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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肺癌은 가장 흔한 악성 종양의 하나로 산업 발달로 수반된

대기오염 및 흡연 등으로 인해 발생률은 전세계적으로 증가 추이

에 있으며 사망률도 우리나라에서 악성종양으로 인한 사망원인

중 가장 높다. 2007년 기준 사망자수 총 67.561명 중 14.277명으로

높은 사망자수를 보이며 앞으로도 꾸준한 상승이 예상된다1,2).

肺癌의 특징적 증상은 기침, 흉통, 천명, 짧은 호흡, 반복되

는 폐렴, 기관지염, 객담, 혈담, 애성(hoarseness)및 림프선 비대,

뼈의 통증 등이 있으며 피로, 우울증, 불안 증상, 식욕부진, 체중

감소의 일반적 증상도 동반된다. 불안 및 우울 증상은 전체 암

환자의 5∼10%, 말기 암 환자의 15∼20%에서 발생하며 죽음 자

체·과정에 대한 걱정, 자제력 상실 및 통증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생활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데

대한 염려 등의 원인으로 피로, 식욕부진, 불면, 초조, 과다호흡,

기억력 및 집중력 감소, 죽음, 자살에 대한 집착 등의 증상이 나

타난다. 이에 항우울제, 신경이완제, 정신자극제 등의 약물요법,

복식호흡, 최면, 명상, 상상유도, 요가 같은 지지·정신요법을 치

료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3-5).

韓醫學에서는 “氣者神之祖, 精乃氣之者, 氣者精神之根蔕也
6).”라고 하여, 氣는 인체의 물질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精

과 정신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 神을 포괄하는 의미로 인체의

신체적, 정신적 모든 활동은 氣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

식하였다. 또한 사람의 感情(七情)의 변화는 氣(七氣)의 변화를

일으키고 氣의 변화는 결국 신체의 각종 질환에 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7)

, 이에 대하여 «東醫寶鑑»
6)
에서는 “人有

七情 病生七氣”라고 표현하여 感情과 氣, 그리고 疾病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러한 생명의 근원이 되는 氣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氣의 養生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호흡명상이다.

호흡명상은 調身, 調心, 調息을 통해 자세와 호흡의 조절, 그

리고 의식의 조절과 단련을 통해 체내 기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기를 길러 보충하고, 원활하게 소통시킴으로써 생리적인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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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대화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며 질병을 치료하려는 심신수련법을

말한다8). 최근 호흡명상의 연구결과로 호흡에 의한 안정성은 신

체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키고, 규칙적인 심리조절은 깊

은 신체적 이완상태에 이르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수

련함으로써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不安, 근긴장을 감소시켜 생산

성 향상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스트레스 변화와 같은 심리적

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었다9).

현재까지 호흡명상이 우울, 불안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
10)
와 폐암 환자에 한방치료를 적용하여 증상이 호전된 사례

11,12)

가 각각 알려지고 있지만, 말기 암 환자에게 한의학적 치료 와

호흡명상을 병행하여 치료한 보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00대

학교 00병원에 입원한 肺癌 및 腫瘍의 뇌전이로 인한 不安 및 憂

鬱 증상을 동반한 환자에게 한의학적 치료 및 호흡명상을 병용

하여 증상이 호전된 임상사례가 있어 보고하는 바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00대학교 00병원에 呼吸困難, 食慾不振, 胸痛, 憂鬱, 不安, 不

眠을 주소로 내원하여 2011년 7월 18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입원치료 한 환자 1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치료내용 및 시술방법

1) 鍼治療

통기침구침 0.20×40 ㎜를 사용하여 1일 1회 15～20분간 留鍼

하였으며, 자침의 심도는 경혈에 따라 10 ㎜～30 ㎜로 하였다. 침

치료 혈로는 舍岩針法의 太然, 太白혈을 補하고 少府, 魚際혈을

瀉하는 肺正格에 補瀉는 圓方補瀉法, 九六補瀉法을 사용하거나
13) 董氏針法의 外三關, 水金, 水通, 心常, 木斗, 木留穴을 환자의

증상에 따라 刺針 및 動氣療法을 시행하였다
14)

.

