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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볕더위에학업으로힘든아이들, 뚜렷한이유없이갖가지증상을호소하는

남편들에게정확한원인도모르는채막연히몸에좋으리라는기대감만으로한

약을선호하는건아닌지한번쯤돌아볼필요가있습니다. 체질에따른섭생과

대처만이건강한삶의지름길입니다. 

여름은열(熱)이기(氣)를소모시키는계절입니다. 더위에손상받은기를보

(補)해줄방법을생각해야할때이기도합니다. 

더위가시작되기전에여름철의섭생과잘못된건강상식들의이해를돕기위

한목적으로몇자적어보았습니다. 존재, 그자체만으로도너무나소중한우리

가족들의건강하고유쾌한삶을위해작은보탬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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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통한의학회에서「형상의학」연구

주요저서 |「불임과산후병」, 「현대인을위한한방백과」, 「생리와불임」

「어린이건강 365일」, 「여름철건강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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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지구온난화다, 엘리뇨다해서계절이뒤바뀌고기상도예

측이불가능한시대가바로우리가살고있는오늘입니다. 과

학의실용화로냉·난방기기가주는조그마한편리함에익숙

해져있지만여전히우리는오염된환경에노출되어있고그로

인한재해와질병에너무지쳐있습니다. 

예전과는달리스트레스가주는과중한심적부담감과함께

이상난동으로인한계절변화에신체적컨디션을유지하고이

에따른질병을극복해야할이중부담으로우리는날이갈수

록고단한삶을반복하고있습니다. 아이들역시어렸을때부

터개인적특성과환경을알맞게조성해주어야자신이가지고

있는몸과마음의역량을최대한으로키울수있습니다. 여기

서제안할수있는한방의역할은간단합니다. 개인의체질과

품성을토대로현재의잘못된상식이나습관들을진단하여좀

더건강한삶으로다가서려는것뿐입니다.



머리말 |

사람도여느동물과마찬가지로자신의종족을보존, 유지하려는본능

을가지고있습니다. 얼핏생각하기에는우리주변의모든여건(시간, 공

간, 장소, 범위등) 들이인간의기본적인본능을충족시키고삶을영화롭

게해줄것같지만현실적으로는이러한여건들에상응하여이겨나가기

위해끊임없이노력을해야하고, 결국에는자연도태되지않고살아남기

위해우리자신을변화시켜갈수밖에없습니다. 

한의학은이러한변신이제대로이루어지도록길잡이역할을합니다.

대부분의사람들이중국이라고믿고있는것과는다르게, 한의학의원조

는바로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출산후에미역국을먹는것, 콩을삭혀

된장, 간장을만들어먹는것등등, 조상들의지혜가깃들여있는생활곳

곳에서한의학이생활화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습니다.

우리나라건축물의연결방식을보면한골격과다른골격

이이가딱맞지않을때쇠못을쓰지않고쐐기를박는방식

을 씁니다. 우리 인체에서나 생활에서 변신·변화를 추구할

때이쐐기역할을해주는것이한의학입니다. 한의학은한의

사들만의전문적학문이아니라, 우리생활, 우리민족정서

그자체인‘인간과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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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말하초(春末夏初)에

주하병(注夏病)의경우
늦봄과초여름에흔히나타나는증상으로서, 머리가아프고다리에힘이없어

지며, 밥맛이없고몸이후끈거리는것을주하병(注夏病)이라고합니다. 인체가

마치뿌리의영양이잎사귀로다올라가버려잎사귀만무성하고뿌리의영양은

다빠져버린나무처럼되는현상입니다.

음(陰)이허(虛)하고원기(元氣)가부족한것이주원인이므로체질에맞추어

적절한치료가필요하며, 다리가약해지는시기이므로, 한의원에는발목을삐

끗했다든지, 계단에서굴렀다는환자들이많이내원합니다. 

원기를돋우며, 허리이하즉, 뿌리를보강하는보음(補陰)약을써야하는데

한의사의정확한진단에의해각자의체질에따른올바른치료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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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사계절의변화가뚜렷한나라입니다. 이에대해어떤사람은복

받은나라라고여기기도하고, 혹자는계절의변화가우리나라사람을변덕스럽

게만들었다고도합니다. 하지만이러한사계절의뚜렷한변화는우리인체에큰

영향을끼치기때문에우리는이러한여건에잘적응할수있는섭생과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한의학에서는주변의여건변화에대해어떻게잘적응하고이겨낼수있

느냐하는관점에서각계절에따라다른섭생법과약쓰는방법, 처방등을가르치

고있는데, 사계절의섭생중에서는특히여름철의건강관리가제일어렵습니다.

