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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虛證의 임상적 질환 범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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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 deficiency pattern is a representative syndrome differentiation. This article is a study on to which categories

of modern diseases yang deficiency is assigned by reference to modern clinical papers and the meaning of yang

deficiency interpreted with a perspective of Korean Medicine and a modern perspective. Yang deficiency, yang qi

deficiency, lack of yang qi and yang qi debilitation are the words found in 『Nei Ching』 and yang qi can be

interpreted as something to warm, drive and arouse. Zhangzhongjing considered recovery or loss of Yang as the key

to life in 『Shanghanlun』. Danxi proposed "Yang being liable to hyperactivity, Yin being insufficient " and emphasized

pathological ministerial fire of Yang exuberance rather than physiological ministerial fire of Yang deficiency.

Zhangjingyue proposed "Yang not being in excess, Yin being often deficient" and understood growth and decline of

yin qi are all led by yang qi and put emphasis on true yin in addition to yang qi. Diseases of yang deficiency pattern

are related with decline of metabolic level, hypofunction of internal secretion, disorder of immune function, disorder of

automatic nerve system, sympathetic nerve inhibition, metabolic disorder of microelements, increase of cGMP, change

of microcirculation, low speed of blood stream, kidney malfunction. Diseases related with kidney are sterility, polycystic

ovary syndrome, spinal stenosis, edema, renal failure, IgA nephropathy, erectile dysfunction, nephritis, prostatitis,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decrease of adrenal cortical hormone by nephrotic syndrome, myelodysplastic syndrome.

Disease related with heart are heart failure, arrhythmia, cardiomyopathy, atherosclerosis heart disease, hypertension,

hyperlipidemia, pulmonary heart disease. Diseases related with spleen are irritable bowel syndrome, ulcerative colitis.

Diseases related with liver are hypothyroidism, liver cirrhosis ascites, hepatitis B, chronic hepatitis, hepatic diabetes.

Diseases related with lung are allergic rhinitis, cough variant asthma, bronchial asthma, pulmonary emphysema. And

diabetes mellitus, metabolic syndrome, aplastic anemia, headache, encephalatrophy, Alzheimer’s disease are also

related with yang de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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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辨證論治는 인체를 자연과 상응하는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

하는 整體觀과 더불어 한의학의 특징적인 이론 중의 하나로 병

의 진행과정에 따른 病理的 變化에 대한 신체적 반응을 파악하

여 치료대책을 세움으로써 인체의 자연회복기능을 촉진시켜 치

료성과를 바라는 것이다. 한의학의 독특한 개념인 證은 病의 치

료근거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증거가 되고 病의 계통을 파악하는

데 환자로부터 얻어지는 정보가 되는 증후군이다. 따라서 辨證이

란 질병의 본질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과정으로 臟腑, 經絡, 病因,

病機 등 기초이론에 근거하여 四診을 통하여 얻은 症狀과 徵候

의 임상자료들을 종합, 분석함으로써 그에 내재하는 상호관계와

의미를 진단하는 과정이다. 病機論이 질병이 발생, 발전하여 전

변해 나가는 縱的인 변화규율을 연구하는 것에 비해 辨證論은

특정 시점에서 인체가 나타내는 종합적인 상태를 橫斷面的으로

기술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辨證論과 病機論을 함께 운용하면

證의 진행과 예후 판단을 제공하지 않는 辨證論의 단점을 보완

하여 질병의 全貌와 本質을 정확히 추구할 수 있다1).

1) 전국한의과대학병리학교실. 한방병리학. 서울, 한의문화사, p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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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증에는 기본변증의 八綱辨證, 氣血辨證(瘀血)이 있고, 응용

변증에는 臟腑辨證, 水液代謝失調(痰飮)辨證, 六經辨證(傷寒病),

衛氣營血辨證, 六氣辨證(六淫), 經絡辨證, 體質辨證 등이 있다. 陽

虛證은 기본 辨證의 八綱辨證 중에서 總綱에 속하는 證名으로

많은 의가들에 의하여 다루어져 다양한 의견이 투영된 病證이라

할 수 있다2).

일반적으로 陰과 陽은 철학적인 의미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한의학 문헌에서는 그 정의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예를 제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개인마다 다르게 이해하여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한의학에서는 陰陽을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패턴이나 형식

또는 물질로 인식하며, 그 운동패턴이나 존재형식을 對立, 統一,

消長轉化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에 따라 인체의 생리, 병리, 질

병의 진단과 치료 등을 개괄하고 있으며, 생리, 병리, 진단, 치료

및 양생 등 각 방면에서 일관되게 陰陽의 失調 상황을 파악하여

偏盛偏衰를 조절하여 평형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陰陽 辨證은 질병의 성질을 변별하는 總綱으로 八綱辨證의

總綱이기도 하며, 나머지 六綱을 총괄한다. 『素問』「陰陽應象

大」에서 “診脈을 잘 하는 사람은 안색을 살피고 診脈을 하되 먼

저 陰陽을 구별하고”3)라고 하고, 『類經』「陰陽應象」에서 “사

람의 질병은 혹 表에, 혹 裏에, 혹 寒이 되고, 혹 熱이 되고, 혹

五運六氣에 感觸되고, 혹 臟腑經絡에 傷하니 모두 陰陽二氣가 있

고 근본하는 바가 있다. 그러므로 本이 陰에 있거나 陽에 있을

수 있어 病變이 다양하더라도 그 本은 하나이다.”4)라고 하여 질

병이 복잡하더라도 陰陽의 분류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診斷에서

陰인지 陽인지를 분명히 변별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

로 表, 熱, 實證은 陽證에 속하고 裏, 寒, 虛證은 陰證에 속하는데

陰證은 대개 陽虛의 虛寒證을 가리키고, 陽證은 주로 陽盛의 實

熱證을 가리킨다. 陰陽辨證은 인체 활동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인 腎의 陰精과 陽氣 즉, 眞陰과 眞陽의 虛損이나 亡失與否를 변

별하는 것이다. 陰陽의 病變은 陰陽 평형이 失調되어 나타나는

寒證, 熱證, 陰虛, 陽虛, 亡陽, 亡陰 등의 證候를 가리키며, 陰虛와

陽虛는 陰陽이 虧損되어 나타난 陰不制陽이나 陽不制陰의 證候

이며 亡陽과 亡陰은 病程 중 위급한 證候에 속한다.