2) 韓藥治療

(1) 淸肺鱉甲散 加味15) (7/18-8/2, 8/5-8/15, 8/19-21,

8.25-8/31)

鱉甲(酒灸) 8 g, 白芍藥 6 g, 地骨皮 6 g, 酸棗仁(炒) 6 g, 乾

地黃 6 g, 當歸 4 g, 麥門冬(去心) 4 g, 白茯笭 4 g, 陳皮 4 g, 貝母

4 g, 黃芪 4 g, 沙蔘 4 g, 天門冬 4 g, 神曲(炒) 3 g, 枳殼 3 g, 麥芽

(炒) 3 g, 生薑 3 g, 大棗 2 g, 甘草 2 g

(2) 雙敗湯 加味16) (8/3-8/4)

白芍藥 8 g, 羌活 4 g, 桔梗 4 g, 當歸 4 g, 獨活 4 g, 白茯笭

4 g, 熟地黃(九蒸) 4 g, 柴胡 4 g, 人蔘 4 g, 地殼 4 g, 川芎 4 g,

黃芪 4 g, 生薑 3 g, 桂皮 2 g, 大棗 2 g, 薄荷 2 g, 甘草 2 g

(3) 養胃進食湯 加味
16)

(8/16-8/18)

白朮 4 g, 山藥 4 g, 龍眼肉 4 g, 人蔘 4 g, 酸棗仁(炒) 4 g,

良薑 4 g, 肉桂 4 g, 地殼 3 g, 甘草(灸) 3 g, 神曲(炒) 3 g, 遠志(去

心) 2 g

(4) 柴梗化痰煎 加味15) (8/22-8/24)

半夏(生薑法製) 6 g, 柴胡 6 g, 瓜蔞仁 4 g, 桔梗 4 g, 白茯笭

4 g, 地殼 4 g, 靑皮 4 g, 杏仁 4 g, 黃芩 4 g, 天花粉 4 g, 麥門冬

(去心) 4 g, 天門冬 4 g, 前胡 4 g, 貝母 4 g, 桑白皮 4 g, 玄胡索

4 g, 生薑 3 g, 白芥子 3 g, 甘草 2 g

3) 호흡명상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石門呼吸」의 臥式法을 8월 1일

부터 8월 31일까지 1회 15～25분씩 총 24회 실시하였다. 호흡은

CD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짧더라도 들숨과 날숨이 비율이 일정

하고, 아랫배 호흡이 될 수 있도록 의사와 함께 시행하였다. 자연

스러운 호흡이란 가늘고 길고 깊게 쉬되 무리하지 않고 있는 그

대로 부드럽게, 짧더라도 일정하고 멈춤 없이 자신에게 맞는 호

흡을 찾아서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아랫배는 배꼽 밑의 하복부

를 지칭하는 것으로, 호흡시 가슴이나 윗배가 아닌 아랫배가 부

풀렸다가 꺼지게 하는 것이다
9)

.

4) 기타치료

(1) 灸治療 : 中脘穴, 關元穴에 神氣灸 1일 1회 시술하였다.

(2) 附缸療法 : 背兪穴에 乾式 附缸 1일 1회 시술하였다.

(3) 藥鍼治療 : 紅花藥鍼, 紫河車藥鍼 또는 Sweat BV(10%)을

0.4 cc∼0.6 cc가량 肺兪穴과 국소 통증 자각 부위에 1주일에 3회

시술하였다.

(4) 洋藥治療

① 2011. 8. 22～2011. 8. 24(본원 내과 처방): 엔시드이알서방

정 (2T tid po)

② 2011. 8. 24～2011. 8. 31(본원 내과 처방): 엔시드이알서방

정 (1T tid po), 트라펜정(1T qid po)

3. 치료효과의 판정

1) 우울증 관련 설문

(1) Beck의 우울증 척도(Beck's Depression Inventory : BDI)
17)

BDI는 임상적인 우울증상을 토대로 만든 것으로서 우울증

의 유형과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21개 문항, 0-3점 척도로 구성

되며, 가능한 총점 범위는 0-63점으로, 0-9점은 우울하지 않은 상

태, 10-15점은 가벼운 우울상태, 16-23점은 중한 우울 상태, 24-63

점은 심한 우울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

용이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2) Hamilton의 우울증 척도(Hamilton Rating Scale for

Depression : HRSD)18)

1960년 Max Hamilton에 의해 만들어진 관찰자 평가척도로,

다양한 종류의 수면증상, 심기증, 또는 자살 생각에 대한 질문들

로 구성되어 있다. Original version은 17개 문항, 0-4점 또는 0-2

점 척도로 구성되고, 가능한 총점 범위는 0-54점으로 0-6점은 정

상, 7-17점은 약간 우울, 18-24은 중간 우울, 25점 이상은 심각한

우울을 나타낸다.

