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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 공군에서 장거리 행군은 일반사병부터 장교에 이르기까지 훈련과정 중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여름철에도 장거리 행군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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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행군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완전군장을 하고 훈련에 임하여서, 열사병, 열탈진

등의 열손상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열사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투력

의 손실뿐 아니라, 동료의 이탈에 따른 사기의 저하도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장거리 행군 중 생길 수 있는 열사병에 대해서 한의학의 예방이나 치료법이 시도된 경우

가 없었다. 따라서 한의학 문헌 중에서 열사병에 활용할 수 있는 약재나 처치를 찾아서

정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방법 : 먼저 현대의학의 열사병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한의학에서 열

사병 과 관련된 내용들을 처방과 치료법 중심으로 발췌, 정리하였다. 그리고 두 내용을

비교 정리하여서, 장기 행군시의 예후측정, 예방법, 치료법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보았다.

결과, 결론 : 현대의학의 관련내용은 대부분 발병 후의 예후나 처치에 관한 내용들이

중심이었고, 한의학의 관련내용은 발병 전의 예방, 양생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되

어 있었다. 따라서 상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보완, 병용해서 질병치료에 응용한다면

열사병 치료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열사병 진료에 있어서 양, 한방간

의 협진과 공동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I. 서 론

군대에서는 북한의 김신조 일당에 의해 일어난 1968년 1월의 청와대 기습사건이후로

장거리 행군 훈련이 의무화되어 있다. 특전대에서는 천리행군이 실시되고 있으며, 공군에

서도 훈련과정에 필수적으로, 일반 사병부터 장교까지 행군코스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더운 여름철의 행군은 훈련 도중의 사고, 질병 발생의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여

름철 행군으로 유발될 수 있는 열사병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열사병에 의한 사망에 대해 전 세계적인 발생률은 알려져 있지 않고 미국과 유럽의 통

계를 보면 1941년부터 1944년까지 미군 기본훈련과정 중에 125명, 1961년부터 1971년까지

미식축구선수 46명이 훈련과정중에, 1987년 여름, 무더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 그리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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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 수천명의 고령층이 각각 열사병으로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다.
1)

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실신한 경우 대열을 이탈해야 하는데,

전투력의 손실일 뿐 아니라, 같이 행군하던 동료가 낙오됨으로 인해서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군대에서는 장거리 행군 중에 생긴 열사병에 대해서, 현대의학의 치료법만 이용되

고 있어서 , 한방의 방면에서 예방과 치료에 대한 방법들을 고찰하고, 이것들을 현대의학

의 개념과 치료법들과 비교해서, 통합의료를 시도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특히 한의학은 본디 예방의학의 개념이 발전한 학문이어서, 열사병과 관련된 한의학

문헌들을 찾아서 정리한다면, 훈련 중의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고, 군의 전투력 보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대의학의 열사병 관련 문헌들과 한의학

의 열사병 관련 문헌들을 고찰해보고, 두 의학의 장단점을 비교, 정리해보려고 한다.

Ⅱ. 본 론

현대의학에서 열사병은 경증인 경우에는 열경련, 열부종, 열실신등이 있으며 , 중증인

경우에는 열탈진, 열사병등의 질환이 있다. 이 중 행군 중에 생기는 질병은 주로 중증인

열탈진, 열사병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열사병은 고전적 열사병과 운동성 열사병으로 나누

는데, 행군중의 열병은 운동성 열사병에 해당한다.

1) 열탈진 (heat exhaustion )

(1) 정의 : 열탈진은 열부하가 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징적으로 체액 고갈의 증상들

을 나타내는 임상적 증후군을 말한다. 체온상승이 있지만 체온조절 기전은 아직 건재한

상태이다.

(2) 분류 : 2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수분 고갈형은 고온 환경에서 운동하면서

소실한 수분량에 비하여 수분 보충이 불충분하여 발생한다. 열사병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염분 고갈형은 고온 환경에서 발한으로 다량의 수분과 염분의 소실이 일어난 후 염

분이 거의 없는 물로써 보충하였을 때 발생한다.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열

경련과 구별된다. 체온은 보통 정상이다. 임상적 특징은 다양하고 비특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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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상 : 임상적 특징은 무력감, 전두부두통, 판단장애, 어지러움증, 오심, 구토, 근육

경련, 기립성 저혈압 및 실신이다. 증상은 발한은 계속되고, 체온은 대개 정상이거나 중등

도로 40도 이하로 상승된다. 그러나 발작, 혼수 등의 심한 중추신경계 손상 증상은 없다.

