3포 먹고 기침 나아서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본인도 기침처방약으로 하고 싶

지만 안 된다며, 또 가격문제 제기.(조금 부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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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애들 초기 기침엔 특약입니다~.^^(12월 27일 

오후 6:14)

② 류형준 약사

어르신들은 절약이 몸에 배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12월 28일 오후 8:21)

① 류형준 약사

단기증상이면 지금 방법이 좋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통증이면 길게 끝까지 함께 가

야 합니다.

감사합니다.(12월 28일 오후 8:17)

“처방 받아 안 낫기보다, 보험 안 되어도 나으면 

더 이익이죠.”

2018.12.26. 

또, 안티OOOsy 3포만 1포씩 tid.

오늘 오셔서 기침이 다 나은 것 같은데, 안티

OOOsy 3포만 더.

경비절약이 몸에 배이셨지만, 안 드시는 것보단 훨

씬 낫습니다.

2018년 12월 27일 오후 7:01  

임OO 약사 

#체험사례

60  초반. 자주 방문해주시는 여성 손님.

어제 저녁 어머님이 방문하셔서 미간을 찌뿌리시

고는 

“약사님, 등이 아팠는데 지금 허리 쪽이 아파

요~” 하신다. 

병원에서 염증이 있다고 하셨단다. 

특히 아침에 통증이 심하다고.ㅜ

진통소염제와 근이완제를 드리고 복용법 안내해드

리면서, 잘 붓지는 않느냐고 여쭤보니 얼굴이나 발 

등이 잘 부으신단다.

염증물질과 붓는 걸 제거하기 위해 써클OO 설명해

드리고 저녁과 아침에 따뜻한 물에 2포씩 드시라하

면서 하루분을 건넸다.

오늘 막 다시 오셨기에 

“어머니, 그 약 어때요?” 

웃으면서 여쭤보니, 안 그래도 그 약 다시 사러오셨

다고~!^^ 

아침에 너무 힘들었는데 살만했다고 하시면서 어

제와 다르게 방긋 웃으시네요~.

손 발 차지 않냐 여쭤보니 차다고 하셔서 각탕법 

설명 드리니, 3일치 집어가셨네요~. 

권해드린 게 효과가 좋아 다시 오실 땐 항상 보람찬 

기분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오후 7:05 

서OO 

#체험사례 

남성, 62세, 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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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12월 28일 오후 8:16)

표증상:

당뇨, 무릎관절 통증.

주요증상:

다리가 찌릿찌릿하다.

발바닥도 찌릿찌릿하다.

기왕력:

폐병, 뇌경색, 충수염.

투약:

5월 3일 써클OO 222

5월 23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6월 8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6월 21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7월 2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8월 3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9월 5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10월 2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11월 14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12월 26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경과 반응:

당뇨수치는 조금 좋아짐(기 는 많이 했었는데요).

장거리 가고 오는 트럭 택배 하는 분인데, 운전할 

때 훨씬 덜 피곤하다. 

우선 잠이 잘 와서 좋다.

몸이 가볍다. 머리가 맑아짐.

변비가 좋아졌다. 거품소변이 줄어들었다.

2018년 12월 27일 오후 7:07  

서OO 약사 

#체험사례 

여성, 63세, 장수♡. 약국직원 부인.

표증상:

오른쪽 유방내의 찌르는 듯한 통증.

머리에 항상 쥐가 나고 식은땀이 흐른다.

발과 손이 뒤틀리고 쥐가 잘 난다.

주요증상:

발끝까지 당기고 허리를 펴지 못한다.

방광염이 자주 걸린다.

갈중이 심하다.

귀에 이명이 있다.

기왕병력:

척추신경염, 지방간, 갑상선기능저하, 당뇨.

투약:

4월 23일 써클OO 333

5월 15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6월 1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6월 15일 써클OO 11 안티OOO 11

7월 3일 써클OO 11 안티OOO 11

8월 4일 써클OO 11 안티OOO 11

9월 15일 써클OO 11 안티OOO 11

10월 6일 써클OO 11 안티OOO 11

11월 7일 써클OO 11 안티OOO 11

12월 12일 써클OO 11 안티OOO 11

경과 반응:

유방내의 찌르는 듯한 통증을 거의 못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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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달마다 변화하는 모습을 설명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28일 오후 

8:14)

① 류형준 약사

장기복용으로 좋아지는 증상들을 확인해 주

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마지막 결과만이 아니고 달마다 개

선되는 결과들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28일 오후 8:13)

몸이 가볍다.

방광염이 자주 걸리는데, 소변양이 줄고 소변보는 

횟수 감소함.

피부가 매끄럽게 윤이 남.

다리쥐 나는 것 감소.

발가락 통증 감소.

갈증 감소. 피로가 덜 느껴진다.

잠이 잘 온다.

2018년 12월 27일 오후 7:17  

서OO 약사

#체험사례 

여성, 89세, 하성♡. 약국직원 어머님.

표증상: 다리가 저리고 땡긴다.

기왕력: 척추협착증.

주요증상:

머리 정수리부분이 아프다.

어깨가 묵직하게 아프다.

발이 저리다. 허리가 아프다.

등에 식은땀이 난다.

잘 놀랜다. 악몽을 자주 꾼다.

투약:

7월 16일 써클OO 22 안티OOO 11 

8월 2일 써클OO 22 안티OOO 11

8월 24일 써클OO 22 안티OOO 11

9월 30일 써클OO 22 안티OOO 11

10월 20일 써클OO 22 안티OOO 11

11월 17일 써클OO 22 안티OOO 11

12월 19일 써클OO 22 안티OOO 11

경과 반응:

이렇게 좋은 약을 알려주어서 고맙다고 인사 들었

습니다.

변이 시원하다.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좋아졌다.

덜 피곤하다. 잠이 잘 온다.

2018년 12월 27일 오후 11:22  

김OO 약사 

#체험사례 

81세, 여자. 40 에 자궁절제술.

소음순 주변이 병원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는다고 

호소.

위가 약한 것도 아니고, 다만 맘에 안 드는 걸 먹으

면 속 쓰림.

만성변비. 무릎연골 수술.



001792  A BOOK OF EXPERIENCES

① 하OO 약사 

약사님, 안녕하세요?

이분은 자궁자체의 문제만으로 접근하기보다

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일지라도 호르

몬 활성을 돕는 쪽으로 함께 해보셨으면 어땠

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https://band.us/band/62655371/post/10231

정OO 약사님의 체험례인데요.

7월 시작, 12월에 갑상선의 호르몬레벨이 정

상으로 돌아왔거든요. 이 호르몬균형이 안티

써클만으로 조절하려면 급하신 분들께는 무

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궁순환이든 담즙분비문제(변비)든 부신기

능(무릎) 다 갑상선의 향아래 있으니까

요.^^(12월 28일 오전 7:33)

② 김OO 약사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제 

소견입니다.(12월 28일 오전 10:43)

③ 이OO 약사 

소음순주변의 어떤 증상이 이분을 힘들게 하

는 건가요? 통증??(12월 28일 오전 10:48)

④ 김OO 약사 

제가 봤을 때 많이 아프다기보다 그냥 불편하

신 정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앉아도 약간 

쓸리는 느낌 정도가 아닐까요? 첨엔 온갖 종류

의 연고를 다 쓰셨고 조금씩은 나아지는듯한

데 완벽히 안 좋아지신다는... (12월 28일 오후 

12:13)

⑤ 이OO 약사 

김OO 약사 며칠이라도 222로 써본 적은 없는

지요?(12월 28일 오후 1:22)

⑥ 정OO 약사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라셨을 텐데, 차도가 

없어서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류약사님을 비롯한 능력 있으신 여러 약사님

들과 지혜를 모아 보시면 어떨까요?(12월 28

일 오후 1:42)

⑦ 김OO 약사 

저두 222 써보길 바라는데 먹기가 버겁다고 

하셔서 이제 그만 드시라고 하려구요. 까다로

운 분이라 저도 그만 하고 싶어서요. 다른 약사

님들도 참고하시길 바라는 맘에서 몇 자 적어 

올렸네요. 감사합니다.(12월 28일 오후 2:04)

⑧ 류형준 약사

김OO 약사 안티써클 111로 4개월을 먹었는데

도 효과가 없었다면 뭔가 이상합니다.

1. 초기용량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써클OO 333으로 3일간, 이후 안티OOO 111

과 써클OO 222로, 한 달 이후 안티OOO 111 

써클OO 111로 진행합니다.

2. 찬 것, 매운 것, 추위, 튀김류 등의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이렇게 증상의 변화가 없을 때에는 상기 요인

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신경계에 이상이 있어서 안티OOO와 써클

OO로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처음에는 좋아지다가 어느 선에서 

멈추거나 처음부터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습

니다.

머리카락을 보내주신다면 확인하고 올바른 

치유의 길을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안티써클 111, 첨엔 소화 안 된다고 함.

병원가도 아무 차도가 없음.

병원서 아플 때만 오라구 함.

4개월 투여.

아무 차도가 없음.

자궁절제 수술한 80  여자분은 효과 없음.

아무 도움이 안 되신 요.

약사님들, 참고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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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고 개인톡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12월 28일 오후 8:09)

① 박OO 약사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등엔 구어혈제(계지복

령환, 도핵승기탕 당귀수산) 등을 겸용하시거

나 약차를 겸하면 작아지기도 할 텐데요?(12

월 28일 오전 11:26)

② 정OO 약사 

박OO 약사 선생님! 김ㅇㅇ님은 초제를 두 달 

복용한 분이십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수술을 

가급적 안하고 싶다고 해서 시도해 봤는데 통

2018년 12월 28일 오전 10:20  

정OO 약사

#체험사례 1 

81년생, 여, 이 ㅇㅇ, 156/55.

왼쪽 목 옆 임파선 부종, 수족냉.

감기 몸살 자주.

자궁내막증과 근종으로 7년 전 수술.

현재 자궁근종 4.5cm.

생리통 심함. 어깨 통증.

11/20 안티OOO 111 써클OO 111

생리가 2일만 양이 많고 5일은 찔끔찔끔 나왔었는

데, 이달에는 5일 내내 양이 많았고 전에는 검붉은 

색이고 어혈이 많았던 혈이 붉은색의 맑은 혈로 나

와서 기분이 좋았다고 하시네요.

생리통은 있었구요.

남편과 아들도 안티 함께 복용 중인데 가족 모두 

감기 안 걸리고 무사히 잘 지내고 있다고 하시며 

고맙다고 하시네요.

#체험사례 2 

74년생, 여, 김ㅇㅇ, 159/54.

위염.

자궁근종 1.5cm (위치가 난소 근처, 병원에서 수술 

권유)

자궁내막증.

생리통 심함(응급실에 호송될 정도).

어깨 통증. 

미혼.

11/16 안티OOO 111, 써클OO 111, 헤모콤 1,

임팩타민 1.

다음날부터 설사 줄줄.

유산균 함께 복용하시라고 함.

생리도 시작하고 생리통도 심한데 설사까지 해서

복용 중단.

생리 끝나고 다시 안티OOO 111, 써클OO 111

복용 시작.

지난주에 생리했는데, 생리통 심함.

병원에서 혹이 1.5cm에서 4.7cm로 커졌다고 수술

하자고 하네요.

수술하고 안티써클 다시 복용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근종의 위치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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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도 심하고 크기도 커져서 안타깝게두 결국 

수술하게 되었네요.

조언 감사합니다.*^^*(12월 28일 오후 1:25)

③ 류형준 약사

자궁내막증은 암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자궁내막세포는 여성호르몬에 의해 통

제되기 때문에 난소를 없애면 생명에는 지장

이 없습니다.

따라서 암에 준하는 안티써클의 최소복용량

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도 자궁내막증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12월 28일 오후 7:57)

④ 정OO 약사 

류형준 약사 선생님! 용량을 늘렸었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겠네요.

자궁내막증은 안티OOO 111, 써클OO 222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12월 30

일 오전 6:52)

① 류형준 약사

저라면 3년된 건선에는 안티OOO와 써클OO

을 7일분은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은 한번 구입한 양으로 증상

의 차도를 확실하게 느껴야 합니다.

7일은 명현반응이 시작하는 시점 정도이고 나

아져도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환자를 쫓는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28일 오후 7:51)

2018년 12월 28일 오후 1:09  

최OO 약사 

#체험사례

박*(남, 49세, 184/88).

12월 4일.

3년 된 건선으로 얼굴, 팔, 복부, 가슴 부위가 가렵

다고 내방하심.

복용중인 약 없음.

써클OO, 안티OOO는, 안 드시고 있는 상태.

써클OO, 안티OOO 설명 드려서 안티OOO, 써클

OO(시럽) 101로 14포씩 구입해 가심.

5일 후 전화 드려보니 잠깐 심해졌다가 좋아졌다고 

하시네요. 치유를 위해서 꾸준히 드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렸습니다. 한번 경험하셨으니 다시 

오시리라 확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오후 4:08  

정OO 약사

#체험사례 

아침에 호빵을 먹은 후 위가 쓰리고 너무 아프다며 

배를 움켜쥐며 꾸부정하게 들어오신 마른체형의 

여성분.

다른 약국에서 권한 라니티딘복합제 두 알을 드셨

는데도 호전이 안 된다 하셔서 안티OOO 2, 써클

OO 2 따뜻한 물에 타서 드렸더니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서 드시고 5분 동안 한참을 그자세로 계시더니

통증이 사르르 가라앉는다며 허리 펴고 걸어서 나

가시네요,

효과 참 빠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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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위 쓰리다고 병원처방약으로도 안 낫는다고 

해서 안티OOO 1포, 반하사심탕 3g 먹고 딱 

듣는다고 했어요. 천기누설건강법에서 어느 

선생님은9 써클OO를 쓰셔서, 써보니까 안티

OOO가 훨씬 좋았어요.(12월 28일 오후 4:47)

② 류형준 약사

위장병에는 안티OOO도 빠르고 써클OO도 빠

릅니다.

그리고 안티OOO와 써클OO는 더 빠릅니다.

감사합니다.(12월 28일 오후 7:43)

③ 정OO 약사 

박OO 류형준 약사 선생님! 감사합니

다.*^^*(12월 30일 오전 6:39)

① 류형준 약사

요통에도 써클OOO은 빠릅니다.

오래된 요통에는 안티도 동참합니다.

감사합니다.(12월 28일 오후 7:41)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오후 5:30  

김OO 약사 

#체험사례

이윤O, 만41세, 여, 165/55.

드시는 약 없음.

허리가 아파 몇 년 동안 계속 고생하시는 분.

허리가 호전, 악화 반복돼서 써클OO 권유.

12/20 허리 처방약 드시며, 써클OO을 권유하자

마지못해 써클OO 4포 집어 들고 한번 먹어본다고 

함.

내심 101 두 번 이틀 먹고 반응이 있을라나? 의구

심.

12/24 처방전 들고 방문하셨기에 혹여 반응이 어떠

냐고 여쭈니, 다른 것 모르겠고 생리통이 많이 감소

했다 함.

허리통증으로 써클OO 소포장 202 권유.

12/27 처방전 들고 방문해서 “어떠시냐?” 여쭸더

니, 2포씩 먹으니 너무 말똥말똥해서 잠이 안와서 

1포씩 복용한다 해서 웃으며 

“저와 똑같은 경험하시네요, 그래도 누우면 금방 

잠들고 숙면을 취할 수 있다.” 

고 하니 알겠다고, 잘 복용해 보겠다고 하십니다.

꾸준하게 안티써클 복용해서 만성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몸 환경을 개선해보자고 당부함.

2018년 12월 28일 오후 7:06  

강OO 약사 

#체험사례 

1. 60 , 남자, 이00.

상 포진을 심하게 앓은 후, 피곤하면 그 자리가 

따끔거리고 근질거린다고 함.

부인되시는 분이 상 포진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안티써클 6개월 드시고 좋아져서 오셨다네요.

안티OOO 111 3일분, B군 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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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강OO 약사님의 체험사례는 항상 믿고 보는 

체험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28일 오후 7:23)

따끔거리고 근질거리는 증세 좋아짐.

이 기회에 안티써클 치유프로그램으로 리모델링  

하자고 권유함. 

2. 50 , 남성. 

갑자기 눈곱이 끼고 충혈되어 내국.

비슷한 경우에 안티써클 드리고 호전된 경우가 있

어서,

안티OOO 111, 써클OO111, 안약 2일분.

2일 드시고 다 나으셨 요.

3. 70 , 여자, 이 00.

퇴행성 관절염으로 병원에선 진행 사항 봐서 수술

하자고 하셨다고 함. 

수술에 한 공포가 있어 수술 안 하고 좋아지는 

방법 없냐고 하심.

안티써클의 치유 프로그램 설명드리고,

안티OOO 111, 써클OO 111, 관절 양제 한 달.

안티OOO 11, 써클OO 11, 관절 양제 4개월째 복용 

중.

거의 통증 없고 부종도 없어졌는데, 무리하게 걸으

면 무릎부위 부종 약간 나타나는 정도로 호전되셨

어요.

이 정도면 수술 안 해도 되실 것 같다고 좋아하십니

다.

2018년 12월 29일 오후 5:12  

이OO 약사 

#체험사례

1)며칠 전, 처음 보는 여자분이 

“요기 앞 인테리어집 사장님이 한번 먹는 게 5천원

인데 자기는 그거 한번 먹고 기침 뚝 떨어졌다고 

가서 사먹으라 했다”

면서 오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인테리어 사장님이 어제부터 감기기운

이 느껴지더니 콧물도 나고 기침도 하고 몸살도 있

고 하다며 딱 두 번 먹을 거만 달라고 해서 한 번에 

안티OOO 2포, 쌍화탕 1병 요렇게 2회분 드렸었습

니다. 

근데 그것이 효과가 좋아서 병원 다녀도 1주일 넘게 

기침한다는 손님에게 소개를 해주신 거 어요.

2) 크리스마스날 여동생네랑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아침에 톡으로 조카가 감기 걸렸는지 머리 아프다

하고 애가 좀 힘들어 한다기에 상비약으로 준 안티

OOO 1포 따뜻한 물로 먹이고 오라고 했습니다.

감기 탓인지 점심 먹을 때 보통 먹는 양보다 적게 

먹는 듯한 거 같았지만 어차피 엄마아빠 따라 모임

에 나온 거 점심식사 후 안티OOO 1포 더 먹이고 

커피숍에 데리고 갔습니다. 어른들끼리 재밌게 얘

기하다 옆에 있는 조카를 보니 핸폰으로 열심히 게

임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 안 아프냐고 물으니 괜찮다고 합니다. 

그 후 집에 가서도 아프지 않았다고 합니다.

3) 아주머니가 아들 감기 몸살 약을 사러 오셨습니

다. 요 며칠 사이 과로를 해서 그런지 몸살이 왔다

하기에 안티OOO 2포씩 1일 3번, 집에 있는 쌍화탕

이랑 같이 먹으라고 6포 드렸습니다. 



제3장 체험사례 001797

① 류형준 약사

타미플루는 먹고나면 환각 때문에 뛰어내리

고 싶은 충동에 누군가 옆에서 지켜야 한다는

데, 안티는 그런 걱정 없이 먹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12월 30일 오후 1:20)

① 류형준 약사

좋은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30일 오후 3:27)

① 류형준 약사  

정말 다행입니다. 

안티써클의 증량도 주효했습니다. 

감사합니다.(12월 30일 오후 3:28)

며칠 뒤 오셔서 그 약 먹고 푹 자고 나니 괜찮아졌다

고 비상약으로 6포 더 가져가셨습니다.

저도 감기 기운이 느껴지면 지체 없이 바로 안티

OOO랑 쌍화탕 같이 먹으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

더라구요!

2018년 12월 29일 오후 8:58  

김OO 약사 

#체험사례 

40 , 남자.

밥을 먹다가 혀 안쪽 부분을 깨물었는데,

2일째 되니 말하기도 불편하다고 하셔서 써클OO

과 안티OOO 각 6포씩 드리고, 첫 회는 안티OOO와 

써클OO 각 2포, 다음엔 각 1포씩 1일 3회 드시라고 

했다.

며칠 후 오셔서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하심.

2018년 12월 29일 오후 9:09  

김OO 약사 

#체험사례

60세, 여자, 본인.

써클OO과 안티OOO를 지난 1월부터 기본으로 복

용 중.

8월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해서 팔다리 어깨까지 

아파 병원에서 검사하니 류머티즘이라고, 빈혈도 

약간 있다고 함.

2주분 처방해주고, 2주 뒤에 다시 혈액검사 하자고 

한다.

처방약 먹으면서 써클OO 202, 안티OOO 101로 증

량해서 먹었다.

2주 뒤, 혈액검사 했는데 지난번 검사 시에는 염증

수치가 7이었는데 0.7로 아주 좋아졌다 함.

빈혈수치도 간수치도 신장수치도 좋다고 함.

3주 약 먹고 다시 검사해 보자고 함.

아마도 써클OO과 안티OOO 효과가 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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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런 일은 흔히 겪는 일입니다.

써클OO의 증량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12월 30일 오후 3:29)

① 류형준 약사

림프순환 촉진은 타박상에는 빠릅니다.

상기 증상이면 심한 타박상인데 써클OO 222

나 333은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20시간 전)

① 류형준 약사

증상이 심할 때 용량의 증량은 필수요소입니

다.

감사합니다.(20시간 전)

2018년 12월 29일 오후 9:17  

김OO 약사 

#체험사례 

51세, 남자.(동생)

써클OO과 안티OOO 기본으로 먹고 있는데, 주말

에 통닭을 조금 먹었는데 두드러기가 심하다고 해

서 써클OO 333, 안티OOO 111로 복용하라고 했다.

2일 먹고 나니 좋아졌다고 함.

2018년 12월 30일 오후 3:38  

이OO 약사 

#체험사례 

30  중반, 베트남 남성.

축구하다가 상 편 헤딩에 안면의 오른쪽 측면을 

가격당한 후 안면근을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있

고 음식 먹을 때는 통증이 심해서 식사가 힘들었습

니다.

병원약 복용해도 통증이 줄지 않고 계속되었는데, 

병원 검사 상은 이상 무. 

써클OO만 111로 일주일 복용 후 다시 와서 많이 

좋아졌다면서 다시 일주일분 구매하 습니다.

2018년 12월 30일 오후 4:35  

이OO 약사 

#체험사례 

30  후반, 여성. 

방광염이 심하게 자주 와서 병원도 줄곧 다녔는데 

이제는 약이 잘 안 듣는다고 하고 근육통도 자주 

와서 안티OOO 111, 써클OO 111로 복용하게 하 습

니다.

한 달 반 정도 복용하는 도중에 방문해서 염증이 

심한지 소변 볼 때 통증이 많이 온다하여 안티OOO 

333, 써클OO 111로 하루 복용하라 하고 증세 봐서 

횟수를 좀 더 추가하라 했더니 2일 동안 3  1로 

복용 후 많이 좋아졌다면서 나중에 재구매시 알려

주었습니다. 

복용 중에도 상황에 따라 심해졌을 때는 바로 해결

하니 수월하게 지나갔습니다.



제3장 체험사례 001799

① 류형준 약사

통풍의 증상은 며칠만에 개선될 수 있지만 통

풍의 뿌리는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유의 길은 처음부터 설명하고 진행

합니다.

감사합니다.(19시간 전)

2018년 12월 30일 오후 9:54  

이OO 약사 

#체험사례 1

남, 60세, 김*승. 통풍, 저림.

통풍으로 좀 힘들다고 하시면서 통풍처방약 7일분 

가지고 오셔서, 안티써클에 해서 설명드리고

안티OOO 11, 써클OO 22, 간장약 22 4일치 드림.

주의사항: 각탕법 설명드림. 특히 술 드시지 말라고 

강조함.(술 좋아하심)

4일 후 오셔서 효과가 좀 더 나은 것 같다고

안티OOO11, 써클OO 22, 간장약 22 3일치 더

가져가심.

재발을 막기 위해 장복해보자고 했습니다.

#체험사례 2

남, 56세, 김*호.

비만으로 인한 혈압과 당뇨경계성.

식사조절과 운동으로 치료해보자 하면서 안티써클 

복용 시작.

7월~10월 안티써클 111

사례올림.

11월 안티써클 11

12월 안티써클 11

지금까지도 꾸준한 운동과 각탕법, 식사조절, 더하

기 안티써클로 체중조절이 되면서 체중 74 -> 67 

-> 64로 변함.

혈압 100/140-> 60/95로 변함.

당뇨경계성이 아침식전 95~115 또는 가끔 식후 2

시간 150일 때도 있어서 당뇨는 여전히 조심

해야 될 부분임. 

단한 의지를 가지신 분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오전 9:23 

노OO 약사 

#체험사례 

1. 노혜ㅇ, 14세, 여학생. 

꼬리뼈 타박상.

계단 내려오다 낙상하여 꼬리뼈 타박상으로 앉기

도 일어서기도 불편하고 통증이 심해, 

안티OOO(시럽) 101, 써클OO(시럽) 101, 작약감초 

202.

하루 복용 후 통증 50% 감소.

5일 복용하고 통증 완전 소실.

2. 노경ㅇ, 16세,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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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자칫 오래 갈 수 있는 증상들을 빠르게 개선했

습니다.

감사합니다.(41분 전)

무릎 타박상.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무릎에 타박상 입어 살짝 부

어오르고 걸을 때마다 쩔뚝거림.

안티OOO(시럽) 111, 써클OOO시럽 111, 타박상겔 

수시로. 

급성 증상이라 하루 만에 부기 빠지고 걷는 것도 

많이 좋아져서 2일분 추가 후 마무리.

2018년 12월 31일 오후 1:32 

정OO 약사

#체험사례 1 

79세, 여, 유*례. 친정엄마.

고혈압약 40년째 복용.

40년 전 구안와사.

3번의 뇌졸중.

오른 손과 발 거동 불편.

17년 5월 전해질 불균형으로 입원.

퇴부 혈관 막혀서 시술.

고지혈증. 과민성 방광증상.

18년 7월 충수염 수술. 

변비.

https://band.us/band/62655371/post/9175 

(11/6)

5/5 써클OO 11

6/4 안티OOO 11 써클OO 11

써클OO만 1개월, 안티써클 7개월 복용 중.

올해 충수염과 급성 설사로 쇠약해지셨던 몸이

피부도 뽀얗고 살도 오르셔서 건강해 보이시네요.

새벽 5시, 오후 6시면 기도문들을 암송하시는데

발음이 많이 또렷해지셨네요.

음식 드시면서 사래도 안 걸리고, 웃으실 때 입모양

도 많이 반듯해지셨구요.

“네가 좋은 약 준 덕분에 추위도 덜 타서 장판에 

불도 안 넣고 잔다.”고 고맙다고 하시네요.

#체험사례 2

72년생, 여, 김ㅇㅇ. 동생 .

제사상 준비하면서 비염으로 연신 콧물 훌쩍훌쩍.

안티OOO 2, 써클OO 2 따뜻한 물에 타서 복용.

30분 정도 지나니 훌쩍거리는 소리가 멈추네요.

아침 상 준비하며 다시 훌쩍. 

안티OOO 2, 써클OO 2 온수로 다시 복용.

콧물 멈춤.

비염에 요렇게 효과가 빠른 줄은 몰랐다네요.

동생과 조카가 환제로 복용 중인데, 액상이 먹기가 

더 편하고 좋다면서 다음엔 액상으로 보내달라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3장 체험사례 001801

① 류형준 약사

안티OOO와 써클OO이 효도이고 가족사랑입

니다.

감사합니다.(34분 전)

① 류형준 약사

가벼운 체험사례이지만 어느 약국이나 있을 

체험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30분 전)2018년 12월 31일 오후 1:48 

강OO 약사 

#체험사례 

1. 60 , 여자, 배00. 145/40kg.

워낙 몸이 약해서 감기만 걸려도 비상.

갑자기 고열에 오한 동통 기침까지 독감 증세 보임.

위가 약해서 처방약 거의 못 먹고 거의 모든 약에 

거부 반응이 심하신 분이라 안티의 항바이러스 작

용 설명드리고,

안티OOO 222 2일분 드림(액제).

2일 후 남편분 오셔서 2일분 재구매.

거의 독감 증세가 없어지셨는데 조금 더 드셔보시

고 싶어서 오셨답니다. 속도 편하다고 하시네요.

2. 50 , 남자.

추운데서 일하시고 난 후에 온몸이 굳어 있는 것 

같고 근육통이 심하다고 함.

써클OO(액제) 222, 근육이완제 2일분.

각탕법 강조.

2일 후 다시 2일분 재구매. 

한번 먹고 그 다음날 거뜬하게 일어나셨답니다. 

추운데서 일하시는 분이라 만약을 위해 여분으로 

재구매 하셨다고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오후 2:27 

노OO 약사 

#체험사례 

1. 50 , 남.

속쓰림, 소화불량, 변비.

며칠 전부터 속쓰림과 소화불량으로 병원에서 처

방받아 먹어도 먹을 때뿐이라 처방 포기하고 약국

약으로 좋은 거 없냐고 문의.

안티OOO 111, 반하사심탕 111.

하루분 먹고 차도가 있자 3일분씩 21일 복용하고 

변비까지 호전.

2. 60 , 남.

소변불리.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나서 갑자기 소변상태가 

악화되어 잔뇨감 소변이 시원치 않아 내국.

안티OOO 111 5일분 드시고 잔뇨감과 소변이 뚫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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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병원에서도 안 되는 많은 증상들이 치유의 길

에서는 쉽게 해결됩니다.

생각을 달리하고 방법을 달리하면 새롭고 쉬

운 길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27분 전)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이리 쉽게 해결되어 감사하

다고 하십니다.

2018년 12월 31일 오후 6:27  

최OO 약사 

#체험사례 

최하*(여, 만1세, 20개월 아이).

12월 3일부터 3일분씩, 12월 15일까지 항생제 포함

된 감기약을 계속 복용하기에 안티OOO(시럽)를  

같이 먹이시길 권했지만 별 반응이 없다가 12월 15

일에 다시 말씀드려서 안티OOO(시럽) 반 포씩 1일 

3회 복용시키라고 말씀드리니 4포만 가져가심.

3일후에 오셨기에 여쭤보니 이제 완전히 나았다고 

하네요. 아가가 감기로 계속 고생하는 게 안쓰러웠

는데, 나았다니 저까지 기뻤답니다.

2018년 12월 31일 오후 7:00  

노OO 약사 

#체험사례 

1. 임길ㅇ, 34세, 남.

편두통, 만성피로. 

혈압약 엑스포지 10/160 복용.

스트레스로 인한 편두통으로 9월부터 써클OO 111 

복용 중. 

이번에 혈압약 타러 와서 만성피로까지 좋아져서 

안티OOO까지 써서 뿌리까지 제거하자고 권유함.