위생가(衛生歌)에, “사시(四時) 중에여름이가장조섭(調攝)하기어려우니, 복

음(伏陰)하는약이(藥餌)를항상먹어야하고, 음식물이조금만냉하여도절대먹

지말것이며, 심(心)이왕성하고신(腎)이쇠하여정기(精氣)를소설(疎泄)하기쉬

우니잠자리를청결하게하고조용히하여마음을화평하게하며얼음물과채과

(寀果·과일과익히지않은야채)를먹는것을조절하라.”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조심하지않으면가을에학질과이질에걸리기쉽습니다. 

여름한철은사람의정기(精氣)가빠져나가는계절이며, 더위로인한열이심

장으로몰려상대적으로신장은약해지며, 가을·겨울이되어야만신장이힘을

얻게됩니다. 여름철의냉물(冷物)을엄기(嚴忌)하여배를항상따뜻하게유지하

여기를보존하면오는가을·겨울에건강하게지낼수있습니다. 

“비위기능이손상받지않고뱃속이따뜻하면모든병마가침노하지못하고

혈기(血氣)가스스로창성한법이다.”고하였습니다. 여름철에는인체의양기(陽

氣·元氣)가 더위를 이기기 위하여 상부(上部)로 뜨거나 피부로 몰려나오므로

다리가약해지고뱃속이허(虛)해집니다. 위의문장중에서“복음이잠재하여위

장이냉하므로…….”라는표현은‘차다’는뜻보다는뱃속이허(虛)하다는의미

로해석됩니다. 

무더위때문에답답함, 갈증, 발한(發汗·땀) 등이나타나면으레냉수, 냉차,

냉장고에들어있는시원한과일, 얼음과자들을먹게됩니다. 이때뱃속은매우

허해져있는상태이므로이런생냉물(生冷物)들을따뜻하게소화, 흡수시켜줄

능력이없습니다. 양기(陽氣)가부족한상태에서비위(脾胃·소화기관)가손상

을입어구토, 설사, 복통심지어발열(發熱), 오한(惡寒)까지도나타납니다. 흔히

여름철이되면우리인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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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심법( )에의하면, 

“더위를치료하는방법으로는심(心)을맑게하고소변을시원하게보게하는

것이가장좋으니더위에기(氣)가상하면진기(眞氣)를보(補)하는것이가장중

요하다”고하였습니다. 흔한예로수박, 참외같은과일을먹으면더위로인한열

을소변으로내보내는역할을하지요. 

의학입문(醫學入門)에의하면,

“삼복불더위에열이기(氣)를상하므로양생가(養生家)는이러한때에더욱

삼가야하니, 만일주색(酒色)에방자(放恣)하면내신(內腎)이썩어죽는경우가

많다.”고했습니다. 

즉신장이나빠지는원인은여름에섭생을잘못한탓이라고해도과언이아닙

니다. 대낮의더위에손상받은기(氣)를밤에충전시켜야하는데여름은불행히

도낮이길고밤은짧아소모된기(氣)를보충하기에충분하지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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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은공부중에졸리면종종차(茶)나커피를찾게됩니

다. 이때덥다고해서냉차나냉커피를마시면더욱졸리게되며체중

이늘어나는데도한몫을합니다. 

따뜻한차나커피를마시면몸의순환이좋아지며머리가맑아지고이

뇨역할증진에도도움을주니냉차보다는따뜻한차를마시는것이좋

습니다. 

의서(醫書)의여러부분에서녹차의효능을확인할수있으며, 특히눈

과머리를맑게하고기억력을높이는총명탕계통에녹차가많이이용

되고있습니다. 

이런증상들은더위가기(氣)를손상시키는계절탓이므로기운을돋우어주

는식품들과함께정확한진단을받아여름철에반드시필요한보기약(補氣藥)을

적절히잘이용하면갈증뿐이아니라더위도별로느끼지못하고수월하게지내

게됩니다.

그러면체력이증진되고공부에대한의욕과능률도향상되며, 특히기력이

쇠약해진노인분들께는더욱필요합니다.

잎이무성한나무그늘아래서멍석이나평상을펴놓고, 낮잠을태평

스럽게즐기고있는그림을가끔볼수있습니다. 이것은원기(元氣) 소모

가많은여름철더위를이기기위한섭생법중의하나입니다. 반면에무

더위에도불구하고살을빼기위해땀을뻘뻘흘리면서운동하는사람들

이있습니다. 무더운여름에이런생활을계속한다면뼛골에서진액이

빠져도리어건강이무너지게되므로, 여름철에지나친운동은삼가는것

이좋습니다. 