陽虛證은 陽氣虧損으로 溫養, 推動, 蒸騰, 氣化 작용 등이 감

퇴되어, 畏寒肢冷이 주요 증상으로 표현되는 虛寒證으로 面色唇

口青白無神, 目瞑倦臥, 聲低息短, 少氣懶言, 身重畏寒, 口吐清水,

飲食無味, 爪甲青紫, 舌青滑, 脈遲 등 증상이 주로 나타난다. 또

다른 특징은 假熱證으로 眞氣上浮, 元陽外越한 虛火로 危重한 陽

虛證이다. 각 臟腑에서의 陽虛證은 장부 고유의 기능에 溫養, 推

動, 蒸騰, 氣化의 작용 감퇴가 겸해져서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병증으로는 肝陽虛, 心陽虛, 脾陽虛, 肺陽虛, 腎陽虛, 脾腎陽虛,

肺腎陽虛, 脾肺陽虛, 心腎陽虛 등이 있다.

285, 2007.

2) 전국한의과대학병리학교실. 한방병리학. 서울, 한의문화사, p 277,

579, 2007.

3) 『素問』「陰陽應象大」 “善診者, 察色按脈, 先別陰陽.”

4) 『類經』「二卷 陰陽類 一 陰陽應象」 “人之疾病, 或在表, 或在裏, 或

爲寒, 或爲熱, 或感於五運六氣, 或傷於臟腑經絡, 皆不外陰陽二氣, 必

有所本. 故或本於陰, 或本於陽, 病變雖多, 其本則一.”

국내에서는 본초 또는 처방의 효과5), 특정 임상 증상별 치험

례6), 문헌별 고찰7), 침구영향 연구8) 등의 논문에서 陽虛에 관한

언급이 있었으나 뚜렷한 정의, 개념, 변증분류체계 관점에서 접근

한 것은 미흡해 보이고 임상적인 보고도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한의학이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재, 한의

학의 발전 과정에서 가지게 된 특수성을 감안하고 현대 의학이

요구하고 있는 과학적이면서 보편화된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한의학 연구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

한 현대의학의 일방적인 과학화 기준(보편성) 뿐만 아니라 한의

학이 가지는 특수성까지 감안하는 방법론이어야 비로소 한의학

내부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과학성을 증명하는 설득력 있는 방법

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한의학에 적합한 연구 방법론이 필요

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한의학의 辨證名과 현대질병명의

임상적 적용의 한계가 한의학의 현실 문제라 생각한다. 예를 들

면, 표준질병사인분류 KCD6와 韓醫辨證名의 불일치는 韓醫病名

의 임상 적용에 많은 한계를 느끼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

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의학 辨證名 중 대표적인 陽虛證을 주

제로 하여 陽에 대한 한의학적 의미와 현대적 해석을 알아보고

현대 학자들의 임상 연구 논문을 통해 陽虛證을 현대 질병명의

어떤 범주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기로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장기적인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노

력의 일환이다. 첫째, 辨證, 辨病, 疾病別로 임상 적용에 적합한

辨證 기준 및 세분화된 결과를 도출하여 현대 병명과의 비교에

한의학 기준의 주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

고자 한다. 둘째, 임상 변증의 정밀화에 기여하고 한의학 진단 표

준화 및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등 한의학 체계화를 위한 작업

에 보완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임상 변증에 대한 체계화,

정형화된 자료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임상 적용을 용이하게 하

고자 한다. 넷째, 임상 활용에 적합한 질병, 병증, 처방 등을 규정

하여 표준화된 임상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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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經』, 『傷寒論』, 丹溪, 景岳 등을 중심으로 한의학적 辨證

名인 陽虛證의 의미를 살펴본다.

2. 한의학적 陽虛證이 현대 의학적으로 어떤 질환의 범주에 속하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 중국 등에서 발표된 논문(China

Academic Journals : CAJ)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론

1. 陽虛證에 대한 문헌적 고찰

현대 변증병리학에서 말하는 陽虛證의 형성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陽虛에 대해 주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 『內經』의 陰陽學說, 『傷寒論』의 陽氣 主要思想, 丹溪

의 相火論, 景岳의 陽非有餘論 등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1) 『內經』

『內經』에는 陽虛, 陽氣虛, 陽氣少, 陽氣不足, 陽氣衰 등의

표현이 있으며, 陽氣는 溫煦, 推動, 興奮 등의 기능을 하는 미세

물질 및 에너지로 이해할 수 있다.

『素問』「生氣通天」의 “陽氣라는 것은 마치 하늘의 태양

과 같으니, 즉 그 운행이 失調되면 밝게 드러나지 못하므로”, “陽

氣가 固密하게 되어서 비록 賊邪가 있을지라도 인체를 傷害할

수 없으니”, “陽氣는 精하면 神을 길러주고, 柔하면 筋을 길러준

다.”9)는 “陽主陰從”하는 陽氣를 중시하는 이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素問』「六微旨大」의 “出入 작용이 없으면 生

長壯老할 수 없고, 升降 작용이 없으면 生長化收藏할 수 없으니,

升降出入은 어떤 器에도 다 있습니다.”10)는 升降出入이 陽氣의

산포 운행의 방식이며 이렇게 하여 陽氣가 溫煦, 營養, 氣化, 防

禦, 固攝 등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素問』「調經」의 “陽虛하면 外寒하고 陰虛하면 內熱이

있다”, 『素問』「痹」의 “寒은 陽氣가 적고 陰氣는 많아서 病氣

와 더불어 심해지므로 寒한 것이고 熱은 陽氣가 많고 陰氣가 적

어서 病氣가 勝하며 陽이 陰을 만나므로 痹熱이 된다.”, 『素

問』「厥」의 “邪氣가 中에 머무르면 陽氣가 衰해져 그 經絡을

滲營하지 못하니 陽氣가 날로 손상되어 陰氣는 홀로 남으므로

手足이 차게 된다.”, 『靈樞』「五邪」의 “邪氣가 脾胃에 있으면

肌肉痛이 있고 陽氣가 有餘하고 陰氣가 不足하면 熱中하여 쉽게

배가 고파지고 陽氣가 부족하고 陰氣가 有餘하면 寒中하여 腸鳴

과 腹痛 증상이 있게 된다.”, 『靈樞』「口問」의 “寒氣가 피부

에 침범하면 陰氣는 盛하고 陽氣는 虛하므로 추위에 떨게 되

니”11) 등에서 陽氣가 부족하면 溫煦, 推動, 興奮 등의 기능이 감

9) 『素問』「生氣通天」 ”陽氣者，若天與日，失其所，則折壽而不彰”,

“陽氣固, 雖有賊邪, 弗能害也”, “陽氣者, 精則養神, 柔則養筋”

10) 『素問』「六微旨大」 “非出入, 則無以生長壯老已; 非升降, 則無以生

長化收藏. 是以升降出入, 無器不有.”