2. 50 , 남.

감기

코감기와 목기침으로 내국함. 

안티OOO(시럽) 111, 종합감기약.

5회분 드시고 오셔서 감기에 너무 잘 듣는다고 안

티OOO 소포장과 종합감기약 구매.

2018년 12월 31일 오후 7:34  

서OO 약사 

#체험사례 

남성, 35세, 강 ♡.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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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뻐근하고 숨 가쁘다면서 우황청심원 달라하

심.

천왕보심단제제와 써클OO 222 3일분 드림.

일주일 뒤 오셔서 아주 효과 좋았다고 하심.

치유의 길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오겠다고 하면서 가심.

2018년 12월 31일 오후 7:38  

서OO 약사 

#체험사례 

여성, 58세, 신화♡.

12월 18일.

성형수술 후 멍이 안 빠지고 있는데, 뭐 좋은 것 

없냐고 물어오심.

써클OO 222 5일분 드림.

아주 효과 반응 좋았다고 고마워하네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55  

박OO 약사

#체험사례 

098번째 [써클OO]+[안티OOO] 

매우 허약에서 정상 가까이!

체험사례 024번째.

HSJ, 여성, 78세, 155 / 마른 듯.

신경 예민, 식사소화 보통, 아랫배 나옴, 다리 약함.

冬寒多(내의-아직) 盜汗, 감기 달고 산다, 원기부

족-피로/ 혈당약, 혈압약 복용 중.

[천기누설 건강법] 책자를 읽고, 아들이 찾아와서 

어머니께 드리고 싶다고 함.

2018.05.02. 

써클OO + 안티OOO 각 60포(1포씩 tid)

체험사례 049번째. 

2018.06.01. 

써클OO + 안티OOO 각 60포(1포씩 tid)

2018.07.13. 

써클OO + 안티OOO 각 60포(bid)

2018.08.30. 

써클OO +안티OOO 각 60포(bid)

(효자 아들이 어머님을 위해 정성으로 사다드려서

 추위개선, 감기개선, 식욕개선, 얼굴개선, 혈당개

선, 운동량개선...)

(049번째까지) 

2018.10.12. 

써클OO + 안티OOO 각 120포(bid) 

“두 달분 주세요.”

오늘 효자 아들과 한 여성이 같이 들어오신다.

효자 아들을 알아보고는,

“이모님과 같이 오셨어요?”

“아뇨~ 저의 어머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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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OO 약사 

그렇네요~. 일 년에 300만원 투자할만하네

요~.(12월 31일 오후 11:00)

② 박OO 약사

양OO 약사 양쌤도 2019년에 건강하시고 약국 

재미있으시길...(12월 31일 오후 11:11)

“네에?! 너무 젊어지셔서 못 알아봤네요.”

실제로! 립서비스가 아니고!

몇 달 전에 오셨을 땐 마르시고 체구도 작았는데, 

지금은 얼굴이 훤하시고, 체격이 조금 커지신 듯한 

모습입니다. 78세이신데.

표정도 부드럽고 미소 지으시며, 몇 달 전과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그리곤 “우리 아들 돈을 자꾸 쓰게 해서 안 온다캤

는데, 자꾸 가자캐서~~ 일 년은 해볼려고 따라 

왔어요..” 하신다. 

◐써클OO/ 안티OOO의 복용여부와 추가제품 여

부 

2018.12.31. 

써클OO + 안티OOO 각 120포(bid) 

아예 두 달분 하시곤...

비겐크림톤 2통, 클리덴트 3통, 소화제 2통 등등 

한보따리 드시고 효자아들과 함께 기분 좋게 퇴장

하셨습니다. 

매우 흐뭇한 뒷모습이었습니다.

◐기타(보충설명) 

*약 8개월 동안 병골에서 거의 정상수준으로, 일 

년 내 감기에서 환절기 감기 정도로. 

1년에 약300만원 투자로 건강을 80~90% 찾아도 

매우 유익하다고 보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오후 11:06  

이OO 약사 

#체험사례 

류OO쌤의 넉넉한 사랑&나눔!

김00, 98년생, 남.

체질차 10월 12일 복용 시작.

두 번째 이야기

1) 복통뿐만 아니라 감기도 달고 사는 아인데 

요즘 감기약 타러온 적이 없다.

하루는 복통약, 또 다른 날은 감기약, 요렇게 번갈

아 병원을 자기 집 드나들듯 자주 오던 아이의 얼굴

을 통 볼 수가 없다.

2) 평소에 안 쓰던 단어들을 써서 식구들이 깜짝깜

짝 놀란다고 한다.

잠을 재우는데 아이가 “엄마는 꿈이 뭐 어?”

라고 질문을 하고, 마트에 물건 사러가서 엄마가 

두 가지를 들고 오니까 “엄마는 통이 커” 라는 단어

를 쓰기도 하고 ~.

아이의 언어변화에 놀람과 기쁨과 감사를 웃으면

서 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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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OO 약사 

큰 변화네요 제가 다 뿌듯합니다~^^

혹시 류형준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중추환과 

체질차는 어떤 약인지 여쭈어도 될까요~?(12

월 31일 오후 11:28 )

② 이OO 약사 

임OO 약사 류쌤께서 직접 환자분의 머리카락 

검사 후 처방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환자가 

꾸준히 잘 복용하고 이 프로그램 잘 할 수 있도

록 돕는 일이지요. 끝까지 완주하도록!^^

③ 임OO 약사 

이OO 약사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OO 약사 

선생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12월 31일 오후 11:38 )

④ 이OO 약사 

임OO 약사 감사합니다~.^^(1월 1일 오전 

12:17)

① 류형준 약사

급성이고 충격에 의한 후유증이니 안티OOO 

222와 써클OO 222도 좋지만 저라면 안티

OOO 111과 서클OO 333으로 먹도록 용량을 

조절하여 추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5일 오전 11:22)

나누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달 한 달 넘넘 기 됩니다~~!♥

2018년 9월 3일 오후 3:56  

김OO 약사 

#체험사례 

교통사고 후유증 케어 사례.

26세, 여자, 윤성x.

체형: 보통, 키 작음(150  추정).

사고 후 병원약과 물리치료에 효과가 없어 

허리통증과 손목통증, 온몸이 아파서(특히 오른쪽 

하체 아래로는 잘 못 움직일 정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써클OO 222 안티OOO 222로 드시라고 설명해 드

린 후, 써클OO 안티OOO 각각 1통씩 가져가셨는데 

뜨거운 물에 3일 드시고 나서 허리 이하(다리와 특

히 요통) 통증이 많이 없어졌다고 환자분에게 연락

이 왔어요.

그래서 꾸준히 더 먹어주시면 후유증 없을 거라고

지도해드리니 일주일 뒤에 내방하셔서 써클OO을 

추가로 1통 더 가져가시면서,

“빨리 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셨어요.

환자분의 빠른 쾌유를 도와드릴 수 있어서 뿌듯

했습니다.

2018년 9월 3일 오후 5:03  

김OO 약사

#체험사례

(메디팜 암약국) 

조ㅁㅅ, 51세, 여, 150cm.(약간 뚱뚱) 

어깨 통증.

어깨 인 가 끊어져 통증이 심해 의사는 수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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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단순히 어깨를 치유되도록 도운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치유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9월 5일 오전 11:20)

① 류형준 약사

찬 것과 매운 것만 줄여도 많이 좋아지는 증상

입니다.

또한 오래된 증상이니 이제부터는 안티OOO

를 병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9월 5일 오전 10:55)

고 하나 양쪽 목발 짚은 사람은 어깨수술시 어떻게 

사나 할 정도로 심각한 고민으로 상담해 옴.

기미가 심하고 병원에서의 통증약 처방으로 버텼

으나 통증이 심해 남편 수면에도 향을 줌.

8월 22일 써클OO 202

9월 1일 써클OO 333 (하루 먹었는데 좀 힘듦)

9월 2일 써클OO 222 안티OOO 111

투약 중 소변이 자주 나오고, 땀이 많이 나고, 

오후에도 잠이 오고, 어깨에 돌멩이를 얹어 놓은 

듯 무거웠는데 좀 나은 듯.

남편이 말하길 자다가 통증으로 신음소리 나는 것

에 잠을 깼는데 줄어들었다고 하고, 뭉친 어깨를 

아들들이 주물러 주면 잠시 풀렸다가 다음 날 목발 

짚으면 다시 딱딱하게 굳어졌는데 어깨가 부드러

워짐.

수술 않고 통증 없이 사는 소박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합니다. 

더불어 기미도~ㅎ

2018년 9월 5일 오전 9:34  

김OO 약사

#체험사례

27세, 남. 178cm, 67kg.

사무실 근무.

만성피로와 음주 후 전신이 붉어짐.

아침 기상이 힘들고 숙면이 안 되어 써클OO 111, 

크씨슬 유산균으로 복용한지 3개월째인데, 수면

상태 호전과 피로감 해소로 열심히 복용중입니다.

더 효과를 보려면 각탕법과 호보법을 해야 하는데, 

요새 젊은이들은 왜 그리 바쁜지 건강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2018년 9월 5일 오후 12:29  

김OO 약사

#체험사례

(메디팜 암약국)

61세, 여, 150cm, 50kg. 본인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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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OO 약사 

발톱이 아주 젊습니다(9월 5일 오후 12:45)

② 하OO 약사 

조갑진균 순환불량에 의한 양결핍*무좀균

(msg)인가보네요. 

안 듣는 무좀엔 안티OOO와 써클OO이 

치유booster !(9월 5일 오후 1:36)

③ 유OO 약사 

발가락도 예쁘네요. 전 그런 체험이 있어도 

사진 못 보내겠네요.ㅋㅋ(9월 5일 오후 2:09)

④ 유OO 약사 

워낙 발가락이 못 생겨서리.(9월 5일 오후 

2:10)

⑤ 류형준 약사

안티OOO와 써클OO이 재주꾼이군요.

감사합니다.(9월 8일 오후 6:08)

약 1년 반이나 2년 전에 냉동실 문을 열다 꽁꽁 언 

덩어리가 발등으로 떨어져 한참을 지나도 먹먹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소염제를 먹어도 낫지 않아서 바로 옆 건물에 있는 

한의원에 가서 약침을 맞아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감각이 둔하다가 나중에는 그 아래쪽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에 발톱 무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좀이 곰팡이 균에 직접 감염되어 생기기

도 하지만 순환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

니다. 

바로 옆의 엄지발가락이 면적으로 따지면 6배 이상

이 넓은데 거기는 이상이 없고 감각이 둔한 선을 

따라서 그 쪽만 발톱 무좀이 생긴 것은 순환과 양

공급이 관여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먹는 약

은 안 먹고 기존의 바르는 발톱무좀약을 1주일에 

1번씩 발랐습니다. 

그러다 6월 2일부터 안티써클을 먹은 후부터 바르

지 않고 순환에 관여한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

보았습니다. 

먹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먹먹하고 둔한 느낌이 사라

져서 발톱 무좀이 낫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안티써클을 먹으니 발톱도 빨리 길고, 발톱 전체가 

감염된 것은 아니고 반 정도 감염된 것이라 3개월 

지나니 정상 발톱이 나왔습니다. 

이 일로 타박상을 입은 것이 몸에 많은 향을 주겠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톱무좀은 눈에 보

이기라도 하지만 안에 있는 장기라든가 볼 수 없는 

부분에도~. 

6월 2일부터 용량의 변화 거치며,

지금은 써클OO 222, 안티OOO 111 복용 중입니다.

2018년 9월 5일 오후 11:02  

홍OO 약사 

#체험사례 

20  중반, 마른 여성.

8월 25일.

소화제 물약 10병에 소화제 알약 달라고 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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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그래도 오래된 소화불량을 소화제가 아닌 써

클OO로 해결한 것은 좋은 경험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8일 오후 6:31)

① 류형준 약사

만성통증이라면 안티OOO를 처음부터 같이 

병용했다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기의 체험사례는 증상의 변화에 한 설명

이 부족하여 답례에서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9월 8일 오후 6:49)

늘 소화가 잘 안 돼서 항상 드신다고 함.

만성소화불량이 꽤 오랫동안 지속됐다고 하여 손

발은 차지 않냐고 묻고 체크지 보여드리니 모두 해

당된다고 하심.^^;;

써클OO 소포장 1통 111 따뜻한 물에 드시라고 라벨 

붙여 드림.

생록천 필요 없으실 거라고 말씀 드렸으나 그래도 

사 가심.

9월 1일.

일주일 후 재방문하셔서 소포장 일주일분 재구매.

써클OO 먹는 동안 소화제 한 번도 안 드셨다고 함.

천기누설 책자 드리며 각탕법 꼭 하시고 생활습관 

잘 지키시면 더 효과보실 거라고 말씀드림.

효과는 있어서 계속 드시고 싶어 하시나 가격저항

이 있으신 듯하여 안티를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못

했어요. 

책자 읽어보고 다음에 오시면 다시 말씀드려봐야

겠어요.

2018년 9월 6일 오후 1:51  

김OO 약사 

#체험사례 

40 , 남, 윤**.

며칠 전 가슴 안쪽이 뭉친 것 같고 아프다고 오신 

분.

몸도 많이 붓는다고 함.

림프순환장애가 심하신 분.

근이완제와 써클OO 22로 2일 드시게 드림.

몸이 가볍고 붓기가 빠진 것 같은데 통증은 더 심하

다고 하심.

노폐물이 빠지려고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통증이 더 해질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도 줄어들고 몸도 더 가벼워지실 거라고 말씀

드리자 꾸준히 드셔보시겠다고 써클OO 20포를 가

져가심.

만성통증은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어 다음에 오

시면 안티OOO와 함께 권해드려야겠습니다.

2018년 9월 6일 오후 9:18  

최OO 약사 

#체험사례 

60살, 키 165cm, 몸무게 78kg.

동네 방앗간을 하는 남자.

온몸이 담이 결리고 아프다고 해서 써클OO 111과

나프록센 2알씩 5번을 먹고 나아지고, 자주 잇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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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단골환자가 되다 보면 언젠가는 완주할 날이 

오겠지요.

감사합니다.(9월 8일 오후 7:03)

① 류형준 약사

입덧과 두통도 빠른 효과를 보는 사례는 처음 

보고되는 체험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8일 오후 9:39)

① 류형준 약사  

언제가는 안티OOO와도 병행할 것으로 기

부어서 안티OOO와 나프록센을 먹고, 나으면 안 오

고 또 아프면 찾아옵니다. 

배가 나오고 뚱뚱하면 노폐물과 독성물질이 온몸

에 쌓여서 여기저기에서 염증과 림프순환이 안 되

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안티OOO와 써클OO이 

치료제인데 안티OOO와 써클OO 하루치가 12,000

원 비싸다고 하면서 3일치만 가지고 갑니다. 

자기 몸을 위하여 돈을 써서 건강을 지키고 살았으

면 좋겠습니다.

2018년 9월 7일 오후 1:18  

조OO 약사 

#체험사례

입덧 중 두통.

임신 8주. 입덧이 심해 처방받으러 오심.

기 중 구토 후 두통으로 방문. 

써클OO 1포 복용 시킴.

처방전 디클렉틴서방정(임부의 구역구토 조절)

받아오심.

1시간이 안되었는데 두통이 가시고 속도 편하고

손발도 약간 저림 증상도 개선.

혈색도 돌아옴.

비상으로 써클OO을 더 가져가심.

세포환경을 개선하여 부종, 통증도 개선시킴.

저염식 하고, 비타민B군을 섭취하라 함.

여러 두통 개선을 확인했지만, 이것도 빠르네요.

2018년 9월 7일 오후 2:28  

최OO 약사 

#체험사례 

62살, 키 152, 몸무게 65kg.

당뇨약과 혈압약을 10년 먹고 있는 중. 

당수치에 신경을 쓰는 여자권사님.

치과 청소부를 해도 살은 도무치 안 빠져서 소식으

로 2kg 빼고, 써클OO 1포, 팻번비바 2알과 유산균 

1포씩 1달을 복용하고 당도 내려가고 피로도 적고 

잠도 잘 온다고 사는 날까지 써클OO을 복용해야겠

다고 합니다. 

세포활성화와 세포재생촉진으로 혈압과 혈당도 조

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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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감사합니다.(9월 8일 오후 9:42)

① 류형준 약사

급성증상에 최단기요법을 적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감사합니다.(9월 8일 오후 9:43)

① 류형준 약사

통풍을 치유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 바로 각

탕법입니다.

꼭 같이 하도록 알려주세요.

통풍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지만 안티OOO

와 써클OO의 용량이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2018년 9월 7일 오후 5:57  

김OO 약사 

#체험사례 

19세, 여. 딸.

이틀 전 학교체육시간에 엄지, 검지발가락을 삐어

서 왔네요.

발목을 삔 약사님이 써클OO 333을 3시간 간격으

로 드셔서 단 기간에 좋아졌던 체험례를 떠올리고

써클OO 2222로 시작. 병원약은 보류.

오늘 아침에 보니 멍은 들지 않고 붓기도 심해지지 

않음. 통증은 없다고 합니다.

써클OO의 기적을 기 해 보면서...

2018년 9월 8일 오전 10:12  

김OO 약사 

#체험사례

신복O, 만 46세, 남, 키 160, 체중 65.

통풍약 드심.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심.

통풍 통증이 심하다 하여 써클OO 권유.

4/13 써클OO 111 복용 소포장 하나 구매.

드시고 피로감이 없다, 통증이 사라졌다 등 좋은 

반응 보임.

하지만 절실함이 없어 더 이상 복용하지 않음.

오실 때마다 반복해서 권유.

8/27 얼굴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임.

 통풍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보자 권유.

안티OOO 20, 써클OO 20 구매 각 101 복용.

통풍 치유해 보겠다고 하심. 

좋은 결과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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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9월 8일 오후 9:52)

② 김OO 약사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9월 10일 오전 

10:25)

① 류형준 약사

림프순환과 동의어로 쓰이는 단어가 디톡스

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8일 오후 9:56)

2018년 9월 8일 오후 7:14  

김OO 약사 

#체험사례

40 , 여성.

급성 알러지 증세.

음식 드시고 온 몸이 알러지 증세로 가려움증 호소.

어제 저녁 시간에 왔는데 내일 병원 가니까 하루분

만 약 달라고 해서 독소를 빼 내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드리면서 써클OO 6포(3회 복용)를 드렸더니 

비싸다면서 투덜거림.

오늘 왔는데 그 약 먹고 가라앉아 병원가질 않았다

고 하네요.

써클OO로 림프순환을 통해 신속히 독소 배출한 것

이 컸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오후 1:41  

장OO 약사 

#체험사례 

40 , 남자. 용접하는 분.  

간간이 잊을만하면 약국에 얼굴 보이는 분입니다.

그전에도 용접하면서 눈이 이상하다고 오셔서

소염제 사가셨다고 합니다.

ㅡ근디 생각이 가물가물~~^^

용접하면서 보호안경 착용해도 약간의 눈화상을 

입나봅니다.

눈이 뻑뻑하고 충혈!!!

그전에는 인공눈물이랑 진통소염제 주었겠지만 지

금은 강력한 세포부활제 써클OO이 있어서 딱!!!!

202로 온수 복용.

써클OO 리플릿 보고 자기증상이랑 상관없는 거 

같다고 문의하기에 림프순환의 중요성에 해 간

단히 설명해드리면서 내일아침 일어나면 알게 된

다고 말씀드렸네요.

가면서 내일아침, 확인!!

말짱합니다!!

 

림프순환과 세포정상화!!!

급성증상을 단시간에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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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저도 써클OO 적응 중인데 리플릿 보고 자기

랑 안 맞는다고 할 때가 있어요~ㅎ 

효과가 증명해주지요~(9월 10일 오후 4:25)

② 류형준 약사

전에도 이와 동일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9월 11일 오전 7:16)

① 류형준 약사

섭취 전 증상, 초기 복용량, 복용기간, 바뀐 

증상을 알려주셔야 기본적인 체험사례의 요

건이 됩니다.

기본 요건이 부족하여 체험사례 답례에서는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9월 11일 오후 6:35)

              무등산 물봉선

2018년 9월 11일 오전 10:58  

김OO 약사 

#체험사례 

40 , 남, 윤**.

일전에 가슴 안쪽이 뭉친 것 같고 통증이 있으셨던

분.

통증은 가라앉지 않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오늘 오

셨기에 여쭤보니 통증도 많이 가라앉았는데 완전

한 것 같지 않다고 하셔서 써클OO 20포 22로 더 

드시고, 다음부터는 안티OOO와 함께 드시면서 뿌

리 뽑자고 말씀드림.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2018년 9월 12일 오후 5:50  

김OO 약사

#체험사례 

(메디팜 암약국)

최 ㅇ, 52세, 여, 160/67. 

혈압, 당뇨.

써클OO로 효과 보신 분이 남동생 척추협착증으로 

고생해서 써클OO을 선물했는데 병원 치료 하고 있

다고 마누라 준다고 해서 저하고 통화 후 8월 18일 

써클OO 202 복용하라고 했습니다.(혈압 당뇨약을 

재작년부터 복용한 상태)

8월 31일 혈압, 당뇨약이 떨어져 2일 못 먹고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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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OO 약사

밥 한 그릇 먹고 재면 정상으로 나오지 않나

요?

이렇게 좋은 제품을 먹지 말라고 하다니.. ㅉ

ㅉㅉ(9월 12일 오후 5:59)

② 류형준 약사

굴러들어온 치유의 복을 차버렸네요.

안타깝게도 약사의 말보다 의사의 말이 신뢰

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바꾸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12일 오후 11:15)

③ 류형준 약사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의사의 말보다 약사의 

말을 신뢰하는 세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9월 13일 오전 7:42)

① 류형준 약사

림프순환촉진은 급성증상에는 더욱 빠른 개

선  효과를 가져 옵니다.

감사합니다.(9월 13일 오전 8:02)

소에 처방전 끊으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2일 끊

고 이 수치면 둘 다 약 안 먹어도 되나 혹시 모르니 

약을 받아서 먹지는 말고 며칠 만에 와서 체크해보

자고 하셨답니다.

 

제 사촌 오빠.

당뇨전단계로 써클OO 101로 며칠 만에 당이 70으

로 떨어져 가족이 먹는다고 써클OO 안티OOO 각

각 2통 가져갔는데, ㅅㅇ  병원 주치의가 큰일 난

다고 못 먹게 해서 반품 받았네요. 

너무 떨어져서 이런 경우도 있네요. 

다음에 필요시 연락하시라 했습니다. 

주치의를 하나님처럼 생각하시나 봐요~ㅋ

약을 안 먹고 몇 십 년 다녀도 항상 그 수치를 유지

하면서도~

이 두 분은 왜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지~

식구가 복용 중이지만 이렇게 빠른 효과는 안 나는

데~

2018년 9월 12일 오후 6:10  

이OO 약사 

#체험사례 

김**, 여, 61세.

가정에 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로 힘든 상황.

7일 정도 전부터 우측 발바닥 앞과 발뒤꿈치가 살

짝 붓고 통증이 있어서 걷기가 불편하다고 함.

다른 약이나 양제 복용은 없음.

9월 5일.

써클OO 22, 3일분.

복용 후 불편한 상태가 있으면 바로 연결해서 복용

하자고 안내.

9월 12일. 

감기 처방 갖고 방문.

발바닥 상황 물어보니 좋아졌다.

신기하더라. ^^

림프 순환장애가 발생한 초기에는 써클OO 몇 회 

복용으로도 회복을 경험한 예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증세를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고 초

기에 써클OO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안내를 해야겠구나 생각하게 된 좋은 경험이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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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당장의 비용문제가 후에 큰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데에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13일 오전 8:06)

2018년 9월 12일 오후 6:34  

이OO 약사 

#체험사례 

장**, 남, 72세.

당뇨약, 혈압약, 고지혈약, 엔테론 복용.

양쪽 발목부터 발전체가 부종.

병원 처방으로 엔테론11 복용 2달째.

세 번째 엔테론 처방조제를 받아가는 날,

혹시 차도가 없으면 말씀하시라고 안내.

당뇨 합병증으로 말초혈관 순환장애 및 림프순환

장애를 설명하고, 각탕이라도 병행하라고 안내.

9월 7일. 

써클OO 222 20포

9월 10일. 

방문하셔서 별차도가 없다고 하심. 

양말 벗고 확인해보니 큰 진전은 없으나 붓기도 조

금 빠져서 발등 피부에 주름도 보이고 발목모양도 

형태가 잡혀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했음.

계속 복용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크다고, 

한의원에서 침을 맞아보시겠노라고 그냥 가심.

환자분들에게 써클OO의 효능을 느낄 만큼 첫 투약

기간을 잘 정하는 것을 고민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2018년 9월 13일 오후 9:12  

안OO 약사 

#체험사례

1) 성명 : 강#란

2) 성별 : 女

3) 나이 : 42세

4) 신장 : 165cm

5) 체중 : 55kg

6) 병명(아픈 곳) : 변비

7) 병력과 현재 문제가 되는 증상과 심한 정도

22살에 맹장파열로 복막수술을 한 이후 늘 토끼똥 

같은 변을 보게 됨. 각종 건기식과 푸룬 등 장에 

좋다는 것은 모두 먹어보았지만 차도가 없었음.

8) 이전 복용중인 약물의 유무와 경과

전반적으로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의약품은 복

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건기식을 매일 복용: 가르시

니아, 오메가3, 스피룰리나, 종합비타민, 알로에

9) 써클OO/안티OOO의 복용여부와 추가제품 여부

써클OO 101으로 우선 3일분 드림.

10) 복용기간과 경과

첫날 저녁 1포, 다음날 아침 1포를 먹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변을 보고 놀람.

너무 좋은 약 소개시켜줘서 고맙다고 하여 좀 부끄

러웠음.

11) 기타(보충설명)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증상이 해결되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고 보람되었습니다. 저는 그

저 소개해드린 것 밖에 없는데 부끄러울 정도 습

니다. 좋은 제품 개발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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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처음부터 좋은 징조를 확인했으니 20년간 고

생한 강#란님을 치유의 길의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9월 17일 오전 6:07)

① 류형준 약사

최OO 약사님을 백 살 건강 도우미 약사님으

로 임명합니다. 감사합니다.(9월 17일 오전 

6:15)

2018년 9월 13일 오후 9:40  

최OO 약사 

#체험사례 

88살, 150cm, 50kg.

3층에 사는 할머니.

혈압약을 드시고 귀가 잘 안 들리는데 감기가 걸려

서 귀가 더 안 들리고 어지럽고 해서 써클OO 1개와 

이투와 부신피로제 1알과 황력 1병과 복용, 30일 

먹고 림프순환이 안된 것이 귀도 점차 나아지는 것 

같고 추위를 덜 타고 손발이 저리고 아픈 것도 나아

지고 림프순환으로 건강해지는 것 같고, 100살까

지 건강할 것을 믿습니다.

2018년 9월 14일 오후 6:15  

여OO 약사 

#체험사례

1. 이름: 김종O.(70세, 남)

병명: 요통(수년전 척추협착 수술했다고 함)

치료: 9월 5일 병원처방약 들고 오심.

림프순환으로 염증물질, 통증유발 물질, 노폐물 배

출시킬 수 있다고 설명드리니 의심스런 눈초리로 

2일분만 달라고 하시기에 써클OO 222로 드림.

9월 7일. 

써클OO 봉지 들고 들어오시면서 222로 하루분 드

시고 111로 드셨는데 몸이 너무 가벼워서 병원약 

때문인지 써클OO 때문인지 헷갈린다고 하시기에  

다시 설명드리니 또 9포만 달라신다. 이때도 의심

스런 눈초리,

9월 10일. 

또 오셔서 병원약 안 먹어도 안 아프고, 아예 안 

아프다신다.

써클OO 6포를 사가시면서 비상약이라고 하신다.

근본치료 하시려면 비상약이 아니라 계속 섭취해

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나, 본인이 완강하게 다 나았

다고 우기시니 뭐라 할 말이 없다.

안 아프시니 그럴 수밖에 없단 생각이...

아프면 다시 오시라고 하면서 고이 보내드렸다.

2.이름: 신OO(59세, 여)

증상: 발가락골절로 부종 통증

치료: 8월 30일 발가락골절로 처방전 들고 오신 분

으로 붓기 가라앉혀 이틀 뒤에 해외여행 가야 되는

데 큰일 났다고 걱정하기에 써클OO 222로 하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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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잘 짜여진 각본처럼 치유의 길로 안내하는 약

사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함께 건강해지고 함께 행복해지는 치유의 길

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17일 오전 6:21)

9월 1일. 

재방문해서 써클OO 소포장 가져가심.

9월 7일. 

처방전 갖고 오셨는데 붓기도 없고 안 아파서 깁스 

안했다고 하신다.

해외여행도 무사히 마치셨다고. 

111로 계속 드신 듯.

3.이름: 배OO(남, 74세)

병력: 당뇨, 고혈압 ,전립선, 원인불명 어지럼증, 2

년전 구안와사 치료.

복용 중인 약: 당뇨약, 혈압약, 어지럼증약, 전립선

약, 종합비타민제, 오메가3, 홍삼.

치료: 평소 친분이 있는 분이신데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라 부담스러웠으나 그래도 좋은 건 

같이 나누어야된다는 생각에 안티써클의 용도를 

설명하니 흔쾌히 드시겠다고 하심.

당뇨수치와 명현반응 걱정되어 자세히 설명하면서 

써클OO만 1통 먼저 드림.

책도 같이 드리면서 꼭 읽어보라고 신신당부함.

특히 당수치에 민감해 하지 마시라고 부탁.

경과: 9월1일부터 써클OO 111로 섭취.

5일 뒤 전화해보니 그냥 드시고 계신다고.(별반응 

없음)

그래서 쭉~드시라고.(별 할 말이 없었음, 명현도 

없고)

9월 13일 전화하셔서 병원 다녀왔는데 의사한테 당

뇨관리를 너무 잘했다고 칭찬 들었다고 하심.

써클OO 먹기 전 검사할 때 식후 2시간 후 혈당 160

이었는데, 써클OO 13일 섭취 후 식후2시간 혈당이 

106이 나왔다고 싱글벙글하신다.

(수치가 거의 일정해서 병원 갈 때만 검사하지 평소

엔 당 검사 잘 안하신다고)

의사한테 써클OO 먹는 거 얘기했더니 이해 못하겠

다고 했다고.ㅎㅎ

소변도 잘보고, 잘 자고, 친구들이 얼굴 좋다고 한

다고 전화너머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있다.

써클OO만 계속 먹으면 되냐고 하시기에 안티OOO

도 같이 복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니, 책을 읽었다

고 금방 이해를 하신다.

혈당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계속 가야한다고 말씀

드렸다.

2년 정도의 여정을 잡고 천천히 가자고 하니 그러

겠다고 하신다. 

