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칼럼

감기 관련 속설들,
근거 있을까?

따뜻한 이불 속에서 땀내면

C는 운동선수처럼 격렬한 신체 운동을 하는 사

이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설이 있다. 실제로 감기

람에게는 50% 정도의 감기 예방 효과를 나타냈

중에는 땀을 푹 내고 나면 저절로 낫는 경우도

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이런 예방 효과가 미미

있다. 그러나 감기는 200여개의 바이러스에 의

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비타민C가 감기 예방

한 감염이기에 단순히 몸의 온도를 높여 땀을 빼

과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는 것만으로는 모든 감기가 완치된다고 보기 어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렵다. 만약 땀을 빼고 감기가 낫는 것을 경험했다
면 몸의 온도를 높이고 쉬면서 저절로 면역력이
회복돼 감기가 치유됐다고 보는 게 맞다.

주사 한 방이면 치료?

글 김길원 의학담당 전문기자

사실상 주사 한 방으로 감기를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감기 바이러스를 직접 완벽히 제거
하는 치료제는 현재까지 없다. 보통 감기에 걸렸
을 때 맞는 주사는 각각 고열, 기침, 통증 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먹는 감기약도 주사처럼
각각의 증상에 맞게 치료하는 방식이다.

예방주사 맞고도 걸릴 수 있나
어떤 사람들은 독감을 예방하는 백신도 소량의
바이러스를 주사해 면역력을 높이는 만큼 몸이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감기나 독감에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건 착각이다. 독감 예방

소주에 고춧가루 타 먹으면

백신은 맞은 지 약 2주 뒤에나 효과를 볼 수 있

소량의 알코올은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액

는데, 그동안 '일반 감기'에 걸린 것을 독감에 걸

순환을 촉진해 일시적으로 몸이 가뿐해지고 기

렸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분이 좋아지게 한다. 10여년 전 한 방송사에서

비타민C, 감기 예방할까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개

감기에 걸리면 비타민C를 먹고, 평상시 예방을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사

돈다.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 먹으면 좋다거나

인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한두 잔 정도를 마셨을

위해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비타

람이 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기온이 낮아

땀을 내면 더 빨리 낫는다 등의 속설이 대표적이

때는 감기 증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C의 감기 예방 효과설은 수십여년 동안 지속

지면서 바이러스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됐다

다. 과연 이런 속설은 의학적 근거가 있을까. 전

그러나 이것은 알코올에 의한 일시적인 효과일

됐다.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라이너스 폴

는 점이 꼽힌다. 하지만 사실 감기와 추위는 직

문가들은 명확히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방법으

뿐이다. 근본적인 원인 제거에는 효과가 없을뿐

링 교수는 비타민C를 먹는 것만으로 감기를 예

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게 정설이다. 실제 극지방

로 감기를 치료하다가 오히려 병이 악화하는 경

더러, 알코올은 위장과 간의 기능을 떨어뜨려 전

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영향으로 비타민C

의 경우 너무 추워서 오히려 바이러스가 서식하

우가 있는 만큼 여러 속설을 맹신해서는 안 된

체적인 컨디션을 나쁘게 한다. 고춧가루를 탄 소

열풍이 불었고, 동시에 비타민C와 감기 예방에

지 못해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드물다. 이런 감

다고 권고한다.

주를 먹는 것보다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수

관한 연구도 진행됐다. 2004년에 29개의 관련

분과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는 게 최선이다.

연구결과를 종합한 메타분석 결과를 보면 비타민

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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