11) 『素問』「調經」 “陽虛則外寒, 陰虛則內熱”

『素問』「痹」 “其寒者, 陽氣少, 陰氣多, 與病相益, 故寒也。其熱者,

陽氣多, 陰氣少, 病氣勝, 陽遭陰, 故爲痹熱”

『素問』「厥」 “氣因於中, 陽氣衰不能滲營其經絡, 陽氣日損, 陰氣獨

在, 故手足爲之寒也”

『靈樞』「五邪」 “邪在脾胃則病肌肉痛, 陽氣有餘, 陰氣不足, 則熱中,

善饑; 陽氣不足, 陰氣有餘, 則寒中腸鳴, 腹痛”

퇴되고 陽이 陰을 제어하지 못하여 陰氣가 偏盛하여 熱減少, 機

能 減退, 水濕 阻滯 등의 병리 현상이 나타남을 제시하고 있다.

陰陽을 表裏 개념으로 살펴보면 氣 중에서 체내를 운행하는

것은 陰氣이고 체표를 운행하는 것을 陽氣로 볼 수 있다. 『素

問』「調經」의 “옛 醫經에 陽虛하면 外寒하고 陰虛하면 內熱하

며 陽盛하면 外熱하고 陰盛하면 內寒하다고 한 것을 내가 들은

적이 있으나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12)에서 陽虛를 인체의 表

에서 운행하는 것의 부족으로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陰陽을 上下 개념으로 살펴보면 『素問』「上古天

眞」의 “48세가 되면 陽氣가 위로부터 쇠약해져 얼굴이 검게 타

고 모발과 구렛나루가 반쯤 희어지게 되며”13)에서는 인체의 氣

중 上部에서 운행하는 것은 陽으로 생각하고, 上部의 氣가 부족

한 것을 陽氣虛로도 보았다.

따라서 陽虛는 陰氣虛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溫煦, 推動, 興

奮 기능이 감퇴하고 虛寒內生, 기능 감퇴, 遲滯하는 병리 상태가

나타나며, 위치를 감안하면 上部와 바깥에 있는 기운의 부족이

다. 또한 陽虛는 虛寒性, 遲滯性의 임상 증상을 보이고 陰虛는 虛

熱性, 虛性亢奮의 증상을 보인다. 陽虛와 陰虛는 모두 氣 일부분

의 虧虛로 병변 과정상 일반적으로 少氣乏力, 心慌, 氣短 등의 氣

虛 증상을 나타내므로 氣虛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다.

2) 『傷寒論』

『傷寒論』은 陽氣의 盛衰로 질병의 順逆을 판단하는 기준

을 삼고 있다. 「153條」의 “手足이 따뜻하면 쉽게 治愈된다.”,

「342條」의 “寒多熱少는 陽氣의 衰退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病

情이 진전되는 것이다.”, 「346條」의 “傷寒病 六七日에 泄瀉가

없다가 갑자기 發熱과 泄瀉와 동시에 汗出이 그치지 않는 것은

死候에 속한다. 陰邪가 獨盛하고 陽氣가 亡越되어 이른바 有陰無

陽이 되기 때문이다.”14) 등은 陽이 회복되면 살고 陽을 亡失하면

죽는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陽이 근본이며 항상 陽氣를 보

호해야 한다는 사상이 관철된 것이다.

그리고 臟腑의 생리 특징과 陽氣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다른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五臟의 陽虛에 따라 나타난 方證을 중심

으로 분류하면 Table 1과 같다.

三陽病證을 논할 때 陽氣를 중시하고 막힌 것을 통하게 하

고자 하였으며, 表裏內外와 正邪虛實를 분별하여 처방과 用藥에

서 邪實을 제거하여 暢通陽氣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三陰病을 논

할 때는 陽氣가 不足하고 陽氣의 쓰임이 不彰하기 때문에 辛溫

한 약으로 溫補陽氣하는 것을 우선하였다. 溫補陽氣할 때는 陽氣

가 鬱滯된 上下表裏의 부위를 구별하고 溫陽과 通陽 두 가지를

결합, 적용하여 扶陽氣하는 목적을 실현하였다.

따라서 『傷寒論』에서 仲景은 傷寒의 治法이 “傷寒法在救

陽”에 있다고 평가될 정도로 陽氣를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靈樞』「口問」 “寒氣客於皮膚, 陰氣盛, 陽氣虛, 故爲振寒寒栗”

12) 『素問』「調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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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知其所由然也”

13) 『素問』「上古天眞」 “六八, 陽氣衰竭於上, 面焦, 發鬢頒白”

14) 『傷寒論』「辨太陽病脈證幷治 153條」 “手足溫者, 易愈”

『傷寒論』「辨厥陰病脈證幷治 342條」 “寒多熱少, 陽氣退, 故爲進也”

『傷寒論』「辨厥陰病脈證幷治 346條」 “傷寒六七日不利, 便發熱而利,

其人汗出不止者死, 有陰無陽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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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scription patterns classified in viscera yang deficiency

病證 病機 方證

心陽虛證

心陽虛失養心神

桂枝甘草湯證(64條)(發汗過多損傷心陽而致心
悸)
桂枝甘草龍骨牡蠣湯證(118條)(心陽虛煩躁)
桂枝去芍藥加蜀漆龍骨牡蠣救逆湯證(112條)(誤
火亡心陽而生驚狂)

陽虛兼水氣證
桂枝加桂湯證(117條)(心陽虛致發奔豚)
茯苓桂枝甘草大棗湯證(65條)(心陽虛欲作奔豚,
心陽虛水停下焦, 心陽虛腎水欲動 臍下悸)

脾胃陽虛證

茯苓桂枝白朮甘草湯證(67條)(脾陽虛水停心下)
(水氣上逆)
茯苓甘草湯證(73條)(胃陽虛水停中焦)(356條)(胃
虛水停致厥)
小建中湯證(102條)(傷寒挾裡虛 心悸而煩)
厚朴生薑半夏甘草人蔘湯證(66條)(脾虛濕阻腹
脹)
桂枝人蔘湯證(163條)(太陰兼表而裡虛寒)

