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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무지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수한 살인 

 

W. Gifford-Jones, MD의 해설 

 

(OMNS 2020년 10월 20일)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병자를 치료할 때 "먼저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라고 조언했습니다. 불행히도 이 소중한 원칙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돌보는 데 

따르지 않았습니다. 암과 다른 질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항상 비극적입니다. 그러나 

예방할 수 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그 누군가를 잃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며, 무고한 생명을 너무나도 많이 살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 위

선, 대체 의학에 대한 의사의 훈련 부족, 고용량의 비타민 C 정맥 주사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 혜

택에 대한 폐쇄적인 마음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기사를 쓸 지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74세에 나

는 심각한 심장 마비로 거의 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콜레스테롤 저하제 없이는 몇 

년 안에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몇 년 전에 저는 노벨상을 두 번 수상한 Linus Pauling 

박사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관상 동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비타민 C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 때입니다. 저는 Big Pharma를 

믿지 않고 매일 10,000mg의 비타민 C를 섭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나는 훌륭한 화

학자였던 폴링이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비타민 C에 대해 옳았던 이는 그였

습니까? 불과 몇 년 후, 영국의 연구자이던 시드니 부시 박사가 비타민 C가 죽상 동맥 경화증(동

맥 경화)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그것을 통해 제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1] 

 

22년이 지난 지금, 콜레스테롤 강하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는 몇 년 안에 죽을 것이라고 내게 

말했던 그 의사들은 이미 죽었고, 저는 현재 97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비타민 C의 

심혈관 효과에 대한 이러한 경험이 비타민 C의 항 감염 및 기타 의학적 이점, 특히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저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Klenner는 다량의 비타민 C가 수막염, 간염,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폐렴, 대상 포진과 같은 다른 

바이러스성 질병과 심지어 방울뱀에 물린 독조차도 치료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2-4]. 그 이

후 ‘다른 연구자들은 고용량 IVC로 치료에 성공할 수 없는 바이러스 질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Klenner는 동료들과의 인기 대회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좌절감에 "어떤 의사들은 

아스코르빈산을 사용하기보다 환자가 죽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유한

한 마음 속에는 아스코르빈산이 비타민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 이후 굳게 닫혀진 의학적 마인드로 인해 캐나다와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및 기타 질병

으로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비타민 C는 단지 또 다른 비타민이라는 오해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타민 C가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 질병을 모두 공격하는 강력한 항감염 영양소라는 증거

가 있습니다. 

 

감염은 신체에서 심각한 염증 세포 반응을 유발하여 비타민 C를 감소시킵니다. 마치 외로운 길에

서 눈보라에 휘말려 숨쉴 공기가 고갈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백혈구는 감염과 싸우

기 위해 비타민 C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타민 C를 복용하지 않는다면 비타민 C가 

없는 백혈구는 총알이 없는 총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의 모든 동물이 자신의 비타민 C를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은 

유전적 돌연변이로 인해 이 능력을 오래 전에 잃었습니다. 예를 들어 개는 매일 5,000 밀리그램 

(mg)을 생산합니다. 캐나다 보건부에 따르면 인간에겐 하루 90mg 만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는 감염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매일 최대 20,000mg의 비타민 C를 생산

합니다! (90mg만 유지하면 될 것인데 말입니다. 그럴수록 왜 사람에게는 그렇게 적은 양의 비타

민 C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캐나다 보건부의 말에 사람들의 불신은 커져만 가는 것은 당연한 의문

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문점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며, 사람들이 공감하여 그들이 납득하

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캐나다 개들은 도대체 필요도 없는, 19,910mg의 비타민 C를 왜 쓸데

없이 생산을 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개들이 필요도 

없는 잉여의 비타민 C를 생산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비타민 C는 그저 또 다른 비타민에 

불과한 것이다는 말에 누구나 쉽게 수긍을 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입니다.) * 괄호안은 번역자 

개인이 추가로 넣은, 개인적 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동안 저는 의료 보건 담당관, TV 앵커, 정치인 및 의료 전문가가 모



두 거리를 두고 자주 손을 씻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몸

의 면역력을 키우는데 있어 비타민 C와 D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

다. [5] 그리고 나는 고용량 IVC의 사용이 어떻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

했습니다. 

 

Lendon H. Smith 박사는 "비타민 C 사용에 대한 임상 가이드"에서 Frederick Klenner의 임상 경험

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비타민 C가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불충분한 양의 비타민 C를 처방하면 치료 실패로 이어지는지도 설명하

고 있습니다. 이 의료 정보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습니다.[6] 

http://www.whale.to/a/smith1988.html  

https://www.seanet.com/~alexs/ascorbate/198x/smith-lh-clinical_guide_1988.htm 

나는 이전에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하고 의사와 병원이 IVC 사용을 거부하면 법

정에서 이 상황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나는 역사적 증거가 너무 압도적이므로 많

은 양의 비타민 C가 생명을 구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타민 C를 둘러싼 위선은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Linus Pauling 박사는 "의학계는 비타민 C를 

뒷받침하는 엄격한 증거를 필요로 하면서도, 이와는 정반대로 근거라고 말하기엔 너무나도 보잘 

것 없는 내용을 근거로 받아들였습니다."라고 불평했습니다. 내가 폴링을 인터뷰한 이후 변한 것

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허점투성이인 근거 부족한 비타민 C 사용의 반대에는, 과학적 사실을 받

