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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족 한방건강

가슴에 맺힌 응어리
“내가 화병일까요?”
신문이나 뉴스를 보다보면 ‘홧김’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기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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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병스트레스클리닉 정선용 교수

생각이나 감정에 체하는 화병은 전중(膻中)이

전문진료분야
(한방신경정신과) 틱장애, 주의집중력장애, ADHD,
치매, 건망증, 두통, 불안장애(가슴 두근거림,
숨막히는 느낌, 초조), 우울증(의욕·식욕저하),
불면증, 중독(흡연, 음주, 약물, 게임)

라고 하는 가슴 한가운데 있는 혈자리 주위
에 부드럽게 뭉친 덩어리나 통증이 생겨서
이 혈자리를 위주로 침을 놓는다. 스트레

문의 02.440.7576~7

스로 인해 열이 발생하는 증상이 있으면

하지만 정작 범죄의 피해자가 자신을 화나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피해자에게 화풀이 한 경우가 많다.
화병은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쌓아놨다가,
그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의 몸과 마음에 병이 생기는 질환이다.

시호라는 약제를 사용하여 열을 흩어주게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뻗치는 분노

된다. 열이 흩어지면 열로 인한 증상이 완
화되면서, 몸과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된다.

한국 고유의 증후군

열이 흩어지고 나면, 기가 막혀있는 것을 흩어주

화병은 흔히 말하는 기가 막힌 일이 쌓여서 생긴

는 치료를 위해, 기운을 소통시키는 효능이 있는 진피,

다. 한의학적으로는 간기울결(肝氣鬱結)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답답함이다. 이러한 간기울결 상태가 지속

청피 등의 약제를 사용하게 된다. 침과 한약 이외에도 가슴에 쌓여

되면 울구화화(鬱久化火)라고 하여 열이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된

있는 기운을 풀기 위해 육자결이라는 기공을 시행하고, 상담 치료를

열이 상열감을 일으켜서, 가슴이나 얼굴쪽의 열감을 일으킨다. 화

통해 정신적인 안정을 도모하여 치료한다. 치료의 효과를 높이면서

(火)의 특성을 염상(炎上)이라고 하는데, 불타오르는 것으로, 위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운동을 권장한다. 운동을 통해 체력

치솟는다는 뜻이다. 또한 열기 외에 무언가가 몸의 밑에서부터 위

이 길러지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커지기 때문에, 같은 환경에

로 치밀어 오르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된다. 이러한 증상들의 원인이

서도 화병이 재발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증상이

되는 뚜렷한 스트레스 사건이 있고, 본인이나 주위에서도 그럴만

나아지기 시작하면, 주 5회 정도 한 번에 30분 정도의 걷기와 스트레

한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화병이라 할 수 있다. 화병은 개념

칭을 권하고, 여유가 된다면 근력 운동도 하길 권한다.

자체가 한의학적인 ‘화’의 개념에서 출발한 한국 고유의 증후군이
다.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누적된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주위 사

화병에 도움이 되는 육자결

람들의 관심과 스트레스 원인 제거가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화병

1. 기본동작

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병이라는 생각 때문에 치료를 망

우선 편안한 마음으로 양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팔을 늘어뜨

설이는 환자분들이 많다. 또한 워낙 오랫동안 쌓인 스트레스이기

려 똑바로 선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손바닥을 위로 향한 자

때문에 단기간에 치료가 어렵다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세로 바깥쪽으로 크게 머리 위까지 원을 그린다. 숨을 입으로 내쉬

화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 질환이나 암 같은 질환으로 연결되

면서 손바닥을 아래로 향한 자세로, 머리 위에서 아랫배까지 몸의

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본인이나

가운데를 따라 내린다. 이 동작을 3회 반복하면 기가 안정된다.

주위에서도 그럴만 한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화병이라 할 수

2. 심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 ‘커어’

있다. 즉, 억울하고 분한 상황에서 그 분노를 풀지 못하고 차곡차곡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손바닥을 위로 향한 자세로 몸의 가운데

쌓아놨다가, 더 이상 제어가 안 되어 폭발하여 생긴 병이라고 할 수

를 따라 아랫배에서 심장 위치까지 올린다. 숨을 입으로 내쉬면서

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한 자세로, 머리 위로 올리면서 ‘커어’하고 소리
를 낸다. 머리 위에서 몸 바깥쪽으로 크게 원을 그리며 아랫배까

화병 자가진단
신체 증상: 가슴 답답함, 열감, 치밀어오름, 목이나 명치에 뭉쳐진 덩어리가 걸린 느낌 중 3가지 이상에 해당
심리 증상: 억울하고 분한 감정, 마음의 응어리나 한 중에서 1가지 이상 해당
원인이 되는 뚜렷한 스트레스

열을 줄이고 막힌 기를 풀어주는

지 내린다. 이 동작을 5회 반복한다.

침·한약 치료

3. 폐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 ‘쓰이’

스트레스 원인의 제거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화병 증상의 완화와

코로 숨을 들이 마시면서, 손바닥을 위로 향한 자세로 몸의 가운

스트레스에 대한 대항력을 키우는 치료법을 시행한다. 증상 완화에

데를 따라 아랫배에서 심장 위치까지 올린다. 숨을 입으로 내쉬면

서 가장 핵심적인 한의학 치료는 화를 줄이고 막힌 기를 풀어주는

서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한 자세로, 양쪽 바깥쪽으로 밀어내듯

것이다. 기(氣)가 위·아래로 소통되는 가장 큰 통로는 인체의 정 중

뻗으며 ‘쓰이’하고 소리를 낸다. 뻗은 손을 몸 바깥쪽으로 반원을

앙으로 지나가는 임맥(任脈)과 독맥(督脈)이라는 경락이다.

그리며 아랫배까지 내린다. 이 동작을 5회 반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