그렇다고해도바쁜현대인들이‘나무그늘에누워서’식으로여름을

지낼수는없지요. 우선열심히공부해야하는수험생들을보면정신이멍

해져서집중력과의욕이떨어지고만성피로, 식욕저하등의증상이나타

나며, 책만읽으면졸리고두통이나타나기도합니다. 거기다가찬것을자

꾸먹게되어그증상들이더욱심해지므로상당한어려움을겪게됩니다.

인체는배가따뜻하고가슴과머리는시원해야가장편한상태가되는데

여름이라머리는덥고찬음식으로인하여뱃속이냉해지면몸상태가정

말힘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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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과땅이가까워져서천지교태(天地交泰)가이루어지는봄에임신하

는것이제일바람직하며, 가을이나겨울도여름보다는임신하기에좋은

시기입니다.

폐(肺)는금(金)의속성을갖고있으므로화극금(火克金), 즉금(金)이불(火)에

녹는것처럼여름철더위에손상을받습니다. 

폐(肺)의뿌리는신(腎)인데, 여름은신(腎)이허(虛)해지는계절이므로체질에적

합한보신(補腎)약이나콩팥에좋은식품을자주섭취해야여름의열기(熱氣)를

이겨낼수있습니다. 

특히여름철의성생활은마른풀잎에불을지르는격으로건강이급속도로나

빠지므로자제하는것이좋습니다. 여름철은잎이무성하고뿌리가약해지는시

기이므로성생활을과도하게하면신장에많은손상이가며전반적인건강이상

당히힘들어집니다. 

같은얘기로건강하고복이많은아이를낳기위해서는여름철에는임신을하

지않는것이좋습니다. 여름철은심왕신쇠(心旺腎衰)한계절이므로, 이럴때에

임신을하게되면심장이나쁘거나, 태열(胎)熱)이심하거나, 말을더듬거나, 뼈

나하체가약하며, 전체적으로몸이약한아이를출산할가능성이많아집니다. 

화극금(火克金) 현상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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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이급격히떨어진갱년기여성일수도있고, 원기(元氣)가부족하거나또는

신경을많이써서생기는화병(火病)이있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특히여자가

땀을많이흘리면몸이냉해져서임신이힘들어지므로반드시적절한치료가필

요합니다. 

20

이말은남자는추위에약하고, 여자는

추위에강하다고해석될수도있습니

다. 남자는생리적으로여자보다땀이

많기때문에땀을흘려더위로인한열

을쉽게발산하므로여름의열도(熱

度)를이기기수월하고, 여자는땀

이적기때문에열을발산하지못

하여더위를무척힘들어합니다. 

여름에태양열을막기위하여양산을쓰는경우도여자들이며, 겨울의강한

추위에도미니스커트를입을수있는것도여자들입니다. 한마디로요약하면여

자는더위에약하고추위에는강합니다.

만약여자인데도땀을많이흘린다면타고난체질이약한사람이거나, 근본

남자는더위를잘이겨내고, 
여자는추위를잘이겨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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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리면서땀구멍의불순물이씻겨나가고, 피부호흡이순조로워지므로체내에

쌓였던열기가식으면서기분이상쾌해지고피로가풀립니다.  여름철더위를

식히기위해찬물로샤워를하는경우가많은데, 찬물로하게되면땀구멍이수

축되어오히려체내열기를발산하는데효과적이지않습니다.

아토피피부환자의경우에도피부호흡은무척중요한데, 운동요법이나여러

치료를통하여피부호흡이좋아지면지독한피부증상들이치료되는경우들이많

습니다.

의서에“땀구멍(玄腑)란것은사람의장부, 피모(彼毛), 기육(肌肉), 골수(骨髓),

손톱과발톱과치아를다간직하고, 기(氣)의출입, 승강(昇降)의도로와문호(門

戶)가되는곳이니조금이라도폐색함이있고작용이멈춰지면몸의열기가쌓이

고땀구멍(玄腑)이폐밀(閉密)하므로기액(氣液), 혈맥, 영위(榮衛), 정신이제대

로출입승강(出入昇降)을하지못한다.”라고하였습니다. 

우리는땀을흘리며땀구멍을통해체내의열(熱)을몸밖으로배출하게됩니

다. 그러나땀구멍이막혀피부호흡이원활하지못하면더위로인한열(熱)이배

출되지못하고체내에쌓여, 눈이침침하거나두통이생기기도하고, 코피를쏟

기도합니다.

