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陰虛證의 임상적 질환 범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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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re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yin deficiency interpreted with a perspectiv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d a modern perspective a study and assigning modern diseases to yin deficiency

pattern types. Clinical papers were searched in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CNKI) from 1995 to 2013.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yin deficiency written in the 『Neijing』 has been understood in many ways. It is

translated such as deficiency of yin qi, inner qi, essence, cubit pulse, yin meridians qi, viscera yin and kidney. Second,

yin deficiency pattern are related with disorders of the endocrine system, immunity, energy metabolism, blood

circulation, cytokine, microelements, lipid metabolism and capability of getting rid of oxygen free radicals. Third, from

pattern types, diverse diseases classified in types involving the heat from yin deficiency, which reflects pathologic

conditions of deficiency heat which is distinct characteristics of yin deficiency pattern. Various diseases classified in

types related with liver or kidney are reported, which reflects two viscera are more related with yin deficiency than

other viscera. Fourth, levels of pattern types surveyed are more specific than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KCD) and specific enough to be applied clinically. This article surveyed the categories of modern diseases

yin deficiency pattern types is assigned to but the detailed relation between them will be necessary to be studi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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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陰虛에 대한 해석은 차이가 있는데 陰의 의미에 대해 다양

하게 해석하고 陰液, 陰精, 陰血, 陰氣 등의 기본개념과 그들 간

의 관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陰

虛의 용어 해설을 살펴보면 ‘陰’字는 각종 사전에서 陰分, 陰液,

陰津, 精, 血, 津, 液 등의 물질로 해석하며 각 臟腑에서는 津, 液,

血, 精 등으로 나누어 인식하고 있다. 孫廣仁 主編의 『中醫基礎

理論』에서는 陰虛를 “인체 陰氣不足으로 陰이 陽을 제어하지

못하여 陽氣가 상대적으로 偏盛하여 나타나는 虛性 亢進의 병리

상태”라고 설명한다1). 여기서는 陰虛가 陰氣虛를 의미하고 精虛,

血虛, 津液虧虛로 보고 있지는 않다. 陰虛를 陽虛와 같이 인체 氣

일부분의 虧虛로 보며 둘 다 氣虛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다르게 印會河 主編의 『中醫基礎理論』에서는

陰虛를 인체 내의 陰의 속성에 부합하는 물질의 부족으로 津, 液,

精, 血 등의 물질 부족을 말하며2) 각 臟腑의 생리특징과 관련되

면 각각의 含義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3)

.

국내에서 보고된 陰虛 관련 연구는 그 수와 범위가 제한적

인데 그 예를 들면 서양의 진단체계와의 비교 연구4,5), 임상자료
6,7)

, 특정 병명과 관련된 陰虛 辨證의 지표 산출
8)

등이 있다.

지금은 한의학계에서도 의료기기를 도입하여 적용하기도 하

며 환자들의 현대 질병명을 참조하는 등 한의학적 지식만으로

환자를 치료하기는 충분하지 않은 시점이다. 그러나 현대 질병이

나 현대 의학의 진단 정보로 한의 치법을 적용하기에는 둘 사이

의 차이가 크며 임상적으로 적용 가능할 정도의 관련성을 세부

적으로 정의한 자료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올바른 치법을 적용

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한의 변증명으로 판단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에 현대 질병 및 진단 정보와 한의 변증명과의 관련성을 살펴

봄으로써 현대 질병을 한의학적으로 또는 한의 변증명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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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현대 의학 정보로 이해하여 한의 변증의 표준화 작업에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한의학

辨證名 중 대표적인 陰虛證을 주제로 하여 陰虛에 대한 한의학

적 의미와 현대적 해석을 알아보고 현대 학자들의 임상 연구 논

문을 통해 陰虛證을 현대 질병명의 어떤 범주로 인식하고 있는

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장기적인 목표로 나

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첫째, 辨證, 辨病, 疾病別로 임상

적용에 적합한 辨證 기준 및 세분화된 결과를 도출하여 현대 병

명과의 비교에 한의학 기준의 주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임상 변증의 정밀화에 기여하고

한의학 진단 표준화 및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등 한의학 체계

화를 위한 작업에 보완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임상 변증

에 대한 체계화, 정형화된 자료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임상 적

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한다. 넷째, 임상 활용에 적합한 질병, 병

증, 처방 등을 규정하여 표준화된 임상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9)

.

연구방법

1. 『內經』을 중심으로 陰虛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2. 한의학적 陰虛證이 현대 의학적으로 어떤 질환의 범주에 속하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 중국(China Academic Journals :

CAJ) 등에서 발표된 논문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론

1. 『內經』의 陰虛 의미

『內經』에는 陰虛가 11곳에서 보이는데 각각의 의미를 다

르게 해석하고 있다. 孫廣仁, 盧紅蓉, 薛紅 세 사람이 해석, 분류

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孫廣仁은 『內經』 중의 陰虛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陽氣虛의 상대적 개념으로 陰氣가 虧虛하여 涼潤, 寧靜

기능이 감퇴하여 虛熱內生의 病理狀態를 보이는 것으로, 陽虛와

같이 氣虛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았다. 둘째는, 위치에 따른 차이

를 陰陽으로 구분하여 外와 上의 氣不足을 陽虛로 보고 內, 下의

氣不足을 陰虛로 보았다. 셋째는, 氣가 陽에 속하는 것에 대비하

여 精虛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상 세 가지 해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陰氣虛로

해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素問』「評熱病論」에 “邪氣가

침입할 때는 正氣가 반드시 먼저 虛한 것이니 陰이 虛하면 陽邪

가 반드시 침입하므로 숨이 차고 가끔씩 열이 나면서 땀이 난

다.”1)라고 하여 氣는 正氣이고 陰虛는 正氣 중의 陰氣虛라고 해

석하였다. 여기에서 陰氣는 人體의 氣 중에서 涼潤 작용을 하여

陽熱邪氣를 억제하는 부분으로 陰氣虛하면 陽熱邪氣가 침입하여

熱性病證을 나타내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素問』

「陰陽別論」에 “陰虛하고 陽搏하는 것을 일러 崩이라고 한다

1) 『素問』「評熱病論」 “邪之所湊, 其氣必虛。陰虛者陽必湊之, 故少氣

時熱而汗出也。”