腎陽虛證

乾薑附子湯證(61條)(陽虛陰盛, 陰來迫陽的煩
躁)
茯苓四逆湯證(69)(陰陽兩虛的煩躁)
眞武湯證(82, 316條)(過汗傷陽而致陽虛水泛)
四逆湯證(少陰病亡陽)(323、324條)
通脈四逆湯證(少陰病陰盛格陽)(317, 370條)
白通湯證(少陰病陰盛戴陽)(314、315條)
白通加豬膽汁湯證(陰盛戴陽 服熱藥發生格拒
的證治)(陰邪與陽藥發生格拒)(315條)(反佐證)
附子湯證(少陰病陽虛寒濕身痛)(305、304條)
吳茱萸湯證(陽虛陰盛 正邪劇爭)(309條)
桃花湯證(虛寒下利膿血 滑脫不禁)(306、307條)

3) 丹溪 朱震亨

金元代 이후 儒醫들의 등장으로 한의학의 醫論들이 儒學的

醫論으로 변화하는데 그 대표적인 醫家가 바로 朱丹溪이다. 漢代

의 張仲景이나 宋代의 陳無擇의 醫論과 마찬가지로 朱丹溪의 相

火論도 의학의 체용원리적 이해를 심화시켜 의학이론을 풍부하

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朱丹溪의 相火論은 相火의 개념을 전적

으로 체용론적 구조로 인식하였는데 이는 원천적으로 보면 『周

易』의 中正之道나 圖書易學의 河圖洛書에서 볼 수 있는 체용원

리을 그 근원으로 가지고 있어, 相火를 생리와 병리의 이원적 구

조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생리적 相火인 陽虛의 중요성 보다는

병리적 相火인 陽盛의 병리적 특징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景

岳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15).

또한 丹溪의 “陽有餘, 陰不足”은 宋代 理學家인 程顥의 철학

이론인 “天地의 陰陽 運行은 升하고 降하고 차고 이지러짐이 잠

시라도 쉰 적이 없으니 陽은 항상 차고, 陰은 항상 이지러진다

.”16)에 기원하고, 『素問』 「天人相應」의 이론과 결합하여 자

연계 天地日月의 차고 이지러짐, 인체의 性이 늦게 이루어지고

일찍 쇠함, 사람의 욕망이 끝이 없어 陰精을 소모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腎의 陰精은 만들어지기 어렵고 쉽게 없어지며 肝腎의

相火는 妄動하기 쉽다고 하였다17). 相火는 평상시에 인체의 動力

이 되나 변화하면 賊邪가 된다고 하였으며 火病을 치료할 때 滋

陰降火法을 제시하였다.

朱丹溪의 相火論을 논의하자면 “저 五臟 火의 動이 모두 中

15) 김영목. 朱丹溪 相火論의 性理學的 硏究.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4):784-792, 2006.

16) 『濂洛关闽書』「卷八」 “天地陰陽之運, 升降盈虛, 未嘗暫息, 陽常盈,

陰常虧.”

17) 『格致餘論』「陽有餘陰不足論」 “人受天地之氣以生，天之陽氣爲氣，

地之陰氣爲血，故氣常有餘，血常不足⋯⋯男子十六歲而精通，女子十

四歲而經行⋯⋯陰氣始成而可與陽氣爲配”

節한다면 相火는 오직 調和를 돕고 도와 生生不息의 運用으로

삼을 따름이니 어떠한 賊이 있겠는가”18)라고 하여 中節의 의미

를 강조하였다. 또한 “相火가 흡연히 일어나면 비록 交會하지 않

더라도 흘러서 疏泄된다. 聖人이 사람을 가르치기를 修心, 養心

으로 한 까닭이니 그 뜻이 깊다.”19)라고 하여 丹溪는 相火의 妄

動 즉 不中節을 人心, 道心이라는 性理學的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相火가 中節하면 생리적인 상태에 머물지만 不中節하여

妄動하면 病理的 相火의 상태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는 성리학에

서 말하는 修心과 養心을 통하여 喜怒哀樂의 七情을 中節하여

天道와 인간의 本來性인 性命之理에 合一하려고 自彊不息하는

것이다.

相火는 心火(君火)와 구별하는데 君火는 後天之火로 사고, 지

각, 情志변화를 포괄하고, 相火는 先天之火로 생명활동 推動의 원

동력이며 臟腑運動, 氣機升降, 氣血津液의 化生이 이 相火의 推動

에 의거한 것이다. 相火는 君火의 통제 하에서 정상적인 생리 기

능을 발휘한다. 相火는 肝腎의 陰에 근거하여 작용하는데 정상일

때는 肝腎에 잠복해 있는 龍雷之火로 표현하여 臟腑 氣血을 溫煦

長養하며 형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설명한다. 物欲, 飲食勞

倦, 陰陽喜怒, 五志化火 등이 相火의 妄動을 야기하며 그 중 房勞,

情志傷이 主因이다. 일단 相火가 妄動하면 “變化莫測, 無時不有”

하고 “煎熬眞陰, 陰虛則病, 陰絕則死”한다고 하였다.

4) 景岳 張介賓

景岳은 『類經圖翼』「大寶論」과 『類經圖翼』「眞陰論」

中에서 기능을 분별하여 物質基礎 等 각 방면에서 眞陰, 眞陽의

중요함을 논술하였다. 우선 「大寶論」에서 陰陽의 생리 상황을

논술하는데 陰氣의 成長과 衰敗가 모두 陽氣 기능에 의해 주도

된다고 인식하여 “陰以陽爲主”라 하고 아울러 “形氣之變”, “寒

熱之變”, “水火之變”으로 논증하였다.

이러한 形氣, 寒熱, 水火의 세 측면에서 陽氣가 중요함을 설

명하였다. 첫째, 만물의 生함은 陽에서 비롯되고 만물의 죽음도

陽에서 비롯되며, 陽이 있으면 살고 陽이 없어지면 죽는다. 陽脫

이 먼저 있고 陰留가 後에 있는 상황이므로 ‘陽非有餘’라고 주장

한다. 따라서 陽은 쇠함을 두려워하고 陰은 盛함을 두려워한다.

둘째, 봄, 여름에는 만물이 生化하고 가을, 겨울에는 생명의 기전

이 결핍되는 陰寒의 계절임을 들어 陽氣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셋째, 造化가 水火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陰水 역시 天一之陽에서

유래하여 生한 것이므로 水의 만물을 生하는 바와 化氣하는 바

가 모두 水가 함유하는 陽氣에 의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리적

으로 陽氣가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치료에서는 溫補陽氣함을 중

요시하였다20). 그래서 생명의 근본은 命門에 있으므로 治病求本

18) 『格致餘論』「相火論」 “彼五火之動皆中節 相火惟有裨補造化 以爲生

生不息之運用耳 何賊之有.”