전화로 써클OO, 안티OOO 각 1통씩 예약하셨다.

이담소화제, 우루사도 같이 드려서 관리할 예정임.

2018년 9월 15일 오전 10:47  

김OO 약사

#체험사례 

47세, 여, 이수ㅇ.

써클OO을 드신 분의 소개로 찾아오셨어요.

44세에 생리가 가고, 남편과 같이 일을 해야 하는 

직업.

급한 성격의 남편이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는 만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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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OO 약사 

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9월 15일 오전 11:23)

② 정OO 약사 

부신피로개선제는 어떤 제품을 쓰는 건가요? 

^^(9월 16일 오전 9:35)

③ 류형준 약사

3년간 끊겼던 생리가 40일 만에 다시 돌아왔

다니 신기합니다.

림프순환촉진이 3년의 세월을 돌려놨습니다.

감사합니다.(9월 17일 오전 6:31)

부신피로증상이 너무 심함.

8/7 써클OO 11 20포, 부신기능개선제 22

8/17 써클OO 11 60포

9/14 써클OO 11 60포, 부신기능개선제 22

어제 오셔서 끊어졌던 생리가 돌아 왔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하셨어요.

2018년 9월 15일 오후 12:43  

이OO 약사 

#체험사례 

스님, 남, 60 .

말벌에 물림. 바닥에 있는 말벌을 모르고 밟음.

SNS 통해 소식 듣고.

8월 28일.

안티OOO 111 써클OO 222

(소포장 안티OOO 1 써클OO 2)

멀리 계셔서 오기 쉽지 않아 여유 있게 보내드림.

하루 복용 후, ‘살겄다’ 하심.

유머 많으신 깨어계신 스님께서 3~4일 드신 후 한

마디 하심.

“한방(한약)으로 한방에 나서부 네~”

쾌유하신 발 상태 찍기 송구하여 못 찍음.

아래사진 8월 27일 말벌에 쏘인 후⏬

#체험사례 

고교 2학년, 남, 19,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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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써클OO만으로 치유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

니 림프순환촉진의 효과가 얼마나 훌륭한지 

다시 깨닫습니다.

인체는 스스로 좋아지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울 뿐입

니다.

감사합니다.(9월 17일 오전 6:38)

기숙사 생활하는데 침 에서 일어나 첫 발 내딛다

가 삐끗하여 부어오르고 통증.

병원에 가니 뼈 손상은 없고 인 가 많이 늘어났다

고 한다.

OOO 아빠(목사님)SNS 통해 부은 발 보고 써클OO

을 지인을 통해 전달.

8월 31일.

병원에서 소염진통제와 근이완제 처방으로 2일 복

용.

써클OO 전달받고는 써클OO만 복용.

2포씩 222 또는 최소 202복용하라 했는데 111복용함.

202로 또는 222로 더 복용토록 함.

중간 점검

써클OO 총 30포 복용. 종료!

*부종부위의 림프순환촉진은,

“부종을 줄여서 물리적인 기전의 통증개선 + 염증

물질의 배출도 촉진하여 화학적인 기전의 통증에

도 도움을 준다.” -책 40p

2018년 9월 16일 오후 7:30  

최OO 약사 

#체험사례 

55살. 55cm, 67kg. 

헬스장에서 아는 동생. 

운동을 해도 요즈음 10kg 쪄서 배가 나와 있는데,  

붓기만 안 해도 살이 안 찌겠다고 하고 당뇨약도 

2년 전부터 먹었다고 해서 써클OO 111을 먹어서 

노폐물을 빼고 독성물질이 나가야 몸이 가볍고 살

도 빠진다고 해서 써클OO 20개를 주고, 살도 빠져

야 당뇨가 좋아진다고 하니 추석 지나간 다음 살을 

빼고 당뇨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7일 먹

게 했습니다. 그 뒤 헬스장에서 만나니까 아침에 

붓기도 빠지면서 몸이 가뿐해졌다고 해서 계속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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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오래된 부종이고 당뇨도 있으니 안티OOO와

의 병용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전 10:32)

① 류형준 약사

막연히 좋아졌겠지,보다는 확실히 확인하고 

체험사례를 올리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결과에 한 확실한 설명이 없으므로 체험사

례 답례에는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전 11:10)

무게 줄이는 것과 당뇨를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9월 18일 오후 12:19  

이OO 약사 

#체험사례 

최**, 여, 81세.

골다공증, 혈압, 고지혈, 위장약 복용.

작은 체구에 소화력도 좋지 않은 상태.

우측 옆구리에서 등 쪽으로 담이 듦.

9월 6일. 

써클OO 22 + 천연진통생약 3일분

9월 18일. 

처방약 조제하러 오셔서,

“지난 번 3일 복용하고 어떠셨어요?”

여쭤보니, “무슨 약이지?” 하고 반문하네요.

생각이 안 나는 건 안 아프시다는 거겠죠.

위장이 약하셔서 진통제는 싫다고 하셨는데, 써OO

로 편안하게 회복되셔서 감사하지요.

2018년 9월 18일 오후 2:43  

최OO 약사 

#체험사례

곽00, 74년생, 여성.

써클OO 3포만 드시고, 몸이 저리고 찌릿거리다가 

자고 일어나니 개운함을 느낀다.

전화가 와서 먹고 싶은데 가격 부담된다고 할인을 

요구.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림.

사실 저 돈 버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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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OO 약사 

깎아달라는 분들께 오히려 이런 제품을 만들

어 주셔서 저도 당신도 모두 감사해야한다고 

말합니다. 단호하게!(9월 18일 오후 2:48)

② 류형준 약사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따라주시니 감사할 뿐

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전 11:15)

① 유OO 약사 

~~박! 이 표현밖에는요.(9월 19일 오후 

3:49)

② 류형준 약사

좋아합니다. ㅜㅜㅜ ^^

하지만 저 때는 좀 허세지만 진심을 담아 저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두 개를 꼭 먹어야 하냐면서(써클

OO만이 아니라 안티OOO까지) 6개월 드셔보시겠

다고 하셨습니다.

2018년 9월 19일 오후 3:48  

김OO 약사

#체험사례 

(메디팜 암약국) 

송ㄱㅅ, 62세. 체격 크시고 약간 뚱뚱.

8월 20일. 

무좀약 받아가면서, 무좀약을 먹어도 또 재발할 수 

있다니 어쩌면 좋겠느냐. 간 검사 가끔 받기는 하는

데... 하면서 화 시작. 

무릎 통증도 가끔 있고 해서 써클OO 111로 60포. 

딸도 준다고 60포. 통증이 자기보다는 심하다고 해

서 써클OO 2포씩 2회 내지 3회 복용하라고 하고 

다음에는 1가지 더 추가해서 드시라고 함.

9월 18일. 

무슨 이렇게 신기한 약이 있느나며 들어서신다. 

요약해보면,

양ㅅㅁ, 여, 38세, 170/72.

5년 전 딸이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안고 가다 빙판

길에 미끄러지려하니 아이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다리로 버티다가 다리뼈가 부러졌는데 장작 패는 

소리처럼 큰 소리가 났다고 함.

그 후로 골반통과 요통으로 5년 동안 고생하면서 

많은 치료를 해봤어도 효과를 못 봤는데 요즈음 아

프다는 소리 안한다고~.

둘이 아닌 셋(남편도 나눠먹었다고 하나 무슨 목적 

인지는 모름)이 2가지 먹으려면 목돈이 필요하니 

추석 지내고 오신다네요.

5년 동안 고통 속에서 지낸 분을 써클OO이 구원

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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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써클OO 60포로 5년간의 고통이 사라지

다니 마술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는 써클OO의 효과라기보다는 림프순환의 

기본 원리가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확인하는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전 11:33)

① 류형준 약사  

치유의 길에 한 설명은 약사 몫이고, 선택은 

환자 몫입니다.

완치가 안 된 증상이니 곧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치유의 길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전 11:42)

2018년 9월 20일 오전 4:15  

최OO 약사 

#체험사례 

34살. 직장남자. 

술과 스트레스를 받으면 양팔에 빨갛게 올라왔다

고 약국에 옴. 

가끔 반복된다고 해서 우선 써클OO 1포, 오로친 

2개를 5번 줌.

먹을 때는 나아지겠지만 근본치료가 중요하다고 

하고, 만성으로 반복적으로 오는 것이니 노폐물과 

독성물질의 배출 촉진시키기 위해서 안티OOO와 

써클OO을 계속복용하고 술과 스트레스와 담배는 

피하라고 설명.

안티OOO와 써클OO 20개를 가지고 갔습니다. 

일주일 복용 중에 문자로 몸 상태를 확인하니까 팔

에 빨갛게 올라온 것은 나아지고, 피로도 없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계속 복용해서 병의 원인과 뿌리를 뽑아야하지만 

약값이 부담스럽다며 더 복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재발 안 되게 계속 복용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9월 20일 오전 9:47  

이OO 약사 

#체험사례 

서00, 54세. 반찬가게 아주머니.

턱과 턱 아래 목에서 귀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3~4

일 전부터 통증이 왔다.

가게를 비울 수가 없어 차일피일 미루다가 통증의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니 이젠 큰 병이면 어떻게 하

나 걱정이 생겨 무슨과로 가면 좋겠느냐고 물어보

러 오심.

써클OO 6포로 답하다(222).

림프순환장애로 올 수 있는 증상이므로 하루만 복

용하고 낼 다시 오시라 했다.

다음날 약국 문을 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

신다.

“뭐랍니까? 그 신통한 약이?? 진통제도 아니라는

데 어떻게 요렇게 깨끗하게 통증이 사라질 수 있는

지 신기하네요~” 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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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누구나 알기 쉬운 한약제제 길라잡이에서 반

하사심탕은 항생물질과 운장운동조절제를 합

친 처방이라고 설명하 습니다.

따라서 안티와 반사심의 조합은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전 11:45)

쫑긋하고 궁금해 하는 귀들이 있어, “혈액순환도 

중요하지만 림프순환도 아주 중요하답니다.”로 이

어지는 림프순환 교육시간!ㅎ

“이건 림프순환을 촉진시키는 제품인데요~” 

림프순환 촉진제인 써클OO는 조직이나 세포에 쌓

여있는 염증물질, 독성물질, 노폐물 등 버려야할 것

들이 버려지지 못하고 날 괴롭히는 걸, 빠르게 몸 

밖으로 나가도록 도와준다는 것과, 단지 림프순환

을 빠르게 촉진시켜 세포환경이 깨끗하게 좋아지

게 하는 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통제보다 더 효

과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천천히 설명드렸다.

진통제 안 써도 통증이 잡힐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

만 하신가보다.

(책 제1장 림프순환)

#체험사례 

이00, 88세. 여.

써클OO는 꼬박꼬박 못 드셔도 계속 복용 중에 있는 

분.

써클OO 드시고 다리 저림이 좋아졌다며 비싸도 20

포씩 챙겨가는 분인데(5개월째), 손녀딸이 이것저

것 사다준 양제랑 감기약 드신 후 속이 아파 

병원에 가서 위장약을 처방받아 왔는데, 이것마저

도 먹으면 속이 아프다.

일단 모든 약 중지!

9월 13일.

반하사심탕 3포, 안티OOO 3포 드리며 지켜보자 

함.

9월 14일. 

상동. 하루분.

9월 15일. 

좀 나으시단다. 

안티OOO만 111 이틀분.

9월 17일.

많이 편해졌다하신다.

안티OOO 111 하루분.

다 나았다며 하루분만 !

요즘 속쓰림이 심하거나 갑작스런 위통으로 오는 

분들께 반사 111 안티OOO 111 또는 안티OOO만으

로도 반응 참 좋습니다.

안티OOO 쓰기 전엔 라니티딘 75를 사용했는데 안

티OOO 사용할 때가 리액트가 확실하게 빠르고 좋

네요~!

2018년 9월 20일 오후 4:45  

김OO 약사 

#체험사례 

장@@, 남, 59년생.

목 뒤로 이유 없이 화끈거림을 느껴 병원을 갔는데

도 이유를 모른다고 해서 한의원부터 시작해서 각

종 병원을 다 전전하다가 우연히 안티써클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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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장@@님 본인은 현재 안티OOO와 써클OO

각각 3박스씩 드신 상태이고, 추석지난 후 또 

방문하셔서 써클OO, 안티OOO 상담 예약하

신 상태입니다!(9월 20일 오후 4:48)

② 류형준 약사

안티OOO와 써클OO는 사람을 모으는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치유의 길은 사람을 모아서 함께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후 12:06)

① 류형준 약사

좋은 효자를 두셨습니다.

감사합니다.(9월 25일 오후 12:19)

알게 되어서 저희 약국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

고 림프 역시 순환이 되지 않으신 것 같다 하셔서

우리 몸에서의 림프의 역할과 써클OO에 해서 설

명드렸습니다.

안티OOO와 써클OO을 2포씩 드시기는 벅차다고 

하셔서 처음엔 111로 함께 섭취하라고 지도해드렸

습니다.

한통을 다 드시고 다시 와서 조금 괜찮은 것 같다고 

하셔서 써클OO과 안티OOO의 용량을 아침저녁으

로 2번 202로 드시게 했습니다.

본인이 드시고 몸이 조금씩 호전되고 목뒤로 오는 

이유 없는 열감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니. 본인

이 적극적으로 주변분들게 써클OO과 안티OOO를 

권하시면서 안티써클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이틀 전엔 이명이 있는 손님분을 소개해주셔서

안티써클을 드렸고, 오늘은 결막염이 있는 손님분

을 데려오셔서 안티써클을 드렸습니다.

이명 환자와 결막염 환자분은 다음 방문 하실 때

어떻게 많이 개선되었는지 여쭤보고 체험례에 정

식으로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써클OO의 힘~~~ 감사드립니다☺⏬
손님분들의 건강이 개선되는 걸 두 눈으로 보니

저 또한 신뢰가 생기네요.

2018년 9월 21일 오후 10:34  

최OO 약사 

#체험사례 

60살, 162cm, 68kg. 

청소일을 하시는 권사님. 

양주사를 맞고 팔 안쪽 양쪽이 벌겋게 올라와 있

고, 가려움증을 호소해서 써클OO 111과 오로친 2개

와 5번을 주고, 써클OO의 노폐물과 독성물질의 배

출을 설명하고 해독을 강조.

5번 먹고 가려움과 발진을 없어졌다고 왔는데 얼굴 

쪽으로 땀이 나서 일을 못 한다고 해서 써클OO 101

과 한약 1포를 1달을 가지고 갔습니다. 

독성배출로 해독도 되고 림프순환도 잘되어서 건

강해져서, 우리 약국이 자기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갑니다. 

써클OO과 안티OOO가 우리약국의 효자품목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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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용량의 조절도 적절하게, 증상에 한 처도 

정확하게, 증상개선은 확실하게! 이러한 경험

들이 쌓이고 쌓이면 바로 명약사가 되는 것입

니다.

축하합니다.

그 길로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9월 29일 오전 9:02)

2018년 9월 29일 오전 7:51  

김OO 약사 

#체험사례

1. 75세, 여자. 

왼쪽다리 소아마비.

어깨 뭉쳐있고, 한쪽다리로 지탱해서 고관절 쪽이 

계속 아프다고 하심.

써클OO 101과 혈액순환ㆍ칼슘제 권함.ᆢ
조금씩 편안해진다고 써클OO 다시 사러 오심.ᆢ
안티OOO 권하고 싶으나, 약 복용을 싫어하심.ㅠㅠ

2 55세, 여자. 

비교적 건강하나 신경쓰는 일이 많음.

가슴 답답하고 소변 양이 시원하지 않아

몸이 무겁다고 함ᆢ.

건강은 신경써서 혈압ㆍ당뇨 안 생기도록

운동하고 노력함.ᆢ
써클OO과 혈순환제 권함.

써클OO 111로 시작.

1주일 후 써클OO 101과 안티OOO 101 권함.ᆢ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덜 한다고 함.

몸이 무거울 땐 써클OO 양을 늘리라고 했음.

3. 32세, 남자. 

빗길에 미끄러져서 손가락 인  늘어남.

써클OO 3포씩 하루 2번, ᆢ부은 것 가라앉을 때까

지 

복용. 

그 후 써클OO 2포씩 하루 2번 복용하고 있음.

진통소염제랑 같이 복용하나 손가락이 가볍다고 

하고, 넘어지면서 발목도 아팠는데 그건 써클OO 

2번 먹고 나음.

2018년 9월 29일 오후 3:18  

김OO 약사 

#체험사례

60 , 남자.

명절 다음날 얼굴 한쪽이 부어서 약국에 내왕. 

원래 잇몸이 안 좋아 치과 치료 중인데, 명절 전날

부터 술과 기름진 음식 먹은 후부터 심해졌다 함.

치과 처방약 복용 중인데 붓기가 더 심해졌다 함.

써클OO 2포 + 사위환 제제 1포씩 1일 3회 2일분 

드리면서 술과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 피하면 빠

르게 차도가 나타날 거라 설명드렸음.

오늘 내왕.

2일분 먹고 붓기가 가라앉았는데 어제 또 음주해서 

다시 증세가 온다네요.

처방약이랑 같이 복용하겠다면서 써클OO 소포장 

2통 가져갔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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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일단 붓기는 빠졌습니다.

원래 잇몸이 안 좋고 음주 후 심해진 부종이라

면 바이러스감염도 있을 것인데 안티OOO의 

병용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30일 오전 12:17)

① 류형준 약사

이명은 빠른 차도의 이명과 시간이 필요한 이

명으로 나뉘는데, 전자의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9월 30일 오전 12:28)

① 류형준 약사

이제는 환자들이 림프순환촉진을 알아서 선

택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2일 오후 6:42)

2018년 9월 29일 오후 5:17  

김OO 약사 

#체험사례

급성 이명 증세.

30 , 여성. 신경과약 복용 중.

명절 다음날

이명 증세로 내왕.

평소에는 괜찮은데 2일전부터 증세가 나타나 점점 

심해짐.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림프순환 저하로 

보고,

마그네슘제(10c) + 써클OO 10포 1일 3회 복용.

조금 전에 왔는데, 지금은 괜찮다면서 여기가 친정

이라 본인의 집으로 돌아간다면서 써클OO 1달분 

구매해 갔습니다.

2018년 10월 1일 오후 9:03  

박OO 약사

#체험사례 

70  초반, 여자.

우울증, 정신과약 복용 중. 

붙여놓은 써클OO 적응증 보고, 저것 먹으면 내가 

좋아질 것 같다며 써클OO을 달란다. 

바빠서 자세한 설명은 못하고, 보호환자여서 작은 

포장을 건넸더니 큰 통 달란다.

손발 저림이 심한데 당신이 드시고 싶다고.

써클OO 111 하루 3번 2달째.

확실히 손발 저림이 좋아졌다.

“내가 약을 잘 골랐어.” 하신다.

‘...???’

이분은 온몸에 통증과 만성 위염, 수족 저림에 시달

리십니다.

안티OOO를 추가해서 위염을 고치자했더니,

“내가 돈이 많이 없어요.” 하신다.

담에 기회를 봐야겠어요, 위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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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참 신기합니다.

카페인도 아닌데 눈이 떠지고 피로가 풀립니

다. 림프순환촉진의 힘이 참 빠릅니다.

감사합니다.(10월 2일 오후 6:55)

2018년 10월 2일 오전 3:50  

최OO 약사 

#체험사례 

50살, 155cm, 63kg.

옆집에 사는 제품하는 아줌마. 

일을 늦게까지 하니까 피로하고 붓는다고 함. 

돈이 없어서 너무 피로할 때만 20개짜리 1통을 사

서 드심. 

자주 먹으면서 계속은 먹지를 못한다고 함. 

어제도 밤10시에 들어오면서 약국 문을 닫았으면 

어쩌나 걱정했다고. 

일을 하는데 너무 졸리고 힘들었는데 써클OO을 먹

고 눈이 떠지고 피로가 풀려서 일을 하고 왔다고,  

피로회복제로는 써클OO이 최고라고 하면서 사가

지고 갑니다.

 

써클OO이 나이 먹은 중년 여인들, 뚱뚱하고 림프

순환이 안 되는 여인에게는 부종과 피로회복제로

는 필수적인 약입니다.

2018년 10월 2일 오후 6:31  

김OO 약사

#체험사례

(메디팜 암약국)

서ㅇ숙, 70세, 여, 167/75kg.

7/5일 ,7/18일 체험사례 올림.

#체험사례 

(1) 7월 5일. 

작년에 왼쪽어깨수술(회전근개염증).

우측어깨도 염증으로 치료 중.

가래 심해 나이 들면 가래로 숨 막혀 죽을까 염려.

몇 년 전부터 우측 귀 잘 안 들림.

올해 건강검진 할 때 왼쪽 귀도 안 들림.

변비.

화장품 바뀌면 발진.

더워도 발진~연고 기 중.

고혈압, 고지혈증약 복용.

감기약과 어지러워 이비인후과 약은 수시로 복용. 

빈혈약 복용.

6월 20일. 

써클OO 3포 복용해야 하나, 연세가 있으시니 222

로 복용 60포.

7월 2일. 

변비 해결.

도라지도 먹어서 그런지 가래 줄어들고 저녁에는 

다리가 무거운지 어떤지 불편해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했는데 그것은 좋아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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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에 하룻밤만 소변이 안 나와 불편해서 따뜻한 

물드시고 몇 시간 만에 해결. 

그 다음 날 밤에만 써클OO 1포 드시고 계속 2포 

복용. 

7월 2일. 

양 허벅지에 땀띠 나듯이 톡톡 쏘고 쓰리고 가렵고. 

우측 무릎이 붓고~.

각탕법은 하지만, 어깨가 불편하니 호보법 신 양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쪽을 주먹으로 두들겨 주시

라고~.

7월 4일. 

60포 드리면서 당분간 222 복용하시다가 명현증상 

없어지면 111로 하다가. 다음에는 안티OOO 추가하

시기로~

(2) 7월 18일. 

7월 5일에 올렸던 분인데, 처음 써클OO 60포 드실 

때는 222로 복용하시다가 그 다음 60포 드실 때는 

111로 10일 드시고, 10일은 201로 복용 ~

경로당에 노래 봉사하러 가셔서 중간에 가래 뱉어 

의심 받기도!(병원 검사 상 아무 병명이 안 나옴. 

흔한 기관지염도 안 나오고.)

예배 중에도 가래 뱉고~.

피부 발진과 가려움 때문에 써클OO만 써도 다른 

부위에 발진으로 고생(본인도 명현 반응 이해).

오늘 통화해보니 가래와 비염이 좋아지고 쥐젖이 

1개이지만 저절로 떨어지고 피부 속에 있던 알갱이

가 손톱에 걸려 빠지고 지난 주 모임에 갔더니 목이 

가늘어 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다른 모임에 가서도 

목이 가늘어 졌다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써클OO 60포 2통 드신 후 이제부터는 써클OO 111, 

안티OOO 111로 복용하되 써클OO는 아침에 2개로 

복용하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형편상 ~ㅠ). 

다리 가벼워진 것은 진즉 효과 본 것이고~.

목에 발진과 가려움으로 수년 고생했는데 가려움

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빠지면서 목이 가늘어졌다

는 소리를 듣게 되나 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효과를 기 하면서, 7월 5일에 장황

하게 썼던 것입니다

(3) 8월 25일. 

써클OO 111, 안티OOO 111. 

손 마지막 마디가 면도날로 베인 듯 아팠다가 나음.

방귀가 너무 많이 나와 민망할 정도.

써클OO 333, 안티OOO 111 하루 복용하니 속옷에 

젤리 같은 것이 빠짐(냉은 아님).

9월 8일 안티써클 60포 111

9월 30일 안티써클 60포 111

노래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목소리가 맑고 고음

이 잘 올라가 ‘엄지척!; 해드렸음.

왼쪽으로 누워서 TV 보다가 오른쪽 귀로 소리가 

들려서 본인도 깜짝 놀랐다고 함.

10월 2일. 

기온이 내려가니 몸이 조금 붓고 가래가 조금 생겨

서(예전 보다는 훨씬 적은 양) 용량을 늘이고 싶으

나 형편상 써클OO 201, 안티OOO 201.

많은 염증과 바이러스로 인한 증상이 조금씩 치유

되고 있어 본인도 좋아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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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먼저 올린 체험사례를 바로 볼 수 있게 함꼐 

올렸으면 더욱 좋았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10월 2일 오후 7:37)

② 김OO 약사

(1)(2)(3)이 한사람 체험례입니다.(10월 2일 

오후 9:43)

③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10월 4일 오전 8:22)

④ 김OO 약사  

지는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로

부터 잠시 빌린 것이다. ∆인디언 격언

 

곧 왼쪽 귀도 잘 들릴 듯하네요.(10월 7일 오전 

2:09)

① 류형준 약사

오래된 부종은 바이러스감염증입니다.

증상개선이 되었어도 안티OOO와 써클OO의 

장기요법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4일 오후 7:09)

② 강OO 약사 

감사합니다, 선생님.(10월 4일 오후 7:29)

2018년 10월 4일 오후 3:56  

강OO 약사 

#체험사례

1) 성명 : 권 O욱

2) 성별 : 男

3) 나이 : 50  후반

4) 신장 : 170cm

5) 체중 : 75kg

6) 병명(아픈 곳) : 오른쪽 사타구니, 종아리에서 

발목까지의 통증(림프부종?)

7) 병력과 현재 문제가 되는 증상과 심한 정도:

오른쪽 사타구니가 뻐근하게 아프더니 뭔가 몽우

리가 생기고 통증이 더 심해지면서 종아리 안쪽과 

발목까지 부으면서 아파서 절뚝거리고 오심.

8) 이전 복용중인 약물의 유무와 경과: 

다른 약을 복용하진 않고 바로 내국하심.

평소 비타민 등 양제 위주로 드심.

9)써클OO/안티OOO의 복용여부와 추가제품 여부:

 써클OO 222 3일분과 효소소염제 같이 드림.

10) 복용기간과 경과: 

하루 만에 오셔서 덜 아프다고, 통증도 몽우리 크기

도 준 것 같다 하심. 

신기하다면서 어찌 된 거냐고 묻으시기에 다시 한 

번 림프순환계에 한 설명 해드림.

11) 기타(보충설명): 

이분은 3일 만에 거의 완치되다시피 하 으나 림프

순환촉진의 유익한 점을 설명드렸더니 더 드셔보

겠다 하여 큰 통을 하나 더 드렸고, 계속 먹어보겠

다고 하심. 

2주 만에 오셨는데 얼굴의 개기름끼가 벗겨지고 검

붉던 얼굴이 말갛고 하얘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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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양제를 안 먹고도 림프순환만으로도 피로

가 풀리고 건강해집니다.

감사합니다.(10월 6일 오전 7:51)

① 류형준 약사

몸이 재산인 분들에게는 더욱 소중한 것이 건

강입니다.

단순한 피로회복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한 건

강상태를 만드는데 치유의 길이 일조하길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10월 6일 오전 7:57)

2018년 10월 4일 오후 8:13  

최OO 약사 

#체험사례 

65살, 158cm, 60kg. 여자 권사님.

작년에 갈비뼈 골절.

써클OO을 101로 먹었다가 피로와 골절이 빨리 치

료되었는데, 써클OO로 림프순환촉진 효과가 좋아

서 피로와 면역력이 좋아지므로 매일 써클OO 1포

를 피로회복제로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

니다. 

2달에 한 번씩 의정부로 써클OO이 배달 갑니다. 

써클OO이 피로회복제로는 짱입니다. 

겨울이 돌아오면 림프순환이 모든 병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10월 5일 오후 1:32  

이OO 약사 

#체험사례 

김00, 여, 64세.

장애인 생활보조도우미로 일하심.

부종, 피로.

코 주위 염증을 안티써클 111로 2일 복용 후 좋아진 

경험이 인연이 되어 시작하신 분.

써클OO 101로 석 달 드시고, 오늘 다시 4달째 들어

감.

복용 초기에 약간 가려움을 호소(2~3일)할 뿐 큰 

명현 없이 복용하심.

본인의 건강 챙겨보겠다고, 그래야 일도 계속할 수 

있으므로 빠듯한 살림에 버겁지만 시작하셨는데 

자꾸 남편이 태클을 건단다. 그 비싼 것 왜 자꾸 

먹냐고!

이달부터 안티OOO 병용하려 했으나 한 달 뒤로 

미룬다.

명절로 인해 지출이 많아서란다.

천천히 가실게요~~^^

3개월 복용 후, 

*얼굴에 작은 사마귀 같은 게 없어졌다.

*피로감 없어짐(한 달 만에).

*다리부종과 전반적으로 부은 느낌 없어짐.

그래서 하루가 가뿐하게 느껴진단다.

(피부 맑아지는 것 때문에 남편이 주는 스트레스에

도 불구하고 드시는 듯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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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림프순환촉진은 세포주변의 상태를 개선하지

만 항바이러스제는 병마의 원인을 뿌리채 뽑

아냅니다.

감사합니다.(10월 6일 오전 8:32)

② 김OO 약사  

지는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로

부터 잠시 빌린 것이다. ∆인디언 격언

 

써클OO 용량은 어떻게 적용하 습니까?(10

월 7일 오전 12:47)

① 류형준 약사

작은 인연으로 인해 치유의 길의 동반자가 되

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0월 6일 오후 5:58)

2018년 10월 6일 오전 6:17  

최OO 약사 

#체험사례 

65살. 152cm, 45kg.

재외국민으로 일본에서 온 여자. 뇌경색약 복용자. 

뇌경색으로 순환이 안 돼서 항상 수지침으로 피를 

빼고 힘들어해서 써클OO과 어혈과 피를 맑게 하는 

첩약과 수지뜸과 각탕법으로 1달을 먹고 림프순환

이 잘되어서 피를 안 빼고, 써클OO이 너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뇌경색도 써클OO로 림프순환을 시

키게 되면 더 나빠지지 않고 몸의 전체를 좋아지게 

합니다. 림프순환에는 써클이 짱입니다.

2018년 10월 6일 오전 11:22  

최OO 약사 

#체험사례

1) 성명 : 임 00

2) 성별 : 女

3) 나이 : 46세

4) 신장 : 164cm

5) 체중 : 52kg

6) 병명(아픈 곳) : 지절통, 견통, 요통.

9월 29일. 

견통, 요통으로 처방전 들고 첫 방문.

써클OO 20포를 림프 순환 설명과 함께 권하 습니

다.

오늘 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았던 오래된 지절통이 

없어졌다고 60포 재구매.

견통, 요통에 안티OOO까지 같이 쓰면 뿌리가 뽑힌

다고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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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회전근 파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증상입니

다. 

통증이 줄었다고 다 나은 것은 아니므로 끝까

지 치유의 길을 동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10월 9일 오전 9:25)

2018년 10월 7일 오후 8:15  

김OO 약사 

#체험사례

70 , 남. 회전근개 파열.