.”2)라고 하여 血崩의 脈象을 陰脈虛弱, 陽脈搏急하다고 설명하고

있고 『靈樞』「終始」에 “陰이 虛하고 陽이 盛하면 먼저 그 陰

을 補하고 나중에 陽을 瀉하여 이를 알맞게 한다.”3)라고 하여 陰

虛는 陰氣虛로 이해하였다. 또 『靈樞』「邪客」에 “만일 厥氣

가 五臟六腑에 침범하면 …… 陰分이 虛해지므로 잠을 자지 못

하게 된다.”4)라고 하여 陰虛를 陰氣虛로 설명하였다.

둘째, 內, 下의 氣不足으로 해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素問』「瘧論」에 “이는 病邪가 腎에 간직되어 있다가

그 氣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陰은 虛하고

陽은 盛한 것이니 陽이 盛하면 發熱하게 된다.”5)라고 하여 陰虛

를 陰氣不足으로 보아 陰陽 二氣의 對立制約으로 瘧疾의 寒熱病

機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素問』「瘧論」에 “瘧疾

이 막 發作할 때는 …… 陰分의 氣가 극도로 왕성해지면 다시 陽

分으로 나와서 陽氣가 外表에 많이 모이게 되면 陰은 虛하고 陽

은 實하게 되므로 먼저 發熱하면서 渴症이 난다.”6)와 『素問』

「瘧論」에 “陰陽이 위아래로 싸워서 虛와 實이 번갈아 일어나

니 陰과 陽이 서로 옮겨가는 것이다. …… 陽이 盛하면 밖으로

熱이 나고 陰이 虛하면 안으로 熱이 나기 때문에 喘息과 渴症이

발생하므로 찬물을 마시려고 한다.”7)와 『素問』「調經論」에

“옛 醫經에 陽虛하면 外寒하고 陰虛하면 內熱하며 陽盛하면 外

熱하고 陰盛하면 內寒한다.”8)라고 하여 陰虛를 內에 있는 氣不

足 즉, 陰氣不足으로 보고 內의 氣가 부족하면 精微 물질을 산포

하지 못하고 鬱滯不通하여 發熱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素

問』「調經論」에 “帝曰: 陰虛하면 內熱이 발생하는 것은 어째

서인가? 岐伯曰: 勞倦하여 形氣가 衰少하고 穀氣가 充滿하지 않

으면 上焦가 運行되지 않고 下脘이 通行하지 않아 胃氣가 灼熱

하게 되어 熱氣가 胸中을 熏滿하므로 內熱하게 된다.”9)라고 하

여 陰虛를 內에 있는 氣不足으로 해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精虛로 분류한 내용은 『靈樞』「本神」에 “五

藏은 精의 貯藏을 주재하니 損傷되어서는 안된다. 損傷을 받게

되면 精을 지키지 못하여 陰虛하게 되고 陰虛하면 氣가 없어지

고 氣가 없어지면 죽게 된다.”10)라고 하여 精虛를 陰虛 그리고

氣虛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 五臟이 藏精하고 精이 化氣

하므로 臟이 傷하면 精虛하고 精虛하면 無氣以生하고 無氣하면

2) 『素問』「陰陽別論」 “陰虛陽搏, 謂之崩。”

3) 『靈樞』「終始」 “陰虛而陽盛, 先補其陰, 後瀉其陽而和之。”

4) 『靈樞』「邪客」 “今厥氣客於五臟六腑, 則衛氣獨衛其外, 行於陽不得

入於陰, 行於陽則陽氣盛, 陽氣盛者陽蹻陷, 不得入於陰, 陰虛, 故目不

瞑。”

5) 『素問』「瘧論」 “此病藏於腎, 其氣先從內出之於外也。如是者, 陰虛

而陽盛, 陽盛則熱矣。”

6) 『素問』「瘧論」 “夫瘧之始發也, 陽氣並於陰, 當是之時, 陽虛而陰盛,

外無氣, 故先寒栗也。陰氣逆極, 則複出之陽, 陽與陰複並於外, 則陰虛

而陽實, 故先熱而渴。”

7) 『素問』「瘧論」 “陰陽上下交爭, 虛實更作, 陰陽相移也。陽並於陰,

則陰實而陽虛。陽明虛則寒栗鼓頷也, 巨陽虛則腰背頭項痛, 三陽俱虛

則陰氣勝, 陰氣勝則骨寒而痛。寒生於內, 故中外皆寒。陽盛則外熱,

陰虛則內熱, 外內皆熱則喘而渴, 故欲冷飲也。”

8) 『素問』「調經論」“經言陽虛則外寒, 陰虛則內熱, 陽盛則外熱, 陰盛

則內寒, 餘已聞之已矣。”

9) 『素問』「調經論」“帝曰: 陰虛生內熱奈何? 岐伯曰: 有所勞倦, 形氣衰

少, 穀氣不盛, 上焦不行, 下脘不通,胃氣熱, 熱氣熏胸中, 故內熱。”

10) 『靈樞』「本神」 “是故五藏, 主藏精者也。不可傷, 傷則失守而陰虛,

陰虛則無氣, 無氣則死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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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는 것으로 설명하였다10,11).