(4) 치료 : 열 탈진은 대개 수분 및 염분고갈이 같이 있지만 수분고갈이 더 주된 원인

이므로 수분공급으로 신속히 호전된다. 신선한 환경에서 휴식이 필요하다.

2) 열사병

(1) 정의 : 열 부하로 인하여 체온조절 기전이 와해되어 41도 이상의 극도의 체온상승

으로 전신적 손상 및 다장기 기능부전이 유발되는 치명적인 임상상태를 말한다.

(2)유발요인(고위험군)

첫 번째는 내부의 열 생산이 증가되는 경우이다. 발열질환, 발작, 운동, 약물복용, 갑상

선기능항진증 등이 있다. 두 번째는 열 방출능력의 감소이다. 탈수, 비만, 두껍고 무거운

의복, 심혈관계, 고령, 열 순화 부족, 항콜린계 약복용 등이 있다. 셋째는 외부열의 영향이

다. 무더위에 장시간 훈련하는 훈련병이 이에 해당한다.

(3) 예측인자 : 미국 기상청에서는 외부열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수치(Heat

index)를 온도와 습도를 이용해서 개발했다. 그에 따르면 열경련, 열탈진은 90°F- 104°F

사이에서 시작되고 105°F- 129°F사이에서 빈도가 증가한다. 열사병은 105°F- 129°F사이

에서 시작되고 103°F이상에서 빈도가 증가한다.
1)

(4) 발병기전 : 시상하부에서 담당하는 체온조절의 항상성 기전이 와해되면서 발생한다.

“에너지 고갈 모델”로 설명된다. 열부하로 인하여 세포내로의 나트륨 유입이 많아지면

나트륨-칼륨 ATP펌프가 자극되어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나트륨을 세포외로 퍼내게 된다.

운동성 열사병의 경우에는 근육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과도한 열량이 체열 발산량보다 더

많아짐에 따라 열부하가 과도해지면 나트륨-칼륨 ATP 펌프의 과도한 활성화로 에너지가

소진됨에 따라 체온조절 항상성 기전이 에너지 고갈로 기능을 못하면서 체온이 극도로

상승하여 열사병이 유발된다.2)

(5) 임상증상 : 첫 번째는 체온의 상승이 있다. 체온이 높을수록 전신적 조직손상이 심

하게 나타나며 체온은 40도 이상이다. 두 번째는 중추신경계 기능이상으로 인한 섬망과

혼수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진기한 행동, 후궁반장, 환각, 제뇌경직, 소뇌이상, 안구운동

발증등의 신경학적 이상소견도 가능하다. 뇌부종도 흔히 동반된다. 세 번째로는 뜨겁고

건조한 피부이다. 네 번째로 간효소치의 상당한 증가가 있다. 다섯 번째로 심혈관계 허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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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특징적으로 말초혈관 저항의 감소로, 심박수가 증가하

고, 심박출량과 중심정맥압이 상승하는 과역동상태이다. 다른 증상으로 내장기관손상이

있을 수 있다. 전구증상으로는 어지러움증과 오심, 두통, 보행실조(ataxic gait), 착란

(confusion), 지남력장애(disorientation), 가면상태(drowsiness)등이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시작된 후 대부분의 경우 섬망(delirium)이나 혼수상태로 진행한다. (bller와 boyd, 1975)

특히 열사병의 경우에는 다른 열관련질환과 달리 장기부전으로 진행하는 경우 사망할 수

있고, 영구적인 뇌손상이 남을 수 있는 질환이다.
3)

(6) 치료 : 초기 처치법은 기도를 확보하고 옷을 벗긴다. 그리고 직장 내에 체온계를

삽입하고, 즉시 냉각요법을 시작한다. 산소 5-10L/min를 투여한다. 정맥 경로 확보 및

생리 식염수 주사 혈당검사 및 저혈당시 포도당액 주사- Foley관 삽입 및 소변량을 측

정한다.