오래전부터 오른쪽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더니만

통증이 심해 병원에 가서 MRI검사 했더니 회전근

개 파열이라고 하면서 바로 수술해야 한다고 했답

니다.

본인은 수술하기 싫다면서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문

의하기에 림프순환에 해 설명드리고, 

써클OO 22 소포장 1통에 msm제제를 같이 드렸는

데 오늘 오셔서 통증도 줄어들고 어깨를 움직이는 

것이 부드러워졌답니다.

써클OO 소포장 2통 가져갔습니다. 

책자도 같이 드리면서 치유의 길로 끝까지 갈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8일 오전 9:38  

이OO 약사 

#체험사례 

1) 김00, 여, 69년생, 키160cm, 표준 체형.

2) 주호소: 무릎에 물 참, 통증.

3) 이전에 하던 치료: 

8월1일부터 2군데 병원 다니며 치료 중.

4) 써클OO 복용.

9월 4일.

처방전 들고 오심.

써클OO 202 5일분 드림.

9월 8일.

좀 더 복용하고 싶다며 4일 조제해 감.

병원약은 안 먹었다고 한다.

써클OO 202로 10일.

이후 많이 좋아져서 201로 줄여서 복용.

10월 6일

토요일, 문닫을까봐 뛰어 들어온다.

“어떠셔요~?”

“그만그만해요” 

“뛰어 들어올 정도로요?”

ㅎㅎㅎ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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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번에는 무릎에 물이 찬 것을 해결하고 있습

니다.

약사님은 만병의 해결사입니다.

감사합니다.(10월 9일 오전 9:34)

① 류형준 약사

작은 인연이 한 생명을 구원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9일 오전 9:44)

소포장으로 챙겨가면서 다음번부터 안티OOO 병

용해 보겠다고 하신다.

2018년 10월 8일 오후 1:39  

김OO 약사 

#체험사례 

조xx, 여자, 53년생.

9월 초에 만성맹장염증으로 인해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2주 후부터 갑자기 오른쪽 팔 전체가 눈에 띌 

정도로 부어서 오셨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하셔서 써클OO 20포를 먼저 드시라

고 드렸습니다.(1포씩 하루 3번)

팔이 붓는 것은 금방 가라앉았습니다.

평소 허리가 휘었고 다리가 저리고 원래 척추 협착

증이 있는 분이라 맹장염 뿐만 아니라 건강의 근본

적인 치료로 안티OOO와 써클OO 1통씩 계속 드시

라고 지도해드렸습니다.

1통씩 가져가시고 꾸준히 드시는 중입니다.

2018년 10월 9일 오후 2:00  

장OO 약사 

#체험사례 

장**, 70년생. 전문직 여성.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안티OOOO 101

써클OO 101(111~222)

그 후로 지금까지

써클OO 101로 복용 중~~.

토요일 골프 라운딩 중 뒷땅 치는 바람에 팔꿈치에 

심한 통증.

토요일 밤부터 303으로 이틀간 복용.

토요일에는 손이 안 쥐어졌는데, 월요일부터는 자

유로워짐.

인 손상에 최고입니다.^^♡♡♡♡

8개월 정도 되니 이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스스로 용량조절해서 먹네요.ㅋ

즐거운 한글 날 보내시길요.^^

            함평 핑크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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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써클303도 좋고 333은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10월 10일 오후 7:39)

① 류형준 약사

림프순환촉진이 약보다 좋다니. 

그건 아니고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10월 10일 오후 7:56)

① 류형준 약사

처음에는 증상개선이 목표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2018년 10월 9일 오후 5:37  

김OO 약사 

#체험사례

40  후반, 여.

많이 피곤하고 잠만 오고, 자고 난 후도 멍한 느낌.

이런 증세로 피로회복제 사러 왔기에 림프순환이 

제 로 안 돼 세포에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나타난 증세라 설명 드리면서 서클OO 2포씩 2회 

먹을 것 드렸음.

조금 전에 왔는데, 그거 먹고 정신이 맑아졌다면서 

식품이 약보다 더 낫다고 하면서 책자와 써클OO 

소포장 한통 가져갔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오전 11:55  

김OO 약사 

#체험사례 

30 , 남자, 한oo.

(기존에 드시고 있던 것 : 비타민c, 아연, 비오틴, 

클로렐라)

목에 생긴 쥐젖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이었습니

다. 목에 림프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염증이 잘 생

겼습니다.

림프순환과 쥐젖에 해 설명해드리고, 안티OOO

와 써클OO 각 1통씩 드렸습니다.

꾸준히 4~6개월 정도 기간을 잡고 드시라고 지도

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저녁 1포로 시작해서, 익숙해졌을 때 

111로 지도해드렸습니다.

지난 9월 초에 가져가고, 오늘 아침 쥐젖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또 드시겠다고 오셔서 안티OOO와 

써클00 1통씩 가져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밝은 모습으

로 오셔서 증세도 많이 호전되었다 하시니

제가 다 뿌듯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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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표입니다.

그 길에 약사님이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11일 오후 5:09)

① 류형준 약사

저는 좋은 망치를 만드는 장장이고, 그 망치

로 좋은 가구를 만드는 일은 여러분의 일입니

다.

감사합니다.(10월 11일 오후 5:22)

2018년 10월 11일 오후 12:06  

김OO 약사 

#체험사례 

지난번에 장OO 약사님이 드시고 좋으셔서 소개해

주신 분입니다.

60 , 남자, 김OO. 약사님.

3년 동안 병원 다니셔도 결막염이 도통 고쳐지지 

않아서 만성 염증으로 고생하시던 분입니다.

장OO 약사님 지인이라서 소개받고 안티OOO와 써

클OO 효능과 원리를 설명드렸습니다.

만성 결막염. 즉, 염증을 이길 면역력 상승과 림프

순환의 중요성을 이해시켜드리고 각각 1포씩 하루 

3번 드시게 했습니다.

9월 20일날 가져가셨는데 오늘 안부 전화 드려보

니 많이 좋아졌다고 조만간 재방문 하신다고 하십

니다.

이제는 저희 약국 오시는 환자분들이 직접 나서서 

홍보해주시네요☺⏬ㅎㅎ

환자분들과 신뢰 쌓기에 참 좋은 안티OOO와 써클

OO네요.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오후 6:14  

김OO 약사

#체험사례 

59년생, 여자.

 

넘어져서 심하게 얼굴을 다쳐 멍이 아주 심하고 부

종. 

코뼈 이상으로 아마 성형수술도 해야 할 것 같다고. 

이마는 몇 바늘 꿰맴.

써클OO 222 4일 

써클OO 222 3일

오늘 오셨는데 부종 모두 가시고 멍도 많이 사라짐.

병원에서 부종이 빨리 빠졌다고 하셨 요.

코도 지금으로 봐서는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써클OO 신뢰를 쌓았습니다.

또 요즘 성 가 무리해서 결절 초기라고 진단을 받

았다고 하시네요. 

제가 성  폴립 효과를 봤기에 안티OOO (101)추가

해서 드렸습니다.

약사님 만나서 넘 좋고 기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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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김OO 약사님이 체험사례범위가 넓어집니다.

감사합니다.(10월 12일 오후 3:11)

① 류형준 약사

뇌의 충격으로 어지럽고 두통이 있고 손끝 마

비감이 생겼다면 분명히 뇌신경에 충격이 있

었을 것입니다.

충격으로 인한 림프순환장애를 해결한 것으

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10월 13일 오전 7:51)

① 류형준 약사

림프순환촉진이 변비에 효과가 의외로 빠릅

니다.

장운동활성화에 림프순환촉진이 많이 기여하

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10월 13일 오전 8:37)

2018년 10월 12일 오후 7:15  

김OO 약사

#체험사례 

75세 정도, 남자.

심하게 넘어져서 병원에서 응급조치.

뇌 사진 다 찍고 검사하고 이상 없다고 퇴원.

정작 본인은 어지럽고 입술 주위가 마비감이 오고 

손끝도 느낌이 둔하다. 

림프순환의 문제라고 설명.

써클OO 111 2일 + 거풍지보단 + 청심원

모두 좋아지셨답니다. 

혹시나 해서 3일분 더 가져가십니다. 

그래도 앞으로 지켜보시길 말씀드림.

어지러움, 두통, 마비감. 

써클OO이 좋은 역할을 합니다.♡

2018년 10월 13일 오전 6:00  

최OO 약사 

#체험사례 

44살, 165cm, 55kg.

댄스를 가르치는 예쁘고 시집 안 간 여자. 

변비를 호소하고 돌코락스를 달라고 해서 절  완

화제 먹고 장 무력증을 만들지 말라고 써클OO 1포, 

바라크 2포와 유산균 1포를 먹게 함. 

변 시원하게 보고 부종과 피로도 없어졌다고 한

다. 

각탕법과 찬 것과 매운 것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써클OO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예쁜 언니가 써클OO을 먹고 날씬해지고 더 예뻐지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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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림프순환촉진이 빈혈에 도움이 되었다니 감

사합니다.

만성적인 빈혈, 아무리해도 잘 낫지 않는 빈혈

은 적혈구가 바이러스감염이 되어서 적혈구 

수명이 줄어들게 되어 나타나는 빈혈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장 증상이 줄었다고 여기서 치유의 길을 멈

추지 말고 안티OOO와 병용으로 바이러스를 

완전히 퇴치하여 빈혈로 부터 해방되는 길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0월 13일 오전 9:23)

② 김OO 약사 

네. 류형준 약사님. 권해주신 로 안티OOO

와 같이 복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10월 13일 오전 11:20)

2018년 10월 13일 오전 8:34  

김OO 약사 

#체험사례 

24세, 여자, 소xx.

평소 저혈압에 기립성 빈혈로 고생하는 분입니다.

특히 생리 전 일주일과 생리하는 동안에는 앉았다

가 일어나기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져서 힘들다고 

해 처음엔 한방 제제 패리친을 같이 드렸는데도

차도가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무리 재료를 넣어준다고 해

도 본인 스스로의 순환의 힘이 없는 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써클OO를 1개씩 하루 3번, 조혈

제와 같이 먹게 지도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면서 드시기 시작했는데, 한 달 

정도 조금 지나고 어제 또 사러 오실 때 들어보니

기립성 빈혈의 불편함이 사라졌다합니다.☺⏬
생리 일주일 전인데 예전 같았으면 어질어질했을 

머리가 멀쩡하답니다.

본인도 신기해하면서 한통 더 사가셨는데, 그 모습

을 보니 기분이 좋네요.

써클OO가 다른 제품과의 시너지가 참 좋은 것 같습

니다.

순환장애가 원인이 되는 질환에는 늘 베이스로 깔

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써클OO❤

2018년 10월 13일 오후 5:57  

이OO 약사 

#체험사례 

중국인, 남, 중년.

한국말을 거의 못해서 중국어 간체로 핸드폰에다 

‘입이 쓰고 마르다’를 적어 보여준다.

누가 신 적어준 듯 ‘속이 불이난다’ 쪽지 들고 

약국에 오심.

다른 곳에서 소시호탕을 이틀정도 먹었다고 빈봉

지 들고 오심.

효과 어땠느냐는 물음에 “뿌하오” 하셔서 안티

OOO랑 함께 복용하도록 드림.

아주 간단하게 중국어로 하루 3번 드시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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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중국안에게도 통하는 것이 안티OOO입니다.

이제 곧 시럽제품이 나옵니다.

제형을 바꾸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니

라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10월 14일 오전 7:38)

“짜이찌엔!” 했더니 자꾸 돌아보며 웃고 나가십니

다.

안티OOO 111 소시호탕 2일분 먹고 효과 좋았는지 

“하오! 하오!” 하며 또 오셨습니다.

하루분만 먹으면 되겠다며 하루분.

다음에 안티OOO만 1일 2회 복용해 보라고 바디랭

귀지로 이야기했더니 알아들으시고, 오늘 오셔서 

소포장 한통 달라시네요. 

동료랑 같이 와서 그분에게 3일간 경험한 효과 이

야길 중국어로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나가면서 “꾸웨이 꾸웨이” 하더니, ‘엄지척’ 하고 

가십니다. (비싼데 효과 짱!)

#체험사례 

서00, 75세, 여.

발 삠, 백내장 수술 후 통증과 눈 아래 붓고 멍듦.

백내장 두 번째 수술인데 첫 번엔 통증도 없이 수월

했는데 이번엔 고생이라고 푸념.

불편한 눈으로 걷다 엄지발 쪽으로 삠.

써클OO 4포(202) 드렸더니 두 번째 먹고 나서 토

하셨단다.

소포장 1통 드리며 111로 복용하시라 함.

따뜻한 물 드시도록 함.

써클OO 3번도 소화 안 된다 하셔서 3일째부터 101

로 줄임.

림프순환 안 되는 분이라 2포씩 복용하면 딱 좋겠

는데... ㅜㅜ

2~3일정도면 좋아질 증세인데...

한참만에 오늘 오셔서 1통 다 먹었노라고( 안토하

고), 발도 편안하다고 하심.

다 괜찮아져서 안 왔노라고 하시면서 써클OO 먹기 

힘들었다고 후렴 한마디 하십니다.

2018년 10월 15일 오후 2:00  

김OO 약사

#체험사례 

(메디팜 암약국)

송ㄱㅅ, 62세, 여. 체격은 약간 큰 편. 

8월에 무좀 처방전을 갖고 와서 

“무좀약을 먹어도 또 재발할 수 있다니 어쩌면 좋

으냐?” 하셨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발병할 수 있습니다.” 

간에 부담도 있다고 하니 그렇지 않아도 간 검사 

하면서 몇 개월째 복용 중이라고 한다. 

무릎 통증 가끔 있고, 무좀약 4달째 복용 중이라 

해독시키기 위해 우선,

8월 20일. 

써클OO 111 60포.

무좀까지 치료하려면 안티OOO와 병용해야 한다

고 말씀드림. 

9월에 와서 하는 말씀이 무릎 밑의 근육이 아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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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천천히 치유의길로 안내하는 모습이 강OO 약

사님의 향기가 나는듯 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16일 오후 8:28)

① 손OO 약사  

아스피린이나 항혈소판제제 드시지는 않은가

편이 주물어 주면 예전에는 무슨 소리가 났는데 요

즈음에는 그런 소리가 안 나며 뭉친 근육이 많이 

풀어지고 조금 뭉쳐 있다고 한다.

10월 15일. 

써클OO 안티OOO 111 각각 60포.

무좀 치료 시작했는데  다른 치유 소식도 기 됩니다.

다리 근육 아픈 것도 말하지 않았다가 좋아진 것 

처럼~~!

2018년 10월 16일 오후 12:03  

김OO 약사

7월 9일에 얼굴 부은 것 보고 상담 후, 써클OO 5포

와  60포 사가시면서 짧은 팔 옷 입는 것이 소원이

라고 하셨던 분.

 

서울 가서 딸에게 써클OO 얘기하니 60포 사주어서 

더 먹었다고 하면서 자랑하듯이 팔을 스스로 내미

시네요.

사진으로는 흔적이 많이 남게 보이나 육안으로는 

더 많이 좋아지셔서 웃으십니다.

얼굴 크기도 작아지시고~.

써클OO 202 60포 2통 복용 결과입니다.

내년 여름에는 짧은 팔 옷 입으셔도 되겠어요.

피멍 제거에는 써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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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10월 16일 오후 1:20)

② 김OO 약사

아스피린 드시고 계십니다~(10월 16일 오후 

3:06)

③ 류형준 약사

오래된 피멍은 단순히 아스피린 과다복용이 

아니라 바이러스성 혈관염으로 생각됩니다.

안티OOO와의 병용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16일 오후 8:36)

① 김OO 약사  

지는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로

부터 잠시 빌린 것이다. ∆인디언 격언

 

저는 처음 적용할 때 안티써클을 각기 333으

로 적용하 으면 빠른 개선이 있으면서 컨트

롤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복하고 있는 바이러스와 세균이 많아 보이

고 넓게 퍼져 있으며 림프 순환도 더불어 강하

게 할 수 있게.

류형준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

다.(10월 18일 오후 12:56)

② 김OO 약사  

지는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로

부터 잠시 빌린 것이다. ∆인디언 격언

 항생제는 빼면서.(10월 18일 오후 12:57)

2018년 10월 16일 오후 2:49  

김OO 약사 

#체험사례 

김현●, 65세. 남자.

1년에 서너 번씩 사타구니 임파선이 붓고 한쪽 종아

리(왼쪽)가 뻘겋게 붓고 오한이 나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선 봉와직염이라고 항생제, 소염제 처방을 

받아서 2주간 복용하곤 합니다.

본인도 재발 방지할 수 없나 문의하기에 상처도 없

이 봉와직염이 아니고 림프순환부진으로 인한 체

내독소가 쌓인 거라고 설명드리며, 10월 5일부터 

써클OO 111, 안티OOO 101 시작했어요.

항생제 병용하면서~.
2018년 10월 16일 오후 3:20  

김OO 약사 

#체험사례 

남자, 65세, 김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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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사진의 모습과 증상으로 보면 병원의 진단도 

틀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바이러스감염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10월 16일 오후 8:40)

① 류형준 약사

류마티스는 명현반응이 심하게 오랫동안 나

타나는 표적인 질환입니다.

1주일간 복용 후 사진

붓기가 발목 쪽으로 내려간 상태이고 다리 피부색

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써클OO 222, 안티OOO 111 중량하고 이담 목적으

로 우루사 100mg11 병용 투여. 

10일분 가져갔어요.

6개월 정도 꼭 복용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2018년 10월 17일 오후 5:10  

여OO 약사 

#체험사례

이름: 김O숙 

나이: 64세 여자

병증: 안과 안구건조증 처방으로 내국함.

작년 교통사고 후 부종이 안 빠진다고 상담함.

얼굴색이 검고 그냥 봐도 부종이 가득함.

복용 중인 약: 류마티스약

안티써클: 9월 29일부터 써클OO 20포 222(111)로 

드심.

10월 12일 안과처방전 약 타러 들어오는데 얼굴이 

작아지고 환해져서 놀랐네요.(사실 그분인지 처음

엔 몰라봄)

다른 체험례들에서 얼굴이 달라졌다는 게 어떤 건

지 확실히 알게 된 경우.

하루 2포씩도 드시고 1포씩도 먹어서 아직도 남았

는데 다시 소포장 사 가심.

써클OO의 림프순환능력은 정말 탁월하다는 걸 다

시 한 번 느낌.

두 번째 구입하면서 류마티스 있다고 말씀하심.

류마티스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라고 안티

OOO 설명하고, 다음엔 안티써클 같이 1년 이상 치

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천기누설 책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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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안티OOO와 써클OO을 병용하기보

다는 처음 2~3개월은 서클OO만 복용하고 안

티OOO와의 병용을 실행하는 것을 추천합니

다.

감사합니다.

② 여OO 약사 

네~류마티스 명현 심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숙지하겠습니다.

① 류형준 약사

써클이 1회용 변비약이라니 신기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17일 오후 7:21)

2018년 10월 17일 오후 6:31  

안OO 약사 

#체험사례 

여, 65.

전에 없던 변비가 생겨 변비약을 드렸으나 무효.

둘째 날, 관장약으로도 해결이 안 돼서 재차 방문.

뭘 드리나, 하다가 한 약사님의 사례가 생각이 나서 

써클OO 33 2일분 드렸네요.

오늘 남편이 감기약을 사러 오셨기에 여쭈니 1회분 

양이 너무 많아 하루치만 먹었는데도 그 날 저녁 

변을 보는데 성공했다며 고맙다고 하십니다.

급성변비에 써클OO 33요법 가치 있음을 확실히 검

증해 봤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사례글들 열심히 살펴봐야겠더군

요. 

약사님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오후 8:57  

이OO 약사 

#체험사례 

최 0, 61세, 여.

복용 중인 약: 혈압약, 고지혈증.

안구건조.

소변횟수 잦음(주야간 모두).

숙면 어려움.

기운 바닥. 

상담 중에도 떠는 손 보인다.

10월 9일. 

지인으로부터 안티써클 소개받음.

써클OO 2포 선물 받고 101로 복용.

하루분 복용에 효과 경험하고 놀랍다고 나에게 전

화해서 1차 상담.

(눈의 피로 때문에 책을 보거나 저녁에 TV시청 못

하는데 그게 가능하더라는 것)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 받은 분.

면역력이 바닥이다.

욕심내지 않고 느린 걸음으로 가기로 했다.

조급해하지 않고 1년 넘는 시간으로 가보자 했다.

10월 12일.

천천히 써클OO 101 한 달분 복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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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건조증은 요즘 흔하지만 인공누액 이외

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데 새로운 치유의 장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10월 18일 오후 5:54)

② 김OO 약사  

류형준 약사 제품 개발자님, 축하드립니다!(10

월 19일 오전 12:05)

10월 15일.

잘 복용하라는 문자에 답이 왔다

3일 복용했는데 써클OO이 이분을 잘 보살펴주네

요. 안타까운 사정을 아는 건지~^^.

좋은 느낌 잘 기억하고 1년이라는 긴 여정 잘 완주

하도록 약사와 본인과 소개해준 지인이 한마음으

로 홧팅했습니다.

3개월 써클OO 먼저 쓰고, 4개월째 안티OOO랑 병

용해보자 했습니다.

환자가 제품에 한 신뢰가 며칠 만에 탄탄해져버

렸네요. 많이 고마워하십니다.

감사~~♥

2018년 10월 18일 오후 1:02  

김OO 약사 

#체험사례

지난 8월17일 체험례 올렸던 케이스.

30  중반, 남, 정신지체장애우.

같은 상가 사장님의 자제분.

먹는 거 좋아하고 운동하는 거 싫어해서 비만한 체

질이고, 만성 변비가 있어서 예전에 타 학회 유산

균, 간장약, 식이섬유를 2달 복용했는데도 효과를 

보지 못해 미안해서 쉽게 약을 권하지 못했습니다.

13일 월요일 퇴근 무렵에 사장님이 왔는데, 변비로 

인해 치질이 생겼답니다.

여전히 운동 안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효과 빨리 보는 약 달라는데, 아는 분한테 더 조심

스럽다고,

써클OO 소포장 드리면서 1일 3회 2포씩 복용.  

 

어제 재방문 해서 변도 좀 수월하게 보고 치핵도 

좀 들어간 거 같다면서 소포장 1통 재구매.

2달간 써클OO만 계속 복용했습니다.

이 친구가 밖에 나가 운동하는 걸 무서워하고 방안

에서만 생활한답니다.

이런 생활방식으론 치료효과가 더딜 거라 걱정했

는데 예전에는 변보고 나면 팬티에 피도 묻어져 나

오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지고 변도 약간 

되지만 예전보다 잘 본답니다.

상태에 따라 써클OO 1일 3회 1~2포씩 복용했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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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중반남성 정신지체장애우님은 몇 급장

애인가요?

지금부터라도 치유의 길이 있다면 도전해 볼 

의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10월 18일 오후 6:30)

① 류형준 약사

암환자의 최소 복용량은 안티OOO 111, 써클

OO 222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20일 오전 7:32)

15일날 오셔서 안티OOO와 써클OO 소포장으로 가

져갔습니다.

1일 2회 1포씩 6개월 정도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2018년 10월 19일 오후 5:45  

정OO 약사 

#체험사례 

80 , 여성. 

고관절 수술 후 온몸이 아픔.(신기능저하. 폐암소

견 있음.)

간만에 치험례를 올립니다.

이분은 제가 직접 뵌 적이 없고, 저와 신뢰가 깊은 

약국손님의 어머님이신데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

러져 수술 후 1달간 병원에 계셨고, 평소에도 안 

아픈데 없으시고 신장수치도 안 좋고, 폐암 소견이 

나왔는데 정 검사도 안하시고, 집에선 마음의 준

비를 하고 계신 모양이더라구요.

좀 덜 아프고 밤에 주무실 때 숨쉬기 불편해 깊은 

잠을 못자는 것 좀 완화시켜서 사시는 동안 좀 편하

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드님이 제게 물으셨더랬어

요.

일단 병원에서 준 칼슘제가 복용이 힘드시 서 

더 좋은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디, 미네랄 복합제

제를 하나로 바꿔드리려고 써클OO 하나만 드렸습

니다.

명현도 말씀드렸구요.

가능하면 2포-2포 드시라고 60포 한통 보내드렸

어요.

처음엔 넘겨 먹기도 힘들다고 못 먹겠다고 하셨다

는데 어떻게든 설득해서 드시게 했다고 하네요.

(좀 고집이 센 어르신이라 반품도 받을 각오하고 

드렸거든요.)

보름 드시고 오늘 연락이 왔는데, 한번은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또 며칠간은 배가 쥐어짜듯이 아팠

는데 참고 드셨답니다.

지금은 훨씬 숨쉬기 편해서 전보다 훨씬 잘 주무시

고 아픈 데도 많이 가벼워져서 더 드셔야겠다고 연

락이 왔답니다.

임종도 생각하고 계신데다 이것저것 약 먹기 싫어

하신 분이라 딱 하나만 추천하려니 딱 써클OO만 

생각이 들어서 권해드리고. 저도 사실 잘 챙겨드실

까 싶었습니다.

진통제 드시는 횟수라도 줄여드리자 하는 맘으로 

드린 건데, 생각보다 기분 좋은 피드백이 와서 공유

합니다~.

써클OO 좀 더 유지하다가 안티OOO까지 드시고

더 오래오래 사시면 좋겠네요~!



001844  A BOOK OF EXPERIENCES

① 류형준 약사

써클OO 한 봉지도 보약.

장수가 축복이어야 하는데 아파서 고통 받는 

장수는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무병장수가 성공적인 삶의 화두입

니다.

일상을 치유의 길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

다.

또한 약국이 치유의 길로 안내하는 도장이 되

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약사님들이 치유의 길 안내자가 되어

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20일 오전 7:47)

2018년 10월 20일 오전 5:31  

최OO 약사 

#체험사례 

86살, 155cm, 58kg.

옆집지하에 사는 할머니.  

당뇨약과 고혈압 약을 드시는데, 허리도 아파하시

고 잠이 잘 안 오는 화병까지, 온몸이 합병증이 와 

있어서 매일 병원에 가서 내과, 정형외과와 물리치

료를 하러 다니십니다. 

몸이 너무 기운도 없고, 힘이 없다고 하셔서 써클

OO 1포와 황력 1병을 먹고 하루를 지나고 있습니다. 

써클OO과 황력을 먹으면 어지럽지도 않고 기운도 

나고 몸도 가뿐해지고 피로도 나아지는 것 같다고 

매일 드시고 있습니다. 

우리 약국은 동네에서 경로당이라고, 노인어르신

들이 매일 많이 와서 있는데 돈도 아끼고 몸은 안 

아플 데가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어있어서 어

디부터 치료를 할지 걱정입니다. 

노인어르신들이 사는 날까지 잘 다니시다가 건강

하게 하늘나라 가시는 것이 소박한 꿈인 동네입니

다. 

써클OO 1봉지도 노인 어르신들의 보약입니다.

2018년 10월 20일 오후 5:45  

안OO 약사 

#체험사례 

79세, 여. 심장약.

10년 전에 스텐트 시술하여 다섯 개의 관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 동안 잘 지내 오셨는데 한 달 전부터 숨이 심하게 

차올라 일상생활조차 힘들고 앉아서 밤을 지새워

야  했었답니다. 

동네의원을 한 달간 다니며 추가로 약을 복용해도 

차도가 없자 방문하셨습니다.

그 간 두렵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을 열거하시며 

약을 달라하시기에 써클OO 11, 보심단 1/7일분 드

려봤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분이라 써클OO 양을 늘리지 못한 

게  아쉬웠지만.

오늘 나비처럼 가벼이 들어오셔서 연신 고맙다 하

십니다. 당일 저녁부터 편안해지더니 밤에 누워서

도 잘 수 있었다며 감탄을 하시네요. 누워서 자는 

게 이리 좋은 줄 미처 몰랐다네요. 

근 한 달을 편히 못 주무셨으니 그 맘 알 것 같습니

다. 최소의 양으로 이만한 변화를 이끌어내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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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가 5개라면 이미 여러번 생명의 끈을 

이어간 것입니다.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21일 오전 9:27)

① 류형준 약사

수정처럼 맑은 호수와 물위에 비치는 산의 모

습,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자연입니다.

자연은 이렇게 맑기도 하고 고요하고 때로는 

거칠고 포효하는 모든 것입니다.

인생도 약사의 삶도 자연과 같아지길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10월 21일 오전 9:32)

다행스러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니 꾸준히 드셔보세요.

다시 7일분만 가져가겠다고 하시며 “의료보험 혜

택이 주어지면 참 좋겠는데.” 하시네요.

그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2018년 10월 20일 오후 6:09  

장OO 약사 

#체험사례 

30 , 남자. 과일가게 사장.

멏 달 전부터 오만상을 지으며 숙취 해소제를 찾는 

환자다.

처음 오셨을 때부터,

컨디션 + 이노시톨 + 서클OO 2포 + 베나치오과립

(또는 멕시롱)이렇게 드렸는데ㅡ일주일에 두 번 정

도 ㅡ 먹고는 말없이 가신다.

나가는 뒷모습에 소리친다.

“술 많이 드시면 안돼요!!!!!”

어제 오셔서 드시던 로~~~.

이렇게 먹고 가면 하루가 말짱하다고 한마디!!

***

말짱한 건 써클OO 2개의 힘이고, 여러 약국 거쳐서 

우리 약국을 찾아오는 것도 모두모두 써클OO의 힘

인 듯.ㅎㅎ

               광주호 생태공원

2018년 10월 22일 오전 11:16  

여OO 약사 

#체험사례

1. 이름: 박O구, 58세, 남.

특징: 테니스 마니아로, 무리해서 테니스 치고 나면 

관절약을 지어가지만 테니스를 멈추지 못한다.

병명: 무릎인  



001846  A BOOK OF EXPERIENCES

①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10월 23일 오후 9:28)

② 여OO 약사 

좋은 제품 만들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립

니다.(10월 24일 오전 8:57)

복용약물: 가끔 관절근육통 처방전 갖고 오시는 분.

안티써클 복용 여부: 

8월 30일. 

처방전으로 내국했을 때 (손목)써클OO 20포 1통 

(222)드림. 

평소 성질이 엄청 급해 설명도 제 로 듣는 둥 마는 

둥하고 가셔서 반품 받을 생각까지 했던 분인데 그

뒤로 오시지 않아 만나질 못했는데...

10월 18일. 

운동 중 무릎인 를 다쳤다며 오셨다. 

앞에 써클OO 다 드셨냐고 물으니 다 먹고 안 아파

서 안 왔다고 하신다.