盧紅蓉은 陰虛를 中土受傷(形氣衰少), 尺脈不足, 五臟精虧,

腎虛, 陰經氣虛의 5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첫째, 『素問』「調經

論」9)에서의 “陰虛生內熱”을 中土受傷, 形氣衰少로, 둘째, 『素

問』「陰陽別論」2)에서의 陰陽을 取脈하는 부위 즉, 寸脈을 陽

으로 尺脈을 陰으로 보고 虛는 부족을 말하므로 陰虛를 尺脈不

足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靈樞』「本神」10)에서의 陰虛는 五

臟精虧를 뜻하는 것으로, 넷째, 『素問』「評熱病論」1)에서의 陰

虛는 腎虛, 腎中精氣不足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靈

樞』「終始」3), 『靈樞』「邪客」4), 『素問』「瘧論」5-7)에서의

陰과 陽은 陰經과 陽經 즉, 手足陽經과 手足陰經을 뜻하며 陰虛

는 陰經氣虛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12)

.

그리고 薛紅은 陰虛를 內傷致病, 臟陰不足, 五臟精虧, 尺脈

無力, 氣口脈虛, 陰分氣虛의 6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첫째, 『素

問』「調經論」에 “帝曰: 陰에서 發病한 것 중에서 虛證이 생기

는 것은 어째서인가? 岐伯曰: 기쁘면 氣가 아래로 내려가고 슬프

면 氣가 없어지니 氣가 없어지면 脈이 空虛하고 寒飲한 음식을

먹어서 寒氣가 薰滿하면 血은 엉기고 氣는 없어지므로 虛라고

한다.”14)11)에서의 陰虛는 七情이나 음식으로 인한 內傷致病이 된

것으로 분류하였고, 『素問』「調經論」9)에서의 陰虛는 勞倦內

傷으로 인한 形氣衰少로 해석하였다. 둘째, 『素問』「評熱病

論」1)에서의 陰虛는 臟陰不足으로, 셋째, 『靈樞』「本神」10)에

서의 陰虛는 五臟精虧로, 넷째, 『素問』「陰陽別論」2)에서의 陰

虛는 尺脈無力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다섯째, 『靈樞』「終始」
3)

에서의 陰虛는 陰脈이 虛弱한 것으로 人迎이 陽, 氣口가 陰에 속

하므로 氣口脈虛로 분류하였고 마지막으로, 『靈樞』「邪客」4)

에서의 陰을 陰分 즉, 陰經으로 보아 陰虛는 陰分의 營氣不足으

로, 『素問』「瘧論」5-7)에서의 陰虛는 陰氣不足인 陰分正氣의

虛로 해석하였다13). 이상 세 가지의 분류를 요약하면 아래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classification of yin deficiency in Neijing

내 용 孫廣仁 盧紅蓉 薛紅

『素問』「評熱病論」 陰氣虛 腎虛 臟陰不足

『素問』「陰陽別論」 陰氣虛 尺脈不足 尺脈無力

『靈樞』「終始」 陰氣虛 陰經氣虛 氣口脈虛

『靈樞』「邪客」 陰氣虛 陰經氣虛 陰分氣虛

『素問』「瘧論」 在內之氣不足 陰經氣虛 陰分氣虛

『素問』「調經論」 在內之氣不足 中土受傷, 形氣衰少 內傷致病

『靈樞』「本神」 精虛 五臟精虧 五臟精虧

2. 陰虛證의 현대적 의미

일반적으로 陰虛證을 내분비, 면역, 에너지 대사, 혈액 순환,

cytokine, 미량원소 함량, 지질대사, 활성산소 제거 기능 등의 이

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혈액 계통으로는 陰虛證에서 全血比粘度, 血漿比粘度,

全血還元比粘度가 정상에 비해 높고, 적혈구 용적률이 낮고, 섬

유단백원과 적혈구 침강 속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11) 『素問』「調經論」 “帝曰: 陰之生虛奈何? 岐伯曰: 喜則氣下, 悲則氣

消, 消則脈虛空 因寒飲食, 寒氣薰滿, 則血泣氣去, 故曰虛矣。”

둘째, 내분비 계통으로는 陰虛證에서 혈장 내 코티솔 농도가 현

저히 높고 백혈구의 glucocorticoid receptor가 조금 높으며, TRH

는 증가하고 혈청 TSH, FT3, FT4는 감소하고 혈청 rT3는 높으며,

혈청 E2 함량이 현저히 높고 FSH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관상동맥질환 心陰虛 환자의 뇨중 17-하이드록시코르티

코스테로이드의 변화는 시상하부-뇌하수체전엽-부신피질계의 호

르몬 분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셋째, 면역

계통으로는 陰虛證에서 IL-1, TNF 등의 cytokine으로 인한 유전

자 표현 이상과 cytokine 체계에 교란이 생긴다고 하고 腎陰虛證

에서 ANP가 높고 IL-2는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

고 IgG와 IgM와 IgA가 정상보다 높고 림프구 아형인 CD3, CD4

는 현저히 낮고 CD9은 현저히 높게 나타나서 腎陰虛證에 림프

구 쇠약이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 넷째, 생물화학 계통으로는

陰虛證이 혈청 비타민 A, E와 혈청 티로신과 관련이 있다고 하

고 타액 내 Na+과 K+의 농도와 적혈구 변형지수로 교감신경 흥

분, 부신피질 기능 항진, 적혈구 변형기능 손상 등을 알 수 있으

며 cAMP 증가, Cu와 Fe의 함량 증가, Zn/Cu 비율의 현저한 감

소, Mg 함량의 감소가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섯째, 신경

계통으로는 陰虛證에서 부교감신경 흥분 감소, 교감신경 항진 상

태가 보인다고 하고 陰虛 환자의 心煩失眠, 潮熱盜汗 증상은 대

뇌피질 억제작용이 감퇴되고 교감신경이 항진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관상동맥질환 心陰虛 환자는 도파민-β-hydroxylase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여섯째, 지질대사 계통으로는 腎陰

虛 환자는 혈청 TG와 LDL-Ch 함량이 높고 HDL-Ch과 apoA1은

낮게 나타나고 肝腎陰虛 환자는 레시틴-콜레스테롤아실전달효소

(LCAT)가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腎陰虛에서 스핑고미엘

린(SM)이 상승하고 포스파티딜 콜린(PC)은 감소하여 SM/PC비

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곱째, 활성산소 측면에

서 腎陰虛 환자에서 자유기 함량과 과산화지질(LPO) 함량이 높

고 SOD 활성이 낮게 나타나서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떨어짐을

보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舌面의 pH가 陰虛證에서는 산성에

치우치고 陽虛證에서는 알칼리성에 치우치는 환자 점유율이 많

다고 보고하고 있다
14-16)

.