냉각요법은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해야 하며, 늦어지면 사망률이 증가한다. 냉각법에는

침수법과 증발법이 있다. 침수법은 얼음을 띄운 물에 몸을 담그면 심부체온을 10-40분 이

내에 39도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다. 담근 채로 피부를 문지르면 피부의 혈액관

류를 증가시키므로 냉각에 도움이 된다. 심부체온이 39도에 이르면 중단하는 것이 과도한

냉각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다. 증발법보다 효과가 확실하고 빠르다.

증발법은 환자를 공중에 매달아 놓고 15도의 물을 몸에 분무하면서 45도의 공기를

3M/min의 속도로 불어 주는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피부의 혈관확장을 유지하면서

몸떨기로 인한 내부 열생성을 최소화하여 증발냉각효과를 최대로 하려는 시도이다.

1) 서병(暑病)의 정의, 구분

한의학에서 질병은 크게 외인과 내인, 불내외인으로 나누고 있는데, 외인은 풍한서습조

화(風寒暑濕燥火)의 육기(六氣)이고 내인은 심리적인 원인인 칠정, 불내외인은 사고, 타박,

염좌등이다.4) 서병은 육기중의 서사(暑邪)가 작용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사는

화열이 변화한 것으로 소문의 오운행대론에 “기재천위열(其在天爲熱) 재지위화(在地爲火)

기성위서(其性爲暑)”라 하였다.

서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몸에서 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며,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고,

몸이 나른하면서 기운이 없고, 저절로 땀이 나는 것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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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暑病)은 몸의 증상과 정도에 따라 중서(中暑)와 상서(傷暑), 주하병(注夏病), 서궐

(暑厥)등으로 나눌 수 있다.

중서(中暑)는 기침이 나고 오한과 신열이 나며 식은 땀이 멎지 않는 등의 증상이 있으며.

서열(暑熱)이 폐경에 있다고 본다. 상서(傷暑)는 몸에서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며, 손발을

내두르면서 편안치 못하거나 몸이 바늘로 찌르는 것과 같으며, 서열이 근육을 상하였다고

본다. 주하병(注夏病)은 봄의 말엽 여름의 초엽경에 머리가 아프고 다리가 약해지며, 입맛

이 떨어지고 몸에서 열이 나는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동의보감 서병문에 기재되어 있다.

서궐(暑厥)은 여름더위로 인해 갑작스럽게 정신을 잃으면서 쓰러지고 사지가 싸늘해지

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다.

2) 서병에 대한 치료방법

(1) 침구치료

① 중서(中暑) : 경증(輕症)- 청서서열해열(凊暑泄熱解熱)

대추(大椎), 대릉(大陵), 위중(委中), 합곡(合谷), 곡지(曲池), 금진옥액(金津玉液)

중증(重症)- 청서서열개규(凊暑泄熱開竅)

십선(十宣), 위중(委中), 인중(人中), 백회(百會)

② 상서(傷暑) : 표증(表症) - 통양소표(通陽疏表)

외관(外關), 합곡(合谷), 대추(大椎)

리증(裏症) - 조중습화(調中濕和)

천추(天樞), 관원(關元), 중완(中脘), 내관(內關), 족삼리(足三里)

③ 서궐(暑厥) : 청서개규(凊暑開竅)

수구(水溝), 백회(百會), 합곡(合谷), 태충(太衝), 십선(十宣), 위중(委中), 족삼리(足三里)

④ 주하병(注夏病) : 족삼리(足三里), 중완(中脘), 관원(關元), 명문(命門)

⑤ 서병의 치료원칙 : 청심리소변(凊心利小便), 보진원수기(補眞元水氣)

(2) 약물치료

한방에서 서병(暑病)의 치료원칙은 기(氣)를 보하고 습열(濕熱)을 제거하는 것이다. 따

라서 방제들은 주로 사화(瀉火), 보기(補氣), 리수(利水), 거습(祛濕)하는 작용의 약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단계심법에서는 청심(凊心), 리뇨(利尿), 보기(補氣)를 서병의 치료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중서, 상서등의 질병의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름철 평상시에 미리 약물을 상복해서 병의 예방을 강조한 점이 한의학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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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병에 사용하는 방제