테니스 치는 분들이 림프순환제 써클OO에 해 좋

은 약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더라고 하신다. 

60포 1통 또 가져가신다. 

통증 붓기 없어질 때까지 222후 111로 드시라고 했

다. 

이날도 역시 휑하니 바쁘게 가버리셔서 자주, 오래  

반복적인 통증은 바이러스라는 얘기를 할 겨를이 

없었다.ㅠ 

또 한참 안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소감: 

운동마니아라 써클OO과 함께 운동하면 훨씬 더 부

상 위험을 줄일 수 있어서 좋을 거 같고, 써클OO가 

엄청 좋은 제품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는 걸 여러 

케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2. 김O원, 58세, 여.

9월 15일. 

허리 삐었다며 처방전 들고 오심.

통증과 평소에 부종 있다고 상담해 오셔서 림프순

환 설명.

써클OO 20포 가져가심.

10월 16일. 

처방전 들고 다시 오심.

한 달 동안 안 아파서 병원에 안 왔다고 하시면서 

써클OO 111(222로 지도했으나)로 드시고도 통증도 

부종도 다 빠졌었다고, 너무 좋은 식품이라고 하시

기에 다시 드시라고 하니 비싸서 못 먹겠다고 한다.

이분은 그동안 써클OO을 싸게 사기 위해 써클OO 

봉지를 들고 형약국 시장에 있는 약국 등 여러 

곳을 다녔다고 한다. 

파는 곳이 없어서 못 샀다고 하시며 그냥 가신다.

저는 파는 곳이 있어도 싸게는 못 사실 거라고, 가

격은 어디나 동일할 거라고 말씀드리며 처방약을 

지어드렸다.

10월 19일. 

오셔서 써클OO 60포 다시 사가시며(111) 쇼핑백에 

넣은걸 검은 봉지에 넣어달라고 하신다. 

이유를 물으니 그동안 이 약 저 약 너무 많이 사서 

또 사가면 식구들 눈치 보여서 숨겨서 가신다고.

이렇게 효과 좋은 건 자랑하며 드시라고 했다

소감: 

안티써클 가격이 잘 지켜지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 에 휘둘려 가격질서가 흐트러지면 안티써클 

이라는 좋은 제품에 한 좋은 이미지도 같이 하락

하게 될까봐서요. 그래선 안 되는 제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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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50년 된 술독은 단순한 술독이 아니라 바이러

스감염증도 있습니다.

안티OOO와 병용하여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23일 오후 9:39)

2018년 10월 22일 오후 7:21  

최OO 약사 

#체험사례 

70살, 175cm, 75kg.

경비하면서 혼자 사는 남자.  

혈압약 복용.

술을 50년 먹다가 지금은 끊었는데 얼굴과 머리에 

열독이 있어서 벌겋고, 염색만 하면 머릿속이 열독

이 나오고 해서 써클OO과 에이지유산균 101씩 15

일 복용.

당 독소 빼고 몸에 술독과 노폐물 빼서 세포를 재생

시키자고 만화 ‘천기누설’을 읽어보고는 책도 주었

습니다. 

써클OO을 먹고 피로도 없어지고, 머릿속이 가렵고 

나오는 것이 덜 나오는 것 같다고 해서 50년 술 

해독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먹어야 해독된다고 

했습니다. 

이왕 시작했으니까, 50년 술 해독 작전이 시작되었

고 치료로 들어갔습니다.

2018년 10월 23일 오후 1:59  

이OO 약사 

#체험사례 

박H순, 여, 61년생.

콕스케어 처방전 들고 오셔서 발뒤꿈치가 너무 아

프다고 하심.

평소 잘 체하고 위가 좋지 못해 처방 받은 위장약 

자주 드시는 분.

10월 18일.

써클OO 202로 2일분 드리며 콕스케어 먹기 전에 

써클OO부터 먹기를 권함.

이틀 후, 너무 속도 편하고 뒤꿈치도 병원약 안 먹

었는데 통증도 덜하다고 도 체 “무슨 약이길

래~~?” 하신다. 

뜨거운 물에 약을 담궈 보았는데 안 녹아서 위를 

걱정했다 해서 한바탕 웃음.

다시 써클OO 12포(202).

위가 걱정되어 222는 못하고.

오늘 다시 오셔서 써클OO 소포장 챙기면서 써클

OO에 한 급관심 보이신다.

림프순환에 해 간단히 설명드리니 고갤 끄덕이

신다.

그동안 늘 답답했던 속까지 뻥 뚫린 느낌이란다.

뒤꿈치 통증도 많이 줄어들어서 좋지만, 무엇보다 

속이 편해 좋다고 몇 번이고 되뇌신다.

천기누설 만화책과 다이제스트 1권씩 드리면서 정

독해보시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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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환자와 치유의 길을 가는 놀이를 하고 만화책

과 사례집까지 활용하시니 이OO 약사님과 인

연이 있는 환자분들은 언제나 다시 돌아옵니

다.

감사합니다.(10월 23일 오후 9:54)

① 류형준 약사

오래된 증상에 안티OOO는 없이 써클OO만 

쓰는 이유가 있는지요?

비용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

금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23일 오후 9:58)

② 최OO 약사 

써클OO만 써도 몸도 처음보다 너무 좋아져지

고 해독도 잘되고 있어서 안티OOO를 안쓰고 

있었습니다.(10월 24일 오전 3:55)

써클OO, 참 재미있는 친구다.

어떤 이는 한 포로, 어떤 이는 2포로 마음을 빼앗는

가 하면 어떤 이는 1포에 마음 빼앗고 2포엔 놀라서 

도망가게 하고(명현).

알면 알수록 매력만점의 친구!!

2018년 10월 23일 오후 7:41  

최OO 약사 

#체험사례 

60살, 158cm, 60kg. 

이른 아침에 청소부를 나가는 여자 권사님.

위장약을 계속 먹다보니까 혓바닥이 까맣게 되어

서 놀래서 다른 양요법으로 했더니 혀 색깔이 돌

아와 양약을 안 먹기로 함. 

우리 약국에 올 때는 주사를 맞고 양쪽겨드랑이가 

빨갛게 올라와 있고 가려움. 

주사약을 해독하기 위하여 써클OO 101과 에이지 

유산균을 7일 먹음.

양쪽 겨드랑이가 다 가라앉고 몸도 가볍고, 아침에

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직장도 가고 피로와 체

력도 좋아져서 직장 갔다 와서 헬스장에서 운동도 

한다고 합니다. 

천기누설 만화책을 보고 와서 6개월 계속 복용하라

고 하니까 계속 복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약국에서 좋은 약을 만나서 너무 좋다고 좋아

합니다. 

저도 건강한 것을 보니 너무 좋습니다. 

2018년 10월 24일 오후 3:09  

이OO 약사 

#체험사례 

양순0, 여, 77세.

발바닥이 저리고 뭔가 굴러다니고 있다.

얼굴부종과 전반적 부은 느낌.

* 지난 이야기 참조

https://band.us/band/62655371/post/5182

[BAND] 천기누설건강법 약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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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드디어 액상이 나왔습니다.9

환제를 먹지 못해서 못 먹던 분들에게 액상이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26일 오후 6:11)

3월 23일. 

써클OO과 만나다!

써클OO만 드시다가 7월에 한 달 안티OOO 병용을 

시도했으나, 분량이 많아 목구멍에 걸린다며 복용

하기 어렵다 하셔서 8월부터 지금까지 써클OO만 

1일 2회 1포씩 복용하심.

10월 23일. 

써클OO 2통을 구매한다(한통은 엄마 몫, 다른 한

통은 딸 몫으로).

11월 초부터 액상 공급된다는 소식에 11월부터 안티

OOO 병용하시겠노란다.

7개월간 써클OO 꾸준히 복용하신 뒤의 변화

* 부종이 없어 몸이 가벼운 것.

* 발바닥에 모래알같이 굴러다니던 게 이젠 없다.

* 저림 증세도 오래전에 사라졌고 지금은 편하다하

심.

* 통증도 견딜만한 정도라고 하신다.

체크지12문항 중 9개는 사라졌고 3개만 남았다.

요즘 잇몸이 말썽 일으킨다 하셔서 안티OOO 병용 

꼭 하시길 권유.

11월초 다시 방문키로 하다.

2018년 10월 25일 오후 3:32  

최OO 약사 

#체험사례 

62세, 여자.

무릎에 물을 뺀 후 통증이 나타난다고 해서 써클OO

을 며칠 드신 후에 안티OOO와 함께 복용하시는데 

오셔서 재구매를 하시며 관절에 한 이야기보다

천식 기운 때문에 저녁이면 기침으로 힘드셨는데 

그것이 없어져서 너무 좋다고 한다.

모임에서 낭독을 하는데 소리가 짱짱해졌다는 소

리를 듣는다고. 

전체적인 피곤함도 덜해서 선전 많이 하고 계시다

고 하는데... 

선전의 효과는 아직까지... ㅋ

용량 하루 101씩. 

#체험사례 

88세, 할아버님.

어지러움증을 많이 호소하셔서 써클OO을 201 드

시라고 작은 통으로 드림.

다시 오셔서 써클OO을 외치며 재구매 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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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알고도 드리고 모르고도 드리는데 증상개선

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10월 26일 오후 6:38)

① 류형준 약사

림프순환촉진이 동창분을 미국까지 갈 수 있

게 했습니다.

고마운 녀석입니다.

감사합니다.(10월 26일 오후 6:45)

여러 가지를 묻고 싶은데 귀가 어두우셔서 의사소

통이 되지를 않는다. 

써클OO의 의사소통밖에는~~! 

2018년 10월 25일 오후 6:53  

이OO 약사 

#체험사례 

박00, 61세, 여고 동창.

“OO야, 그 약 이름이 뭐야? 나 미국 갈 때 먹었던 

약, 그 이름 좀 알려줘~~.”

올봄 필라델피아까지 손녀딸 돌잔치 가야 하는데 

14시간 비행기 타는 게 죽음이라며 이야기하는 친

구.

‘왜? 죽음?’

다리가 저려서란다.

다른 사람과 달리 친구는 엄청 심각하다는 것이다.

미국 손녀딸이 보고 싶다며 오라 해도 극심한 저림

의 공포 때문에 못 간다는 것.

안티써클 만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지만 많은 사례

에서, 또 직접 경험한 것에서 자신 있게 써클OO 

면 편하게 도움 줄 거라 이야기하고 가기 전에 101 

로 며칠 복용하고 기내에선 222, 힘들면 333 해도 

좋다 했다.

친구도(동생이 약사) 반신반의 하면서도 딱히 선택

의 여지가 없으므로 오고 갈 때라도 복용하겠다며 

60포 한통을 가져갔고 그 뒤로 5~6개월이 흘 다.

잘 다녀왔을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물어보지 못했

는데 오늘 전화가 왔다.

덕분에 14시간 오고가는 기내시간이 힘들지 않았

노라고...

동생에게 고마운 약에 해서 이야기했더니, 동생

이 약 이름 알아오라 했다고~.

구입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약사 동생 통해서 온 가족 모두 복용하라고 했다.

나도 10개월째 복용중인데 덕분에 몸도 행복, 마음

도 행복이라고~~.

2018년 10월 26일 오후 3:29  

장OO 약사 

#체험사례 

김종♡, 35년생, 할머니.

체중이 작게 나가는 분.

한 달에 몇 번 감기약 조제하러 오셨는데 안 낫는다

고 불평하시기에 좋은 거 있다고 하고, 

써클OO 111로 이틀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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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외상을 주어도 웃으면서 오십니다.

오래된 감기, 급성 감기 그러면 모든 감기에도 

올겨울 많이 활용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10월 26일 오후 6:55)

① 류형준 약사

타박상에는 역시 림프순환 촉진이 최고입니

다.

감사합니다.(10월 26일 오후 6:56)

돈 없다고 하시기에 효과 있으면 가져다주시라고 

했다.ㅋㅋㅋ

이틀 뒤에 돈 주러 오심.

웃으시면서요~.

오래된 감기에도, 급성 감기에도 잘 듣습니다.

            무등산 중봉

2018년 10월 26일 오후 3:51  

장OO 약사 

#체험사례 

오인*, 51년생, 남자.

평소 등산마니아.

요즘은 배드민턴으로 전환하셔서 날마다 동호회로

출근하시는 분.

당뇨, 혈압약 복용.

10월 17일.

지난 달에 동호회에서 내기 시합하다가 넘어져서

옆구리 다쳐서 정형외과 다녀오심.

Xray상 이상 없음.

진통소염제 처방 나옴.

어혈 풀어주는 약이라며 써클OO 222 이틀분 드림.

10월 26일.

오늘 오셔서 완전히 좋아졌다네요.

좋아하는 배드민턴도 열심히!!!♡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기는 근육이상에 최고명

약! 써클OO!!♡♡♡ 

2018년 10월 26일 오후 4:56  

여OO 약사 

#체험사례

유O담, 25세, 여자.

개인병원 원무과 근무.

증상: 하지불안증후군 

올해 초쯤부터 다리가 떨려서 잠을 제 로 못 잠, 

피로 누적.

병원진단결과 하지불안증후군으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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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하지불안장애는 강OO 약사님의 체험사례에 

자세히 설명되었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 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26일 오후 7:13)

병원치료거부(도파민복용)해서 3월쯤에 맥주효모

제제와 마그네슘제제, 철분제 복용하고 족욕 하면

서 근근이 버팀. 

여름에 좀 나아졌다가 요즘 추워지니 다시 증세가 

심해져 병원에 가니 철분제 주사치료가 필요하다

며 한번 맞는데 60만원 든다고 한다면서 상담해옴.

안티써클 복용 여부:

평소 업무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9월 어느 날

(기억 안남)에 써클OO 2포를 먹으라고 준적이 있

었는데 약을 잘 못 먹어서 하루에 1포만 먹었는데 

몸이 가벼워지고 밤에 숙면을 취했었다고 한다.

병원에서 권하는 철분주사제 값으로 차라리 안티

써클로 치료해보고 싶다며 찾아왔다.(철분주사가 

근본치료가 아니란 걸 알고 있단다.)

2018.10.25.

써클OO 111로 시작. 

마그네슘, 철분제 같이 복용.

2018.10.26. 

오늘 와서 어제 써클OO 1포와 마그네슘 1정, 철분

제 1정 먹고 잤는데 5시간을 깨지 않고 잤다면서 

숙면을 취해서 너무 기분이 좋다고 한다.

심할 때는 다리가 덜 거려서 거의 잠을 못 잤었다

며 너무 신기해하는데 효과가 너무 빨라 덩달아 놀

랐다.

백혈구수치가 조금 높게 나온다기에 바이러스와 

세균 때문에 몸 어딘가에 염증이 있는 거라고, 후엔 

안티OOO까지 병용해서 세포 리모델링하기로 함.

2018년 10월 28일 오후 1:12  

정OO 약사 

#체험사례 

안 ☆, 65세, 여.

복용 중인 약:

역류성 식도염, 위염약, 당뇨약.

1 .위장이 약하다고 늘 걱정이시다.

2. 무릎이 아프다. 밤엔 더 심하다. 

스스로 뜸뜨기를 해 오심.

3. 당뇨가 있어서 당뇨악화로 발 자르게 되는 일이 

발생할까 미리 걱정하신다.

써클OO에 한 안내를 듣고 당뇨 신장에 악 향이

올까 또 걱정이심.

전에 신장기능 80%로 안 좋으신 분께 안티써클의 

좋은 체험경험과 확신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권유.

써클OO 102로 10일간 시작.

이틀 뒤 오셔서 밤에 잠을 못 잤다며 컴플레인. 

복용법을 201로 변경.

다 드시고 오심.

무릎 통증이 줄어 밤에 뜸을 안 뜨고도 잘 잔다고 

함.

남편께서 얼굴이 붓기가 빠져 예전의 얼굴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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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15일만에 많은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러면 약국할 만합니다.

건강한 약국, 행복한 약국이 됩니다.

감사합니다.(10월 30일 오후 8:53)

① 류형준 약사  

림프순환촉진은 부종에는 빠르고 확실하게 

위력을 발휘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30일 오후 8:59)

온 거 같다고 하신다며 좋아하심.

써클OO만 다시 20일분 가져가심.

 다음번부터 안티OOO도 같이 드시기로 함.

이원☆, 80세. 

8월 27일.

입 마름.

하지정맥류 처방약 엔테론 복용 중.

약 먹어 전진이 없으면 수술해야 한다는 얘기 들었

다고 하심.

전립선 비 증으로 소변을 참지 못한다.

무릎통증 간혹 물 빼내고 있음.

거의 종병수준이시다.

써클OO 202 안티OOO 111 15일분 드림.

9월 20일.

몸이 전체적으로 가벼워졌는데 약 안 먹으니까 다

시 무겁다며 오심. 

치유 기간과 운동법 등 다시 설명.

1. 무릎에 물이 차면 한 롱씩 빼왔는데, 이번에는 

거의 적게 나왔고,

2. 입이 덜 마른다.

3. 하지정맥류로 무겁던 다리가 가벼워진 것 같다.

써클OO 202 안티OOO101 30일분 가져가심.

다 드시고 빠지지 않고 치유기간동안 계속 드시겠

다고 하심.

2018년 10월 28일 오후 8:06  

김OO 약사 

#체험사례

음주 후 부종.

약사 본인 체험입니다.

어제 초등학교 동창모임에 1박2일로 참여했습니

다.

제가 술이 약해 평소에는 거의 먹지 않고, 주량이라 

할것두 없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과음(?)을 했더니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얼굴이 달덩이가 되어 있더군

요. 체중도 평소보다 2kg 더 늘고요.

확실히 몸도 무겁더군요.

써클OO을 2포씩 4시간 간격으로 4회 복용했습니

다.

소변 횟수도 늘고 양도 많았습니다. 꼭 이뇨제를 

먹는 느낌이랄까요.

몸도 오전보다 가벼워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체중도 평소체중으로 돌아왔습니다. 

써클OO의 위력을 다시 한 번 느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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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림프순환촉진은 통증을 해결하는 원리입니

다.

감사합니다.(10월 30일 오후 9:05)

2018년 10월 29일 오후 12:35  

이OO 약사 

#체험사례 

1) 이남0, 여, 43세.

부정맥수술 후 가슴 부위 통증.

10월 5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함.

약물요법 중 약부작용으로 매번 처방을 바꿔오다

결국 수술함.

그동안 써클OO을 세달 정도, 안티OOO는 1달 정도 

복용한 경험이 있고 효과도 느꼈지만 꾸준히 하지 

못하신 분.

5일 수술 후 수술부위 통증이 심하고 몸이 자꾸 부

어서 써클OO 하루분만 달라고 오심.

써클OO 222

하루 복용 후 통증이 가벼워져서 소포장 20포 202

로 복용. 편해졌다고 한다.

가족의 약 타러 처방전 들고 와서 괜찮으니 안 먹어

도 되겠다고 하는 걸 수술 후라 더욱 림프순환촉진

제가 필요하니 복용하도록 했다.

필요성은 그간의 교육을 통해 익히 아는 터라~

오늘 다시 60포 한통, 101로 먹어보겠다 한다.

수술후 보약이라 생각하고.

본인스스로 조절해가며 드시도록 안내해 드림.

통증에 써클OO 생각나서 찾아온 것처럼, 

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느끼면 기억하겠지요~.

2) 송진0, 57년생, 남.

발 삐끗, 인  늘어남, 통증, 부종.

10월 26일.

인근 의원 처방전 들고 오후에 오심.

약 조제해 드리고 아파하기에 써클OO 4포 드리면

서 써클OO 먼저 점심에 2, 저녁에 2포 복용하시라

함.

병원약은 필요하면 저녁에 함께 복용해도 좋다고 

설명드림.(bid 소염진통제 근이완제 처방)

10월 27일.

웃으며 들어오신다.

발걸음도 가볍게~~.

오전에 오셔서 써클OO 12포.(222)

10월 29일.

가족약 타러 오셔서 병원약 안 먹었고, 통증도 없다

하신다. 부종도 거의 없음.

“진통제도 아닌데 신기하네요~” 하신다.

빠르고 신속하게 일처리 하는 친구.

써클OO로 웃으며 하루 기쁘게 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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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

덕분에 노벨상 후보가 되었습니다.

오래된 생리통은 바이러스가 원인이니 안티

OOO의 병용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30일 오후 9:18)

② 김OO 약사 

네, 감사합니다~~(10월 31일 오전 10:47)

① 류형준 약사

급성 근육통으로 인한 요통에는 써클OOO 

333 매우 훌륭한 처방입니다.

감사합니다.(10월 31일 오후 7:17)

2018년 10월 29일 오후 7:06  

김OO 약사 

#체험사례 

여성, 만 32세. 딸아이입니다.

 

초경 이후(14세) 생리통 지금까지 계속.

진통제 먹거나 그냥 참을 수 있는 정도.

써클OO 한 통 주며 혈액순환에 좋으니 한 포씩 두 

번 먹으라고 했는데, 하루 1포 혹은 2포 복용했다고 

합니다.

한 통 정도 복용 후 손발 저림이 없어져서 생리통은 

별 기 감 없이 계속 복용. 

서너 통 정도 복용하 습니다.

(생리통으로 한약 여러 번 복용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번 달에 딸아이가 놀라며 생리하는데 이렇게 아

무렇지도 않기는 처음이라며 이게 무슨 약이냐고 

물어봄.

어떤 약사님이 개발하신 약이라고 했더니 여자들

을 생리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는데 노벨상 드

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2018년 10월 30일 오후 2:48  

김OO 약사 

#체험사례 

약사 본인 체험사례입니다.

1) 아침 9시쯤 약국에서 18리터 생수병을 번쩍 들다

가 허리가 두둑하며 주저앉음.

2) 이부부루펜400mg 1정을 복용.

허나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듦. 써클OO 3봉 복용 

후 간신히 일을 함.

3) 오후 1시쯤 써클OO 3봉 복용.

오후부터는 걷는 게 수월해짐.

4) 오후 5시쯤 3봉 복용.

5) 오후 10시쯤 3봉 복용.

잠을 자다 몸을 뒤척일 때 매우 아픔.

6) 둘째 날은 써클OO 333.

약국 일을 하며 걷는 데는 지장 없음.

7) 셋째 날도 써클OO 333.

이제는 80%정도 좋아짐.

8) 4일째부터는 써클OO 222로 복용.

9) 총 7일 만에 원래상태로 회복됨.

결론~ 

써클OO만으로 급성통증을 이겨내게 해주셔서 너

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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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오랜 변비도 바이러스감염증입니다.

3개월 정도 먹었다면 안티도 함께 병용할 것

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10월 31일 오후 7:43)

2018년 10월 30일 오후 10:48  

최OO 약사 

#체험사례 

43살, 163cm, 55kg. 댄스를 가르치는 미혼여성.

변비가 심했는데 써클OO 101과 바라크를 먹고 

변을 잘 본다고 함.

3개월을 계속 먹는데 몸도 가볍고 피로도 없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좋다고 하면서 신촌에서 약을 

가지러 옵니다. 찬 것과 매운 것과 튀김류를 피하

고, 몸을 따뜻하게 각탕법을 하라고 했습니다.

나이에 비해 얼굴이 예쁜데, 소변이 잘 통해서 

건강하게 일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오후 3:36  

양OO 약사 

#체험사례

50 , 여성분.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준 일반약이 잘 

들었다면서 질염 증상으로 내방하심.

밴드에서 써클OO 안티OOO 조합으로 질염 치료예

가 많아서(저는 사실 질염에 사용해본 적이 없음/

시험해보고 싶었음)

써클OO/ 안티OOO (111)(111) 2일분 드림.

(2일분만으로 효과 봤다는 글이 많았던 걸로 기억

함/심하진 않아서 2일분 드려봄)

2일 드시고 내방.

이번 약은 효과 없었다고 불만 표출함.

다른 약으로 달라고 함.

용량을 늘리거나 기한을 늘려보자는 말을 하기엔 

환자의 불만이 많음.

평소 사용하는 한약재로 드림.

얼마 후

왼쪽 볼이 오른쪽 볼 2배가 되어서 나타남. 

“오잉? 왜 그러세요?”

“맞았어요~”

“......”

“싸움 말리다가 맞았어요~”

ㅜㅜ

써클OO(222) 2일분 드림.

멍 연고 드림.

써클OO 거부함.

멍과 타박에는 이만한 게 없다고 설득함.(말이 안 

먹혀서 목소리가 커짐/부드러운 카리스마 없음)

며칠 후, 

뭣 때문인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다시 내방함.

상담하다가 갑자기 그때 그 얼굴이 생각남.

“얼굴이?”

“아~그 약 효과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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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기간은 2일 분으로 한정해서 드리면 되는 경

우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들은 복용기간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한 

번에 가져간 것을 복용한 후에는 무조건 차도

를 보여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루 분보다는 이틀 분이, 이틀 분보다는 일주

일 분이 한 달분이 차도를 보일 확률이 높고 

다시 계속 해서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

다.

감사합니다.(10월 31일 오후 8:03)

① 류형준 약사

자궁에 있는 바이러스는 고위험군은 아닌지

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0월 31일 오후 8:06)

② 여OO 약사 

인유두종바이러스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종도 있고 염증도 반복적으로 자주 생겨서 

바이러스염증으로 설명하고 안티써클로 치유

해보기로 했습니다.(10월 31일 오후 9:35)

멍과 타박엔 정말 써클OO이 잘 듣네요.^^

다른 분 체험례 읽다가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2018년 10월 31일 오후 5:15  

여OO 약사 

#체험사례

1. 49세. 여자. 163cm/ 50kg.

2. 증상: 

무릎에 물이 차서 연골 주사 치료.

허리 디스크 증세.

자궁 바이러스 염증. 

3. 복용 중인 약: 종합비타민, 유산균.

4. 안티써클 복용 여부: 

9월 25일경부터 복용(111 지금은 222나 202).

자궁 쪽에 바이러스 질환이 있어서 곧 안티도 같이 

시작해야하는 분인데 무릎은 언젠가부터 오르내려

도 안 아프고 허리도 어깨도 부드럽고 안 아프다.

어제는 혹시 이거 먹으면 눈도 좋아지냐고 묻기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 갑자기 글자들이 잘 보인

다며 안경 쓰고 봤던 글자들이 안경 벗고도 잘 보인

다고 한다.

퍼져 보이던 게 또렷하게 보인다고 한다.

컴퓨터 작업이 많아서 써클OO 먹기 전엔 늘 안경을 

쓰고 건조증으로 인공눈물 써도 눈물이 새고 눈가

가 짓무르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안경을 벗

고 컴퓨터 작업을 해도 눈이 피곤치 않고 건조하지

도 않고 눈가가 짓무르지도 않는다고 한다.

안티써클에 해 더 신뢰를 가지고 세포 리모델링 

할 수 있을 듯하다.

2018년 10월 31일 오후 7:54  

김OO 약사 

#체험사례

40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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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런 분이 좋아지면 약사로서 자긍심이 왕창 

높아집니다.

감사합니다.(10월 31일 오후 8:22)

① 류형준 약사

솔직히 말하면 각탕법의 효과가 써클OO의 효

과보다 좋습니다.

주증상: 원인 모를 두통과 구토 증세.

이분은 약국에 오면 진통제를 종류별로 사가는 분

입니다.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 깨질 듯한 두통

이 옵니다.

그리고 속이 메스껍고 토하기도 하고요.

이게 오래되었는데 종합검진까지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다면서 혈압약 처방해줘 의사와 한바탕 싸

우고.

고집도 쎄고 자기 생각이 강합니다.

진통제 남용 말고 한약으로 해 보자고 해도 요지부

동.(안티OOO,써클OO 취급 전)

겨우 설득해서 과립제 조제로 5일분 드렸는데 비위 

상하다면서 더 이상 복용 안함.

안티OOO, 써클OO 취급하면서 책자랑 주면서 진

통제 그만 먹고 근본 치유 해보자 해도 말 안 들음.

지난달 말일 경에 내국했는데 진통제는 그냥 드리

면서 써클OO 소포장 1통 강매했습니다.

아침저녁 2포씩 5일분 드시고 오라 했는데 아무 소

식이 없다가 오늘 와서 진열된 써클OO 1통(20포)

를 집네요. 

어떠냐, 했더니 이거 먹을 때 머리가 개운했다면서 

한 번 먹어보고 싶다네요.

이번에 새로 온 만화 ‘천기누설’과 ‘다이제스트’ 주

면서 필독해 보라 했네요.

이분한테 예전부터 정말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잘 

따라 왔으면 좋겠네요.

2018년 11월 2일 오후 5:35  

김OO 약사 

#체험사례 

여자, 20  후반, 윤xx.

수족냉증.

평소 수족냉증이 너무 심한 분입니다.

다른 약국에서 오메가3도 먹어보고, 요오드도 먹어

보고, 한약도 지어 먹어봤는데 손발이 너무 차서

가을겨울만 되면 추위로 힘들어하십니다.

남들보다 추위에 더 예민해서 맨날 롱패딩 입고 다

니고 담요를 둘둘 싸고 다니면서도 추워하는 분인

데, 안타까운 마음에 림프순환제인 써클OO를 추천

해드렸습니다.

1포씩 하루 3번 뜨겁다 싶을 정도의 온수에 충분히 

먹게 했습니다.

각탕법도 꾸준히 시간 날 때마다 하라고 지도해드

렸습니다.

드시고 계신지 2주 조금 넘었는데, 전보다 추운 게 

덜하다고 하십니다.

손발도 많이 따뜻해지셨구요.

올 겨울에는 류약사님 덕분에 덜 춥게 보낼 수 있어

서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네요.

각탕법과 시너지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약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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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작용기전이 다르니 효과의 합산은 덧

셈이 아니고 곱셈입니다.

당연히 결과는 짱입니다.

단 오래된 증상이고 심한 증상이니 바이러스

감염도 동시에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안티OOO와의 병용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11월 3일 오전 7:46)

① 류형준 약사  

이OO 약사님이 얀내하는 치유의 길은 생명의 

끈과 연결되어있습니다.

하시는 좋은 일들로 인해 이미 많은 복을 받고 

계심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11월 3일 오전 7:49)

2018년 11월 2일 오후 6:16  

이OO 약사 

#체험사례 

박00, 63년, 여.

전반적으로 부종 심함.

상포진 자주 걸림.

얼굴이 항상 어둡다.

손톱부실.(손톱이 벗겨지고, 얇고, 납작하고 작다.)

가까운 거리임에도 식은땀을 흘리며 손을 달달 떨

며 몸을 어찌해야할지 모르고 불안해하며 들어오

는 그녀.ㅜㅜ

10월 5일.

액상철분 1일 2포, 써클OO 1일 2포 × 5 일분.

식은땀 걷히고 5일전보다 좀 나아보임.

전신통증호소해서 써클OO 2포로 증량함.