申維璽 등은 cytokine 체계 교란과 질병 발생과정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陰虛證에 대한 관련성을 설명하는데 陰虛證

에서 보이는 교감신경 흥분성 상승, 부교감신경 흥분성 감소와

부신피질 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 교란, cAMP 활성 상

승, 면역기능 감소, Zn 감소, Cu 증가, Zn/Cu 비율 감소 등을

IL-1의 기능으로 설명하고 있다. 陰虛證의 전형적인 질환인 결핵,

류마티스 관절염과 염증성 장질환과 같은 자가 면역질환, 고혈

압, 자가 면역성 갑상선 기능항진증, 당뇨 등에 대해 IL-1, TNF

등의 cytokine 분비가 많으며 이를 억제하면 환자의 陰虛證 유사

증상이 개선된다고 설명하고 있다17).

林明武 등은 脾陰虛證을 현대의학 지식으로 해석하였는데

IgG, 혈장 총단백, cAMP/cGMP 비율이 낮은 것을 脾陰虛證에서

체액 면역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AchE와 cGMP가 상

승하고 D-xylose 배설률과 혈장 cAMP가 감소하는 것을 脾陰虛

證의 運化失司와 관련하여 자율신경기능 교란, 부교감 신경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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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cases of diseases related with kidney

병 명 증 명 처 방 치 법 보 고 자 총 유 효 율
사 구 체 간 질  증 식 성
(메 산 지 움  증 식 형 ) 

사 구 체 신 염
陰虛濕熱型 益腎祛濕方 養陰祛風, 清熱利濕 餘俊文19 ) 유 효

慢性 신 부 전 陰虛火旺型 滋陰清利湯 滋陰生血, 清熱利尿 常崢20 ) 71 .05%

치 주 질 환 陰虛火旺型 知柏地黃湯加減 滋陰降火, 涼血止痛 趙夢麗21 ) 77 .14%

류 마 티 스  관 절 염
陰虛絡熱型 清絡通痹顆 養陰清熱, 宣痹通絡 周學平

22 ) 90 .48%

肝腎陰虛型 補腎壯骨丸 補益肝腎, 祛風通絡止痛 梅德祥23 ) 76 .75%

갱 년 기  장 애 肝腎陰虛型 滋腎生肝法 不養腎陰, 涵養肝木, 清心安神 馬東玉
24 ) 93 .33%

배 란 기  출 혈
腎陰虛血熱型 補腎涼血調經方 全雪芬

25 ) 95 .5%
陰虛血虧型 六味地黃丸合歸脾丸 補腎養陰, 健脾益氣, 補血養心 周敏鳳

26 ) 97 .36%

기 능 성  자 궁 출 혈
腎陰虛型 폐 경 기 左歸丸

六味地黃丸
周紅梅27 ) 95 .6%

86 .7%
肝腎陰虛型 사 춘 기 功血飲 滋陰清熱, 調補肝 陳霞28 ) 100%

다 낭 성  난 소 증 후 군
陰虛火旺型
腎虛血瘀型
腎虛痰濕型

補腎活血調周法

월 경  후  補腎填精
배 란 전  溫陽補腎, 理氣活血

배 란  후  補腎溫陽
월 경  전  活血通經

徐蓮薇
29 )

82 .35%
82 .76%
77 .78%

면 역 성  불 임
肝腎陰虛型 滋陰消抗湯

滋補肝腎, 養血調經, 補益沖任, 
消除抗體

陳梅30 ) 유 효

陰虛型 滋陰抑抗湯 益腎養陰, 清肝瀉火 湯月萍31 ) 95%
발 기 부 전 腎陰虛型 育陰起萎湯 滋腎陰, 通腎陽, 疏肝鬱, 舉宗筋 陳華32 ) 유 효

Table 4. Clinical cases of diseases related with spleen

병 명 증 명 처 방 치 법 보 고 자 총 유 효 율
慢性 泄瀉 脾陰虛型 健脾養陰法 林穗芳3 9 ) 85 .71%

위 축 성  위 염
肝胃陰虛型 加味一貫煎 益氣養胃, 健脾運中, 活血化瘀 李穎4 0 ) 95 .31%
脾陰虛型 脾陰一號丸 滋陰益氣、 補脾養胃 楊尚榮4 1 ) 91%

陰虛絡瘀型 潤降益胃湯 滋陰養胃, 通絡散瘀止痛 李衛強4 2 ) 86 .67%

소 아  거 식 증
脾胃陰虛型 加味益胃湯 祛積, 行氣, 複陰 周黎黎4 3 ) 유 효
脾陰虛型 理脾陰正方 滋脾養陰, 健脾益氣 王棉娟4 4 ) 95%

구 강  작 열 감  증 후 군 肝腎陰虛型 灼口湯 滋陰清熱, 涼血活血 周兵4 5 ) 77 .27%

Table 3. Clinical cases of diseases related with heart

병 명 증 명 처 방 치 법 보 고 자 총 유 효 율

빈 맥
陰虛火旺型 苦黃增液湯 滋陰瀉火, 寧心複脈 李柏淼33 ) 87 .10%
氣陰兩虛型 炙甘草湯加味 益氣養陰, 寧心複脈 吳磊34 ) 86 .21%

폐 성 심 肺陰虛型 소 염 제 와  百合固金湯加味 養陰清熱, 潤肺化痰 王玨35 ) 91 .18%
흉 비 陰虛陽亢型 胸痹3號方 滋腎平肝, 理氣活血 何紅濤36 ) 92%

고 혈 압
肝腎陰虛型 加味大補地黃湯 育陰潛陽, 滋養肝腎 王勉37 ) 97 .09%
陰虛陽亢型 潛陽熄風膠囊 滋陰潛陽 魯培培38 ) 91 .7%

항진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脾陰虛證 환자의 혈류동태학

적 변화에는 全血比粘度, 血漿比粘度, 적혈구 침강률의 증가가

보이며 이로 인해 미세순환 장애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8)

.