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마음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로 인해 대

유행 동안 초래된 불필요한 사망자의 수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1년 전, 저널리스트로서 저는 Orthomolecular Medical News Service의 회원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국제적인 편집위원회는 저명한 의사, 교수 및 연구자로 구성됩니다. 몇 달 전에 저는 모든 회원들

에게 여러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할 방법을 물었습니다. 압도적인 반응은 "고용량 비타민 C 정맥 

주사"였습니다. OMNS는 IVC의 성공에 대한 22개의 의사 사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7] 

 

2 월부터 중국의 연구자들은 IVC에 대한 이중 맹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한 그룹은 IVC

를 받고 대조군은 위약을 받게 됩니다. 일부 연구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결과는 IVC가 위약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8] 

 

https://orthomolecular.acemlna.com/lt.php?s=84918f2981bb499a671fa60fa79fb0fa&i=177A181A1A8555
https://orthomolecular.acemlna.com/lt.php?s=84918f2981bb499a671fa60fa79fb0fa&i=177A181A1A8556


 

“상하이 루이 진 병원 응급 의학 책임자인 Enqiang Mao 박사는 그의 그룹이 고용량의 비타민 C 

정맥 주사로 약 50건의 중등도에서 중증 COVID-19 감염 사례를 치료했다고 말했습니다.” 

" IVC 투여는 7 ~ 10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중등도 사례에는 10,000 mg을, 더 심한 경우 20,000 

mg을 사용하였습니다.” 

 

"비타민 C를 정맥 주사한 모든 환자가 

호전되었고 사망률은 없었습니다." 

 

" 

“고용량 IVC로 치료 한 사례에서 보고된 부작용은 없습니다." 

(Richard Cheng, MD, PhD, 상하이에서 보고) 

http://orthomolecular.org/resources/omns/v16n12.shtml 

 

하지만 최근의 칭찬할 만한 연구 중 하나에도 결함은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환자

는 중등도 감염에 대해 특정 용량을 투여 받았으며 다른 더 심각한 감염에 대해서는 더 높은 용

량을 투여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환자들은 더 높은 용량을 투여 받지 못했습니다.[9] 

 

이것은 Dr. Linus Pauling과 Dr. Frederick Klenner가 강조한 모든 것을 반영합니다. 폴링이 그의 비

평가들에게 "그것은 복용량입니다!" 또는 Klenner가 주장했듯이 "일부 감염에는 훨씬 더 많은 용

량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아스피린 절반은 편두통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불안한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

습니다. 연락처는 또한 북미에서 IVC를 사용하는 의사가 당국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알

려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계속하면 의학을 할 수 있는 면허를 잃게 될 것이라고 들었습니

다. 

 

캐나다와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전염병 전

문가, MOH (Medical Officers of Health) 및 대학 병원에 연락하여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비타민 

http://orthomolecular.org/resources/omns/v16n12.shtml


C를 정맥으로 처방하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하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말기 환자가 

IVC를 받지 못하는 경우 왜 이런 경우입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답장을 보내줄 것이라 대답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IVC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들 누구도 그것에 

대해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결론만 내릴 수 있었습니다. 

 

또는 그들은 "우리는 전염병 전문가와 확인한 결과 고용량 비타민 C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치

료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IVC가 처방되고 있다고 응답한 보

건 의료 담당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놀라움은 세계 최고의 병원 중 하나인 Johns Hopkins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명한 교수들

은 학생들에게 침대 옆에서 가르치는 가치를 처음으로 소개했습니다. 이 대유행 동안 그들은 코

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를 보고하는 권위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COVID 19에 

대한 치료제로 임상 실험을 수행하거나 C를 투여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이 반응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학생으로 수년을 보냈고 나중에 외과의로 훈련을 받았던 하버드 의과 

대학조차도 나에게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중국 연구는 논란을 끝내지 못할 것이며 환자들은 이 바이러스로 인해 불

필요하게 죽을 것입니다. 나는 전염성 있는 전문가, 즉 보건 의료 담당관이 지적 호기심을 갖고 

"IVC가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물었으면 했습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비극

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의학적 무지로, 다른 사람들은 과실로 분류하거나, 혹 사랑하는 사

람이 살인으로 사망한 경우 마침내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조사하여 대량 살인이라고 결정할 것입

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장을 장군에게 맡기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이 재난은 너무나도 많은 북미인들이 고

통을 겪고 있을 때, 의료 전문가들에게 맡기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의과 대학에서 IVC 연구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때입니다. 환자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들의 대학교들 안에는 과학적 재능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저렴하며 사실상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비타민 C로 아무도 죽은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연구는 단시간에 수행될 수 있으며 

수천 명의 환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 순간을 파악하고, 수많은 생명을 구할 것인가요? 

 

(신디케이트 칼럼니스트 W. Gifford-Jones, MD (Kenneth Walker, MD라고도 함)는 1950년에 하버드 

의과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는 McGill University, University of Rochester 및 Harvard Medical 

School에서 외과 레지던트를 했습니다. 여전한 활동가인 그의 웹 사이트, http://www.docgiff.com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OVID을 위한 비타민 요법에 관한 수십건의 기사들은 무료 액세스 가능하게 올라

와 있습니다. http://orthomolecular.org/resources/omns/index.shtml.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아랍어, 이탈리아어, 한국어, 중국어 및 노르웨이어로 제공됩니다. 일본어 번역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https://isom-japan.org/top_af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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