10월 10일.

액상철분제 1일 2포, 써클OO 202 × 10일분.

염려될 정도로 힘들어보 는데 이젠 안심이 된다.

표정에 생기도 좀 있고~.

10월 22일.

써클OO 202, 액상철분제 1포 × 10일분.

11월 2일,

캅셀철분제 4개월분 포장 하나.

써클OO 큰포장으로 하나.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한다.

섬유근육통증으로 십년세월이 넘게 고생하고 있다

고~ㅜㅜ.

지금 우리약국에서 치유중인 섬유근육통증환자의 

사례도 이야기해주고 치유프로그램 안내해주었다.

써클OO 먼저 3개월 한 후 안티OOO 병용해보자

고~~^^.

써클OO 복용한지 얼마 안 되었지만 신뢰가 높다.

써클OO 222하면 좋겠다고 설명드렸다.

면역력도 바닥에 림프순환장애도 심각한 수준의 

환자분.

바른길 만났으니 이제 꾸준히 안내하며 함께 가기

만 하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같이 가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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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겨울철 추위를 견디는 방법으로 림프순환촉

진을 추천합니다.

림프순환촉진방법은 1. 기어 다니기 -> 2. 각

탕법 하기 -> 3. 써클OO 순입니다.

기어 다니기와 각탕법도 꼭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11월 3일 오전 8:41)

① 류형준 약사

림프순환촉진만으로도 많은 것이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11월 7일 오후 4:23)

2018년 11월 2일 오후 8:42  

최OO 약사 

#체험사례 

56살, 173cm, 73kg.  

막노동을 하는 남자.

3년 전에 피로와 혈액순환가 안돼서 부신 호르몬을 

좋게 하는 아드파워로 효과를 보았다고 수원에서 

왔는데, 작년부터 나온 써클OO이 발이 차고 저리

는 데는, 림프순환으로 세포를 재생하고 순환시키

는데 최고라고 써클OO 1통과 아드파워를 가지고 

갔습니다. 

‘천기누설’ 만화책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고 일주

일 있다가 문자를 보냈더니, 

써클OO과 같이 먹으니까 빨리 순환이 되고 피로도 

빨리 풀리고 저리는 증상도 사라진다고, 천안에 사

는 자기 친구에게 20개를 보내서 먹어보라고 주었

다고 합니다. 

3년 전에는 써클OO이 없었지만 지금은 써클OO이 

있어서, 겨울에는 더욱 림프순환의 체온조절과 면

역 기능 강화하는데 제일 좋은 약이라고 추천합니

다.

2018년 11월 7일 오전 3:23  

최OO 약사 

#체험사례 

54살, 155cm, 55kg.  

식당에서 일하는 여자. 

피로하고 힘들어 해서 써클OO과 유산균을 101씩 

10일을 주었는데 10일 먹고 몸이 가뿐하고 피로가 

덜 하고 아침에도 일어나는데 좋고 변과 소변도 

시원하게 잘나온다고 하면서 또 10일을 가지고 가

면서 자기로는 피로회복제로는 제일 좋다고 써클

OO을 칭찬하고 갑니다. 

항상 건강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11월 9일 오전 11:04  

최OO 약사 

#체험사례 

30살, 180cm, 100kg. 

건강식품 세일즈맨. 

차 운전 중 사고로 일주일 입원하고 약국에 왔는데,  

교통사고 후유증을 위하여 써클OO 202를 복용케 

했습니다. 

5일을 복용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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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과속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일주일 입원

하고 퇴원한 상황입니다.

써클OO 202로 5일 먹게 한 것은 매우 훌륭한 

조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저라면 써클OO 333으로 5일간 먹게 할 

것입니다.(11월 10일 오전 10:38)

가 좋아지고, 허리 아파서 병원약을 먹는 것도 끊

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몸도 가뿐해지면서 림프순

환이 잘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에도, 써클OO는 통증개선과 세포

재생 촉진하는데 한몫을 합니다.

2018년 11월 9일 오후 3:31  

최OO 약사 

#체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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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환자분이 선생이고 스승입니다.

환자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배우고 실력을 쌓

아갑니다.

감사합니다.(11월 10일 오전 10:43)

① 류형준 약사

치유의 길이 바로 이러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10일 오전 10:45)

30  중반, 여성, 키 171cm, 체중 60kg.

다이어트 상담으로 방문하 습니다.

써클OO을 권하여 111 2달 드시고 나서 위와 같은 

효험을 보셨습니다.

안티OOO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9일 오후 3:39  

최OO 약사 

#체험사례

55세, 여성, 최00.

손발 붓고 차고 저리다.

써클OOO 111 7주일 복용. 

손이 차지 않다고, 발은 아직 좀 시리다고 해서

안티OOO 추가. 

써클OO 202, 안티OOO 101. 

15일 복용.

현재 손은 물론 발도 시리지 않다.

최소 6개월 꾸준히 가야한다고 2번 3번 강조함.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10일 오후 2:19  

안OO 약사 

#체험사례

김남, 59, 여. 복용약 없음.

한 달 전부터 호흡곤란을 동반한 흉통이 현재까지 

5회 발생(증상이 시작되면 앉아서 고개를 앞으로 

약간만 숙여도 흉통이 더해짐).

주간보다는 야간에 심해서 당혹스러웠답니다.

이로 인해 불안, 번경, 심계증상도 나타났습니다.

심장주위 혈관의 바이러스 감염과 림프순환부전을 

설명드리고, 써클OO 222/강황포함한 현미효소 10

일분 드림.

안티OOO도 드리고 싶었으나 명현이 우려돼 차후

로 미뤘음.

10일간 흉통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고 컨디션이 

아주 좋답니다.

이제는 안티OOO를 써도 되리라 생각되어 안티

OOO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안티OOO 111,써클

OO 222 한 달분 드리며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불편

한 증상들을 스캔하여 메모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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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10일후를 기 합니다.

감사합니다.(11월 10일 오후 5:16)

① 류형준 약사

또 한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노인의 골절은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일입니

다.

써클OO의 장기복용 후 골 도 검사를 하면 

골다공증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

니다.(11월 12일 오전 3:12)

성한 곳이 없더군요. 다른 사항까지 적는 모습을 

의아해 하시는 것 같아, 

“바이러스 감염이나 림프순환 장애로 인해 올 수 

있는 나쁜 증상들은 심장 주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달을 기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

다.” 하고 답했다. 

10일 간 겪은 몸의 변화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2018년 11월 11일 오후 6:35  

이OO 약사 

#체험사례 

80세, 여. 사돈어른.

당뇨약 복용 중.

골다공증이 있고 몇 년 전 허벅지골절로 1회, 다리

골절로 1회 입원 치료하심.(한번 골절당하면 3개월 

이상 고생하셨던 분.)

1달여 전, 집에서 키우는 개가 다리를 칭칭 감아 

앞으로 쿵 넘어지면서 무릎 가운데 둥근뼈 골절됨.

다치고 나서 살도 많이 빠지고 몸이 야위어가서 집

에선 돌아가실 것 같다고 마음의 준비까지 할 만큼 

건강이 나빠지심.

써클OO 222로 10일.

다시 222로 10일.

그 후로, 써클OO 202로 10일.

그 후로는 111 복용 중.

교회까지 가실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모두 기적이

라고 하셨다 한다.

당뇨도 있는데 이렇게 회복이 빠를지 몰랐다며 다

들 놀랐다 하신다.

무릎 뼈 회복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아

져서 기적 같다고 놀라워하고 계시네요.

2018년 11월 11일 오후 9:57  

최OO 약사 

#체험사례 

35살. 

옆집 총각이 얼굴이 다 까져서 스카메디밴드를 붙

이고 와서 밴드를 찾기에, 얼굴이 다쳐서 붓기와 

상처치유에 써클OO 222씩 2일을 주었는데, 먹고 

와서 얼굴 붓기가 빨리 가라앉아서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타박상과 붓기는 써클OO 222용법으로 효과가 좋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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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타박상과 멍에는 림프순환은 언제나 빠른 결

과를 보여주는 든든한 친구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12일 오전 3:17)

① 류형준 약사

상포진에 초기 용량 써클OO 333과 안티

OOO 111 10일 복용 후 증상이 확실히 가라앉

는 것을 확인하고 용량을 조절한 것은 매우 

잘하신 일입니다.

단, 저라면 안티OOO 111과 써클OO 111로 

한두 달 정도 복용 후 지금의 용량으로 전환하

을 것입니다.

변을 자주 보거나 설사를 예방하기 위해 로페

린을 복용하게 하다니 새로운 활용법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12일 오후 3:18)

② 김OO 약사  

지는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로

부터 잠시 빌린 것이다. ∆인디언 격언

 

로페라마이드로 내 보내야 할 것을 장내로 가

두는 방법이라 저는 좋지 못한 방법이라 생각

이 드는데요. 시험이 있다든지, 면접이나 발표 

등으로 피치 못할 상황이라 임시방편이라면 

몰라도...(11월 13일 오전 3:31)

2018년 11월 12일 오후 1:54  

신OO 약사 

#체험사례 

채ㅇ식(72세, 남). 건강원 운 .

2년 전에 상포진 치료를 늦게 해서 통증이 가끔

씩 오는데 무리한 탓에 몸살증상과 통증이 심히 온

다며 걱정.

바이러스 퇴치와 림프순환 설명.

다행히 쉽게 이해함.

안티OOO 111, 써클OO 333 10일분 복용 후 통증이 

현저히 줄어 진통제 복용 않는다며 안티OOO 11, 

써클OO 11로 1개월분 구입하며 6개월 이상 치유의 

길로 가기로 약속함.

#체험사례 

42세, 남.

눈에 안 함. 

벗겨보니 시퍼런 멍이 상당히 심함. 

빠른 방법 없냐기에 써클OO 333으로 5일분 주며 

혹시 화장실 자주 갈까봐(나 자신이 경험) 로페라미

드제품 10캡을 같이 10월 20일경에 복용케 했는데 

오늘(11/12)와서 그때 잘 없어졌다고 고맙다고

인사함. 

확실한 림프 순환 덕임.

2018년 11월 12일 오후 7:23  

이OO 약사 

#체험사례 

50  중반, 남, 체격 좋음.

지난 금요일.

담 결림이 심해 숨쉬기도 힘든 상황에서 겨우 운전

하고 약국에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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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첫번째 환자분에게 써클OO 333으로 숨도 쉬

기 힘든 환자분이 살만해졌군요.

이런 경우 써클OO 101로 먹었으면 오래 가거

나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설명은 약사님의 몫이고, 선택

은 환자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12일 오후 8:38)

부위를 누르면 통증이 없는데 숨도 못 쉬겠다고 함.

3일정도 되었는데 갈수록 심해짐.

써클OO(액상) 소포장 2통 드림.

처음엔 333으로 드시도록 함.

333 복용하다가 수월해지면 222 하라고 함.

(각탕 꼭 하시라고 권함)

해결됨.

살겠다고 하십니다.

#체험사례

임00, 80세, 여.

다리에 힘이 없어선지 걸핏하면 넘어지심.

안 넘어지려고 버티다가 옆구리와 허리를 삐끗.

요양보호사가 파스랑 진통제 사러 옴.

근육이완제 10정과 써클OO 2포씩 5회분 10포 드

림.(tid)

조금 수월하다며, 다시 상동.(요양보호사가 가져

감)

3일 지난 후, 

할머니께서 오늘 직접 오셔서 써클OO만 더 달라십

니다.

많이 편해지셨다고 하시네요. 

두 번째 사간 근이완제는 안 먹었다 하십니다.

*이런 케이스에 부분의 경우 써클OO만 드립니

다. 2포씩 2회~3회/ 2~3일분.

림프순환촉진제의 효과는 빠르고 확실합니다.

반응은 거의 좋습니다.

안티써클 만난 후 저희약국 소염진통제의 사용량

이 1/5 정도로 확 줄었다는 것 또한 고마운 일이지

요~.

#체험사례 

30 , 청년.

교통사고 후 15일이 지났는데 목 가누기가 힘이 들

고 통증이 있어 깁스하고 출근함.

써클OO 202로 5일분(222하면 더 좋겠다고 말해

줌).

5일 후 통증 줄고 목놀림이 훨씬 부드러워짐.

다시 써클OO 소포장 202.

써클OO 40포로 깁스했던 것 풀고 일상생활 가능해짐.

2018년 11월 13일 오전 12:37  

이OO 약사 

#체험사례 

40  초반, 남, 체격 건장.

약국에 들어오자마자 앞에 진열된 써클OO를 가리

키시며 60포 1통을 달라고 하심.

어떻게 이 제품을 알고서 찾으시는지 여쭈니 

배드민턴을 치느라 어깨 통증이 심했는데, 써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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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감사합니다.

안티OOO와 써클OO이 차츰 소비자들 사이에

서 입소문이 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함께 해 주신 약사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14일 오후 10:21)

① 류형준 약사

이런 분들 많지요.

어쩌면 이제까지 약국에서 주는 약에 많이 실

패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겠지요.

다행입니다.

이번 경우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니까요.

감사합니다.(11월 14일 오후 10:49)

를 복용하고 신기하게도 아프지 않다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는데,

참 이상하고 신기한 약이라고 고개를 몇 번이나 

갸우뚱 하심. 

약이 아니고 식품이며 세포가 건강해질 수 있게 도

와준다고 말씀 드림.

이 제품을 만드신 분은, 

‘현직 약사님’이시라고 자랑을 ~~~

써클OO 22로 복용하시라 하고 만화로 된 책자를 

드리면서 각탕법을 하시라 권해드림.

안티OOO의 항바이러스 작용에 해서도 소개해

드리니 7살 딸아이 감기에 먹여보겠다고 하여 안티

OOO(시럽) 11로 권해드림. 

써클OO의 효과를 경험해 본 환자가 직접 써클OO

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네요~.

2018년 11월 13일 오후 7:58  

안OO 약사 

#체험사례 

김^수, 여, 39.

김장하는 중 아이스커피를 먹은 후 오한, 식은 땀, 

복통, 근육통이 생겨 방문.

써클OO 222, 패독산 이틀분 꺼내 놓으며 간단히 

설명. 

써클OO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믿음이 안 가는지 하

루분만 달라기에, “그러세요.”

다음 날 약국에 들어오더니 써클OO 소포장 직접 

들어 다이에 스윽~ 올리네요.

“왜요?” 

“어제 하루 먹고 좋아져 뭔가 싶어 인터넷 찾아봤

어요. 더 써 보려구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책, 팸플릿 드리며 어제보다 자세히 설명.

“먹어보니 맛을 알겠죠?”

웃고 가시네요.

2018년 11월 14일 오후 2:53  

신OO 약사 

#체험사례 

오**, 65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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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암환자에게 선택한 용량도 좋고 약물부작용

에 적용한 사례도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11월 16일 오후 9:45)

병력 : 5월 유방암 수술. 항암 6차 받음.

10월 재건 수술.

복용약 : 재건 수술 부분이 딱딱해 질 수 있다며

몬테루카스트 1일 1회 복용 중.

11월 12일. 

식사는 잘 하는데 기력이 없다고 방문.

암 병력 환자는 안티OOO 111, 써클OO 222가 기본

이지만 우선 써클OO 333 10일분 드림. 

임팩타민 VD 5000IU도 함께. 

책자도 드리고 찬 것, 매운 것, 튀긴 것 삼가게 함.

11월 13일. 

전화로 확인해 보니 어제는 말을 안했었는데 성형

외과에서 처방받은 몬테루카스트 먹고 머리가 많

이 가려워서 방문했더니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해줘

서 먹는데 어제 약국에 방문 시 써클OO 3포 먹었고 

저녁에 또 먹었는데 머리가 가렵지 않아서 항히스

타민제 안 먹었다고 함. 

지금까지 안 가렵다고 하시면서 본인은 의약적 효

능이 있다고 하면서 비싸게 파는 제품들에 한 불

신감이 있어서 의심을 했었다고 하시기에 이 제품

은 약사님이 평생 연구하셔서 만든 결과물이라고 

말씀 드림.

10일 후부터는 안티OOO 111, 써클OO 222로 치유 

과정 시작하기로 함.

약물 부작용에는 써클OO이 단연 효과적이네요.

2018년 11월 14일 오후 3:37  

김OO 약사

#체험사례 

(메디팜 암약국)

조ㄱㅅ, 남, 74세. 작고 약간 뚱뚱.

염모제, 허브 제품 사용 후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

까지 발진, 가렵다고 밤늦게 연락 옴~.

1. 제품의 회사 이름도 약간 변경

2. 염모제가 의약부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변

경. 

3. 예전에는 표 성분만 표시했는데 지금은 전부 

표시하게 법이 바뀜.(이 사실은 오늘 새로 알게 됨)

이런 사항 때문에 제가 제품을 잘못 준 것 같은 상황

이 벌어졌음.

그래도 꼬치꼬치 물어 본즉 표고버섯 알레르기인 

것으로 판단.

화순에서 광주로 오니 시간을 절약하고자 만날 장

소를 정하고 써클OO(시럽) 3포(당뇨환자지만 급해

서)와 알메텍 반 정을 즉시 복용시키고, 다음 날 

아침에 드시라고 써클OO환 2포와 알메텍 반 정을 

드림.

오늘 오전 11시경에 전화하니 깨끗이 나았답니다.

뭐 이런 신기한 제품이 있느냐고 ~

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병원 치료 1주일 걸렸는데

어제 상황에서는 말 못하고 이제 나았으니 한마디 

첨부 ~ㅎ

체질이 과민해지고 염증 물질이 쌓여 이런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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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OO 약사 

좋은 사례 감사합니다.(11월 15일 오전 3:20)

② 류형준 약사

참 신기합니다.

아무리 림프순환이 좋아도 한번에 없어지다

니 감사합니다.(11월 16일 오후 9:48)

나오니 찬 것, 매운 것, 커피 삼가라고 했습니다.

2018년 11월 15일 오후 4:57  

최OO 약사 

#체험사례

김**. 50  중반, 여성, 158cm, 

몸무게는 모르지만 날씬함의 반  몸이십니다.

11월 14일. 

제가 안티써클 첫 주문했을 무렵 본래 드시지 않던 

고지혈증약 복용을 마침 시작하셨습니다.

호소하는 증상 : 무릎이 부어있다.

써클OO 드시면 콜레스테롤도 정상화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써클OO 101로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뒤, 

잘 모르겠다면서 60포 가져가시고.

또 한 달 뒤, 

잘 모르겠다면서 60포 가져가셨습니다.

또 한 달 뒤, 

써클OO 5박스(60포 5개) 달라고 하시면서 이제 베

트남 가는데, 제가 6개월은 먹어야 된다고 해서 일

단 더 가져가신다면서, 이제 베트남에 가니 여기에 

올 일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늦게 오셨습니다.

저는 제 약국에 때로 밤 1시 ~3시까지도 정리하거

나 할 일이 있어서 있지만, 가파른 계단을 올라와야 

하는 2층인데다 제 로 된 간판도 없고 병원에서 

불 켜놓는 것도 이웃주택에서 불빛이 싫다고 하셔

서 약국 근처에 불빛이 없어서 깜깜하기 때문에 약

국이 있는지 하는지 무념무상 깜깜합니다.

어저께 밤에는 어느 환자분이 고맙다면서(뭣이 고

마우신지) 같이 고기 먹자고 고기 사주시겠다고 하

셔서 흔쾌히 얻어먹고(계산할 때는 고깃집 밖에 나

가 계시라고 예의를 다 하시는 고마움. 커피는 제가 

쏘았습니다. 카페베네로다가) 약국에 돌아와서 가

운도 안 입은 채 주섬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 **환자분이 계단을 올라오시겠지요. 

아이고, 반갑네요. 이 시간에.

내일 베트남 가야 하는데 지나가다 불빛이 새어나

오는 게 보여서 오셨답니다.

한국에 어쩐 일이냐고 물으니 본래 척추협착증 수

술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정기 검진 받을 겸 수술 

경과를 볼 겸 오신 거랍니다.

그런데 !!! 건강 검진 결과가 !!!

콜레스테롤 수치 정상, 염증 수치 정상, 혈관과 혈

액이 아주아주 깨끗하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지셨

답니다.

안티OOO를 같이 먹어야 한다고 권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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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그제는 근처 약국에서 소개한 환자가 와서 상

담하고 난 후 안티OOO 써클OO로도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어 소개한 약국에서 구

입하라고 하 더니 외국에서 왔다고 아예 한

꺼번에 각각 12통씩 샀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결과도 만족이고 해외진출도 하게 되니 감사

합니다.(11월 16일 오후 10:52)

② 최OO 약사 

저도 풍성하게 환자에게 치유의 복을 드리겠

습니다. 감사합니다.(11월 18일 오전 5:35)

하지만 이번에도... 제 설명은... ㅠㅠㅠ

써클OO만 좀 더 드시고 안티OOO를 베트남에서 

다시 오셔서 가지러 오시겠답니다.

베트남에 있는 분에게도 드린다면서 써클OO만 또

다시 여러 박스 가지고 가셨습니다.

2018년 11월 15일 오후 5:48  

최OO 약사 

#체험사례

11.15일 

지적장애인. 

180cm 가량, 88년생.(나이는 오늘 알았습니다. 20

 중반 이하로 보입니다.)

얼굴은 여드름투성이 방풍이 체질.(그냥 제가 문득 

붙인 말입니다.)

일관당에서 해독증체질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

다.

<기름져요>

라고 생각해주셔요.

늘 오셔서 비타500만 한 병 드시고 가시며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던 분입니다.

“지적장애인이에요. 오메가3 먹으면 머리 좋아지

나요. 오메가3 머리 좋죠. 머리 좋죠.”

답하면 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늘 비슷한 물음과 답을 반복해서 하 습니다.

오늘은 좀 더 인생사를 풀어놓으십니다.

“폭력은 나쁘죠. 폭력은 나쁘죠. 우리 아빠가 엄마 

막 밟고 때렸어요.”

손을 꼽으며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왕따 어요. 폭

력은 나쁘죠. 폭력은 나쁘죠. 그런데 저도 폭력 썼

어요. 막 때렸어요. 막 화냈어요.”

그리고 본인을 괴롭힌 사람들의 이름, 선생님들(선

생님들이 괴롭혔다고 합니다.)을 하나하나 명확하

게 성함을 나열합니다.

절에도 다녔는데 어렸을 때 절에서도 폭행을 당했

다고 하 습니다. 어느 종파인지까지 명확하게 말

합니다.

륭 : 머리가 좋으신 것 같은데요.

지 : 지적 장애인이에요.

륭 : 아이큐가 몇인데요. 150 넘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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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OO 약사 

소설같아요.ㅋ(11월 15일 오후 5:56)

② 류형준 약사

한참을 읽었습니다.

바로 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감사합니다.(11월 16일 오후 10:56)

③ 최OO 약사 

감사합니다.(11월 17일 오후 9:54)

지 : 140 넘어요. 제가 폭력성이에요. 폭력은 나빠

요. 폭력 제가 고쳤어요.

륭 : 어떻게요?

지 : 인터넷에서 하라는 거 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 따라했어요. 

하후하후 갑자기 숨쉬기 운동.

지 : 알테지(rtg를 말하는 듯) 오메가3 먹었어요. 

그래서 두드러기가 나았어요.

륭 : 써클OO 드셔보세요.

지 : 안 먹어요. 비타 500 먹어요.

륭 : 이게 순환에 좋아요.

지 : 써클OO 순환. 써클OO 순환. 순환이 좋다. 머리

에 좋다. 써클OO 먹으면 머리에 좋죠. 머리 좋아질 

수 있죠. 지적 장애인도 머리 좋아지죠.

륭 : 이게 머리 맑게 해줘요. 지금 열이 오르고 계시

죠.

지 : 열이 올라요. 열감열감.

써클OO 시럽을 드렸습니다.

지 : 맛있어요. 맛있어요. 달아요. 열이 빠져요. 열

이 빠져요. 머리 맑아요. 머리 맑아요.

써클OO 먹으면 눈도 좋아지죠.

륭 : 잘 아시네요. 머리에 좋으면 눈에도 좋죠. 똑똑

하시네요.

지 : 알아요. 혼자 공부했어요. 머리 좋으면 눈도 

좋다. 눈이 맑아요. 기분 좋아요. 써클OO써클OO 

눈이 좋다. 머리좋다. 써클OO 또 먹을래요. 열감이 

없어요.

일단 두 포 드시고 계산하시고, 머리 맑다, 열이 오

르지 않는다. 눈이 맑다 하십니다.

만화로 된 설명책을 드리려고 하니

지 : 안 봐요.

륭 : 그냥 읽어봐요.

지 : 안봐요. 써클OO 좋아요.

갑자기 꾸벅.

지 :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륭 : 여기 약국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지 : 전부터 봤어요. 한 번 와보고 싶었어요.

륭 :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 : 31살

륭 : 동안이시네요.

지 : 31살

륭 : 용띠시네요.

지 : 31살. 용띠 맞아요.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꾸벅 합장하고 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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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좋은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환자가 먼저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11월 17일 오전 10:58)

2018년 11월 16일 오전 11:13  

김OO 약사 

#체험사례 

송*은, 30  중반, 여성.

11월 2일. 

판매 에 진열해둔 써클OO에 한 설명을 보고

20포를 가져가심.

조제손님들이 계셔서 상담을 하지 못함.

   

11월 8일. 

써클OO 20포 한통을 달라시면서 너무 좋다고 감

탄? 하시네요. 이 날도 다른 손님들이 계셔서 이 

약에 해 상담하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바쁜 

걸음으로 나가셨어요.

11월 13. 

“상담하러 왔어요.”라며 웃으며 들어오시네요.

“어디가 어떻게 좋으셨는지 궁금해서 많이 

기다렸어요.”^^

우선은 몸이 많이 부었었는데 신기할 정도로

붓기가 빠졌다고. 동시에 몸이 가벼워져서

어머님도 드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본인의 의지 로 111로 드시다가 222로도

드셨는데 111로 먹을 때보다 222로 먹었더니 효과

가 확실하게 다르더라고. 

용량변화에 따른 상승효과를 터득하고 스스로 뿌

듯해 하시면서

“이 약 내가 알아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라고 강조하시네요. 답변은 미소!^^

   

혈압약도 드시고 계신다고 하셔서 안티OOO와 써

클OO의 여정을 설명드리고, 이제 써클OO이 얼마

나 좋은지 아시니 안티OOO와 협력해서 꼭 고혈압

도 이겨보자고.

안티OOO, 써클OO 어머님 것까지 두통씩 챙겨

드리면서 스스로 길을 찾아 가시는 송*은님께

마음으로 화이팅을 보냅니다!

2018년 11월 18일 오후 2:34  

김OO 약사 

#체험사례

60 , 남자. 급성 알러지 증세.

목요일(15일)저녁에 오신 분인데 온 몸이 가렵다고 

합니다.

원인은 모르겠고 특별히 음식 잘못 먹은 것도 없다

는데...

림프순환을 통해 독소물질을 빼내는 게 급선무라 

말씀 드리면서 전에 모약사님의 체험례 읽은 게 생

각나서 저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서 써클OOsy 

2포씩 5회분 드리면서 세트리진제제 같이 드림.

오늘 쌍화탕 사러 왔는데 처음에 2포에 알약 1정 

먹고 가려움증 50%정도 감소.

그 이후 써클OO만 복용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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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세트리진 없이도 나아지는지 확인했으면 더

욱 많은 공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19일 오후 1:58)

① 류형준 약사

써클OO만으로도 많은 것이 좋아집니다.

1년 넘는 기간동안 많이 좋아진 것이 느껴집

니다.

혹시 안티OOO를 안 쓴 이유가 있나요?

감사합니다.(11월 21일 오후 8:10)

① 류형준 약사

맞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써클OO과 안티OOO의 복용

지금은 괜찮다고 합니다.

체험례 올려주신 약사님,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오후 10:21  

최OO 약사 

#체험사례 

65살, 157cm, 58kg. 여자 권사님.

작년 8월에 갈비뼈가 금이 가서 써클OO을 먹기 시

작해서 매달 써클OO 101씩 드시고 계시는데, 같이 

여행도 다니지만 나보다 더 잘 다니신다.

집이 의정부를 지나서 2시간 걸리는데도 교회를 일

주일에 3번씩 다니시는데 써클OO을 먹은 후부터

는 피로도 풀리고 살도 안찌고 감기도 안 걸리고 

손발 저리는 것도 없어졌다고 하셔서 1달에 한 번씩 

꼭 챙겨서 제가 교회로 갖다 드립니다. 

권사님이 건강해서, 같이 여행을 다니는 짝궁이어

서, 나는 너무 좋습니다.

2018년 11월 21일 오후 2:46  

이OO 약사 

#체험사례 

58세, 마00, 여.

무릎이 시리다고 오심.

이 또한 림프순환장애로 인해 오는 증상임을 설명

하고,

10월 24일.

써클OO 소포장 20포 101 복용.

각탕법 알려드리면서 ‘천기누설’ 만화책과 ‘다이제

스트’ 책 드림.

10일마다 계속 소포장 가져가심.

11월 20일.

무릎 시린 게 많이 좋아졌다 하시네요~.

10일씩 2번째 복용할 때부터 시린기가 줄었다 하시

네요.

각탕법 안하셨다 해서, 각탕법 하면 효과 증 될 

거라 설명드리며 다시 강조함.

써클OO 101로 다시 10일분.

혹여 추워지거나 상태 힘들어지면 용량 증량하시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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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늘려야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11월 21일 오후 8:50)

① 류형준 약사  

최OO 약사님은 써클OO 위주로, 김OO 약사

님은 얀티OOO 위주로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

다. 감사합니다.(11월 21일 오후 8:53)

2018년 11월 21일 오후 4:34  

최OO 약사 

#체험사례

64살 동갑인 여자권사님. 160cm, 53kg. 

집이 미국에 있어서 자주 미국에 있다가 오는데 머

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귀도 윙 소리가 난다고 해서 

림프순환이 안된다고 써클OO 111 물약을 주었는데 

일주일을 먹고 나서 머리도 안 아파지고 덜 어지럽

고 귀도 나아지는 것 같고 피로도 없어지는 것 같다

고 함. 

계속 먹어서 림프순환이 잘되니 증상도 없어지고, 

건강해진 것을 확신하고 써클OO 101물약을 계속 

드시고 계십니다.

2018년 11월 21일 오후 8:58  

이OO 약사 

#체험사례 

써클, 극 칭찬합니다.

1)박JH, 63년생, 남.

어제 아침 항공성 중이염의 고통처럼 귀가 찢어지

게 아픔을 호소하는 남성. 

써클OO 2포 드리며 먼저 드시도록 한 후, 30분이 

지나도 통증 심하면 진통제 그때 드시도록 했다.

오늘 다른일 때문에 오셔서 극 칭찬하십니다.