19) 『格致餘論』「陽有餘陰不足論」 “相火翕然而起 雖不交會 亦暗流而疏

泄矣 所以聖賢只是教人收心養心 其旨深矣.”

20) 『類經圖翼』「類經附翼卷三 求正錄 大寶論」 “夫形氣者, 陽化氣, 陰

成形, 是形體本屬陰, 而凡通體之溫者, 陽氣也 一生之活者, 陽氣也 五

官五臟之神明不測者, 陽氣也 及其既死身冷如冰, 靈覺盡滅, 形固存而

氣則去, 此以陽脫在前, 而陰留在後, 是形氣陰陽之辨也。⋯⋯ 寒熱者,

熱爲陽, 寒爲陰。春夏之暖爲陽, 秋冬之冷爲陰。當長夏之暑, 萬國如

爐, 其時也, 凡草木昆蟲, 鹹苦煎奚, 然愈熱則愈繁, 不熱則不盛。及乎

一夕風霜, 即僵枯遍野, 是熱能生物, 而過熱者惟病 寒無生意, 而過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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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면 당연히 一身化源이 나오는 命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보

았다.

또한 陽氣를 중시하는 동시에 陰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溫

補腎陽을 할 때 填精補髓, 滋養陰精의 약물을 기초로 하고 溫陽

化氣 약물을 배합하여야 陰陽이 서로 합치하여 化生陽氣의 작용

을 하게 된다. 이는 眞陰도 중시하는 사상이며 陰이 능히 陽을

生할 수 있음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培陰生陽함으로써 扶陽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21).

따라서 『景岳全書』「補略」 “補陽을 잘 하려면 陰中求陽

해야 하니 陽을 얻고 陰을 도와 生化가 無窮하게 된다. 補陰을

잘 하려면 陽中求陰해야 하니 陰을 얻고 陽을 升하게 하여 泉源

이 마르지 않게 된다.”22)는 '陰爲陽之基’라는 陰陽觀으로 陰陽이

互根, 互依, 互存, 互生, 相互調節한다는 인식이다. 사람의 생명은

陰精과 陽氣에 의지하며 陽氣는 ‘生命之本’으로 생명활동의 동력

이고 그것의 물질기초인 眞陰精血에서 유래한다고 하여 陽氣와

陰精 모두 중요시하였다.

景岳은 丹溪의 “陽常有餘, 陰常不足”에 대비하여 “陽非有餘,

陰常不足”을 주장하였다. 『類經圖翼』「大寶論」 “陰陽二氣는

偏向되지 않아야 하니 偏向되지 않으면 氣和하여 生物하고 偏向

되면 氣乖하여 殺物하게 된다.”, 『類經圖翼』「眞陰論」“陰은

陽을 爲主로 하고 陽은 陰으로 基礎를 삼는다.”23)라고 하여 陽이

주도하고 陰이 기초가 됨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한 『類經圖翼』「大寶論」에서 “하늘의 큰 보배는

오직 이 둥근 하나의 붉은 해라고 볼 수 있고 사람에서 큰 보배

는 오직 이 一息의 眞陽이다.”, “무릇 陽氣가 不充하면 生意가 넓

지 못하다. 하물며 無陽에서야 어떻겠는가? 그러므로 陽은 그 衰

함을 두려워하고 陰은 그 盛함을 두려워하니 陰 스스로 盛할 수

없고 陽이 衰하면 陰이 盛하게 된다. 무릇 만물의 生함은 陽에서

말미암고 萬物의 죽음 역시 陽에서 유래한다. 陽이 能히 物을 죽

일 수 없으니 陽이 오면 生하고 陽이 가면 죽는 것이다.”24)라고

하여 陰과 陽은 실제로 性命의 근본이고 陽氣는 더욱 중요하여

有餘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景岳全書』「火證」에 “火가 熱病이 되는 것은 확실

하다. 그러나 火가 바름을 얻으면 陽氣가 되는데 이 火는 없어서

는 안 되고 또한 쇠해져도 안 된다. 쇠해지면 陽氣가 虛하게 된

則伐盡, 然則熱無傷而寒可畏, 此寒熱陰陽之辨也。⋯⋯ 水火者, 水爲

陰, 火爲陽也。造化之權, 全在水火。⋯⋯ 天一者, 天之一也。一即陽

也, 無一則止於六耳。故水之生物者, 賴此一也 水之化氣者, 亦賴此一

也。不觀乎春夏之水, 土得之而能生能長者, 非有此一乎? 秋冬之水, 土

得之而不生長者, 非無此一乎? 不惟不生, 而自且爲凍, 是水亦死矣。可

見水之所以行, 水之所以行, 孰非陽氣所主, 此水中有陽耳。”

21) 『類經圖翼』「類經附翼卷三 求正錄 眞陰論」 “蓋陰不可以無陽，非氣

無以生形也，陽不可以無陰，非形無以載氣也，故物之生也，生於陽，

物之成也，成與陰，此所謂元陰元陽，亦曰眞精眞氣也”

22) 『景岳全書』「卷之五十德集 新方八陣 新方八略引 一 補略」 “善補陽

者, 必於陰中求陽, 則陽得陰助而生化無窮 善補陰者, 必於陽中求陰,

則陰得陽升而泉源不竭.”

23) 『類經圖翼』「類經附翼卷三 求正錄 大寶論」 “陰陽二氣最不宜偏, 不

偏則氣和而生物, 偏則氣乖而殺物.”

『類經圖翼』「類經附翼卷三 求正錄 眞陰論」“陰以陽爲主，陽以陰爲基”

24) 『類經圖翼』「類經附翼卷三 求正錄 大寶論」 “天之大寶, 只此一丸紅曰

人之大寶, 只此一息眞陽。” “凡陽氣不充, 則生意不廣。而況於無陽乎?

故陽惟畏其衰, 陰惟畏其盛, 非陰能自盛也, 陽衰則陰盛矣。凡萬物之生

由乎陽, 萬物之死亦由乎陽, 非陽能死物也, 陽來則生, 陽去則死矣.”