2) 불안 관련 설문

(1) Beck의 불안 질문지(Beck's Anxiety Inventory : BAI)19)

BAI는 개인의 불안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도구로서 21

문항, 0-3점 척도로 구성되며 가능한 총점 범위는 0-63점으로 점

수가 높을수록 불안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권석만 등이 번안한 내용을 사용하였다.

(2) Zung의 불안 척도(Anxiety Status Inventory : ASI)
20)



구자환․김세란․임은영․김수현․김종대

- 1104 -

ASI는 정서적, 신체적 영역의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표준화

된 도구로서 지난 1주일간 경험했던 정도에 따라 ‘그렇지 않았

다’는 1점, ‘때로 그랬다’는 2점, ‘자주 그랬다’는 3점, ‘항상 그랬

다’는 4점으로 최저 20점에서 최고 80점까지의 범위이며 역문항

의 경우 역환산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정도가 높은 것

을 의미한다.

3) 우울증과 불안을 악화시키거나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는 증

상인 呼吸困難, 胸痛, 疲勞, 食慾不振, 體重減少, 不眠 등의 증상

을 Severe(+++), Moderate(++), Mild(+), None(-)의 네 단계로 나

누어 치료 효과를 비교, 판단하였다.

증 례

1. 성명 : 유 ○○ (M/72)

2. 주소증 : 呼吸困難, 食慾不振, 胸痛, 憂鬱, 不安, 不眠

3. 발병일 : 2011년 5월경

4. 과거력 : 별무

5. 가족력 : 별무

6. 사회력 : 40∼50년 동안 각각 흡연력 1갑/일, 음주력 소주 1∼

2병/일

7. 현병력

본 환자는 2∼3개월 전부터 서서히 呼吸困難 상태 발하여

2011년 5월 27일경 00대학병원 내원하여 肺癌 Ⅳ(T2 N3 M1a),

腦 轉移(left cerebellar hemisphere, pons, left frontoparietal

areas, right occipital area) 진단 받고 방사선 치료 6회 받으신 후

상태 여전하시여 2011년 7월 초경 00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상태

여전하시여 퇴원하시고 적극적 한방처치 받고자 2011년 7월 18

일 입원하시여 환자 및 보호자 동의하에 한방치료 및 호흡명상

시행함.

8. 한의학적 초진소견

1) 體格 : 보통 체격

2) 性格 : 내성적 성격

3) 食慾 : 食慾不振

4) 消化 : 양호

5) 大便 : 1回/3日 보통변 또는 硬便

6) 小便 : 4∼5回/日 不利得

7) 睡眠 : 淺眠(入眠困難, 淺眠頻覺)

8) 脈診 : 細弱

9) 舌診 : 微紅 厚白苔 (口乾, 口渴)

9. 초진시 검사소견

1) 활력징후 : 혈압 120/80 mmHg, 맥박 92회/분, 호흡수 19회/

분, 체온 36.5℃.

2) EKG : Within Normal Limit.

3) SPO2: 96%

10. 임상병리 검사

Date
WBC
(mm2)

Hb
(g%)

Hct
(g%)

SGOT
(IU/L)

SGPT
(IU/L)

BUN
(mg%)

Cholester
ol Total
(㎎%)

TG
(㎎%)

Glucose
(㎎/㎗)

Albumin
(gm%)