자신은 웬만한 통증은 잘 참는데 어제 아침 귀의 

통증은 너무 힘들었노라고, 근데 딱 1회 복용으로 

고통에서 탈출했노라고.

이분이 천식도 있고 오랜 기침으로 고생할 때 는

데 제가 초창기에 머뭇거리며 고용량 필요한 상황

에 저용량 써서 효과 못보고 이틀 만에 포기해 버린

분.(안티써클 제 모습 만나지 못하게 해서 늘 마음

쓰 는데~ 그래서 더욱 기뻤습니다.)

2)정SB, 남, 59년생.

어깨 통증.

노동일 하시는데 일을 할 수 없이 아프다.

써클OO 222(소포장20포).

어찌 이런 약이 다 있냐며 아내분이 처방약 받으러 

와서 남편의 인사를 신 전합니다.

어떤 진통제보다 훨씬 빠르고 편안했다면서^^.

아내(당뇨, 혈압약 복용)분께도 꼭 필요한 세포 리

모델링 이야기 해드리고 비싸지만 투자할 만한 충

분한 가치 있는 일임을 설명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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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자식과 같은 녀석들이 칭찬을 받으니 제 어깨

도 덩달아 춤을 춥니다.

감사합니다.(11월 21일 오후 9:02)

② 김OO 약사 

멋지십니다~. 

존경받는 약사님들 됩시다~.^^(11월 21일 오

후 9:22)

① 류형준 약사

저는 단지 치유의 도구로 림프순환촉진제와 

광범위 항바이러스제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2018년 11월 22일 오전 10:38  

여OO 약사 

#체험사례 1

* 손O배, 60 , 남. 교통사고로 입원 중.

* 병증: 지난 주말에 사고로 입원중이라 운동을 못

하니까 소화가 안 되고 체증이 있다며 내국.

*안티써클 복용: 한방소화제와 위장약 이틀분 가져

가서 복용하고도 별 차도가 없다고 하시고 이젠 설

사끼도 있고 아랫배도 아프다며 진료 받아서 처방

전 (스멕타, 가나칸)갖고 오심. 

병원에선 계속 아프면 내과 진료 받으러 가라고 했

다고..

역시나 계속 더 쥐어짜듯 아프고 식욕도 없고 기운

도 없다고 보호자가 다시 오셨기에 아무래도 바이

러스인거 같다고 면역력 올려 바이러스를 잡아주

자면서 안티OOO(환제) 222 하루분과 이담건위제 

하루분 드리며 온수와 복용하고 다시 오시라고 했

다. 

환자분이 직접 오셔서 하루분 드시고 아랫배가 말

랑해지고 설사도 없고 통증도 거의 사라져서 죽도 

드시고 하셨답니다. 그래도 겁나시는지 하루분 더 

가져가시네요. 안티OOO 효과 놀랍네요.

#체험사례 2

* 이O경, 여, 58세.

교통사고로 입원중인 환자.

* 병증: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편두통과 소변에 균

이 있어 처방전 갖고 옴.

* 안티써클 복용

11월 17일. 

편두통 이미그란 3일.

 

11월 21일. 

이미그란 3일.

(안 가라앉고 계속 기분 나쁘게 아프다고)

요도 염증약, 항생제 6일 처방으로 나옴.

처음 이미그란 처방 때 림프순환 얘기했는데 약만 

먹어본다고 하고 가심.

두 번째 다시 림프순환 얘기하고 써클OO(환) 6포

222 드렸는데 양이 많아 1포 드셨는데 머리가 가벼

워졌다고 살 거 같다고 하시네요. 

환이 먹기 어렵다고 해서 시럽으로 바꿔드리며 요

도 염증약 안티OOO까지 추가해서 더 드렸네요. 

청심원 물약을 한 병씩 먹어도 안 가라앉고 힘들었

는데, 살 거 같다고..

나머지 안티써클 드시면서 두통 없으면 이미그란  

드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3장 체험사례 001875

그렇게 만든 도구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

하는 모습을 보게되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11월 22일 오후 7:25)

① 류형준 약사

짧지만 간단명료하게 인상이 강한 체험사례

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22일 오후 7:44)

① 류형준 약사

천왕보심단과 써클OO의 조합.

새로운 시도인데 결과로 말해줍니다.

감사합니다.(11월 24일 오전 5:34)

2018년 11월 22일 오후 12:35  

최OO 약사 

#체험사례 

64살, 158cm, 65kg.  

옆집에 사는데, 중국집 경 .

혈압약과 콜레스테롤약을 복용. 

하루 종일 서있고 일이 많아서 골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써클OO 111과 유산균과 칼슘제제를 주면서 

각탕법을 하라고 하 습니다. 

7일 먹고 피로와 부종도 없어지고 골관절도 좋아지

고 있다고 해서 써클OO 101을 계속 먹어서 우리 

나이에 건강하게 몸 관리하자고 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몸 관리

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써클OO 1통을 가지고 가면

서 건강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2018년 11월 24일 오전 4:20  

최OO 약사 

#체험사례 

61살, 173cm, 70kg. 

옆집 제품을 동 문에 배달해주는 기사분. 

담배 1갑을 피는 분. 

밤에 배달하는 일이이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므로 심장이 뛰는 것 같다고 청심환을 달라

고 해서 써클OO 1포와 천왕보심단 1포, 10개를 주

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먹으라고 하고 담배와 스트

레스를 줄이라고 했는데, 5일 후에 마음이 편해지

고 몸이 가뿐해지고 피로도 없어지는 것 같다고 또  

사가지고 가셨습니다.

2018년 11월 24일 오후 8:34  

최OO 약사 

#체험사례 

62살, 155cm, 50kg. 

강화도 사는 내 동생.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 때문에, 열이 올라오는 갱년

기 때문에 고민해서 써클OO 101과 칼슘제제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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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치유의 길이 형제간에 우애를 돈독히 하는 길

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25일 오후 2:20)

① 류형준 약사

타박상과 멍풀림에는 역시 림프순환촉진이 

빠릅니다.

감사합니다.(11월 26일 오후 5:53)

산균으로 2달째 복용하는데 피로도 없어지고 갱년

기도 점차 없어지고 잠도 깊이 자고 추위도 덜 타고 

무릎 조금 아픈 것도 나아졌다고 합니다.

계속 복용하는 동생이 건강을 선물받기를 바랍니다.

2018년 11월 25일 오후 1:22  

신OO 약사 

#체험사례 

본인 체험사례.

9월 17일부터 안티써클 11 복용 중.

며칠 전 욕실 문턱에서 미끄러져 심하게 엉덩방아

를 찧음. 엉치뼈가 부러진 줄 알았음. 

다행히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음. 

평소에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멍이 심하게 드는 체

질임. 

넘어지자마자 써클OO 1포 복용. 왜냐하면 바로 전

에 안티써클을 11 복용했으므로. 

써클OO 222로 늘려서 2일간 복용. 

통증약을 먹지 않았는데 견딜만 했음. 

평소 같았으면 멍이 시퍼렇게 들었을 텐데 멍이 거

의 없다. 신기함. 

그러고 자세히 보니 책상, 침  모서리 등에 자주 

부딪히는 부위에 멍이 안 보인다. 

써클의 효과를 새삼 실감하게 됨.

2018년 11월 26일 오후 8:52  

김OO 약사 

#체험사례 

김*희, 30  초반, 여성.

10월 26일. 

감기약 처방전을 가지고 와서 화를 나누다가

자궁근종과 자궁내막수술을 한 후 자주 피곤

해서 보조제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됨.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티OOO와 써클OO을 미리 

알았더라면 수술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

까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먼저, 써클OO을 20포 11로 드림.

11월 9일. 

써클OO 더 먹으러 왔다고 함. 

전에는 오후가 되면 머리가 맑지 못하고 피곤했었

는데 지금은 오후에도 머리가 맑아서 집중이 잘된

다고 하네요. 다시 써클OO 20포.

11월 26일. 

바빠서 자주 못 왔다고 하면서 수술했던 당시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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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안타까운 일입니다.

몸 상태는 엉망일 텐데 여유가 없으니,

항상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27일 오후 8:07)

① 류형준 약사

당뇨도 있고 방아쇠 증후군도 있고 어깨와 팔

이 오랜 기간 아팠다면 당연이 바이러스가 있

을 것입니다.

써클OO뿐 아니라 안티OOO와의 병용도 생각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11월 27일 오후 8:12)

건강하게 지내고 싶다고..

그 분의 기 에 어긋나지 않는 써클OO이리라

믿으며 다시40포 드림.

안티OOO까지 여유가 되지 못해 아직은 드시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함께 할 거라는 생각으로!

2018년 11월 26일 오후 10:30  

이OO 약사 

#체험사례 

정**, 여, 45세, 65kg. 

11월 20일.

어깨와 팔의 극심한 통증과 부종으로 약국 방문하

심.

소염진통제를 달라고 하셔서 써클OO 22로 우선

이틀분 복용해 보라고 권해드림. 

드시고 경과가 어떤지 다시 방문하길 당부드렸음.

11월 26일.

약국에 들어 오시자마자 써클OO 앞으로 가심.

지난번 이틀 복용으로 붓기와 통증이 없어지고 무

척 좋았다고 하면서 오늘 다시 통증이 시작되려는 

조짐이 보인다 하심.

세포가 건강해지려면 장기 복용이 필요하며 림프 

순환과 각탕법, 생활 속 건강법을 강조함.

써클OO 60포 1통 구매하심. 

일단 22로 복용하시다가 11로 드시라 말씀드렸음.

상담을 하다 보니 당뇨가 있고 손가락 방아쇠 증후

군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됨.

당뇨와 손가락 방아쇠 증후군도 같이 호전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2018년 11월 27일 오전 10:57  

조OO 약사 

#체험사례 

상열하냉. 

28세, 문00, 여성.

1.직장, 요양원 행정직원.

선임의 괴롭힘으로 스트레스.

 

상열하냉증상.

여드름, 탈모, 빈혈, 설사, 다시 생리통 생김.

써클OO 11, 유산균, 11/21

철단백제제(전에는 철분제 복용 시 설사) 복용시

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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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항상 함께 올리시는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

다.(11월 27일 오후 8:22)

① 류형준 약사

; 일단 직장 이직하기로 결심함.

마음의 평온감 찾음.

가스는 차지만 설사 안하고 진정되고 좋아지고 있

음.

장 밸런스와 장 림프순환으로, 독소 염증 제거로, 

세포환경 개선으로, 면역력을 키우자고! 

찬 것, 매운 것, 기름진 것, 튀긴 것, 유제품도 피하

고. 손발은 따뜻하게 하고.

  

참조

       페이어스 패치 파이어반 림프절. 

2018년 11월 28일 오후 3:31  

김OO 약사 

#체험사례 

박*배, 50  후반, 남성,

평소 혈압약 드시는 분.

10월 24일. 

머리 왼쪽이 ‘물주머니가 부풀어서 막힌 것 같다’고

표현을 하심.

써클OO 11로 3일분!

1인 약국이라서 늘 상담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점

이 안타까울 때마다, 

“드시고 꼭!! 보고 하러 오세요.”^^  

    

10월 26일. 

보고하러 왔다고 웃으며 들어오신다. 

“역시 써클OO이 해냈구나!“

   

10월 29일. 

괜찮았는데 다시 부어있는 느낌이라고 하심.

다행히 손님이 없어서 하나하나 짚어가던 중,

전날 술을 기분 좋게 드셨다네요.

이럴 때는 자신 있게 야단?을 칠 수 있지요^^

술을 비롯해서 드시지 말아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을 짚어드리고 혈액순환과 림프순환, 알코올의 

방해꾼 역할을 알려드리고 7일분 드림.

며칠 후. 

전화를 드려 여쭤보니 다 먹지 않았는데, 괜찮아지

셨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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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름 빠름빠름 

림프순환촉진의 또다른 이름입니다.

감사합니다.(11월 28일 오후 9:13)

① 류형준 약사

오래된 쏙쓰림과 위장병은 바이러스감염증을 

동반한 증상입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11월 28일 오후 9:56)

2018년 11월 28일 오후 6:25  

신OO 약사 

#체험사례 

42세, 여, 작가.

글쓰는 직업으로 심한 스트레스로 생긴 위염증상 

때문에 식사를 못할 지경(속쓰림, 더부룩, 구역).

라니티닌복합 111정 향사평위산5g반하사심5g 각3

회, 써클OO 111로 15일분 복용으로 증상 소실

되며 몸이 너무 가벼워 기분 좋다 함.

2018년 11월 28일 오후 7:54  

최OO 약사 

#체험사례 

* 50 , 여자.

먼저 먹던 파란색 긴 약을 찾는다.

본인이 허리 아플 때 조제하러 방문하셨는데 많이 

힘들어 하셔서 조제약 먹기 전에 먼저 먹으라고 권

해서 먹었는데 좋았다고(2일 정도드림).

그런데 그것 먹고 속도 편하고 좋았다고, 돈이 마련

되면 다시 구입하신다고 조금만 달라신다. 

생각지 못한 다른 부분까지 좋다하시니 기분까지 

up.

* 40  후반, 여자,

낯익은 얼굴의 여자분이 다른 분을 동하고 방문

하셨다. 본인이 다리 골절 때문에 힘들 때 써클OO

을 권해서 먹고 빠른 회복과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교통사고로 퇴원한지 3개월 되었다는 동생에게 써

클OO을 소개 차 방문하셨다. 동생분은 통증이 그

렇게 없다고 하셔서 202로 드시다 101로 드시라고 

함.

보통 약을 드리고 재방문을 안 하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늦게라도 이렇게 방문해서 좋았다고 하

고, 다른 분까지 소개해주시니 금상첨화.

*50 , 남자.

사업하는 분으로 목 뒤쪽으로 뻐근해서 한의원에

서 몇 날 며칠을 침을 맞고 물리치료 해도 큰 진전이 

없다고 하셔서 림프순환의 장애로 봄. 

언젠가 어느 약사님의 처방 중에 청심원과 써클OO 

2포를 투여하신 경우를 보았던 것을 그 로 적용해 

보았더니...

역시! 재구입이 있으셨지요~~.

다른 약사님들의 체험사례는 저에게 공부가 됩니

다. 

감사합니다.



001880  A BOOK OF EXPERIENCES

① 류형준 약사

처음에는 체험사례를 따라하다 보면 환자들

이 확인해 줍니다.

감사합니다.(11월 28일 오후 9:52)

2018년 11월 29일 오후 6:17  

신OO 약사 

#체험사례 1 

1)임00, 남, 66세. 보통 체격.

2)병명; 고혈압, 전립선비 . 고지혈약 드심.

3)병력과 현재 문제가 되는 증상과 심한 정도;

원인 모를 현기증 

4)써클OO/ 안티OOO의 복용여부; 

의보환자로 평소에 스포츠댄스 등 취미활동 즐기

면서 낙천전 성격이다. 나름 잘 관리하고 있는 독신

남인데 어지러워서 걱정스런 모습,

병원에선 원인을 모르겠다면서 아스트릭스 추가 

처방. 

살쪘는지 부었는지 얼굴이 푸석해서 림프순환에 

한 설명했더니 소포장 한통을 달랜다.

2포씩 3번 따뜻한 물 복용.

5)복용기간과 경과; 

3일 후의 복용느낌에 아주 만족하며 계속 복용하여 

세포청소하며 혈관관리에 관심을 갖겠다며 60포 

구입.

6)기타(보충설명); 

겨울철 특히 림프순환과 바이러스에 관한 ‘천기누

설’ 건강책을 읽고 건강한 겨울나기해요~!

체험사례 2 

드디어 진통제를 끊다.

72세, 윤00, 여. 8월 체험례.

써클OO 222 안티OOO 111 드시면서 척추변형으로 

기인한 통증에 병원약을 달고 사시는 게 마음 아팠

는데 8월부터 계속 드신 결과 병원약을 드시지 않

고 잘 지내신다.

10월에 건강검진 때 폐암 판정. 

수술 후의 경과도 좋으셔서 당신 스스로 써클OO과 

안티OOO 덕분이라고 느끼신다.

초기암이라 해도 암환자처럼 행동하지 않고 씩씩

한 모습이 그간 쌓아 올린 써클OO과 안티OOO의 

내공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드시겠다고~. 

감사합니다.

#체험사례 3 

72세, 박00, 여.

 

이마와 눈 주위, 코 부위에 원인 모를 알러지로 얼

굴전체의 상열감 호소.

피부과에 다녀도 짜증나신다면서 바를 연고를 달

라고 해서 이치논 크림을 드리면서 써클OO과 안티

OOO 설명 드리고, 7일 드신 후에 마음결정하시라

고 했다.

써클OO 안티OOO 111 7일후의 경과는 환자도 나도 

놀라웠다.

붉은기가 싹 가시고 촉촉하고 반지르르해서~.

내친김에 주름살도 펴고 탱글탱글한 모습을 만들

어 달래신다. 친구들은 성형 많이 하는데. 당신은 

유별나게 쭈글이라고~. 

처음 오신 환자가 마음을 열고 치유동참하시겠다

고.

고질병 위염도 골진 주름에 세포가 재생하길 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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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림프순환촉진과 항바이러스작용의 치유의 길

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치유의 과정을 이끄는

지 알게 해주시는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1일 오후 5:54)

① 손OO 약사  

앗! 나프록센 진통제도 줬습니다.(11월 29일 

오후 8:40)

② 류형준 약사

써클OO 111로 잡고 일어나는 것도 단합니

다. 만약 써클OO 333이라면 어떨지 상상해보

세요.

감사합니다.(12월 1일 오후 5:58)

그간 암웨이 양제를 수년간 드셨다는데 그보다 

더 좋아지겠지요?

#체험사례 4 

47세, 강정0, 여. 5월에 체험례 올렸던 환자.

4월 말 자궁포진, 비염, 편두통, 자궁근종으로 몸의 

밸런스가 깨져서 좋다는 양요법에 병적으로 전

력투구하신 분.

안티써클 드시고 매일 쬐그만한 문제도 상담하신,  

무척 예민하셨는데 요즈음은 토요일 매주 들러서 

써클OO 안티OOO 1통씩 구매하여 아는 분들께 선

물하신다고 가져가신다.

수시로 찾아온 감기도 안 걸리고 목주위의 쥐젖도 

말끔 청소, 얼굴도 v라인, 머리가 맑아져서 업무 

향상.

옆의 젊은이에게 구박 덜 받는다고 열심히 안티써

클 먹은 보상에 다른 양제가 힘을 더 받는다고 

했어요.

#체험사례 5 

80초반, 남. 키 작고 통통한 몸집.

6개월째 써클OO만 달라고 오신다. 

처음엔 어깨와 근육통으로 드셨는데 몸이 너무 가

볍다고 하시면서 피로회복에 최고라고 오실 때마

다 짝꿍 안티OOO를 드셔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오셔서 오트리빈과 이가탄을 사시기에 또 한 번 강

조했더니 다음엔 꼭 드신다고 하네요.

2018년 11월 29일 오후 8:07  

손OO 약사  

#체험사례 

85세 할머니. 

욕실에서 주저앉아 꼼짝할 수 없어 병원도 못 간다

고 따님이 왔어요.

써클OO 111, 담즙산 3알(전에 1회에 알러지 경험후 

담즙산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일분

과 파스 줬습니다.

몇시간 후에 할머니가 잡고 일어선다고 다시 와서 

2일분 그 로 줬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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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OO 약사  

지는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로

부터 잠시 빌린 것이다. ∆인디언 격언

 

병원 다녀오신 후 안티OOO 함께 쓰시길 권

유...(12월 1일 오전 1:55)

② 류형준 약사

복수에도 역시 림프순환촉진입니다.

다음에는 처음부터 써클OO 333으로 시작하

는 것은 어떨지요.

감사합니다.(12월 1일 오후 6:53)

2018년 11월 30일 오후 4:20  

안OO 약사 

#체험사례 

남, 82.

남편이 종합병원에서 심장병 치료 중.

이뇨제를 처방받아 복용중임에도 복수가 차오르고 

종아리도 붓고 숨이 차서 한숨을 연달아 내쉰다네요.

담달 초에 예약돼 있지만 너무 고통스러워하여 아

내분이 신 방문.

“뭔 약을 또...” 하는 남편의 잔소리를 뒤로 하고 

왔답니다.

복수에는 첨이라 망설이다가 어차피 복수도 노폐

물이니 써클OO 222 2일분만.

2일 후. 

배, 종아리 붓기가 좀 빠지니 식사도 하시며 숨이 

덜 차다며 오심.

이번엔 잔소리 없었답니다.

써클OO 222 5일.

병원 다녀오신 후 안티OOO 함께 쓰시길 권유.

2018년 11월 30일 오후 6:47  

김OO 약사

#체험사례 

75세, 여자. 

혈액검사 상 암수치가 높아 의사마다 간암이다, 

암 전단계 진단. 간수치 높음.

연세가 있으셔서 당신 상황을 정확히 설명 못하신다. 

사실 전 그 병증을 모르고 다리가 붓는다기에 

써클OO 101 드림.

단지 써클OO 1포 드시고 구토, 설사, 어지럼, 오한

을 심하게 겪었답니다.(밤새 화장실 구토 음식물은 

아니고 물만) 

명현을 겪고 당신 간 상태를 말씀해주시네요.

체험례는 아니지만 써클OO의 독소 배출효과가 그

렇게 크게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단지 1포로...

명현을 심하게 겪는 건 그만큼 다른 한편으론 독소

배출효과가 크다는 반증인데요.

나이도 있으시고 심한 환자여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환불해드렸는데, 물론 나중엔 명현설명을 다

시 한 번 해드리고 단 한번이지만 독소배출은 확실

히 하셨음을 설명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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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김OO 약사님의 체험사례를 보면 전체적으로 

최소용량과 안티OOO나 써클OO 한 가지만 

활용하시는 사례가 부분입니다.

또한 증상만 없어지면 안티써클의 복용도 끝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유의 도구를 치료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

니다.

이 점이 항상 아쉬운 점입니다.

능히 호랑이도 잡을 수 있는데 고양이만 쫓는 

느낌입니다.

저라면 상기의 병증이라면 써클OO 222로 시

작했을 것입니다.

지금 같은 명현이 나타나면 써클OO 333으로 

늘려서 처했을 것입니다.

또한 상기와 같은 명현증상이 나타났다면 정

말 환자를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인데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드시 치유의 길이 필요하고 꼭 함께 가야할 

분입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12월 1일 오후 7:00)

② 김OO 약사 

환자에게 시달리기 싫었어요. 이해력도 떨어

지는 고령의 할머니 의사말만 신뢰하고 솔직

히 병원하고도 부딪치고. 

가족이었다면 완강히 했죠. 그렇지만!

말씀 명심하겠습니다.(12월 7일 오후 7:16)

① 류형준 약사

잇몸부종에 어느 약사님은 써클OO로, 어느 

약사님은 안티OOO로, 또 다른 약사님은 안티

OOO와 써클OO로. 

증상개선이 있으면 모두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정답이어도 차이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12월 3일 오전 12:53)

다시 한 번 써클OO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2일 오후 5:50  

김OO 약사 

#체험사례

40 , 남. 잇몸 부종.

그제 온 분인데, 한쪽 얼굴이 부은 상태인데

치과에서는 사랑니를 빼야 된다고 했다는데 본인

은 발치는 싫어서 계속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데

부종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잇치 치약을 사러 왔는데 림프순환으로 독

소를 빼 주면 효과 본다고 하면서 써클OO을 권했더

니 달갑게 생각지 않아 6포만 주면서 2포씩 드시라

강매했습니다.

오늘 근무 중인데 오셨네요.

부종이 육안으로 봐도 줄어들었네요.

써클OO 1통 드렸더니 돈 없다면서 소포장 하나 가

져갔습니다.

예민한 분 같은데 써클OO이 빠른 효과를 나타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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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처음 사진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

됩니다.

전에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경우 림프순환촉진과 항바이러스작용이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6일 오후 8:20)

2018년 12월 5일 오후 1:06  

김OO 약사 

#체험사례 

86세 할머니.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복용.

왼쪽 다리가 붓고 멍이 다리와 발에 시퍼렇게 

들어서 병원에서 혈관이 막힌 거 같다고 큰 병원 

가라고 소견서를 써주셨다고 오심.

보름 전에 교회서 두 시간 앉아있다 오니, 그때부터 

왼쪽 다리가 붓더니 시간이 흐르면서 멍이 발로 내

려왔다고.

다리도 많이 붓고 다리와 발에 멍이 시퍼런 상태.

보온에 신경 쓰고, 각탕법 1일 2회 써클OO 2포씩 

3회 하시라고 써클OO 20포 드림.

오늘 환한 얼굴로 오셔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네요.

다리 보여주시는데 멍도 많이 좋아지고, 붓기도 많

이 빠진 상태.

전에는 몸을 움직일 때 왼 다리가 뭉치는 느낌이었

는데 그런 것도 없어졌다고 하네요.

무릎도 좋아지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2포씩 1일 2회 복용으로 줄이고 각탕법 꾸준히 하

시라고 당부~!

처음 방문 사진은 없고, 오늘 사진입니다~!

2018년 12월 5일 오후 6:59  

최OO 약사 

#체험사례 

70살, 175cm, 73kg.

하루씩 교  근무하는 아저씨.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를 피우고, 노는 날에는 운동

도 열심히 하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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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만성위염에도 역시 안티OOO와 써클OO는 좋

은 친구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6일 오후 8:05)

① 류형준 약사

써클OO의 용도가 다양해집니다.

감사합니다.(12월 6일 오후 8:04)

위가 가끔 쓰리고 해서 제산제와 소화제를 잘 사감.

써클OO 101과 유산균 20개를 사심.

10일 지나고 와서는 피로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되

는 것 같다고 해서 안티OOO로 위염을 치료해야 

한다고 설명.

안티OOO와 써클OO을 같이 복용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12월 5일 오후 7:33  

김OO 약사 

#체험사례

50 , 남자. 두통, 어지럼증.

어제 기운 없고 어지럽다 하면서 약을 달라하는데

원인을 물어보니, 평소에는 괜찮은데 그제 장염증

세로 설사한 후로 그런다고 해서, 과도한 설사로 

인한 혈허 증세로 보고 퀴노아비타민 2포 + 써클

OO(시럽) 2포씩 3회분 드렸습니다.

퀴노아로 진액 보충하고 써클OO로 순환시켜 주고.

조금 전에 왔는데 3번 다 복용했고 불편한 증세가 

다 해소되었다면서 감사한 말 전하기 위해 일부러 

들 답니다.

제가 더 감사할 뿐입니다.

2018년 12월 7일 오전 10:19  

이OO 약사 

#체험사례 

83세, 여, 김00.

40  초반의 며느리가 떨어져 시골에 사시는 시어

머니가 염려되어 약국엘 왔다.

남편도 안티써클 먹고 효과를 본 터라 어머니에게 

써클OO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맞지요?” 한다.

시어머니 증상:

* 두통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심하게 아프고, 

* 농촌에서 일하시는 시아버지 거들어드릴 수도 없

이 축 쳐져서 식사도 못하신지 2개월쯤 되어간다.

* 팔다리가 심하게 저린다.

써클OO(액상) 큰포장 2박스 드리면서,

222 드셔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좋아지면 111.

일주일정도 지난 오늘. 

어머니의 두통이 많이 가라앉고, 전화를 통해 전해

오는 목소리에 힘이 생긴 게 느껴진다 했다.

저림도 약간 좋아졌다고~~.

식사는 아직도 잘 못하시지만 그래도 써클OO 덕분

에 맘이 놓인다는 착한 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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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좋은 일 하셨습니다.

며느리를 효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12월 7일 오후 8:47)

① 류형준 약사

30년된 캘로이드도 없어진다고 체험사례가 

올라오는데, 혹시 무지외반증이 써클OO과 안

티OOO로 좋아질 수는 없는지 궁금해집니다.

한번 제 로 해보세요.

무지외반증으로 휘어진 엄지발가락이 다시 

펴진다면 얼마나 신기할지 기 가 됩니다.

저는 가능하다는 것에 한 표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7일 오후 8:20)

남편 혈압약 타러 와서 소식 전해주네요~.

2018년 12월 7일 오후 4:24  

이OO 약사 

#체험사례 

김#자, 65세, 여.

무지외반증.

혈압 당뇨 모두 정상.

전반적으로 건강상태 양호하심.

>>11월 초 처음에 남편분이 방문하심.

● 부인이 발의 통증이 심하니 좋은 것을 권해 달라

하셔서 써클OO 60포를 추천해드림.

● 써클OO를 33으로 5일 정도 드시다가 22 로 줄

여 복용하시라고 함.

>>12월 7일 남편과 부인이 함께 방문하심.

● 젊어서부터 수십년간 하이힐을 신고 다녀서 양

쪽 발모양이 변형되었다 하심. 지금도 서서 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셔서 발이 붓고 아프시다함.

● 병원에서 무지 외반증이라 진단 받으심.

수술을 권유 받고 설명을 듣는데 그 방법이 너무 

무서워서 수술을 안 하기로 결심하셨다 함.

● 써클OO 복용 후 통증이 없어짐.

이제 아침에 2포만 드신다고 하심.

안 먹은 날은 아프다고 하셔서 꾸준히 복용하셔야 

되며, 책자를 드리면서 건강플러스와 각탕법 꼭 지

키시길 당부 드림.

11로 드시다가 좀 더 아프실 땐 22로 복용하시라고 

함.

수술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2018년 12월 8일 오후 3:07  

이OO 약사 

#체험사례 

신00, 59년생, 여. 초등학교 친구.

며칠 전 이하선염으로 병원처방 받음.

염증으로 외관상 많이 부어있고 불그스레하다.

처방약 복용하고 증상은 가라앉지 않고 설사만 했

다고 처방을 바꾸어서 옴.



제3장 체험사례 001887

① 손OO 약사 

양약소염진통제 안 쓰고 효과 쨍하니 써클OO

이 위 합니다.(12월 8일 오후 4:21)

② 이OO 약사 

손OO 약사 안티써클 만난 뒤 진통소염제 사용

오랜 세월 잦은 설사, 그 후엔 변을 제 로 못 봐  

죽을 고생한 후 현재 장을 잘 다스리는 중인데 설사

를 하니 놀라서 처방전 들고 약국엘 찾아옴.

12월 1일.

안티OOO 111 써클OO 111 × 3일분.

처방전조제는 하지 않고 안티써클만 가져감.

3일분 먹고 장에 아무 무리 없이 증상 해결되었다

고 고맙다 한다.

조금 아프면 안 찾아오고 죽도록 아프면 찾아오는 

친구.

이친구도 병원과 친하게 지내는 친구라, ‘천기누설’ 

건강법 책자와 함께 간단한 설명, 치유의 길에 해 

안내해주었다.

#체험사례 

나00, 61세. 