서병(暑病)의 치료에 쓰이는 방제는 기를 보해서 치료하는 생맥산(生脈散), 청기음(凊氣

飮), 황기인삼탕(黃芪人蔘湯) , 청서익기탕(凊暑益氣湯), 십미향유음(十味香薷飮)등이 있고,

더위로 인해 갈증이 나는 증상에는 인삼백호탕(人蔘白虎湯) , 죽엽석고탕(竹葉石膏湯), 익

원산(益元散), 옥로산(玉露散), 황련향유산(黃連香薷散), 청폐생맥음(凊肺生脈飮), 계령감로

음(桂苓甘露飮), 통령산(通苓散), 탁열산(濯熱散), 제호탕(醍醐湯), 춘택탕(春澤湯)등을 사용

할 수 있다.

서병으로 토하고 설사하는 것에는 향유산(香薷散), 육화탕(六和湯)등을 사용하고 , 주하

병(注夏病)에는 삼귀익원탕(參歸益元湯)이 있다. 서병에 두루 쓰는 약으로는 향유산(香薷

散), 청서화중산(凊暑和中散)등이 있다.
5)

서병에 가장 널리 쓰이고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방제는 생맥산, 청서익기탕등이다.

생맥산은 내외상변혹론(內外傷辨惑論)에 최초로 기재되어있으며 이 처방은 인삼, 맥문동,

오미자등의 약재로 구성되어있다. 인삼은 진액을 만들고, 갈증을 멈추고, 기를 보하는 강

장효과로 해가 긴 여름날의 더위에 땀흘리며 활동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고, 맥문동

의 윤조생진(潤燥生津)의 효과로 체액을 보존하고 체력을 강화하며, 오미자의 수렴자양

(收斂滋養)작용으로 인삼 맥문동의 강장효과(强壯效果)를 배가시킨다. 여름철에 허약한데

쓰고, 강심(强心)을 필요로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6)

청서익기탕은 생맥산의 증상에 식욕부진, 피로 권태등의 증상이 동반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처방으로, 여름철 더위를 견디기 어려운 허약체질에 효과가 있다. 위장기능

을 촉진하고, 체액증진과 심장기능을 강화시키고 소변을 원활하게 나오게 하는 기

능이 있다.

생맥산에 관한 연구로 장
7)
은 흰 쥐에게 생맥산을 투여하고, 열환경에서 유영을 시킨 후

운동시간, 체중, hematocrit치, serum-K+, Na+를 측정하여 , 생맥산이 운동지속시간을 연

장시키며 혈장삼투질농도의 상승을 잘 억제하고 전해질 중 Na
+
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8)
는 생맥산이 열환경에서의 운동수행능력평가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여 운동수행에 의한 탈수 및 전해질의 불균형으로 야기되는 열경련, 열

사병 등을 예방하고 glucose를 비롯한 에너지원의 신속한 보충에도 효과적인 작용이 있

다는 보고를 했다. 또한 생맥산이 운동지속시간의 연장및 심박수 저하의 효능이 있다고도

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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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서익기탕의 경우에는 오
10)
가 일반대학생들에게 단기간 고강도의 무산소성운동을 부하

한 후, 혈액 내의 Lactate, Creatinine, Glucose의 함량 및 CPK, LDH활성도의 변화를 측

정하여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오등11)은 청서익기탕이 장거리 달리기시 운동

피로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서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다.