3. 陰虛證의 임상 질환 범위 조사

CAJ에서 陰虛와 관련하여 1995년부터 2013년까지의 임상

논문 500여편을 조사하였고 陽虛證과 비교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陽虛관련 자료는 동의생리병리학회지 Vol.27 No.2의 ‘陽虛證

의 임상적 질환 범위에 대한 고찰’을 참조하였다.

1) 腎 관련 질환

다낭성 난소 증후군, 면역성 불임, 발기부전, 관절염, 골다공

증, 신부전, 신염, 당뇨병성 신장증 등은 病因病耭가 다르지만 陽

虛, 陰虛 모두에서 나타나며, 남성 감정자증․약정자증, 황체기

능부전, 배란장애 불임 등은 陽虛에서 보이고, 류마티스 관절염,

갱년기장애, 자궁출혈 등은 陰虛로 인한 질환으로 보고되었다.

陰虛證의 腎 관련 질환 임상 사례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2) 心 관련 질환

부정맥, 胸痹, 폐성심, 고혈압 등은 陽虛와 陰虛 모두에서 나

타나며, 심부전은 陽虛에서, 심근경색은 陰虛에서 나타나는 질환

으로 보고되었다. 陰虛證의 心 관련 질환 임상 사례를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3) 脾 관련 질환

설사와 변비는 陰虛, 陽虛 모두에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설

사는 陽虛로 인한 경우가 많고 변비는 陰虛로 인한 것이 많다.

결장염은 陽虛로, 위염은 陰虛로 인한 것으로 보고된 것이 많다.

구내염은 陰虛, 陽虛 모두에서 나타나며, 구강 작열감 증후군, 위

-식도 역류 질환 등은 陰虛로 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陰虛證의

脾 관련 질환 임상 사례를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4) 肝 관련 질환

간염, 간경화, 건조증후군, 재생 불량성 빈혈 등은 陰虛, 陽

虛에서 모두 나타나고, 간암, 안구 건조증, 망막색소변성, 황반변

성, 백내장, 기미,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중풍 등은 陰虛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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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linical cases of diseases related with liver

병 명 증 명 처 방 치 법 보 고 자 총 유 효 율

간 암
肝腎陰虛兼脾氣虛型 補腎健脾方 羅春蕾4 6 ) 50%

肝腎陰虛型 一貫煎加減 黃偉賢4 7 ) 90 .24%
만 성  간 염 肝腎陰虛型 養陰疏肝湯 養陰清熱, 滋補肝腎 溫豔東4 8 ) 95 .24%

건 조 증 후 군 (쇼 그 렌  증 후 군 )
陰虛絡滯型 生津顆粒 滋陰通絡, 宣肺布津 陸燕4 9 ) 83 .3%
脾胃陰虛型 益胃湯合玉女煎加減 潤肺益氣養陰, 清熱布津 覃海5 0 ) 92%

갑 상 선 기 능  항 진 증
陰虛火旺型 二冬湯加減 養陰清火, 化痰散結 魏小玲5 1 ) 93 .33%
陰虛陽亢型 甲亢寧과  Th iam azo le 滋陰潛陽, 化痰散結 林蘭5 2 ) 97 .1%

안 구  건 조 증
肺腎陰虛型 玄麥地黃湯 蒲海生5 3 ) 96 .7%
肝腎陰虛型 幹眼Ⅰ 號顆粒 滋補肝腎, 生津潤燥 韋東5 4 ) 77 .1%

망 막 색 소 변 성 증 肝腎陰虛型 明目地黃湯加減 滋補肝腎， 活血明目 羅丹5 5 ) 80 .48%
망 막 색 소 변 성 증 과  

老年黃斑變性
肝腎陰虛型 滋陰明目丸 滋補肝腎, 活血化瘀 李傳課5 6 ) 78 .8%

당 뇨  망 막  변 증 肝腎陰虛證 明目地黃湯과  레 이 저  치 료 益氣, 滋腎, 祛瘀 唐犀麟
5 7 ) 유 효

망 막 정 맥 폐 쇄 陰虛陽亢型 天麻鉤藤飲加味
平肝熄風, 補益肝腎, 滋陰清熱, 

活血化瘀
張雋5 8 ) 82 .14%

白內障 肝腎陰虛型 明目退翳湯
滋補肝腎, 平肝明目, 活血祛瘀, 

散結明目
林瑩5 9 ) 97 .0%

특 발 성  혈 소 판  감 소 성  
자 반 증

陰虛血熱型 滋腎升板湯 滋腎填精, 益氣養陰, 活血化瘀 劉世研6 0 ) 87 .5%

陰虛血熱型
參芪益氣生血合劑와  소 용 량  

g lu co co rtico id 瀉火止血, 健脾益腎 胡明輝
6 1 ) 84 .3%

재 생 불 량 성 빈 혈 腎陰虛型 補腎生血方 補腎益精填髓, 滋陰益氣生血 李宏民6 2 ) 85 .0%

중 풍

陰虛風動型 
出血性中風

鎮肝熄風湯加減 鎮肝熄風, 滋陰潛陽, 化瘀開竅 常曉
6 3 ) 93 .3%

陰虛陽亢型 
缺血性中風

天智顆粒 補益肝腎, 平肝潛陽, 清熱活血 馬雲枝6 4 ) 96 .7%

陰虛血瘀型 補陰活血起廢湯 益陰扶正, 祛瘀通絡 劉華6 5 ) 85 .33%

Table 6. Clinical cases of diseases related with lung

병 명 증 명 처 방 치 법 보 고 자 총 유 효 율
폐 결 핵 陰虛毒瘀型 癆康湯과  항 결 핵  치 료 扶正補虛, 解毒活血 鄧紅霞66 ) 89 .6%

