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맥류

 요즈음 다리의 혈관이 뱀처럼 꾸불꾸불 징그럽게 튀어나오거나 혈관이 파랗게 부어
오르는 환자가 늘고 있다. 젊은 여성인 경우 보기가 흉하여 치마를 입을 수가 없어 
정신적인 노이로제마저 일으키는 경우도 가끔 본다.
 이러한 하지 정맥류는 다리정맥을 통과하는 혈액이 압력을 못 이겨 피가 거꾸로 흘
러 혈관이 확장되는 질환으로 교사, 안내원, 미용사, 백화점 점원 등과 같이 서서 일
하는 사람에게 흔히 나타난다.
 정맥류는 국내에서는 환자 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성인인구
의 10~17%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질병이다.
 과거에는 중년이후 많이 발생했으나 생활 패턴의 변화로 최근에는 20대 젊은이들에
게도 자주 나타난다. 또 여자환자가 남자에 비해 2배나 많다. 그 이유는 임신 중 호
르몬 변화와 태아로 인한 복부정맥의 혈류장애가 이 병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원인을 살펴보면 혈액은 심장에서 동맥을 거쳐 정맥을 지나 심장으로 되돌아가는데, 
서 있을 경우 심장에서 발끝까지 내려간 피는 다시 심장까지 1m 가량은 거슬러 올라
와야 한다. 그래서 정맥 내의 피는 거꾸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한 장치가 
되어 있다. 그것이 혈관 막이다. 혈관판막은 동맥에는 없고 정맥에만 있다. 정맥에서
의 혈액이동과정은 먼저 혈관을 둘러싼 근육이 수축하여 정맥혈관을 압박하면 정맥 
내에 있는 판막이 열리면서 혈액이 앞으로 진행하고 그 후 판막이 닫히면서 혈액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이 판막이 고장 나면 심장 쪽으로 올라가야 할 피가 거꾸
로 내려와 다리혈관에 계속 머무르게 된다. 따라서 정맥류는 정맥혈관이 원활한 흐름
을 유지하지 못한 채 한곳에 뭉쳐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또 정맥류는 다리의 심부
정맥과 표재정맥이 만나는 곳에서 피가 소용돌이를 치다가 혈전덩어리를 형성하거나 
혈관 벽을 눌러 놓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정맥류에 걸리게 되면 한곳에 피가 오래 머무르게 되어 다리가 무겁게 뻐근한데
다 둔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정맥에 정체된 혈액이 
피부로 스며들어 피부가 갈색을 띄는 색소 침착도 일어나고,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같
이 피부 밖으로 울룩불룩 혈관이 튀어나온다. 또한 정맥의 혈액순환이 나빠져 근육에 
대사 장애를 초래하여 수면 중 다리가 땅기거나 쥐가 나 잠을 설칠 때도 있다.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붓고 쉽게 피로가 온다.
치료법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충분한 휴식과 정맥류환자가 신을 수 있게 고안된 대단
히 탄력성이 좋은‘정맥류 스타킹’을 착용하여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고 적절한 물
리치료를 시행한다.
 한방 요법은 국소 정맥류 환자인 경우는 침 치료나 부황 요법을 사용 할 수 있고, 
정맥류가 광범위 할 때에는 전신의 혈액순환을 돕는 약물을 투여하면서 동시에 뜸 요
법을 해당부위에 시행하면 좋은 치료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귀20g과 홍화6g 정도를 하루 분량으로 하여 
차처럼 끓여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
증상이 워낙 심하여 위의 치료로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판막이 망가진 정맥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방법이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의 해 보는 것이 좋겠다.
무엇보다도 예방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서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잘 걸리기 때문에 제일 나쁜 것은 오랫
동안 가만히 서 있는 것이다. 제자리 걷기 같은 동작을 해서라도 근육을 움직여 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혈액을 제대로 심장 쪽으로 되돌아가게 해줄 수 있고, 낮에 
30분 정도 의자에 앉아 책상위로 발을 열려 놓는 모습과 같이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은 자세를 취해 피가 원활히 심장으로 가도록 해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