특히나여름철에는덥기때문에제법땀이나서체내의열(熱)을배출하게되

는데, 종종우리몸의분비물과공기속의더러운오염물질, 먼지등이범벅되어

땀구멍을막아피부호흡이저하되어피곤, 답답함, 두통, 졸림, 하품, 심리적불

쾌감등의증상들이나타납니다. 이럴때따뜻한물로샤워를하게되면모공이

땀구멍(玄腑)이
얼마나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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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여름은뼈와다리가약해지는계절이므로, 여자들은다리에무리가

가지않는굽높이의편한신발을신는것이좋으며, 배와하체를따뜻하게유지

하는것이중요합니다.

의서(醫書)에“화열(火熱)이능히습토(濕土)를낳는고로여름이열(熱)하면만

물이습윤(濕潤)하고가을이서늘하면만물이건조하는것이니, 무릇열이쌓이

면습(濕)을낳고, 습(濕)으로인하여담(痰)을낳는고로이진탕에황금, 강활, 방

풍을가하여풍(風)을 제거하고습(濕)을 운행하니풍(風)은능히습(濕)을 이긴

다.”고하였으며,

또이르기를“대개습(濕)이병이되는것은대부분이열로부터나고, 열기가

많이그병에겸하게된다.”고하였다.

정전(正傳)에“6·7월경에습령(濕令)이크게행하면조금(燥金)이습열(濕

熱)의사(邪)를받아서한수(寒水)의생화(生化)하는근원을끓으며, 신(腎)이크

게손상받아위궐(委厥)의병이크게일어나고, 허리이하가약해지고근육이

이완되어행보(行步)가부정(不正)하며양다리가비틀어지니청조탕(淸燥湯)이

주치(主治)한다.”고하였습니다.

여름은습도(濕度)와열도(熱度)가
모두성한계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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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병에대하여...

여름철감기에대하여 30

에어컨바람만쐬면머리가아프고콧물이흐른다 32

여름철에성(盛 )한습열은근육과뼈를약하게합니다 34

습열(濕熱)이성한시기에는항문질환도심해집니다 35

여름은습열이성한시기이므로음식이상하기쉽습니다 36

중서(中署)에구급하는경우 37

여름철에한약(漢藥)이나좋은음식을먹으면

땀으로나갈까요? 38

생긴대로병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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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에상하면얼굴에때가끼어지저분하고몸이후끈거리며땀이많고팔다

리에힘이없어서움직임이게으르고, 정신이혼미하며소변이누렇고잦으며대

변도묽으면서여러번보게됩니다.

갈증이심하게나고답답하여식욕도없는데신체에는통증이없는것이특징

입니다. 

무서운순간을당한것처럼털이쭈삣쭈삣서기도하는데이증상들은무더운

여건에서일을많이하는사람들에게주로나타나며기운을돋우고열을식혀주

며, 소화기계통을조절해주는처방들을쓰게됩니다.

28

여름에흔히‘더위먹었다.’는말을씁니다. ‘더위먹은것’이구체적으로어

떠한증상들로나타나는지알아봅시다. 

의학입문(醫學入門)에의하면

“서병(署病)은신열(身熱)하며자한(自汗)하고입이마르고얼굴에때가끼는

것이특징이다.”라고하였으며,

직지방(直脂方)에는

“얼굴에때가끼고자한(自汗)하고신열(身熱)하며배한(背寒)하고번민(煩悶),

대갈(大喝)하고, 권태(倦怠)하며기운이없고, 털이뻣뻣하게일어나는것같고,

오한(惡寒)하며, 혹은두통하고혹은복통구토설사하며, 혹은사지(四肢)가무

척차면서다만신체에는통증이없는것이다.”라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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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상한다.”고하였습니다.

이런경우감기라고본인이자가진단하여대충복약하지말고반드시정확한

진단에따라여름철감기에대한적절한치료를해야합니다.

의감(醫감鑑)에의하면

“여름철에감기에걸리는것은찬음식을너무과하게섭취한때문이거나혹

은시원한정자나수각(水閣)에서납량(納凉)을하다가풍한(風寒)에외상(外傷)

한증이거나, 찬물, 얼음, 생냉(生冷)한과일등을먹어서속을상한증이니그증

세는두통이있고신통(身痛)하며발열·오한하고, 혹은흉복(胸腹)이아프고구

토하며설사한다.”고하였습니다.

위문장을요약해보면날씨가덥다고해서몸을너무시원한곳에장시간노

출시킨다든지, 찬것을계속섭취하면여름철감기에걸린다는뜻입니다. 

