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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과 통증

암은 몸, 마음, 영혼, 사람과의 관계, 작업 환경, 거주 상태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발생한다. 이 중에서도 몸이 차면 암의 발생과 악

화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정 장부(臟腑)로의 혈액 순환에 장애가 생기면 이를 보상하려는 기전으로 신생 혈관이 만들어진다. 한의학에서는 ‘양화기(陽化氣) 음

성형(陰成形)’이라고 해서 양적 에너지는 기를 변화시키고, 음적 에너지는 형태를 만든다고 본다. 열로 얼음을 녹이면 물이 되고, 이를 

끓이면 수증기가 된다. 양적인 열에너지에 의해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것이다. 이의 반대 과정인 수증기에서 물로, 

물에서 얼음으로 형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음적 에너지다. 

몸에 생기는 결절이나 종양은 대개 해당 부위로의 혈액 순환 장애에 의해 덩어리가 생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암 덩어리는 

정상 체온보다 1℃ 정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암 치료에 온열요법이 적용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혈액 순환이 잘 이루어지 않으면 통증이 심하고 저리거나 마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심장에서 가장 먼 쪽인 손발, 머리, 

얼굴 쪽에 이런 증상이 많이 발생한다. ‘통즉불통(痛卽不通) 불통즉통(不通卽痛)’이라 해서 소통되지 않으면 통증이 생기게 된다. 차가

운 환경은 혈관을 좁게 하고 혈류 속도를 늦춤으로써 소통을 방해하고 통증을 키우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아니라 내적 요인에 의한 선후 관계를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 

여름이면 선풍기를 끌어안고 살고, 찬 음식을 좋아하고, 땀을 

많이 흘려도 배가 차거나, 변이 잦거나 무르거나 설사를 한다

면 허열(虛熱)로서 속은 냉한 것이다. 반면에 평소에 손발이 차

고, 추위를 타며, 이불을 잘 덮고 자는 사람도 어지간해서 설사

를 하지 않고 오히려 변비 성향이며, 음식으로 잦은 탈이 없으

면 속에 열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현상은 열에 의해 수분과 

진액이 모두 말라버린 것으로, 마치 도시가스가 잘 들어와도 

끓여줄 물이 없어 보일러를 덥히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럴 때는 먼저 수분과 진액을 보충하는 게 필요하다.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려면 본인의 체질과 약물의 성질에 대한 

깊이 있고 올바른 지식에 의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누구

에게나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치료 공식은 없기 때문에 한

약, 건강보조식품, 음식 중에서도 각자에 맞는 것을 찾을 때만

이 부작용 없이 온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운동, 숯가

마, 맥반석 사우나도 자신에 맞는 요법으로 몸을 덥혀야만 혈

액 흐름이 좋아져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	  

손발이 차가우면 
운동으로 혈류 증강시켜야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차가운 것일까. 체온계로 온도를 측정할 때

는 구강, 겨드랑이, 항문, 귓속의 온도나 피부의 체열을 재 혈액 

순환의 정도를 판단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몸의 깊은 곳이나 

장부의 온도를 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본인의 느낌과 몇 

가지 간접적인 지표를 고려해야 한다. 손발이 차고, 추위를 느끼

고, 혈압이 낮고, 설사를 자주 하고, 찬 음식을 싫어하고, 물이 별

로 당기지 않는다면 그만큼 체온이 낮을 확률이 높다. 이런 사람

들은 혈액량을 늘리고, 운동이나 물리요법을 통해 혈류를 증강시

켜야 한다. 대개의 경우 수분 섭취량에 비해 배출량이 많아 문제

가 된다. 커피, 녹차, 코코아, 초콜릿 등 카페인의 과다 섭취에 의

한 잦거나 많은 소변, 맞지 않은 음식에 의한 잦은 대변이나 설사, 

과도한 땀이 주범이다. 

또한 혈압이 낮다면 반드시 섭취하는 소금의 양을 늘려야 한다. 

과도한 염분 섭취 못지않게 부족한 것도 많은 문제를 야기함을 명

심해야 한다. 소금 섭취를 무조건 줄이는 것은 위험하다. 반드시 

자신의 몸의 상태와 지표에 맞게 줄이든 늘리든 적당히 조절해야 

한다.

또한 몸을 덥히는 방법도 필요하다. 무조건 인삼, 홍삼, 생강, 계

피, 쑥 등의 성질이 따뜻한 음식이나 한약재를 달여 먹는다고 몸

이 덥혀지는 것이 아니다. ‘몸이 차다, 덥다’, ‘열이 많다, 적다’는 

증상의 판정에서도 전문가에 자문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밖으로 나타나는 증상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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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차가우면 혈액 순환 장애 부른다

통즉불통(痛卽不通) 
불통즉통(不通卽痛)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다. 차가운 기운은 병을 일으킬 뿐 아니라 악화시키는 대표적 인자로 꼽힌다. 

몇 가지 질병 사례를 통해 기온이 차가워지는 시기에 찬 기운으로부터 몸을 지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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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와 결핵

감기는 건조한 날씨나 열에 의해 걸리기도 하지만, 차가워서 

걸리는 경우가 더 많다. ‘감기에 걸렸다’는 영어 표현이 ‘catch 

a cold’인 것을 봐도 동·서양의 인식은 서로 비슷하다. 

감기는 바이러스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감기에 걸려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가 활동을 한다 해도 약물을 이용해 바

이러스를 직접 퇴치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감기를 유발하

는 바이러스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 진화를 거듭하면서 변종

이 많이 생긴 탓에 일일이 대응할 약물이 없기 때문이다. 차

가운 상황은 바이러스의 활성을 높여 감기에 잘 걸리게 하며, 

더 오래 지속되는 원인이다. 또한 우리 몸이 차갑다는 것은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것을 나타내는 징후다. 

호흡기 질환인 결핵도 대개 차가워서 생긴다. 결핵은 예전에

는 헐벗고 굶주려서 생기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질환으로 인

식됐지만, 요즘에는 젊은 여성들에게서 발병하는 빈도가 높

아졌다. 지나친 체중 감량에 의한 영양 부족, 몸매를 드러내

기 위한 과도한 노출, 몸에 너무 달라붙는 스키니 진이나 보

정 속옷 등에 의해 몸이 차가워져 많이 발병한다. 우리나라

의 경우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의 결핵 유병률이 높지만, 유

독 20대에서만 여성이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

서 감기·결핵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려면 혈액 순환을 좋

게 유지해 몸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