약국 옆 화장품가게 주인.

발목 삠 증상으로 병원 처방전 들고 오심.

발목이 많이 붓지도 않았는데 통증이 심해 X-ray 

찍음. 뼈에 이상 없는데 못 딛겠다고 한다.

상기처방 복용 후, 4일 후 다시 방문하라고 했단다.

발삠 상태를 오래둘 이유 없다.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물질의 배출을 촉진시켜 발

목을 둘러싼 인 나 근섬유의 통증이 개선되도록 

하는 림프순환촉진제인 써클OO을 복용해보자고 

권유.

써클OO 222 하루분.

가까우니 경과 보며 복용하자고 함.

다음날도 써클OO 222 하루분.

좋아져서 안 먹겠다는 걸, 마무리 잘하자고 이틀분 

더!

써클OO 202로 마무리 됨.

써클OO 첫 2포 복용하고 통증이 사르르 녹는 느낌

이 들어 처방약 복용하지 않았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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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이 줄었습니다.(12월 8일 오후 5:35)

③ 류형준 약사

믿고 따르는 팬들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9일 오전 10:10)

① 류형준 약사

이 정도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써클OO 111로 

3일분만 드리는 약사님도 신기하고 그렇게 먹

고 좋아졌다고 하는 환자분이 계시니 그 역시 

신기합니다.

감사합니다.(12월 10일 오후 10:59)

② 장OO 약사 

할머니에게 림프순환에 하여 설명하는 게  

힘들어요.

이OO 약사샘처럼 녹슨 것을 청소하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요.ㅠㅠ

구 할머니가 돈이 없다고 떼쓰셔서.ㅠㅠ

꼭 필요한 것만이라도ㅠㅠ 며칠간이라도 체

험하시도록!!

*신기한 약사의 해명

(12월 11일 오후 6:27)

2018년 12월 10일 오후 6:36  

장OO 약사 

#체험사례 

최*덕, 38년생, 여자.

당뇨병, 만성위장병, 빈뇨.

 

2018.11.9.

집안의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두통과 가슴 뜀, 기억

력 감소(깜빡 깜빡 잊어버리는 증상)가 있다고 하소

연하심.

당뇨도 지난달보다 높아진 상태임.

써클OO 111로 3일분 드리며 따뜻한 물을 드시라고 

권유함.

2018.12.10.

지난달에 3일 먹고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들이 많이 

좋아졌다며 인사.^^

오늘도 다시 3일분 구입해 가심.(비상약)

단지 사흘 만에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들이 사라졌

을까 의문이 들었는데 최*덕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평안해지셨다고 ~~~.

그래서 잠도 잘 자고. ㅎㅎ

엄청 고맙다고 인사하셔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아마 집안일도 해결된 듯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오후 6:06  

최OO 약사 

#체험사례 

54살, 158cm, 62kg. 

혈압약 복용.

새벽에 장사를 30년 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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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림프순환의 효과가 빠릅니다.

감사합니다.(12월 12일 오전 10:30)

① 조OO 약사 

7~8년 전에 종합병원에서 셀렉톨을 처방받아 

오신분이 계셔 혈압 때문에 드시냐고 물었더

니 손이 떨린 증상 때문에 드신다고.

오호, 베타블러커가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해

서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낯선 환경과 심한 스트레스로 코티솔

분비, 교감신경 흥분으로 상열하냉증상이 나

타난 것으로, 림프순환 개선으로 세포안정화

가 이루어진 듯싶네요.

언제 이런 환자가 오면 써봐야겠다, 싶었는데 

효과를 보셨네요.ㅎ

또한 집중적으로 섬세한 손작업 하시는 분들 

나타날 수 있을 듯싶네요.(모발이식닥터, 치

과의사. 현미경 작업 등등)

치과친구는 손 약력운동을 열심히 하네요. 예

방차원으로.ㅎ

아래는 참고하세요. 참 다양하네요. 떨림! 

(12월 13일 오전 8:57)

머리가 맑지 않다고 엽산을 사러 와서, 겨울이고 

림프순환이 안돼서 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써

클OO 111씩 7일분을 주었는데, 일주일 있다가 와서 

온 몸이 무겁고 피곤한 것이 나아지고 아침에 일어

나기가 좋아졌다고 하면서 써클OO 20개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림프순환이 머리까지 맑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해

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2018년 12월 12일 오후 6:22  

김OO 약사 

#체험사례 

27세. 지인의 아들.

미국 기업에 취직이 되어 다니는데 업무 스트레스 

때문인지 피로 때문이지 팔이 떨린다고 “뭐 먹일

까?” 해서,

써클OO 22

토라타민에프 22

한 달분 보냈는데, 보름쯤 지나서 그거 먹고 팔 떨

림이 없어졌다고 연락오네요~.

2018년 12월 17일 오후 2:12  

이OO 약사 

#체험사례 

약사본인. 61세, 여.

급성통증과 오한.

(9. 써클OO의 통증개선과 해열작용)

왼손 합곡 부위 쪽의 근육의 떨림이 토요일 오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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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시간 넘게 지속되었다.(무지 피곤하다)

약간은 버거운 일정표 속에 지친 상태에서 토요일 

오전 근무 후 2박 일정으로 제주엘 왔다.

일요일. 

비가 약간 내리지만 차츰 비가 멈춰 일정을 행복하

게 잘 보내고 ,일요일 저녁 주택 방에서 10시 반쯤 

잠자리에 들었다.

방안 공기가 차다.

한 시간 후 잠자리에서 물먹으려고 일어나다가 왼

쪽다리가 풀려서 오른쪽발가락이 꺾인 채로 꼬꾸

라지듯 뒹굴뒹굴.

작은 발가락 3, 4에 무거운 체중이 급박하게 실렸으

니~.ㅜㅜㅜ

주위사람 놀랄까봐 이 악물고 통증을 삼키며 떼굴

거리다 자리에 누우니 오한과 함께 발가락에서 시

작된 통증이 전신에 전해와 온몸이 들썩거린다.

신음소리가 입 밖으로 새어나오고. 

가방 속에서 써클OO(액상) 3포를 꺼내어 복용했

다.

응급실 가야하지 않느냐고 주위에선 걱정을 한다.

통증과 오한으로 인하여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

있는데, 온몸이 전율한다.

30분이나 지났을까 견디기 어려운 통증에서 참을

만한 통증으로 바뀌고 오한이 가셨고 잠을 잘 수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서야 아픈 발가락에 테이핑처리를 

했다.

가끔 다리가 풀린 걸 경험한다고 했더니, 선배약사

님이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도 있으니 써클OO을 

먹더라도 다양하게 방법을 취해보라 하신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더니만, 행복하고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난 두어 시간 뒤에 예기치 

못한 지난밤은 악몽이었다.

(여행 시 늘 함께하는 안티써클, 키네시오테이핑, 

항상 남을 위해 사용했는데 이번엔 나를 살리네

요~. 감사!)

#체험사례 

50  후반, 남. 체격 건장함.

큰 식당 운 하시는 분.

비아그라 복용 후 위통, 속쓰림, 가슴 답답함을 호

소.

안티OOO + 반하사심탕으로 10회분 드리며

하루 3회 복용하시도록 함.

며칠 후.

다시 오셔서 안티OOO 소포장 하나와 반.사 20포

(20회분) 요청하신다.

속쓰림도 답답함도 두 번 먹고 나니 편해졌다고 하

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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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항상 좋은 마음으로 준비하신 덕분에 본인이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17일 오후 8:34)

① 류형준 약사

저도 빠져야 하는데 배만 볼록합니다.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12월 18일 오후 10:02)

② 최OO 약사 

50 일 텐데 엄청 젊어 보입니다.

(12월 18일 오후 11:20)

③ 양OO 약사 

기분 좋아서 사진도 흔쾌히 찍어주셨네요.^^

(12월 20일 오전 12:03)

④ 최OO 약사 

감사합니다.^^

평소 역류성 식도염증세 있는데 거기에도 효과 있

는 거냐고 물으신다.

YES!

오늘 안티OOO만 다시 큰 포장 가져가신다.

“목에 가래가 늘 붙어있는 불쾌한 느낌이 없어졌고

속도 참 편하요~~” 하신다.

2018년 12월 18일 오후 4:42  

최OO 약사 

#체험사례 

69년생, 남자.

써클OO 111, 에이@@@555(간장약), 

청@@555(프로바이오틱스) 드셨습니다.

11월 13일 약을 가져가셨고, 이제 1달 좀 지났는데

7키로가 빠지셨답니다.

갑자기 살이 빠졌다고 늙어보이지도 않고 훨씬 핸

섬해지셨습니다.

6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늘 병원에서 어깨가 아파서 주사를 맞아야 했고 그 

때 뿐이었는데, 어느새 어깨가 하나도 안 아프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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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님들은 바쁘셔서 오히려 환자보다 약을 

잘 못 챙겨 드시고 스트레스도 더 많은 듯합니

다.

꾸준히 안티써클을 복용해야겠습니다.^^(12

월 20일 오전 1:22)

① 이OO 약사 

써클OO 고맙네요~.(12월 20일 오전 11:44)

② 류형준 약사

가시밭을 꽃길로 바꿔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12월 20일 오후 1:58)

① 류형준 약사

만성부종은 단순히 기능이 안 좋은 것이 아니

2018년 12월 20일 오전 11:37  

안OO 약사 

#체험사례

김^갑, 남, 70.

일주일 전부터 우측 서혜부가 불편하더니 급기야 

통증이 심해져 의원에 갔더니, 관절염이라며 두셀

라, 엔테론, 에어낙 7일 처방.

제 생각엔 관절염이라기보다 림프순환이 문제인 

것 같으니 도움 되는 제품을 드릴 테니 같이 드셔보

라며 써클OO 222/10일 드리고 각탕 권유.

3일째 기운이 나고 기분이 너무 좋다며 전화로 알

려주셨죠.

다시 10일 후 직접 오셔서, 걷는 게 편해졌고 양반

다리도 가능해졌으며 쪼그려 앉아 세수도 한다네

요.

아프기 전 수준으로 돌아갔답니다.

본인도 처방약보단 써클OO의 효과라 합니다. 

그래도 불안한지 처방을 한 번 더 받아볼까 하는 

눈치더군요.

처방 받지 말고 기다려보다 재발 조짐이 있으면 써

클OO과 함께 면역 증강제품을 장기적으로 써보실 

것을 권유했습니다.

각탕은 계속하시도록 했고요.

10여 일 전 가시밭길로 오던 불편했던 걸음걸이가 

지금은 꽃길을 가듯 편안하게 바뀌었습니다.

2018년 12월 20일 오후 2:17  

신OO 약사 

#체험사례 

정ㅇㅁ, 29세, 여.

신기능이 안 좋아 부종이 있다고 상담.

12월 9일. 

써클OO 11 7일분 책자 주고 명현 설명. 

짠 것, 매운 것, 튀긴 것 못 먹게 함.

12월 19일. 

먹을 때는 부종이 좋아졌었는데 며칠 안 먹으니 또 

붓는다고 사러 옴. 

꾸준히 먹고 치유하기를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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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바이러스 감염증이므로 안티OOO도 함께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2월 20일 오후 9:58)

② 신OO 약사 

네, 감사합니다.(12월 21일 오전 12:05)

① 류형준 약사

림프순환촉진만으로 많은 것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12월 22일 오전 7:43)

① 류형준 약사

치질에도, 항문 주위가 뭉치는 불편함에도 림

프순환촉진은 빠릅니다.

감사합니다.(12월 22일 오전 11:24)

2018년 12월 21일 오전 9:39  

최OO 약사 

#체험사례

57세, 여성, 윤**.

써클OO 60포 101로 두 번 복용.

처음에 피로회복과 견통 등으로 복용 시작하 는

데.

본래 깜빡깜빡 잘하고 건망증이 심했는데 요즘 깜

빡깜빡하지를 않는다고 하십니다.

안티OOO까지 같이 드시면 원인이 해결된다고 말

씀드리고, 이번부터 써클OO 101, 안티OOO 101로 

세포 치유 프로그램 시작하시며 매운 것 안 먹기,  

찬 것 안 먹기, 각탕법, 호보법을 강조하 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22일 오전 11:11  

김OO 약사

#체험사례

27세, 남. 사무실 근무.

사무직이다 보니 오래 앉아있고, 담배도 좋아하고,  

운동 부족도 있어서인지 항문 부위가 뻐근하고 뭉

친 느낌이라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써클OO(액상) 222로 5일 복용 중인데 항문주위에 

쏠리는 느낌이 편해졌다 합니다.

이제 써클OO 111로 좀 더 복용을 권해봅니다.

2018년 12월 24일 오전 12:22  

이OO 약사 

#체험사례 

56세 아주머니.

얼굴이 기름지고, 푸석하고, 탄수화물 좋아한다 해

서 다이어트에 관심 많다기에 당 독소 다이어트제

품 드렸다가 1kg도 안 빠졌다 투덜 시던 분. 

여기저기 아프고 쥐나고 무겁다기에 마그네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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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부종의 개선은 림프순환촉진의 결과입니다.

체액의 점도를 낮추면 림프액의 점도가 낮아

져서 림프순환촉진이 되고 점도가 낮은 림프

액이 정맥에서 혈액과 합쳐져서 혈액이 되

면서 혈액의 점도를 낮추게 되니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감사합니다.(12월 24일 오전 5:31)

① 류형준 약사

전에서의 활약을 기 합니다.

감사합니다.(12월 24일 오후 4:12)

캡슐짜리랑 써클OO 10포 주며 둘 다111 먹으라고 

드림.

그리고 며칠 뒤 써클OO 한 통 달라심.

일주일 뒤 손주 약 사러 오셨는데 얼굴 푸석한 게 

많이 없어지셨음.

그분은 순환의 문제가 컸었나 봄.

근데 써클OO이 림프순환 말고 혈액 순환도 시키는 

거죠?(너무 기본적 질문 죄송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오후 12:37  

조OO 약사 

#체험사례

주량 증가.

써클OO 11 복용 중(처음은 222).

친구가 지부장에 당선되고 선거운동을 안 하니 고

관절통증과 저림 증상이 개선됨.

각종축하모임에 회식 등으로 연말연시에 덜 피로

하고 주량이 더 늘었다고 함.

조심해야 되는데. ㅠ

저도 느끼지만 해독기능이 우수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오후 11:10  

이OO 약사 

#체험사례 

최00, 64년생, 여.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인데 손발이 차고

저리며 쥐가 잘난다.

늘 피곤하다.

12월 초쯤.

피로회복제 세트 속의 안티써클이 들어있는 것을 

보더니 안티써클만 101로 10일분 가져가신 분.

10일 후.

지난번 약 참 좋았다며 자신과 잘 맞나보다고 하신

다.

써클OO만 소포장 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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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겨울에는 림프순환이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

다.

감사합니다.(12월 25일 오전 7:42)

① 류형준 약사

처음에는 몇 번씩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치유

의 길에 동참합니다.

감사합니다.(12월 25일 오후 11:13)

분량 때문에(복용량과 가격, 액상은 못 먹고)!

리플릿 읽어보니 써클OO 먼저 복용해야겠다면

서.^^

12월 24일.

오늘 다시 써클OO 60포 달라신다.

밖에서 장사하느라 추운날씨로 인해, 림프순환장

애로 인해 손발도 차고 저림 시림이 있는데 열흘밖

에 복용하지 않았지만 시림과 저림이 덜하다 하신

다.

자고나도 몸이 한짐인데 훨씬 덜하다고 진통제성

분 들어갔는지 물으신다.

림프순환촉진의 효과라고 설명드렸다.

써클OO 먼저 101로. 

2~3개월 후 안티OOO 병용해보길 권했다.

써클OO!

추운 겨울, 이분 많이 도와주세염~♥

2018년 12월 25일 오후 3:50  

신OO 약사 

#체험사례 

김ㅅㅇ, 45세, 여.

10월 9일.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많이 붓는다고 상담.

림프순환에 해 설명하고 책자 드림.

약이 비싸다며 써클OO 10포 구매. 

222 복용하고 찬 것, 매운 것, 튀긴 것 금하게 함.

12월 21일. 

다시 방문하여 지난번에 먹고 좋았다며 10포 다시 

구매해 감. 

증상이 있을 때만 드시는 것보다는 만성적인 부종

이면 치유프로그램 하시기를 권함.

2018년 12월 25일 오후 6:03  

이OO 약사 

#체험사례 

진즉 체험사례 올리고 싶었는데 이제사 올립니다.

제가 11월 1일 안티써클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일주일 지난 토요일. 

한참 조제손님이 많아 바쁜 시간에 약국 옆에 카페 

사장님(50세, 여자)이 들어오시더니 오른발을 망

치로 치는 듯, 벽돌이 떨어진 듯 아프다고 하시면서 

어쩔 줄을 몰라하시는 거여요.

진통제만 줄 수 없는 통증이라, 밴드에서 읽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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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처음에는 이렇게 소소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보면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쌓이면 신

념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12월 26일 오전 7:42)

① 류형준 약사

정말 다행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21시간 전)

약사님들의 체험담이 생각나서 일단 써끌OO 세 포

를 온수에 타서 드셔보라고 하고, 한 시간쯤 지나

퇴근하려고하니 경비실에 앉아 있으면서 내일 주

일인데 어느 병원에 가야느냐고 묻기에 일단 저녁

에 써클OO을 3포 더 드시고, 레몬차 온수에 자주 

마시고, 각탕을 해보라고 하고...

저녁에 물어보니 다섯 시간쯤 뒤부터 통증이 싹 가

셨다고 합니다.

책자와 운동법 설명해 주었더니 넘 신기하다고 감

사하다고!

월요일 아침에 약국 문 열고 있는데 인사를 하더군

요.

이분이 갑상선암 수술을 몇 년 전에 하셨다면서 책

자 읽어보고, 안티OOO 1, 써클OO 1 하루 두 번을

지금까지 꾸준히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때 약사님들 체험담 읽지 않았다면 진통제만 급

히 주었을 텐데...

용기 내어? 줄 수 있었던 것은 밴드에서 공유한 귀

한 체험례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바쁜 약국업무 시간이지만 소소한 거라도 처음 시

작한 저희 새내기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기에 약사

님들께 감사드리며 저도 짬짬히 올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26일 오후 4:56  

이OO 약사 

#체험사례 

이00, 60세, 남.

써클OO 3개월째 계속 복용 중인데, 변 아주 시원

하게 본단다.

컨디션도 좋고. 

간암으로 인해 2번째 시술했는데, 색전술 부위 시

커멓게 보이던 게 부위도 줄고 경과도 좋게 나왔다

고 처방전 들고 와서 감사 인사.

12월 21일.

써클OO 222로 한 달분.

복용 중인 약.

병원 처방 우루사200, 울긋 tid, 셀레나제, 유산균

제품 함께^^ 써클OO 222 4달째 접어듭니다.

처음엔 의사의 처방약 외엔 절  안 먹는 분이라 

안타까웠는데, 지금은 알아서 222 하시네요~.

안티병용은 좀 더 후에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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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7일 오후 5:55 

최OO 약사 

#체험사례 

87살. 

옆집 지하에 사는 수급자. 혼자 계신 할머니. 

당뇨약을 드시는데 혼자 식사도 잘 못하시고 기운

이 없고 힘이 없다고 해서 써클OO(물약) 1개와 황

력 1병을 매일 잡수시고 계십니다.

먹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같다고 합니다. 

사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 12월 27일 오후 6:47  

이OO 약사 

#체험사례 

1) 신00, 60세, 여.

정맥류.

무릎 뒤쪽이 당기고 통증.

센0아 180정 드신 후 제품에 한 만족도가 시원치 

않아 재구매 할까 말까 상담하러 오심.

정형외과 쌤은 무릎도 붓지 않고 염증도 별 없는데 

뒤쪽이 땅기고 아프다니 큰 병원 가보라 하심.

12월 21일.

써클OO 222로 우선 10포.

12월 23일.

다시 10포 가져감. 202 복용.

느낌이 좋다며 친언니한테도 써클OO 소개.

12월 27일.

갑자기 서울 가는 바람에 늦게 왔다면서 웃고 들어

오신다.

만족했나보다.

센^^에 동아병원에서 처방약과 한의원에서 탕제 

까지 조제해서 복용 중임에도 통증 때문에 힘들었

는데, 20포 밖에 안 먹었는데 효과를 느낀다고 놀

라워함.

써클OO 60포 202 또는 222 하도록 함.

좋아지면 111, 더 좋아지면 101 하자고 함.

#체험사례 

7살 남자아이.

기침이 오래 간다고 한다.

병원약 며칠째 먹어도 안 낫고, 열도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약도 잘 못 먹고.

점심때 오셨는데 안티OOO만 3포 드렸다.

1/2 포씩 3회. 

심하면 1포씩 3회까지도 먹여도 좋다 했다.

다시 오셔서 6포. 

1포씩 111로 먹 단다.

기침도 열도 안정적이라고.

굉장히 짠돌이 아저씨이신데 손주가 빠른 효과 보

니 싱글벙글 웃고 들어오신다.

오늘 오셔서 상비약으로 안티OOO와 써클OO 5포

씩 챙기신다.

아저씨에겐 큰 투자?? 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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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렇게 좋은 일이, 약국에 행복이 넘칩니다.

감사합니다.(12월 28일 오후 8:19)

① 유OO 약사 

오래된 빈혈은 안티OOO 복용해야 합니

다.(12월 28일 오전 9:46)

② 류형준 약사

그렇지요.

오래된 빈혈은 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28일 오후 8:10)2018년 12월 27일 오후 8:04  

정OO 약사 

#체험사례 

임경☆, 56세, 160cm, 51.8kg.

머리 아파서 오신 분.

‘천기누설’ 건강법 체크: 면역력부분 거의 없음.

림프순환촉진부분 체크: 

20항목 중. 

붓는다. 온몸이 무겁고 피로하다. 손발이 차고 저리

다 등 10개 항목 체크하심.

특히, 어질어질하고 멍하면 곧이어 두통 온다고 하

심.

체크지를 같이 읽으며 설명.

써클OO 202 60포, 빈혈약.

 

20일 후. 

붓기가 많이 좋아지고 손발저리고 아픈 것 개선.

두통 빈도와 강도 줄어드나 아직 남아있음.

노랗던 얼굴에 혈색이 보여서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심.

두통 해소를 위해 계속 써클OO 202, 빈혈약  1개월 

더 가져 가심.

책자 첨부.

2018년 12월 28일 오후 6:00  

최OO 약사 

#체험사례 

* 40 , 남.

몰약을 취급하는 업사원. 

허리가 아파서 병원 치료 중,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해서 써클OO 2포씩 202와 마그네슘제를 함께 5회

분을 드렸더니 병원약의 치료보다 훨씬 좋다고 재

구매.

* 70 초, 여자.

그냥 보기에도 목소리가 크고 다혈질의 기질을 가

지신 분.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 흐르고 가슴이 벌 거

리며 너무 덥다하다 하신다. 

일체의 다른 약을 일단 드시지 마시라 하고,

써클OO 111에 천왕보심단을 함께 드림. 

이것 드시고는 그런 증상이 올라오려다 만다 하시

며 재 구입.

까다로운 분인데 만족하시네요.



제3장 체험사례 001899

① 류형준 약사

한 증상씩 치유하다보면 어느새 확신이 생깁

니다.

감사합니다.(12월 28일 오후 7:39)

① 박OO 약사 

한 번에 두 포 드시나요?(12월 28일 오후 

6:25)

② 류형준 약사

써클OO 2포에 쌍화탕1병으로 어깨 아픈 것이 

다 풀렸군요.

매일 두 포씩 가져가다보면 어느 사이에 늘어

납니다.

감사합니다.(12월 28일 오후 7:31)

*60세, 여자.

회전근계 파열로 어깨 치료. 

심하다고 수술까지 고려하라고 한다고 걱정. 

본인은 일을 더 하셔야한다고.

그래서 안티써클로 치료 시작.

안티OOO는 101로, 써클OO는 222로 시작.

재구매는 남편이 오셨었고, 그 후에 다시 오셨는데 

코 주변으로 핏줄이 올라와서 붉던 얼굴이 완연히 

좋아지고 얼굴이 맑아지고 예뻐지심.

아픈 것은 거의 없고, 간혹 통증이 있다고 써클OO

의 양을 줄이겠다고 하신다. 

2018년 12월 28일 오후 6:09  

손OO 약사  

#체험사례 

50  후반. 작고 마른 체형.

당구장 사장님.

평상시 복합위장약 아렉스파스 자주 사러 옴.

한번 효소제 권해봤으나 효과 없다고 하여 별관심 

안 둠.

수일 전 와서 센근육이완제 달라고 하여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며 써클OO 2포, 쌍화탕과

함께 줬습니다.(웬 자신감)

다음날 와서, 먹고 나서 어깨 아프던 것이 나았다면

서 2포 집어서, 책자 주고 잘 읽어보라 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계속 먹어봐야겠다며 딱 2포씩만 가

져가네요.

2018년 12월 28일 오후 6:37  

김OO 약사

#체험사례 

(OOOOO약국)

서ㅅㅅ, 85세, 여, 150cm 정도, 54kg.

11월 24일 토요일. 

변비약 사러 오신 분.

누가 드시냐고 물어보니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께 

드린다고 해서 변비약 말고 써클OO의 림프순환 작

용 설명해서 5포 구입. 101로 복용케 함.

11월 26일 월요일.

아침 일찍 오시면서 변을 수월하게 봤다고 60포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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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변비의 정도가 사람에 따라 다르고 해결하는 

데에도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감사합니다.(12월 28일 오후 7:28)

① 류형준 약사

저 역시 너무 복잡해서 뭐가 주효과인지 모르

겠습니다.

감사합니다.(12월 28일 오후 7:26)

11월 28일. 

설사를 한다고 해서, 담즙으로 독성물질이나 노폐

물이 많이 빠져 나오면서 장 점막을 자극하고 또한 

장운동을 자극하여 설사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

써클OO을 2포로 해서 빨리 배출시키면 좋은데, 요

양원에 계신 형편상 잠시 쉬었다 변 상태 보고. 

101로 복용하시게 함.

이 분은 이렇게 빨라 설사까지 나는데, 때로는 효과 

못 보신 분도 있어요.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시라고 하지만, 너무 굳어서 

빨리 효과를 못 보신 것인지~~ㅠ

2018년 12월 28일 오후 6:56  

신OO 약사 

#체험사례 

남, 54세. 공장노동자.

회사 정기검진에서 간수치 높아서(got ,gtp 모르는 

분) 3일 후에 다시 해야 한다며 걱정하며 오신 분.

어떤 이유로 7일간 계속 음주했다 함.

난감하지만 철저한 금주 약속 하에 노력해보자하

고 1일 우루사100mg 3t씩 3회, 시리마린350mg제

품 1t 3회, 진호탕 과립5gm씩 3회, 써클OO 3봉씩 

3회 3일분 드림.

이게 11월 27인데, 소식이 없다가 12월 26일에 와서

야, 뭔지 몰라도 220에서 45로 떨어져 통과시켜주

더라고 고맙다고 인사함.

간질환의 설명과 써클OO의 빠른 해독물질 배출에 

한 이해를 시킴.

2018년 12월 29일 오후 8:20  

김OO 약사 

#체험사례 1.

50 , 여.

눈 문신(?) 시술하여 부종 때문에 왔는데, 송년 모

임에 참석해야 해서 효과 빠른 걸로 달라고 해서

림프순환에 해 설명드리면서 써클OO 소포장 하

나 드리면서 222 복용토록 했네요.

오늘 모임 가기 전 잠깐 방문했는데 붓기가 완전 

가라앉았네요.

#체험사례 2.

71세, 여. 혈압, 고지혈증약 복용.

체격 크신 분.

항상 몸이 무겁고 피로를 호소하신 분으로 한약으

로 잠깐 드셨던 단골분입니다.

당뇨도 경계치에 있다 해서 세포정상화에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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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류형준 약사

이런 분들은 초기에 써클OO만 333으로 1~3

일 정도 복용하고 안티써클111로 복용하면 많

은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초기용량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12월 30일 오후 3:26)

① 류형준 약사

림프순환촉진이 빠름입니다.

감사합니다.(20시간 전)

① 류형준 약사

인공관절수술을 할 정도라면 퇴행성관절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티OOO의 병용도 좋은 생각입니다.

설명 드리면서 안티OOO, 써클OO 복용해 보자고 

몇 번 말씀드린 끝에 10월에 11로 한 달분 복용했는

데

큰 효과를 못 느꼈다면서 복용을 거부하기에 꾸준

히 복용하면 혈압, 고지혈증약도 줄일 수 있고 당뇨

도 예방할 수 있다고 했지만 가격적인 문제인지 11

월에는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약 지으러 오면서 그 약 안 먹었더니 더 

피곤하고 몸이 무거웠다면서 안티OOO, 써클OO을 

먼저 요구하네요.

1통씩 드리면서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복용토록 했

고 지난번에 드린 책도 정독하도록 했습니다.

한 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12월 30일 오후 7:17  

최OO 약사 

#체험사례 

65살. 여자 권사님. 

엄지손가락이 아파서 붕 를 감고 오셔서 병원에

서 처방한 항생제와 근이완제를 먹고 있다고 해서, 

항생제를 먹지 말고 써클OO(물약) 222를 따뜻한 

물에 복용하라고 7일분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만났는데, 손가락이 안 아프고 나아졌

다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항생제를 먹어서 속도 아팠는데 항생제를 안 먹어 

염증도 치료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오전 11:06 

김OO 약사

#체험사례

80  초반 할머니.

인공 관절수술 후 회복을 위해 써클OO(환 1, 액 1) 

222 복용 시작하 습니다.

평소 육류 섭취를 안 하시고 위 기능도 약해서 기력

회복을 위해 아미노산제제와 훼마틴액을 1일 2회 

병행하 는데, 기운이 나고 무릎 부종이 조심씩 나

아지고 계십니다.

처음엔 약 때문에 배가 불러서 밥도 드시기 힘들다

고 하시더니 호전되니 열심히 드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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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사례 

이ㅈㄷ, 50 , 남.

허리 통증으로 써클OO 22 5회분 가져가셨는데 통

증이 많이 좋아졌다고 다시 방문.

12월 14일부터 써클OO 22 계속 복용.

바빠서 자세한 상담 못하고 그냥 사가지고 가셨는

데, 26일에 상담해보니 10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하셨고 2달 전부터 통증이 심해졌다고 함.

림프순환과 바이러스 치유프로그램에 해 설명하

고 책자 드림.

오늘 오셔서 프로그램 시작해 보겠다고 안티OOO, 

써클OO 각 1통씩 가져가심.

안티OOO 11, 써클OO 11 복용하시되 통증이 있으

면 써클OO을 2포씩으로 늘려 복용하시게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