여름뿐아니라그외의계절에도몸을너무차게하거나찬것을즐기면감기

를비롯하여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비염, 폐렴등등폐계통으로증상이끊이

질않습니다. 

의서에서“형한음냉(形寒飮冷·몸을차게하고찬것을즐겨마심)하면폐(肺)

여름철감기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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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나타나는증상들은몸전체가무겁고다리에힘이없고식욕이저하되

며두통, 어지러운, 콧물을동반하며배가사르르아프기도하고피하(皮下)의이

상한후끈거림등이나타납니다. 

치료방법은피부호흡을좋게해주는곽향정기산, 인체의내부와외적인조

건들을조화시켜주는인삼양위탕등에향유, 백편두를적절히이용하기도하고,

근본치료인보음(補陰), 보기(補氣)시키는약들을쓰기도합니다.

찬기운에노출되면맑은콧물이주르르흐르고머리가아프며재채기가나기

도하는데흔히들‘알레르기성’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러한‘알레르기성반응’도

인체의기능이향상되어외부의여건에적응해갈수있게되면저절로치료됩니

다. 따라서아무리더운여름이라도실제기온보다3℃이상낮추어인체에무리

가가는일은없도록해야합니다.

사람이생(生)을영위하는것을크게나누어보면밥먹고, 숨쉬고, 일하고, 성

생활하는것이네가지뿐입니다. 

사람은낮에는코와피부로호흡하고밤에는항문(대장)으로숨을쉬기때문

에피부호흡을위해서는땀구멍의역할이무척중요하고, 대장의호흡을좋게

하기위해서는밤에잠자는자세가중요합니다. 

밤에잠을잘때는새우처럼한쪽으로웅크리고자는것이좋으며, 하룻밤에

5~6번좌우로뒤척여바꾸어자는것이건강한수면입니다.

가을·겨울에는땀구멍이닫혀서찬기운이들어가지못하게하며, 봄·여름

에는땀구멍이열려서땀을흘림으로써그열도(熱度)를조절합니다. 그런데, 한

여름무더울때에어컨으로부자연스럽게기온을낮추면땀구멍의조절능력이

떨어지며, 또땀구멍이열린상태에서강한에어컨기운이들어가면땀구멍으로

냉기가몸속으로침입하게됩니다. 

에어컨바람만쐬면머리가
아프고콧물이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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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서에“소장에열(熱)이있으면치질이생기고, 대장에열이있으면대변에

피가섞인다.”고했으며, 또“습열(濕熱)과풍조(風燥)가합해서치(痔)가되니장

두(腸頭)가덩어리를이룬것은습과열이요…….”하했는데, 여름은습열이성한

시기이므로대장과항문에충(蟲)이번식하여항문주변증상이심해지며가려움

까지생깁니다. 이럴때밤늦게과식하거나기름지고매운음식, 밀가루음식을

즐기거나성생활이잦으면항문증상은더나빠집니다. 

항문이여름철에무척가렵고쓰라리면쑥(생것)과고련근을같이달인물로

뜨거운김을쐬면서씻으면증상이빨리좋아집니다.

습열(濕熱)이성한시기에는
항문질환도심해집니다

어느날갑자기중풍처럼발병하기도하는데, 다리가점점가늘어지면서근육

이이완되어다리를질질끌면서걷게됩니다. 원인이습열(濕熱)인것도모르고

중풍치료를하면병이영영회복되지못합니다. 청조탕, 이묘환, 단창출환을써

서습열을바로치기도하고, 보기(補氣)시켜간접적으로습(濕)을치료하기도합

니다. 

날씨만흐리면전반적으로몸상태가더나빠지면서허리·다리가아픈경우

는당귀점통탕, 오적산등을쓰면전체건강이두루좋아지면서허리와다리도

가벼워집니다. 

강목(綱目)에의하면

“요척(腰脊)간에골절이돌출하는것이역시습(濕)에의한것이니…….”라했

는데요즈음병명으로는척추디스크, 좌골신경통등의질환을말하는것으로이

것역시습열이원인이되기도합니다.

여름철에성(盛)한습열은
근육과뼈를약하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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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뜨거운태양아래서장시간일을하거나걷다가정신을잃고쓰러지는

경우가있습니다. 이럴때에는환자를얼른그늘진곳에옮기고, 따끈한물수건

을배꼽부터아랫배에전반적으로올려놓습니다. 이동작을반복하여따뜻한기

운이배꼽을통하여뱃속으로퍼지면곧회생하게됩니다. 만약따끈한물수건

을구할여건이못되면길가의따뜻한흙이라도취하여배꼽위에쌓아줍니다.