약   재 학   명 양 (g)

 인삼  (人蔘)  Ginseng Radix 4

 맥문동 (麥門冬)  Liriopis Tuber 8

 오미자 (五味子)  Maximowicziae Fru 4

Table 1. 생맥산(生脈散)의 방제구성

약   재 학   명 양 (g)

 창출 (蒼朮)  Atracryloidis Rhizoma  4

 황기 (黃芪)  Astragali Radix  4

 승마 (升摩)  Cimicifugae Rhizoma  4

 인삼 (人蔘)  Ginseng Radix  2

 백출 (白朮)  Atracryloidis Macrocephalae Rhizoma  2

 진피 (陳皮)  Aurantii noblilis Pericarpium  2

 신곡 (新曲)  Massa Medicate Fermentata  2

 택사 (澤瀉)  Alismatis Rhizoma  2

 황백 (黃柏)  Phellodendri Cortex  1.2(酒炒)

 당귀 (當歸)  Anglicae Gigantis Radix  1.2

 건갈 (乾葛)  Puerarie Radix  1.2

 청피 (靑皮)  Aurantii pericarpium  1.2

 맥문동(麥門冬)  Liriopis Tuber  1.2

 감초 (甘草)  Glycyrrhizae Radix  1.2

 오미자(五味子)  Maximowicziae Fru  1.2

Table 2. 청서익기탕(凊暑益氣湯)의 방제구성

② 서병에 사용하는 단방약재

단방으로 쓰이는 약재에는 백편두(콩), 오미자 , 첨과(甛瓜, 참외), 석고(石膏), 대료(大

蓼, 홍초), 활석(滑石)등이 있다.
5)
백편두(白扁豆)는 콩과에 속한 편두의 과실을 건조한 것

으로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아서(甘味), 비, 위경에 작용한다. 건비화중(健脾和中), 소서

화습(消暑化濕), 치서습토사(治暑濕吐瀉)등의 작용이 있다. 오미자(五味子)는 목련과 식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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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자의 성숙된 열매를 건조한 것으로,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달고 시며, 폐, 심, 신경에

작용한다. 렴폐(斂肺), 자신(滋腎), 생진(生津), 수한(收汗)등의 작용을 한다. 석고(石膏)는

유산염류에 속한 광물인 석고로, 함수유산칼슘을 함유한다. 성질이 크게 차고, 맛이 매우

며 달다(辛甘). 그리고 폐, 위경에 작용한다. 해기청열(解肌凊熱), 제번지갈(除煩止渴), 중

서자한(中暑自汗)등의 효능이 있다. 활석(滑石)은 규산마그네슘의 광물인 활석의 덩어리이

다. 성질이 차고, 맛이 달고 담담하다. 방광, 폐, 위경에 귀경해서, 리수통림(利水通淋), 청

열해서(凊熱解暑), 제서습번갈(除暑濕煩渴) 등의 효능이 있다.

 약명  학명  성분

오미자  Schizandrae Fructus
 sesquicarene, β2-bisabolene, β-chamigrne, 

 α-ylangene, citral, 사과산 

석고  Gypsum Fibrosum  함수소산 칼슘, CaO, SO3 , H2O

활석  Talcum  규산마그네슘(Mg3(Si4O10)(OH)2)

오매(매실)  Mume Frutctus  구연산, 사과산, 탄수화물, sitosterol , oleanol산 

백편두  Dolichoris Semen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칼슘, 인, 철, phytin

Table 3. 단방으로 쓰이는 한약재의 구성성분 비교

1) 원인

현대의학에서는 열사병의 원인을 열 생산증가, 열 방출능력의 감소, 외부열의 영향 등

으로 보고 있으며, 군대에서의 장거리 행군은 운동(열생산증가), 무겁고 두꺼운 의복(열

방출능력의 감소), 여름철의 행군(외부열의 영향)등, 위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열사병의 원인을 육기 중의 서사(暑邪)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리고 금원사대가 중의 한명인 동원은 여름철의 더위가 인체의 폐기를 손상(天熱外傷肺

氣)하여 중열(中熱)증이 생긴다고 설명하여서, 열사병은 폐의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 보았다.