다. 火가 바름을 잃으면 邪熱이 되는데 이 火는 있어서는 안 되

고 더욱이 甚해져서도 안 된다. 甚하게 되면 眞陰이 傷敗해진

다.”25)라고 하고 『類經』「陰陽應象」에 “火는 天地의 陽氣이

다. 天이 이 火가 아니면 物을 생성할 수 없고 사람은 이 火가 없

으면 살 수 없다. 그러므로 萬物의 삶은 모두 陽氣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陽和한 氣일때만 物을 生할 수 있으니 亢烈한 火는 오히

려 物을 害할 수 있다. 故로 火가 太過하면 오히려 氣는 衰하고

火가 和平하면 氣가 바로 壯하게 된다.”26)라고 하여 현대 한방병

리학에서 陽虛病證의 원형을 갖추게 되었다고 사료된다.

2. 臟腑別 陽虛證의 한의학적 검토

1) 肝陽虛

肝陽虛는 肝陰虛, 肝血虛에 비해 자주 언급되지 않는 證인데

그 이유는 錢乙의 “肝爲相火, 有泄無補”와 朱丹溪의 “肝常有餘”

라는 이론에 영향을 받아 肝의 虛證을 부인해 왔고, 李中梓 의

『醫宗必讀』 「乙癸同源論」 “乙癸同源, 肝腎同治”, “東方의 木

은 虛가 없고 補가 不可하니 補腎하면 곧 補肝하는 이유이다. 北

方의 水는 實이 없고 瀉가 不可하니 瀉肝하면 곧 瀉腎하는 이유

이다.”27)와 魏玉璜의 “肝無補法”이라는 이론에 영향을 받아 肝

의 虛證이 있다고 하더라고 心腎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心腎을 補함으로써 補肝 효과를 얻는 치법을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28).

『素問』「上古天眞」의 “丈夫七八肝氣衰, 筋不能.”과 「藏

氣法時」의 “肝病은 虛하면 눈이 마르고 보이지 않으며 들리지

않고 사람이 잡으러 오는 듯 두려워한다.”29)에서 肝氣衰, 肝虛를

언급하였고, 『備急千金要方』「肝虛實第二」의 “왼손 關上脈이

陰虛하면 足厥陰肝이니 病은 苦脅下堅, 寒熱, 腹滿不欲食, 腹脹,

悒悒不樂, 婦人月水不來, 腰腹痛하니 肝虛寒이다.”와 『太平聖惠

方』「治肝虛補肝諸方」의 “肝虛하면 寒이 生하고 寒하면 苦脅

下堅脹, 寒熱, 腹滿, 不欲飲食하고 침울해지고 사람이 잡으러 오

는 듯하며 명확히 보이지 않고 눈에 黑花가 생기고 口苦, 頭痛,

關節不利, 筋脈攣縮, 爪甲乾枯, 喜悲恐, 숨을 쉬지 못하고 脈沈細

滑한 것은 肝虛의 證候이다.”30)에서 肝陽虛의 임상 증상을 제시

하였다. 그리고 『類經圖翼』「眞陰論」의 “拘攣痛痹한 것은 木

25) 『景岳全書』「卷之十五性集 雜證謨 火證」 “火爲熱病, 是固然矣, 然

火得其正, 卽爲陽氣, 此火之不可無, 亦不可衰, 衰則陽氣之虛也. 火失

其正, 是以邪熱, 此火之不可有, 尤不可甚, 甚則眞陰傷敗也.”

26) 『類經』「二卷 陰陽類 一 陰陽應象」 “火, 天地之陽氣也. 天非此火,

不能生物; 人非此火, 不能有生. 故萬物之生皆由陽氣. 但陽和之火則生

物, 亢烈之火反害物, 故火太過則氣反衰, 火和平則氣乃壯”

27) 『醫宗必讀』 「券之一 乙癸同源論」 “東方之木, 無虛不可補, 補腎即

所以補肝 北方之水, 無實不可瀉, 瀉肝即所以瀉腎.”

28) 吳小明, 李如輝. 試論肝陽虛證的確立. 中醫藥臨床雜志 16(3):196,

198-199, 2004.

29) 『素問』「藏氣法時」 “肝病者, 虛則目枯無所見, 耳無所聞, 善恐, 如

人將捕之.”

30) 『備急千金要方』「卷十一肝臟 肝虛實第二」 “左手關上脈陰虛，足厥

陰肝也，病苦脅下堅，寒熱，腹滿不欲食，腹脹, 悒悒不樂，婦人月水

不來，腰腹痛，名曰肝虛寒也.”

『太平聖惠方』「卷第三 治肝虛補肝諸方」 “夫肝虛則生寒，寒則苦脅

下堅脹，寒熱，腹滿，不欲飲食，悒悒情不樂，如人將捕之，視物不

明，眼生黑花，口苦，頭痛，關節不利，筋脈攣縮，爪甲幹枯，喜悲

恐，不得太息，診其脈沈細滑者，此是肝虛之候也.”



박미선․김영목

- 158 -

臟이 陽虛하여 筋을 營養할 수 없기 때문이다.”31)에서도 肝陽虛

證을 언급하였다32).

일반적으로 肝陽虛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六淫, 情志, 房室

久勞, 다른 장에서의 전변, 陽虛 체질인 경우, 誤治로 인한 亡陽

등 다양하다33).

肝陽虛는 疏泄, 升發, 움직임의 主宰, 藏血, 藏魂, 生殖, 筋 주

관, 目에 開竅, 情志는 怒, 膽과의 表裏 기능 등 다방면에서 肝 기

능에 장애가 생긴 것이고, 陽虛이므로 寒象을 겸하게 되어 精神

悒悒不樂, 易驚善太息, 神疲乏力, 怒를 인내하지 못하고, 頭痛目

眩, 視物不明或眼生黑花, 胸脅滿悶, 隱痛, 脹痛, 納呆, 肢冷便溏,

少腹冷痛, 男子囊冷或陽痿, 女子陰冷, 月經不調, 舌多淡, 苔白潤

或滑, 脈多弦遲或弦細弱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23)

.