이때만약더위에상했다고해서찬물을먹이면생명이위태로운지경에까지이

릅니다.

중서(中署)에구급하는경우

습열때문에음식물내의충(蟲)이빠른속도로번식하므로소화기계통으로

병이잦은계절입니다. 

균의번식으로생기는증상들로는심한복통, 구토, 오심, 발열, 물을쏟는듯

한설사등이나타나는데곽향정기산이나인삼양위탕, 위령탕등에다른약재들

을적당히가감하여쓰면좋은효과가있습니다. 이럴때식사는거의굶다시피

해야하며보리차나미음정도만마셔야합니다. 

무더운장마철은특히습열이성한시기이므로, 대부분수분으로이루어진과

일을주의해야하는데, 장마철에상한과일들은무서운식중독을일으킵니다. 특

히요즈음은과일들을냉장고에넣었다가너무차게해서먹기때문에더욱심각

합니다.

한편해가뜨겁게내려쪼이는맑은여름날오후에먹는과일은보약만큼이나

우리몸에유익합니다. 물론제철에잘익은과일이어야겠지요.

여름은습열이성한시기이므로
음식이상하기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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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는더위에기(氣)가손상받았으므로보기약(補氣藥)들을써서기운을

회복하기도하고, 하부(下部)가약해지는시기이므로뿌리를돋우는육미지황원

등의보음제(補陰劑)를써서근본체력을다지기도합니다. 특히두뇌를많이써

야하는수험생들은공부도체력도경쟁이므로기운을돋우는약들과더불어머

리를맑게하고, 기억력을좋게해주는약이필요합니다. 

여름철은열(熱)이기(氣)를소모시키는계절이므로기운을돋우는식품이나

약이더욱절실합니다.

땀은체온을조절하기위한생리적인형상입니다. 봄·여름에는외기(外氣)가

따뜻하므로땀이나는것이정상이며가을·겨울에는당연히땀은줄어들고소

변량이늘어납니다. 땀을적당히흘리면양기(陽氣)를돋워주고노폐물이나가게

해주므로건강에유익한데, 땀을너무많이흘리는것은진액이새는현상이므로

근본이약해져서여러가지질병을얻게됩니다. 

의서에는“대한(大汗)은기(氣)를상한다.”고되어있습니다. 체온조절을위한

정상적인땀과더불어, 여름철에체력소모가많은사람들은더위에기(氣)가모

손되어땀이무척많아지게됩니다. 

여름철섭생이제일어렵고, 우리는여름을지나면서늙는데도불구하고많은

사람들은한약이땀으로다빠진다고잘못인식하고있습니다. 여름에고춧가루

먹는다고땀구멍으로고춧가루가빠져나가는건아닌것처럼한약이땀구멍으로

빠지지는않습니다. 

여름철에한약(漢藥)이나좋은
음식을먹으면땀으로나갈까요?



여름철기운을도우는음식

夏一季是人脫精神之時

心旺腎衰腎化爲水

至秋始凝及冬乃堅

생긴대로병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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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이나참외도이뇨작용을통하여, 더위를풀어줍니다. 

[3] 봄에나는부드러운풀을뜯어먹고사는양고기를여름에먹으면심장이좋

아집니다. 또한겨울에눈밑에서우주의냉기를받고싹이돋아나는보리는

그성질이냉하므로인체가더위를이기는데도움이되는식품입니다. 보리

밥은여름철에더위를식혀주는음식이며, 이말은여름이아니라도열성체

질(熱性體質)에는보리가좋다는뜻도됩니다. 반대로배가냉한사람은보리

를먹으면소화가잘되지않고가스가차게됩니다. 보리이외에도메밀역시

여름에우리가즐겨먹는음식이며, 배가찬사람은너무많이먹지않는것이

좋습니다. 

[4] 여름철은심왕신쇠(心旺腎衰)하는계절이므로신(腎), 즉콩

팥기능을돋우는식품을먹어야합니다. 대표적인예가

닭고기이며, 음식을할때파를많이쓰는것도여름철

42

[1] 여름은봄에열심히일을했던간(肝)이무척지쳐있는계절이므로황구육(黃

狗肉), 복숭아, 부추등을먹어서간을보(補)합니다. 또새콤한살구, 자두같

은과일은간을좋게하는데그러고보면초여름에나는과일들이대부분새

콤하죠. 