7/19 5300 11.1 32.4 18.0 37.0 15.0 272.0 276.0 70.0 3.9

8/3 11600 10.0 29.2 20.0 34.0 16.0 232.0 242.0 92.0 3.7

8/4 6800 9.4 27.1 ∙ ∙ ∙ ∙ ∙ ∙ ∙

8/19 10500 11.7 34.2 27.0 37.0 19.0 262.0 295.0 109.0 3.9

11. 방사선 결과

Date 2011.5.27 2011.8.25

Chest
CT

Reading

1.lung cancer in posterior
segment of right upper lobe with

multiple lung-to-lung
metastases(T2N3M1a)

2.metastases in right adrenal
gland(1.3㎝), left adrenal

gland(0.9㎝)
3.hypervascular bulging mass in
lower pole of right kidney
4.multiple metastasis in left

cerebellar hemisphere, pons, left
frontoparietal areas, right

occipital area

1.known lung malignancy at
RUL(5㎝)

2.numerous metastastatic nodules
in both lung

3.multiple small mediastinal LAPs
4.Rt renal metastasis

5.both adrenal glands metastasis
6.2011.5.27 CT와 비교하여 main

mass, right renal mass,
mediastinal LAPS의 크기는 별
변화없으나 small lung to lung
metastasis의 수는 증가되어

보입니다.

Fig. 1. Chest CT

Date 2011.5.27 2011.7.18 2011.8.19

Chest
X-ray

reading

Mass-like opacity in RUL.
Multiple nodular opacities in both lung fields.

- probable lung cancer with multiple metastatic nodules.
Calcified pleural plaque in left basal hemithorax.

Emphysematous lung.

Fig. 2. Chest X-ray

결 과

한방치료 및 호흡명상 후 Beck's Depression Inventory(BDI)

가 27점에서 13점으로 Hamilton Rating Scale for

Depression(HRSD)가 28점에서 13점으로 호전되어 심한 우울 상

태에서 가벼운 우울 상태로 호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1-3). 또한 Beck Anxiety Inventory(BAI)가 22점에서 13점으로

Anxiety Status Inventory(ASI)가 20점에서 11점으로 감소하여

관찰과 개입을 요하는 불안 상태에서 불안 자극에 민감하게 반

응하지 않는 단계로 호전되었다(Table 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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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hange of BDI, HRSD, BAI, ASI Score

11.8.1 11.8.16 11.8.29

depression
BDI 27 18 13

HRSD 28 19 13

anxiety
BAI 22 15 13

ASI 20 12 11

Table 2. The Changed Answers to the Certain Question of BDI

Day Certain Question of BDI

11.8.1

나는 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나의 앞날은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나는 요즈음
항상 짜증을
내고 있다.

11.8.16 나는 슬프다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

나는 자살할
생각을 가끔
하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전보다 더
쉽게 짜증이
나고

귀찮아진다

11.8.29
나는 슬프지
않다

나는 앞날에
대한 용기가
나지 않는다

나는 자살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요즈음
평소보다 더
짜증을 내는
편이 아니다

Table 3. The Changed Answers to the Certain Question of HRSD

Day Certain Question of HRSD

11.8.1

오로지 우울한
기분만을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나타낸다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던가,
과거의 실수나
자신이 한 나쁜
행위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한다

차라리
죽었으면
하거나 죽는
것에 대한
상상을 한다

얼굴 표정이나
말에서
염려하는
태도가
뚜렷하다

11.8.16

자발적으로
우울한

기분이라고
말한다

자책하거나
자신이
사람들을

실망시키다고
느낀다

인생이 살
가치가 없다고
느낀다

사소한 일들에
대해 걱정을
한다

11.8.29

물어보았을
때만 우울한
기분이라고
말한다

없다 없다
긴장감과
과민함을
느낀다

Table 4. The Changed Answers to the Certain Question of BAI

Day

Certain Question of BAI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불안한
상태에 있다

11.8.1
상당히
느꼈다

심하게
느꼈다

상당히
느꼈다

심하게
느꼈다

심하게
느꼈다

11.8.16 조금 느꼈다
상당히
느꼈다

조금 느꼈다 조금 느꼈다
상당히
느꼈다

11.8.29 조금 느꼈다 조금 느꼈다 조금 느꼈다 조금 느꼈다 조금 느꼈다

Table 5. The Changed Answers to the Certain Question of ASI

Day

Certain Question of ASI

남들에게
불안하게
보이지

말아야 한다

몸이
떨리거나
휘청거리면
겁이 난다

감정 조절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이
느껴지면
심장마비가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몸에 평소와
다른 감각이
느껴지면
겁이 난다

