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비

최근 사회가 복잡해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식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변비로 고통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보통 변비라면 날마다 변을 못 보는 것으로 받
아들이기 쉽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 예컨대 2~3일에 한번 밖에 변이 나오지 않더라
도 변이 알맞게 굳은 상태로 원활하게 배변이 되고, 배변 후에 후련하면 변비라고 하
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날마다 변을 보더라도 변이 굳어져 배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변비다.

변비의 원인은?
첫 번째는 식물성 섬유질의 섭취부족에 있다. 식물성 섬유질에는 장내에서 수분을 흡
수하여 변을 부풀려서 변의 양을 늘리는 기능이 있다. 장의 벽은 일정량이상 변이 모
이지 않으면 자극을 받지 않으므로 연동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1일 20g이상
식물성 섬유를 흡수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수분부족이다.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변이 딱딱해져서 변보기가 힘들어 진
다. 변의를 느꼈을 때 오래도록 참으면 변이 지나치게 딱딱해진다. 그러므로 물을 많
이 마시는 것이 좋고 변을 너무 오래 참지 않도록 한다.
세 번째 무리한 다이어트가 변비를 일으키기도 한다. 극단적으로 식사량을 줄이면 변
의 양이 줄게 되고 이것이 변비의 원인이 된다. 그밖에도 신경을 많이 쓰거나, 노인
들의 경우 장의 운동자체가 둔해져서 오는 노인성 변비, 여행을 가거나 할 때 생기는
정신적 변비, 거대 결장 직장암 등 장의 질병으로 인한 변비 등이 있다. 언젠가 TV에
서 변비 해소에 아침 공복에 냉수가 효과적이라고 해서 많이 드시는데 속에 열이 많
은 분들은 효과적이지만 노인성변비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변비의 증상은?
변비는 통변이 힘든 고통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오심, 식욕감퇴, 가슴 답
답함, 복부불쾌감, 치질 등이 있고, 특히 여성의 경우 피부를 거칠게 만들고, 기미를
끼게 만든다.

한방에서는 변비를 어떻게 보나?
한방에서는 크게 변비를 열비, 냉비, 기비, 허비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열비란 : 과로나 자극성 음식물의 과식으로 체내에 열이 축적되어 생기는 변비로 얼
굴이 붉어지고, 입이 타고 입에서 심한 냄새가 난다.
냉비란 : 장기능이 감퇴되어 오는 변비로 노인이나 허약 체질자에서 많이 볼 수 있습

니다.
기비란 : 신경성 변비로 트림을 자주하고 가슴과 배가 더부룩하고, 답답함을 많이 느
낀다.
허비란 : 어지럽고 변을 본 후 식은땀이 나며 기운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관장약이나 설사제를 쓰지 말고
① 아침에 일어나 빈속에 찬물 한 컵을 마신다.
② 아침은 반드시 챙겨 먹는다.
③ 식물성 섬유질을 하루 20g 정도 섭취한다.
④ 변의가 느껴지지 않아도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기른다.
⑤ 복근과 골반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한다.

변비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우선 냉동이나 가공식품 대신 천연식품을 많이 먹는다. 식품은 정제되면 될수록 섬유
질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현미에는 백미보다 섬유질이 4배나 많이 들어 있다.
곡류~ 보리, 현미, 고구마, 메밀, 콩
야채류~ 우엉, 연근, 부추, 배추, 버섯류
해조류~ 미역, 다시마, 김, 우뭇가사리
과일~ 사과, 배, 귤, 파인애플, 포도, 수박
유제품~ 우유, 발효유, 요구르트, 버터
변비치료는 가능하면 약에 의존하지 말고 정신적 긴장감이나 피로를 없애고, 섬유질
이 많은 식사와 규칙적인 배변습관과 더불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며, 그래도 안 될
때는 원인과 증상에 맞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므로 한의사의 진찰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