기 침 성  천 식
陰虛肺熱型 潤肺湯 補益脾腎, 潤肺止咳 魏廣州67 ) 96%
肺胃陰虛型 培土生金法 陳領然68 ) 97 .4%

기 관 지  천 식  慢性持續期 肺腎陰虛.痰熱內蘊型 清養化痰方 滋補肺腎, 化痰平喘 徐立然69 ) 92 .7%

咽頭炎
肺胃陰虛型 咽炎散 養陰清肺, 解毒利咽 張念武70 ) 99 .5%
肺腎陰虛型 滋陰利咽湯 滋陰潤燥, 清熱利咽, 止癢散結 李硯民71 ) 97 .0 6%

G lu co co rtico id  의 존 성  
피 부 염 陰虛血熱型 五花飲加減 滋陰清熱, 祛風止癢 王臣平72 ) 92 .4%

顏面 再發性 피 부 염 皮炎湯加減 清熱涼血, 祛風止癢 藍海冰73 ) 89 .4%
斑塊狀 건 선 陰虛陽亢型 樂銀煎膏劑 清熱解毒, 滋陰散結 楊洪浦74 ) 85%

건 선 陰虛血熱型 加味消銀解毒湯 清熱解毒, 益陰涼血 周德瑛75 ) 89 .6%
전 신 성  홍 반 성  
낭 창 (루 프 스 ) 陰虛內熱型

滋陰狼瘡膠囊과  호 르 몬  
치 료 吳曉霞76 ) 95%

것으로 보고되었다.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陽虛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陰虛로 인한 질환으로 보고되었다. 陰虛證의 肝 관련

질환 임상 사례를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5) 肺 관련 질환

기관지 천식, 기침성 천식 등은 陽虛, 陰虛에서 모두 나타나

고, 폐색성 폐질환, 알레르기성 비염은 陽虛로, 폐암, 폐결핵, 기

관지염, 해수, 인두염, 피부염, 건선, 루프스 등은 陰虛로 인한 질

환으로 보고되었다. 陰虛證의 肺 관련 질환 임상 사례를 정리하

면 Table 6과 같다.

6) 당뇨 및 대사 관련 질환

당뇨는 陽虛로 인한 당뇨병성 신장증, 간성 당뇨병도 보고되

었으나 陰虛로 인한 보고가 많다. 대사증후군은 陽虛, 陰虛 모두

나타나는 질환으로 보고되었다. 陰虛證의 당뇨 및 대사 관련 질

환 임상 사례를 정리하면 Table 7과 같다.

7) 불면, 초조 관련 질환

불면, 초조는 陽虛, 陰虛 모두에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보고

되었다. 陰虛證의 불면, 초조 관련 질환 임상 사례를 정리하면

Table 8과 같다.

8) 頭部 관련 질환

두통과 현훈은 陽虛, 陰虛 모두에서 나타나고, 알츠하이머,

뇌위축증은 陽虛로, 파킨슨병, 뇌경색, 기억장애는 陰虛로 인한

질환으로 보고되었다. 陰虛證의 頭部 관련 질환 임상 사례를 정

리하면 Table 9와 같다.

9) 소아 질환

성조숙증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감각통합장애 등은

陰虛로 인한 질환으로 보고되었다. 소아 질환 임상 사례를 정리

하면 Table 10과 같다.

10) 암 관련 질환

암 관련 질환은 陽虛와 비교할 때 陰虛로 인한 사례가 더 많이

보고되었다. 암 관련 질환 임상 사례를 정리하면 Table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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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linical cases of diabetes mellitus and metabolic syndrome

병 명 증 명 처 방 치 법 보 고 자 총 유 효 율

당 뇨

陰虛內熱型 2型 清熱養陰湯 滋陰增液, 清熱除煩 霍守桃7 7 ) 94 .0%
陰虛燥熱型 2型 胰島素과  한 약 喻紅7 8 ) 유 효
陰虛津傷型 2型 增液消渴湯 養陰生津止渴 李天虹7 9 ) 96%

陰虛型 六味地黃湯 朱健南8 0 ) 92 .11%
陰虛熱盛型 2型 平抑舒 清熱潤燥, 養陰生津 李萍 8 1 ) 86 .67%
陰虛血淤型 2型 協定方 滋陰補腎益氣, 活血化淤 鄭敏8 2 ) 86 .7%
胃熱陰虛型 2型 加味玉女煎 清胃瀉熱, 養陰生津 陳焱8 3 ) 90 .47%

당 뇨 병 성  신 장 증 陰虛濕熱型 丹芍湯 養陰清虛熱 伍新林8 4 ) 76 .19%
대 사 증 후 군 陰虛血瘀型 丹桔顆粒 畢寧娜8 5 ) 87 .5%

Table 8. Clinical cases of insomnia

병 명 증 명 처 방 치 법 보 고 자 총 유 효 율

불 면
肝腎陰虛型 烏菟湯加減 滋陰清熱, 寧心安神 李懷玉8 6 ) 96 .2%

陰虛火旺型 固本清心湯
補脾腎, 生氣血, 濟心火, 滋腎水, 

養心神
楊麗華8 7 ) 91 .7%

Table 9. Clinical cases of diseases related with head

병 명 증 명 처 방 치 법 보 고 자 총 유 효 율

뇌 경 색

陰虛陽亢型 鎮肝熄風湯 成穀華8 8 ) 91 .7%
陰虛風動型 二冬赭牡湯 滋陰潛陽, 息風通絡 方振中8 9 ) 90 .77%

肝腎陰虛型 회 복 기 左歸丸 滋腎填精 陳武傑9 0 ) 92 .0%

肝腎陰虛.風陽上擾型
鎮肝熄風湯加減과  p ue ra r in  

주 사 액 滋陰潛陽, 鎮肝熄風 周自祥9 1 ) 91 .38%

陰虛血瘀型 회 복 기  柔肝通絡湯 滋陰活血通絡 趙瑞成9 2 ) 85 .0%
기 억 장 애 肝腎陰虛型 腦力寶 補腎健腦, 安神定驚 王健9 3 ) 유 효