[2] 요즘은세상이너무좋아지다보니제철이아닌과일들을많이먹을수있는

데, 인체는자연에상응하여살게되어있으므로, 제철이아닌과일들을많이

먹는것은바람직하지않습니다.

과일은언제나제철에나는것을먹는것이좋습니다. 따라서여름에는복

숭아, 살구, 자두등과같이겉은부드럽고속에딱딱한씨가들어있는과일

을먹게되는데그러면전체적인건강에도도움이되고, 특히여름철에나는

과일들은심장기능을좋게해주므로더위를이기는데

큰역할을합니다. 우연의일치인지모르지면복숭

아나살구의생김새가심장과비슷하지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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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피부가검은사람이나여성의경우는꿀을타마시면편안하게드실수

있습니다. 이때, 홍삼냉차에오미자를몇알갱이넣어먹으면더욱효과를

높일수있으며, 홍삼을달이다가마지막순간에오미자를넣고불을끄는

데, 상온으로식혀서꿀을타서마십니다.

[6] 맥문동, 인삼, 오미자를 2 : 1 : 1 비례로달여서보리차처럼마시면기력(氣

力) 보충에많은도움이됩니다.

건강법의한방법입니다.

검은콩, 검은깨, 호두등도콩팥을좋게해주는식품인데이러한것들은

겨울에먹는것이더좋으며, 여름에콩국수등콩을이용한식품이많은것

도이러한연유입니다. 

[5] 의서(醫書)에는“여름철에 항상 오미자를 먹어서 오장의 기(氣)를 보(補)하

라.”고하였으니이말은오미자를차처럼끓여서마시면기(氣)가보충되고

갈증도없어진다는뜻입니다. 

오미자차외의좋은여름철의냉차로는홍삼을달여서시원하게식힌다

음꿀을타서마시는홍삼냉차가갈증을없애는데좋습니다. 특히홍삼냉

차는홍삼의따뜻한성질때문에배탈이거의나지않습니다. 홍삼은특히

피부가하얗고이목구비(耳目口鼻) 중에서코가큰사람에게더욱좋은데,

피부가흰체질이아니더라도여름에땀흘리고지쳤을때홍삼냉차를마시

면기운을회복하는데많은도움이됩니다. 특히전형적으로홍삼이맞지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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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이빠지기는커녕부석부석부었다가그대로체중이더늘게됩니다.

비만클리닉에다니면서비싼관리를받기도하고땀을빼는만큼체중이주는

줄잘못알고운동기구를하면서계속땀을빼는사람들도많습니다. 우리인체

는급작스레땀을빼면이후에반드시음료를마셔필요량을채우게되어있으므

로열심히땀을뺀결과가우습게되고말지요. 결론은걸어야합니다. 비용도들

지않으니경제적이며뼛골에서진액이빠지게죽기살기로땀을낼필요도없습

니다. 보고싶은사람을만나러가는기분으로팔을신나게흔들며빠른걸음으

로걷습니다. 그러면단전호흡이이루어져뱃살부터빠지기시작하고묵은지방

세포들이분해되어, 꾸준히계속하면원하는결과를얻을뿐만아니라전신의건

강이무척좋아집니다. 걸어보면경험하시겠지만걷는운동은땀이과다하게나

지도않고갈증도거의없어몸에무리가가지않습니다.

요즘현대인들의생활은거의비슷합니다. 열량이높은음식을먹고움직임은

적으며생활곳곳에서스트레스는많이받습니다. 남녀불문하고술자리도잦고

밤문화가많다보니야식도하게됩니다. 그결과체중이자꾸늘어모양새도나

빠지고각종성인병도걱정되어드디어살을빼야겠다고단단히결심하게되지

요. 작심3일, 먹는재미없으면무슨재미로사냐고포기하는사람도있지만몇

달동안녹차와계란만먹고드디어목표달성했으나생리가뚝끊어져졸지에

환자가되어버린경우도왕왕있습니다. 비만에대한잘못된상식으로살빠지고

건강도망치면무슨소용이있습니까. 

아침부터낮시간은에너지가주로발산되는시간이기때문에, 아침·점심식

사는제법넉넉하게먹어도됩니다. 그러나저녁시간(오후5시이후)에는소화

여부와는무관하게에너지가우리몸에쌓이므로이시간이후로먹는양을많이

줄여야합니다. 또한찬음료나과일등찬음식을즐기면순환기능이더욱저하

되어우리몸이살찌기좋은조건의상태가됩니다. 밥을먹으면살이찔것같아

불안하고과일은이뇨작용도있고피부에좋은비타민도많이함유되어있다고

잘못생각하여저녁대신에시원한과일만잔뜩먹는사람도있습니다. 그러면

날씬하게지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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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이늘축축하게흐르고움직이면더심하게나는데이것은진액(津液·호르

몬)이새는현상으로서양기(陽氣)와위기(胃氣)를도와야합니다. 또, 인체내에

습담(濕痰·불순물)이많으면이습담을배출해내기위해서땀이많아지기도하

고, 습담때문에땀구멍의조절능력이떨어져서땀이흐르기도합니다.