2) 증상

현대의학과 한의학에서 공통적인 열사병에 대한 증상으로는 신체의 고온, 땀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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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리며, 입이 건조하면서 갈증이 나는 것, 구토, 설사, 중증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섬망, 혼

수등이 나타날 수 있다. 현대의학에서는 열사병의 전구증상으로 어지러움증과 오심, 두통,

보행실조, 착란 , 지남력장애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한의학에서는 서병에 얼굴에 때가 끼는 것같고(面垢), 등이 시리고(背寒), 가슴이 답답

한(煩悶)증상이 특징적으로 있었고, 맥으로 보았을 때는 맥이 허하다고 보았다. 다른 맥으

로는 현(弦), 세(細), 규(芤), 지(遲)등의 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脈訣)

3) 분류

열사병은 경증의 열경련, 열부종, 열실신 중증의 열탈진, 열사병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서병(暑病)은 몸의 증상과 정도에 따라 중서(中暑)와 상서(傷暑), 주하병(注夏病),

서궐(暑厥)등으로 나눌 수 있다. 몸의 열과 땀, 입이 건조하면서 갈증이 나는 등의 증상이

중서와 상서, 열탈진, 열사병에 동시에 해당한다. 서궐은 더위에 갑작스럽게 정신을 잃는

것으로 열실신, 열사병의 중증으로 볼 수 있다.

4) 치료방법

열사병 환자에 대해서 현대의학에서는 침수법, 증발법, 얼음찜질법등의 냉각요법과 만

니톨(mannitol)등의 수액요법을 사용하고 있다. 체온을 단시간 내에 낮추어서 체온조절

중추에 의한 항상성 조절기능을 회복하는데 치료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침

과 뜸치료와 방제를 이용한 약물요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청심(淸心), 리뇨(利尿), 보기

(補氣)를 치료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체온을 인위적으로 낮추면서도 몸의 활동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침의 경우에도 위경, 대장격, 임맥의 기를

보충하거나 조절하는 혈자리를 사용하였고, 방제의 경우에도 인삼, 황기등의 보기(補氣)약

물이 다용(多用)되었다. 이외에는 땀을 통해서 손실한 전해질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생진

(生津)하는 작용이 있는 오미자, 맥문동등의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5) 예방

미국기상청에서는 heat index를 개발해서 외부열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것에 따르면 일사병은 105°F- 129°F사이에서 시작되고 103°F이상에서 빈도가 증가한다.

그리고 열손상의 유발인자로 심부전, 당뇨병, 피부 질환및 손상, 비만, 감염 질환 등을 들

고 있어서, 과거력 상에 상기 질환이 있었던 사람들은 열사병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발병조건들을 행군 전에 미리 고려한다면, 열사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리고 환경의 개선과 충분한 수분과 염분의 섭취 등이 예방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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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에서는 당의 명의였던 손사막이 여름철에 늘 오미자를 먹어 오장의 기를 도우

라고 하였다. 그리고 의학입문에서는 인삼, 맥문동, 오미자등을 물에 달여 끓인 물 대신

에 마시는 것이 여름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5)그리고 오행의 원리상 화극금(火

克金)하여 하늘의 열기가 금(金)에 해당하는 폐기(肺氣)를 상하므로, 평소에 폐질환이 있

거나 폐기능이 약한 사람과 열사병의 발생 가능성의 관련성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Ⅲ. 결 론

군대에서의 장거리 행군은 일반사병부터 부사관, 장교에 이르기까지 훈련과정 중에 일

반화되어 필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여름철의 장기간 행군은 밀착, 밀폐성의복,

심한 운동 등 열사병 발생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열사병의 중증의 경우에는 장기

부전, 사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서 예방,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여름철 장기 행군중의 예방책으로는 팥빙수, 아이스크림, 스포츠 음료 등을 사

용했으나, 효과가 일시적이고, 찬 음식으로 인해 속이 상해서 복통 등의 소화기 증상이

생길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열사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오미자, 생맥산 , 청서익기탕 등

의 약재를 사용해왔다. 이 약재들은 단순히 전해질공급의 차원에서 효과가 그치지 않고,

오장의 기능을 도와서 인체의 운동기능과 피로회복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장점이다. 이

러한 효과는 현대에도 주목을 받아서 한약재제와 전해질성분을 합친 새로운 형태의 스포

츠 음료에 대한 연구도 실시된 경우도 있다.12) 그리고 현대의학의 열사병에 대한 치료법

은 한의학의 그것과 서로 상충되지 않고 상호보완적이어서, 두 의학의 장점을 합치면 열

사병 치료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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