Table 10. Clinical cases of diseases in children

병 명 증 명 처 방 치 법 보 고 자 총 유 효 율
성 조 숙 陰虛火旺夾痰濕型 早熟3號 養陰清熱, 疏肝解鬱, 散結止痛 陳祺9 4 ) 91 .7%

주 의 력 결 핍  과 잉 행 동 장 애

陰虛陽亢型 知柏地黃丸加減 滋補肝腎, 育陰潛陽, 寧神謐智 王玲9 5 ) 93 .3%

腎陰不足肝陽偏旺型 益智寧神顆粒
益腎填精益智, 寧心安神, 

柔肝清火
李亞平9 6 ) 89 .66%

肝腎陰虛型 多動康膠囊 滋陰潛陽, 平肝安神 弓慧珍9 7 ) 93%
감 각 통 합 장 애 肝腎陰虛型 六味地黃湯加減 補益肝腎, 安神定志 鄧雪梅9 8 ) 유 효

Table 11. Clinical cases of cancer

병 명 증 명 처 방 치 법 보 고 자 총 유 효 율

악 성  종 양 陰虛內熱型 
養陰口服液과  

消瘤Ⅱ 號口服液
養陰清熱解毒 石曉蘭9 9 ) 86 .96%

頸部 림 프 절  결 핵 陰虛火旺型 消瘰沖劑와  약 물 치 료 滋陰降火, 消腫散結 許費昀1 00 ) 97 .78%

고 찰

『內經』 중의 陰虛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데 孫廣仁은 陰氣

虛, 在內之氣不足, 精虛로 해석하였고, 盧紅蓉은 中土受傷ž形氣衰

少, 尺脈不足, 五臟精虧, 腎虛, 陰經氣虛의 5가지로 분류하였고,

薛紅은 內傷致病, 臟陰不足, 五臟精虧, 尺脈無力, 氣口脈虛, 陰分

氣虛의 6가지로 해석하였다. 『素問』「評熱病論」에서는 陰氣

虛와 臟陰不足으로 해석하여 陰氣로 보는 것과 臟陰으로 보는

차이가 있다. 『素問』「調經論」과 『靈樞』「本神」은 세 사

람 모두 유사하게 해석하였고 『素問』「陰陽別論」에 대해서는

孫廣仁은 陰氣虛로 본 반면 두 사람은 脈象으로 해석하였다. 그

리고 『靈樞』「終始」는 陰氣虛, 陰經氣虛, 脈虛로, 『靈樞』

「邪客」에 대해서는 陰氣虛, 陰經氣虛, 陰分氣虛로, 『素問』

「瘧論」은 在內之氣不足, 陰經氣虛, 陰分氣虛로 다르게 해석하

였다. 孫廣仁은 많은 부분에서 陰虛를 氣虛 범주에 속하는 陰氣

虛로 해석하고자 하였고 上下內外 위치 개념을 적용한 특징이

있다.

陰虛證의 질환을 韓醫辨證型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陰虛로 인해 발생한 熱이 포함된 것으로는 陰虛濕熱型에 메

산지움 증식형 사구체신염, 당뇨병 腎病 등이, 陰虛火旺型으로

慢性 신부전, 치주질환, 다낭성 난소증후군, 면역성 불임, 빈맥,

갑상선 기능 항진증, 불면, 경부 림프절 결핵, 盜汗 등이, 陰虛火

旺夾痰濕型으로 성조숙이, 陰虛陽亢型으로 흉비, 고혈압, 갑상선

기능 항진증, 망막정맥폐쇄, 결혈성 중풍, 斑塊狀 건선, 뇌경색,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이 보고되었다. 그리고 陰虛絡熱型

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陰虛血熱型으로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Glucocorticoid 의존성 피부염, 건선 등이, 陰虛內熱型으

로 전신성 홍반성 낭창(루프스), 2型 당뇨, 악성 종양, 發熱 등이,

陰虛肺熱型으로 기침성 천식이, 陰虛熱鬱型으로 發熱이 보고되

었다. 또 당뇨는 陰虛內熱型, 陰虛燥熱型, 陰虛熱盛型, 陰虛胃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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型, 陰虛津傷型 등으로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위의 유형들은 陰

虛證의 특징인 虛熱의 병리상태를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臟腑와 관련된 유형으로는 肝腎陰虛型으로는 류마티스 관절

염, 갱년기 장애, 사춘기 기능성 자궁출혈, 면역성 불임, 고혈압,

구강 작열감 증후군, 간암, 만성 간염, 안구 건조증, 망막색소변

성증, 老年黃斑變性, 당뇨 망막 변증, 白內障, 불면, 뇌경색 회복

기, 기억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감각통합장애 등이 보

고되었고 肝腎陰虛.風陽上擾型으로 뇌경색이, 肝腎陰虛兼脾氣虛

型으로 간암이 보고되었다. 그리고 腎陰虛血熱型으로 배란기 출

혈이, 腎虛血瘀型으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腎虛痰濕型으로 다

낭성 난소증후군이, 腎陰不足肝陽偏旺型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

동장애가 보고되었다. 또한 腎陰虛型으로 폐경기 기능성 자궁출

혈, 발기부전, 재생불량성빈혈 등이 보고되었고 肺陰虛型으로 폐

성심이, 脾陰虛型으로 慢性 泄瀉, 위축성 위염, 소아 거식증 등

이, 脾胃陰虛型으로 소아 거식증, 건조증후군(쇼그렌 증후군) 등

이 보고되었고, 肺胃陰虛型으로 기침성 천식, 咽頭炎 등이, 肺腎

陰虛型으로 안구 건조증, 咽頭炎 등이, 肺腎陰虛. 痰熱內蘊證으

로 기관지 천식이, 肝胃陰虛型으로 위축성 위염이 보고되었다.