11.8.1 중간이다
꽤 그러한
편이다

중간이다 중간이다 중간이다

11.8.16
약간 그러한
편이다

약간 그러한
편이다

약간 그러한
편이다

약간 그러한
편이다

약간 그러한
편이다

11.8.29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러한
편이다

약간 그러한
편이다

약간 그러한
편이다

약간 그러한
편이다

Table 6. The Change of Condition

期間 11.7.19-11.8.15 11.8.16-11.8.24 11.8.25-11.8.31

症狀

呼吸困難 + + +

胸痛 + ++ ++

疲勞 ++ + +

食慾不振 + ++ +++

不眠 + - -

體重變化 54.1 ㎏ 53.4 ㎏(-0.7 ㎏) 53.6 ㎏(+0.2 ㎏)

韓藥 淸肺鱉甲散 加味
養胃進食湯 加味
柴梗化痰煎 加味

淸肺鱉甲散 加味

+++ severe(매우심함), ++ moderate(중간정도의 상태), + mild(간헐적 경미한 호
소), - none(증상 소실)

고찰 및 결론

폐암은 대부분이 진단 될 때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치유적 절제술을 적용할 수 있는 환자가 적은 것이 문제이며 또

한 폐암 자체가 워낙 성상이 다양한데다 환자들의 병기 상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각 개개인에 적합한 치료법을 잘 찾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걸림돌이다. 따라서 진행된 병기로 인하여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유목적의 치료보다는 고식적 치

료로서의 보편적 내과적 치료, 진통제, 방사선요법의 적절한 적

용이 치료의 관건이 된다4).

많은 폐암 환자들은 암이라는 질병자체의 두려움, 가족원으

로서의 책임감, 치료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예후에 대한 부정적

생각 등으로 인해 격심한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

한 부정적 정서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자신감 결여 및 염려로

개인적인 행복감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빠른 죽음에 대한

요망(Desire for hastened death: DHD)의 주요한 요인이 되기

도 한다
21)

.

따라서 암 환자는 신체적 증상 외의 정신적인 면도 매우 중

요하며 정신적 평안은 암의 임상적 경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게 되고, 그러하지 못했을 때 환자의 정서는 질병과 싸울 의지를

낮추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치료효과도 감소시켜 치료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암이라는 질병은 단

순한 신체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관리를 포함한 포괄적

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동서의학을 막론하고, 인간의 감정적,

정신적 상태가 병의 유발과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22,23)

.

암 환자의 우울증, 불안증상 치료의 일차적 목표는 감정 및

피로 상태를 호전시키고, 활력·식욕을 증가시키며 걱정을 줄이

고, 수면시간·질의 개선, 집중력과 판단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이에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향상시

킬 수 있다5).

최근 우울, 불안에 관한 연구 중 인지 이론에 따르면 우울의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고 그가 지

니고 있는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인지 및 사고패턴이라고 하였

다. 즉 우울한 사람은 자신과 환경, 미래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논

리적 인지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자

기 비난과 파멸과 같은 것으로 왜곡해서 해석한다는 것이다24).

호흡명상을 통해 자기 자신을 전체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개별적 존재라는 생각으로부터 자신이 전체적 세계와 서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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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전체 속의 한 존재라는 관점으로 즉, 삶을 보는 견해

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된다. 호흡명상

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의 전체로 본다거나 자신을 보다 큰

전체 즉 우주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 체험하게 되면 자신

이 갖고 있는 문제나 고통은 과거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어 치

유되는 것이다. 또한 호흡명상은 인간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과

자연치유력을 향상시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있어 효과

적이다. 특히 심신 이완을 통해 정신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감

정을 갖도록 함으로써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현대인의 정신 질환에 매우 유용하다. 이에 호흡명상은 예방의학

목적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기본 치료 원칙인 扶正去邪, 調氣治神

의 원리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9,25)

.

호흡명상의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환자의 나이, 체력, 심리

상태를 고려해 보았을 때 누운 자세에서 수련할 수 있는 「石門

呼吸」의 臥式法이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치료에 적용하였다.