치법은 『素問』「藏氣法時」의 “肝이 拘急으로 괴로워하

니 급히 甘味를 먹어 완화시킨다. ⋯⋯ 肝은 발산하려고 하니 급

히 辛味를 먹어 발산해야 하니 辛味로 補하고 酸味로 瀉한다.”34)

에 기초하여 “以辛補之”는 肝用을 補하는 것이고, “以酸補之”는

肝體를 補하는 관점이다. 임상에서는 순수한 肝陽虛證도 있을 수

있으나 虛實挾雜한 경우나 다른 장부로 전변된 경우도 많으므로

肝陽虛證 치법에는 補肝陽氣를 위주로 하되 肝陰(血)과 다른 臟

腑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처방으로는 仲景의 吳茱萸湯, 當歸四

逆湯, 烏梅湯, 附子湯, 烏頭煎, 黃芪建中湯, 『千金要方』의 補肝

湯, 補肝散, 防風補煎方, 檳榔湯方, 『外台秘要』의 調肝散, 『太

平一聖惠方』의 補肝薯蕷散, 補肝細辛散, 防風散, 白茯苓散, 檳榔

散, 酸棗仁散, 『聖濟總錄』의 蓽菝丸, 『血證論』의 桂甘龍牡湯,

『景岳全書』의 暖肝煎, 『薛氏醫案』의 補肝散, 『醫學衷中參

西錄』의 升陽舒肝湯 등이 있는데 이 중에는 肝氣虛證이 혼합된

것도 있다
28)

.

2) 心陽虛

心의 病變은 主血脈, 主神志, 其華在面, 開竅於舌에 주로 나

타나며, 心氣, 心陽은 모두 心臟 搏動, 血行運行을 推動시키는 작

용을 한다. 그래서 心氣虛, 心陽虛는 心臟機能의 저하를 표현한

다. 心病의 임상적 표현은 주로 心悸, 心煩, 失眠, 多夢, 健忘, 胸

悶, 心胸疼痛, 癡呆, 嗜睡, 神昏, 譫語, 狂亂 등을 주증으로 가지고

있다.

心病을 虛實로 살펴보면 虛證은 주로 氣, 血, 陰, 陽의 虛로,

實證은 火, 熱, 痰飮, 瘀血의 實로 나타난다. 특히 心의 陽氣偏衰인

氣虛와 陽虛는 全身的衰弱, 神經衰弱, 不整脈, 心筋不守塞, 狹心症,

冠狀動脈不全, 心臟神經症(神經性心不全)으로 인식하고 있다.

心陽虛는 대개 久病耗傷, 先天稟賦不足, 年老臟氣衰弱으로

발생하며 心의 推動, 興奮, 溫煦 등 陽의 기능이 감퇴되어 나타나

는 증상으로 行血이 無力해져서 經脈에 血滯되고 肺朝百脈이므

로 肺에 먼저 瘀滯가 생겨 肺氣가 壅滯되면 宣降不利하고 上逆

31) 『類經圖翼』「類經附翼卷三 求正錄 眞陰論」 “或拘攣痛痹者，以木臟

之陽虛，不能營筋也.”

32) 鍾燕春, 章增加,. 肝陽理論再認識. 遼寧中醫藥大學學報 10(11):

42-43, 2008.

33) 吳小明. 肝陽虛證治研究探析. 實用中醫內科雜志 17(6):440-441,

2003.

34) 『素問』「藏氣法時」 “肝苦急, 急食甘以緩之, 肝欲散, 急食辛以散之

以辛補之, 酸瀉之.”

이 생겨서 心悸怔忡, 胸悶氣喘하고 血滯脈絡하면 唇面青紫하고

血滯心脈하면 “不通則痛”하므로 心痛하고 心陽虛로 行血이 무력

하고 形體失養하면 面色㿠白하고 반발작용으로 심박이 빨라져서

脈數, 疾, 促해진다. 溫煦작용이 안되므로 形寒肢冷, 尿淸便溏, 畏

風自汗하고 기능이 전반적으로 쇠퇴하여 少氣懶言한다. 舌質淡

胖, 紫暗, 苔白滑한 것은 陽虛寒盛의 모습이다35).

心陽虛의 주요 病機는 心의 推動, 興奮 및 溫煦 등 陽的 機

能이 감퇴되어 脈中의 血行이 無力해지고 심하면 瘀滯하거나, 心

神이 不振하면서 동시에 전신에 寒象이 나타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반적인 心陽虛의 질환범위는 노이로제, 심장마비, 협심증, 부

정맥, 말초순환장애(shock), 心悸, 胸痺, 虛勞 등으로 알려져 있다36).

치법은 溫補心陽하는데 처방으로는 『傷寒論』의 桂枝甘草

湯, 茯苓桂枝甘草大棗湯, 桂枝去芍藥加蜀漆牡蠣龍骨救逆湯, 桂枝

甘草龍骨牡蠣湯, 炙甘草湯 등이 있는데 仲景은 溫補心陽 약물과

함께 大棗, 甘草, 人蔘 등의 補脾益氣하는 약물을 같이 사용하였

다37). 또한 『景岳全書』에는 保元湯 등이 있다.

3) 脾陽虛

脾의 생리와 병리는 “內傷脾胃 百病有生”한다는 李東垣의

補土論에서 주로 유래하고 있다. 그 생리적 특성은 脾主運化(運

輸, 生化), 脾統血, 脾氣主升(脾胃升淸降濁)하며, 脾는 喜燥惡濕하

여 胃의 喜濕惡燥와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脾는 陽虛, 胃

는 陽盛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脾病의 常見症은 주로 消化不良, 食少, 腹脹, 便溏, 腹

鳴腹瀉, 身重, 肢體困倦, 水腫, 脫肛 등으로 나타나며, 脾病의 虛

實 辨證에서 虛證은 氣虛, 陽虛, 陰虛로, 實證은 濕(寒濕, 濕熱)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脾病은 陽虛로 인한 虛寒이 많은 경

향을 가지고 있다.

脾陽虛는 脾陽에 속하는 기능인 溫煦와 運化를 推動하는 작

용이 감퇴된 것으로, 虛寒과 運化無力의 병리상태가 나타나게 된

다. 脾氣는 脾陽의 물질적인 기초이기 때문에 脾陽虛는 모두 脾

氣虛를 겸하고 있으며, 脾陽虛는 대개 脾氣虛로부터 발전된 것이

다. 이외에도 寒涼之品을 過食하여 脾陽을 傷하거나, 命門火衰하

여 脾를 溫煦하지 못해도 脾陽虛가 일어난다. 脾陽虛하면 中焦虛

寒과 運化失司의 病機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주요 처방으로는 理中湯(傷寒論), 實脾飮(濟生方), 厚朴
溫中湯(內外傷辨惑論), 大建中湯(金匱要略) 등이 있으며, 脾

陽虛의 주요 질환범위는 만성위염, 궤양, 胃의 자율신경실조증,

만성장염, 만성신염, 영양불량성수종, 泄瀉, 痢疾, 脘腹痛, 痰飮,

水腫, 肢脹 등으로 알려져 있다38)39).