활동하는낮시간에땀이
지나치게많으면병입니다

땀은체온조절과피부호흡을위한생리적인현상이지만지나치게많이흘리

면병입니다.

남자는땀을어느정도흘리는것이정상이나, 여자가땀을많이흘리는것은혈

한(血汗)이라하여좋지않습니다.

진료실에서“우리남편은몸이차게느껴져요.”“아내는몸이너무따뜻한것

같아서걱정입니다.”는얘기들을가끔듣게됩니다만남자는적당한땀이있으

므로몸이찬것이정상이고, 여자는땀이적기때문에따뜻할수밖에없습니다.

그러나남자라도땀을너무많이흘리면기운이허한것이니체력을도와야합

니다.

땀에대해서조금만더
얘기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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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에서는땀이나는신체부위에따라원인과치료방법이엄격하게구분

되어있습니다. 체온조절을위한정상적인땀은주로상체에서나는데, 허리이

하의땀은음한(陰汗)이라하여전체건강이무척나쁘거나성생활이지나칠때

나타나는현상으로서, 주원인은신허양쇠(腎虛陽衰)입니다. 소아신환, 국방안신

환, 팔미환, 쌍화탕등많은처방이있는데, 이왕말이나왔으니성생활이과도하

면나타나는증상들을한번정리해봅시다.

허리이하하체에서
땀이나는경우

한의학에서는밤낮에따라흐르는땀을구분하고있습니다. 특히잠자리에들

면이불이나베개가흥건하게젖을정도로흘리는경우에도한(盜汗)이라하며,

잠을깨면그치는것이특징인데낮잠을잘때도마찬가지입니다.  기와혈은낮

에는우리몸의얕은곳을흐르면서인체를영양하고밤에는깊이들어가오장육

부와뼛골을기르게되는데밤에진액이땀으로새나가면장부와뼈가약해집니

다. 이에미루어생각할수있는것은성장기어린이의경우키가크려면에너지

가뼈로들어가는밤에잠을넉넉히자야되겠지요. 

도한은음허(陰虛), 혈허(血虛)한데다화(火)를낀것이원인이므로보음강화

(補陰降火)하는것이치료의원칙이며, 그대로방치하면건강에많은무리가옵

니다.

잠만들면흐르는땀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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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이나낮에성생활을즐길경우많이나타나는증상으로, 성생활과도

로인해진음(眞飮)이말라서오는현상입니다. 신경성이나만성소화장애로

인해손발이뜨거운경우와는잘구분하여치료해야합니다. 

[7] 낭습(囊濕)이있습니다. 

음낭의아래는습기가없이말라야건강한것인데체력적으로지쳐있거나

성생활이과하면축축하게

땀이나며심하면습진까

지생기기도합니다.

[8] 얼굴에윤기가없어지고지

저분해지며, 턱주변의피부

가주름처럼늘어집니다.

특히여자들은목이빨리늙게됩

니다.

[1] 땀이많아집니다. 

식사할때, 성생활도중에, 밤에잘때등등땀이평소보다많아지며특히머

리와허리이하가땀이많이납니다.

[2] 성생활만하면허리가아프다고느끼기도하며, 숟가락을들다가도허

리가삐끗삐기도합니다.

디스크. 좌골신경통등의원인이되기도하므로속히치료해야합니다.

[3] 오른쪽귀에서소리가나며, 심해지면양쪽귀에서모두소리가나기도

합니다.

[4] 진액이빠져나가므로뇌수가부족하게되어머릿속이흔들리고어지

러움이나타나며, 콧속이마르고, 입에서단내가나기도합니다.

[5] 야간에는전신이바늘로찌르듯쑤시고아픈데, 낮보다밤에증상이심

하며여자들에게도많이나타납니다.

[6] 발바닥이화끈거려이불속에발을넣지못합니다. 

성생활이과도하면나타나는증상



서울시마포구도화동550번지삼성프라자308호 tel. 02)3272-0120, 702-0120

진료시간 | 평일 _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토요일 _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점심시간 _ 오후 1시 ~ 2시
일요일, 공휴일 _ 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