「石門呼吸」의 일반적 호흡법은 숨을 들이 마실 때는 가늘고

길게 들이마시고, 또 내뱉을 때도 마신 만큼 가늘고 길게 뱉은데,

초보자는 가능한 4∼5초의 호흡이라도 부드럽고 일정하게 해야

한다. 숨을 들이 마실 때는 코로 들어온 공기가 식도를 타고 내

려가 가슴을 지나 위장으로 내려가고, 배꼽 아래 단전인 石門까

지 흘러 내려간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며, 자연스럽게 숨 쉬는 것

즉 調息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숨을 오랫동안 참는다거나 인위

적으로 멈추는 것은 금기시 여긴다26,27).

본 증례에서 환자는 2∼3개월 전부터 呼吸困難, 胸痛 있던

중 상태 미악화 되어 2011년 5월 27일 00병원 내원하여 肺癌 진

단 받고 방사선 치료 6회 받으셨으나 상태 여전하시여 추가 방사

선 치료 및 약물치료를 거부하시고 본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독자 보행 가능하였으나 50 m이상 보행시 呼吸困

難 증상 발하였고 간헐적 우측 胸痛이 발하였으며 구건 및 미각

저하로 식욕이 저하된 상태였다. 또한 憂鬱, 不安 증상 동반되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자주 하고 잦은 짜증과 슬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대한 회한를 자주 표현하였다. 이에 폐종양 및 방

사선 치료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呼吸困難, 食慾不振, 不眠,

疲勞 증상을 먼저 치료하고 증상의 호전을 통해 憂鬱, 不安 증상

을 완화하고자 한방 치료를 시행하였다. 不知味, 易疲勞, 皮膚乾

燥, 口乾, 口渴, 脈細弱를 통해 脾肺陰虛로 변증하여 補肺陰虛,

淸熱, 潤燥, 去痰을 목표로 하는 «淸崗醫監»15)의 淸肺鱉甲散에

麥門冬, 沙蔘, 酸棗仁(炒), 神曲(炒), 麥芽(炒), 枳殼을 加味하였다.

투약 2주 후 不眠, 疲勞증상은 호전되었으나 憂鬱, 不安 증

상은 큰 호전이 없어 기공치료실에서 명상CD를 이용하여 「石

門呼吸」의 臥式法으로 호흡명상을 하였으며, 1주차 4회, 2주차

6회, 3주차 5회, 4주차 6회, 5주차 3회 총 24회 실시하였다. 처음

에는 15분간 명상하였고 점차 시간을 늘려 후기에는 25분간 명

상하였다. 1주차 명상까지는 복식호흡이 익숙하지 않아 호흡하

기 힘든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주차부터 서서히 적응하는 모습

을 보여 호흡명상 후에는 호흡이 많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해

지면서 憂鬱 및 不安 증상 서서히 감소하여 매일 호흡하기를 원

하였다. 또한 병실에서 呼吸困難, 胸痛, 不安이 심해지거나 수면

중도 각성시 자발적으로 명상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4주간의 호흡명상 후 不安을 평가하는 BDI와 HRSD는 각각

27점, 28점에서 13점, 13점으로 호전되어 평가 척도상 심한 우울

상태에서 가벼운 우울 상태로 호전되었으며, 불안을 평가하는

BAI와 ASI는 각각 22점, 20점에서 13점, 11점으로 호전되어 관찰

과 개입을 요하는 불안 상태에서 불안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

지 않는 단계로 호전되었다.