위 유형 중 肝腎陰虛型은 다양한 질환이 보고되어 陰虛와 밀접

한 臟腑임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陰虛型으로 면역성 불임, 당뇨, 發熱, 感冒 등이,

陰虛血虧型으로 배란기 출혈이, 氣陰兩虛型으로 빈맥이 보고되

었다. 그리고 陰虛絡瘀證으로 위축성 위염, 陰虛絡滯型으로 건조

증후군(쇼그렌 증후군), 陰虛血瘀型으로 중풍, 대사증후군, 뇌경

색 회복기 등이 보고되었고 陰虛風動型으로 출혈성 중풍, 뇌경색

등이, 陰虛毒瘀型으로 폐결핵이 보고되었다.

陽虛證과 陰虛證 두 가지 모두에서 보고된 질환으로는 다낭

성 난소 증후군, 면역성 불임, 발기부전, 관절염, 골다공증, 신부

전, 신염, 당뇨병성 신장증, 부정맥, 胸痹, 폐성심, 고혈압, 설사,

변비, 구내염, 간염, 간경화, 건조증후군, 재생 불량성 빈혈, 기관

지 천식, 기침성 천식, 당뇨, 대사증후군, 불면, 초조, 두통, 현훈

등으로 다양한 원인이 보고되거나 정확한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질환이 많다. 또는 만성 질환으로 陰虛에서 시작하여 陽虛에 영

향을 미치거나 반대로 陽虛에서 시작하여 陰虛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陽虛證으로 보고된 질환으로는 남성 감정자증․약정자증,

황체기능부전, 배란장애 불임, 심부전, 결장염, 갑상선 기능저하

증, 폐색성 폐질환, 알레르기성 비염, 당뇨병성 신장증, 간성 당

뇨, 알츠하이머, 뇌위축증 등이 있다. 그리고 陰虛證으로 보고된

질환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 갱년기장애, 자궁출혈, 심근경색,

위염, 구내염, 구강 작열감 증후군, 위-식도 역류 질환, 간암, 안

구 건조증, 망막색소변성, 황반변성, 백내장, 기미,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중풍, 갑상선 기능 항진증, 폐암, 폐결핵, 기관지염, 해수,

인두염, 피부염, 건선, 루프스, 파킨슨병, 뇌경색, 기억장애, 성조

숙증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감각통합장애 등이 있다. 그

외 암과 관련된 질환은 陽虛와 비교할 때 陰虛로 인한 사례가 더

많이 보고되었다. 陽虛證은 성호르몬과 관련된 질환과 寒性 특징

을 보이는 질환이 많고 陰虛證은 熱性 특징을 보이는 질환이 많

아 질환의 위치와 표현형태가 다름을 유추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의 변증명인 陰虛證에 배속할 수 있는 현

대 질병명의 전반적인 범위를 조사하였으며 나아가 이들 간의

상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기회

를 기약하고자 한다.

결 론

陰虛證을 주제로 하여 陰虛에 대한 한의학적 의미와 현대적

해석을 알아보고 현대 학자들의 임상 연구 논문을 통해 陰虛證

을 현대 질병명의 어떤 범주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고찰하여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內經』 중의 陰虛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데 孫廣仁은 陰氣

虛, 在內之氣不足, 精虛로 해석하였고, 盧紅蓉은 中土受傷ž形氣衰

少, 尺脈不足, 五臟精虧, 腎虛, 陰經氣虛의 5가지로 분류하였고,

薛紅은 內傷致病, 臟陰不足, 五臟精虧, 尺脈無力, 氣口脈虛, 陰分

氣虛의 6가지로 해석하였다.

陰虛證을 내분비, 면역, 에너지 대사, 혈액 순환, cytokine,

미량원소 함량, 지질대사, 활성산소 제거 기능 등의 이상으로 표

현하고 있다.

證型으로 살펴보면, 陰虛로 인한 열이 포함된 陰虛濕熱型,

陰虛火旺型, 陰虛陽亢型, 陰虛內熱型 등으로 보고된 질환이 다양

하고 많아 陰虛證의 특징인 虛熱의 병리상태를 잘 반영하는 것

으로 사료된다. 肝腎陰虛型, 腎陰虛型으로 보고된 질환이 다른

臟腑 관련 유형보다 많은데 이들이 陰虛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臟임을 알 수 있다.

陰虛證으로 腎에 관련된 질환으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면

역성 불임, 발기부전, 관절염, 골다공증, 신부전, 신염, 당뇨병성

신장증, 류마티스 관절염, 갱년기장애, 자궁출혈 등이 있다. 그리

고 心에 관련된 질환으로는 부정맥, 胸痹, 폐성심, 고혈압, 심근

경색 등이 있다. 그리고 脾에 관련된 질환으로는 설사, 변비, 위

염, 구내염, 구강 작열감 증후군, 위-식도 역류 질환 등이 있다.

그리고 肝에 관련된 질환으로는 간염, 간경화, 건조증후군, 재생

불량성 빈혈, 간암, 안구 건조증, 망막색소변성, 황반변성, 백내

장, 기미,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중풍,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이

있다. 그리고 肺에 관련된 질환으로는 기관지 천식, 기침성 천식,

폐암, 폐결핵, 기관지염, 해수, 인두염, 피부염, 건선, 루프스 등이

있다. 그 외 질환으로는 당뇨병, 대사증후군, 불면, 두통, 현훈, 파

킨슨병, 뇌경색, 기억장애, 성조숙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감각통합장애, 종양, 결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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