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풍(中風)

뇌졸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장질환, 고혈압 등이
다. 중풍이란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뇌의 세포에 이상이 생겨 의식을 잃고 쓰러지
는 뇌졸중을 총칭해서 말한다.
세밀하게 분류하자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는 뇌출혈, 뇌혈전, 뇌색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뇌의 혈관은 가늘지만 부드럽고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 수축과 이완이 자유롭다. 그
러나 혈관 벽이 여러 원인에 의하여 탄력성을 잃으면 저항을 받게 된다. 이런 상태에
서 정신적인 충격이나 순간적인 급격한 혈압상승, 기후조건의 변화 등이 오면 뇌의
혈관은 순간적으로 확장하여 혈액을 충분히 공급해 주려고 하지만 혈관은 탄력성을
잃은 상태라 버티지 못하고 그만 터져 버린다.
이렇게 하여 혈관 밖으로 나온 혈액은 곧 응고되어 뇌세포에 엉겨 붙어 신경마비와
의식장애를 일으키고 만다. 이것이 바로 뇌출혈이다.
뇌혈전은 뇌혈관 벽의 상처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하여 피가 응고되거나 지방찌꺼기가
붙어 그 덩어리가 커지면서 혈관을 막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막힌 혈관 위쪽으로
는 혈액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뇌세포의 괴사가 생기고 죽은 뇌세포가 지배하는
영역 쪽으로 마비가 나타나게 된다.
뇌색전은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흔히 나타난다. 심장의 이상으로 피의 응고된
작은 덩어리가 혈관 밖을 맴돌다가 뇌혈관 일부를 막아 뇌혈전과 같은 현상을 일으키
게 된다.
이러한 뇌졸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장질환, 고혈
압 등이다.
초기의 증상은 뇌출혈일 경우 대부분 급격한 마비나 혼수 등으로 빠지면서 생명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응급조치가 끝나면 큰 병원으로 옮겨 정밀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뇌혈전인 경우는 대개 증상이 완만하게 진행이 되어 손발에 힘이 빠진다든지 자꾸
졸립다든지 어지럽다고 호소하는 등이다. 첫날은 본인 발로 걸어가 치료를 받았는데
다음날은 못 걷는다든지 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예후는 뇌의 손상정도나 위치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뇌출혈은 초기
위험기가 지나면 회복기에 훨씬 뇌혈전보다 빠른 회복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약하
게 온 중풍이라도 치료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서 후유증의 정도를 결정짓는 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빨리
근육의 위축이 진행되기 전에 침 치료라든지 적당한 재활치료를 받음으로써 치료기간
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다행히 중풍은 반드시 ‘위험 합니다’하고 미리 신호를 보내준다. 이것을 중풍

전조증 이라고 부르는데, 별안간 심하게 어지럽거나 손발이 저리고, 입이 돌아간다든
지, 몸의 한쪽으로 힘이 빠지는 것 같거나 감각이 둔해지며, 말이 자기도 모르게 더
듬는 따위이다. 이럴 때는 의료기관에서 빠른 시간 안에 적절한 진료를 받아 더 이상
진행이 되어 마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동의보감에 ‘풍병수방재발’ 이란 말이 나온다. 이 말의 의미는 중풍과 같은 질병은
비록 나았다 하더라도 재발하기 쉬우며 일단 재발하면 증세가 더욱 나빠지니 반드시
적절한 섭생 및 마음의 안정과 치료를 하라는 뜻이다.
중풍환자에게는 몇 가지 금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닭고기, 돼지고기, 술이
다.
닭고기는 열을 일으켜 풍을 움직이므로 풍 병이 있는 사람이 먹었을 때는 풍화가 일
어나 중풍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또 닭은 보하는 성질이 있기는 하나 습중의 화기를
도와주므로 풍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먹지 말아야 한다고 이시진의 본초강목에 기록
되어 있다.
또 돼지고기는 기를 보하며 체격이 약한 사람을 살찌게 하지만 혈맥을 막고 근골을
약화시킴으로써 풍 병을 발생시킨다고 기술되어 있다. 서양 의학적으로는 콜레스테롤
로 인한 동맥경화나 고혈압을 걱정할 수 있는데, 비대하여 풍의 우려가 있는 분은 삼
가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일 경우 특별히 다른 고기에 비해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피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술은 성질이 대열하고 상승하며 독이 있으므로 풍 환자는 반
드시 금기하여야 한다.
위의 음식이외에도 항상 소식을 생활화 하는 것이 좋겠다. 식사 후에는 평소보다 체
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며 맥박수도 늘게 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