8월 3일에는 종양의 림프절 전이로 인한 원인 불명열로 惡寒,

發熱, 全身痛, 頭痛 증상 발하여 氣血俱傷, 大病後氣乏 상태에 傷

寒·傷風하여 發熱 頭痛 등의 증상이 발하였다고 생각하여 雙和湯

에 敗毒散을 합방한 雙敗湯을 투약 하였다. 투약 후 2일 만에 惡

寒, 發熱, 痛症 증상은 호전되어 소실되었다. 8월16일에는 폐암으

로 인한 食慾不振이 악화되어 脾胃를 補하여 飮食不進, 胸膈痞悶,

食不消化를 치료하기 위하여 «東醫寶鑑»16)의 養胃進食湯을 3일간

변경 투약하였으며, 8월22일에는 胸痛 및 胸悶 증상 악화되어 熱

痰壅結로 변증하여 去痰, 潤肺, 鎭痛하여 脇肋牽痛, 胸煩熱, 咳嗽

개선을 목표로 하는 «淸崗醫監»15)의 柴梗化痰煎에 前胡, 貝母, 桑

白皮, 天花粉, 麥門冬(去心), 天門冬, 玄胡索을 투약 및 양약치료

병행하였다. 그리하여 급성 통증, 食慾不振은 일시적으로 호전되

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食慾不振, 胸痛증상 점진적 악화로

흉부 CT 촬영 시행하였고 종양 자체 크기, 다른 장기로의 전이

상태는 변화가 없으나 肺로의 작은 전이가 관찰되었다.

퇴원 후 본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중이시며 현재 하루 2∼

3회 스스로 20분씩 호흡명상을 시행하고 있으며 不安, 憂鬱 증상

호전된 상태 유지중이고, 呼吸困難(+), 胸痛(-), 疲勞(+), 食慾不振

(++), 不眠(-)상태로 8월 31일 대비 胸痛, 食慾不振도 호전된 상태

이며 운동량 부족, 식사량 감소로 체중은 50.9㎏으로 입원당시

대비 -3.2 ㎏ 감량된 상태이다.

암환자들이 겪는 가장 흔하면서 고통스러운 증상은 食慾不

振과 痛症이다. 食慾不振은 진행암인 경우 80%이상 동반되어 체

중감소로 이어지고, 癌性 痛症은 진단 당시 25-50%, 암의 진행

과정에서 75%의 환자가 호소하며 종양 자체로 인한 경우가 70%,

치료로 인한 경우 20%, 기타 심리적 원인이 10%를 차지한다
5)

.

암 관련 食慾不振은 종양으로 인한 신체 대사이상 및 위장관 운

동 감소, 우울증, 오심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본 증례에서 환

자는 우울증으로 인한 食慾不振은 호전되었으나 원발성 종양 및

전이로 인하여 발생한 食慾不振 치료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된

다. 또한 癌性痛症을 일으키는 데 관여하는 인자로 원발성 종양

의 형태, 암의 병기, 환자 자체의 특성에 의한 변수인데 특히 불

안감이나 우울증을 보이는 환자에서는 통증의 빈도가 높다고 보

고된다28). 암의 예방 혹은 치료법 개발이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어 많은 항암제가 개발되었고 실제 임상에 상용되고 있으나,

결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약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증례도 입원 당시에는 癌性痛症이 점차 악화되었다가

퇴원 후 환자분 스스로 지속적인 호흡명상으로 불안, 우울로 인

한 痛症은 개선되었지만 원발성 종양 자체로 인한 증상을 조절

할 수 있는 결정적 방법이 없었고, 호흡명상과 통증감소의 연관

성을 규명할 수 없는 것이 본 증례의 한계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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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술이 불가능한 말기 폐암 환자의 치료목표는 呼吸困

難, 咳嗽, 喀血 등 종양으로 발생한 증상 호전과 더불어 암 환자

의 憂鬱과 不安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암 환자 스스

로 주체가 되어 자신을 탐색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암 환자들은 희망의 주인공으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고, 변화하고 싶은 행동을 구체

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되어 자신의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29). 이와 같이 말기 폐암 환자의 치료

적 한계를 감안해 볼 때 다양한 치료법을 병행한 한방치료를 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암 증상 개선만을 위한

한방치료에서 더 나아가 호흡 명상을 병행한 한방치료를 하여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으로 심신이완과 긍정적 감

정 고취를 통한 면역력 향상을 바탕으로 한방치료를 병행한 것

이 본 증례의 의미 있는 시도라 여겨진다.

이상과 같이 말기 폐암으로 불안 및 우울증이 동반된 환자

에게 한방치료와 호흡명상을 병행하여 치료한 결과 BDI, HRSD,

BAI, ASI를 통해 판단한 결과 증상이 개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의 경우 더 많은 증례를 갖지 못한 점, 대조

군 연구를 시행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말기

암 환자의 불안과 우울증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본 증례를 통해 추후 보다 다양한 임상보고

및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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