4) 肺陽虛

35) 中國中醫硏究院, 趙金鐸 등 主編. 中醫證候鑑別診斷學. 人民衛生出版

社, p125, 127, 1887.

36) 전국한의과대학병리학교실. 한방병리학. 한의문화사, p 398, 400,

2007.

37) 周春祥. 《傷寒論》心陽虛從脾論治鉤玄. 國醫論壇 19(2):4-5, 2004.

38) 전국한의과대학병리학교실. 한방병리학. 한의문화사, p 419, 420,

2007.

39) 中國中醫硏究院, 趙金鐸 등 主編. 中醫證候鑑別診斷學. 人民衛生出版

社 p 125, 127, 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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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靈樞』「決氣」 “上焦가 그 氣를 널리 퍼뜨려 五穀의 氣

味가 퍼져 皮膚를 熏蒸하고 신체를 充滿하게 하며 毛髮을 潤澤

하게 하는 것을 마치 안개나 이슬이 적셔주는 것과 같이 하는 것

을 氣라고 한다.”40)라고 하여 肺의 宣布發散에 의해 吸入한 淸氣

와 脾氣에 의한 精微之氣(津液)를 全身에 宣布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肺의 宣發로 衛氣와 津液이 布散全身, 溫煦肌膚, 充養身體,

潤澤皮毛하게 된다.

또한 肺는 吸入한 淸氣와 脾氣에 의해 上輸된 水穀精微를

“若霧露之漑”처럼 均需下降, 散布全身하며, 肺氣肅降의 特徵은

氣機의 升降과 水津의 輸布의 2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肺의

通調水道로 肺氣는 인체내 水液代射의 평형을 유지시킨다. 따라

서 체내 水液의 운행은 肺氣의 宣發肅降, 脾氣의 轉輸, 腎氣의 開

闔機能, 三焦와 膀胱의 氣化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肺主氣로 肺

吸入의 淸氣와 脾運化의 水穀精微之氣가 相合而成하고 積於胸中

하고 通過心肺하여 전신에 布散한다.

肺病證의 主症은 咳嗽, 氣急, 哮喘, 吐痰, 鼻翼煸動, 聲音嘶

啞, 咽喉紅腫疼痛, 小便不利, 水腫 등으로 肺病의 虛證은 주로 氣

虛(陽虛)와 津液不足(陰虛)으로, 實證은 風, 寒, 燥, 熱(火), 濕痰

등 六淫을 원인으로 하는 경향을 갖는다.

肺陽虛는 咳吐涎沫質淸稀量多, 咳喘無力, 面色㿠白, 形寒肢

冷, 動則氣短, 神疲少氣, 音聲低怯, 自汗, 背寒 등 증상을 나타내

고 處方은 甘草乾薑湯, 茯苓甘草五味乾薑細辛湯 등이 있다41).

5) 腎陽虛

腎陽은 全身陽氣의 元根이고 生命活動의 原動力으로서 全身

各臟腑의 生理機能에 대한 溫煦, 推動作用이 있다. 따라서 脾胃

腐熟水穀 運化精微의 機能, 肺主呼吸 吸納淸肅이 腎陽에 근원한

다. 또한 人體의 生長, 發育과 繁殖하는 근본동력을 촉진시킨다.

이는 各臟腑機能活動의 原動力이다. 후대에 命門火를 실제로 腎

陽이라고 하여 腎陽虛를 命門火不足으로 인식하고 있다.

脾의 運化轉輸, 肺의 宣散肅降, 通調水道, 腎의 氣化와 膀胱

의 排尿는 根本的으로 腎中陽氣의 溫煦氣化작용에 의하여 완성

한다.

腎陽은 전신 陽의 근본이므로 腎陽이 不足해지면 각 부분에

서 陽虛증상이 나타난다. 腎陽虛는 命門火衰로 인한 氣化作用의

부족으로, 주로 전신의 溫煦, 推動, 興奮, 氣化 등 기능에 대한 腎

氣의 촉진작용이 減弱된 병변을 의미한다.

腎陽虛의 主症은 畏寒肢冷, 腰膝冷痛, 五更泄瀉, 小便淸長,

面色㿠白 或黧黑, 眩暈耳鳴, 男子陽痿不擧, 早泄, 性欲減退, 女子

宮寒不孕, 白帶淸稀, 尿少浮腫 등이다.

일반적인 질환범위는 노이로제, 만성신염의 腎病期, 부신피

질기능감퇴, 갑상선기능감퇴, 虛勞, 陽痿, 癃閉, 水腫, 泄瀉, 帶下,

哮喘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42)43).

40) 『靈樞』「決氣」 “上焦開發 宣五穀味 熏膚 充身 澤毛 若霧露之漑 是

謂氣”

41) 中國中醫硏究院, 趙金鐸 등 主編. 中醫證候鑑別診斷學. 人民衛生出版

社 p 133, 134, 1995.

42) 전국한의과대학병리학교실. 한방병리학. 한의문화사, p 450, 451,

2007.

43) 中國中醫硏究院, 趙金鐸 등 主編. 中醫證候鑑別診斷學. 人民衛生出版

社, p 149, 150, 1995.

3. 陽虛證의 현대적 이해

陽虛로 나타나는 변화는 다양한데 주로 에너지 대사 수준

저하, 내분비 기능 저하, 면역기능 저하 및 혼란, 자율신경 부조,

교감신경 감퇴, 미량원소 대사 혼란, cGMP 증가 경향, 미세순환

변화, 혈류속도 감소, 신기능 저하 등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

고되었다44)45).

陽虛證의 여러 가지의 증상을 범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전적 특징에서 보면 陽虛證에서는 조직적합항원(human

leukocyte antigen, HLA)-b5, Cw3, A9 빈도가 낮은데 이는 면역

조절 기능 문란과 관계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陽虛 환자 중에는

비만판정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체격지수의 하나인 Rohrer 지수

가 1.5 이상인 자가 정상인에 비해 많고 늑골각이 일반인에 비해

큰데 이것은 비만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ACE 유전자 DD형을

腎虛證 관련 유전자 중 하나로 추론하고 HLA-A30 유전자가 腎

陽虛 CAA 易感 유전자의 표지 인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시

상하부의 부신피질자극호르몬 방출인자(CRF) mRNA 저하를 보

인다.

2) 물질대사 측면에서 보면 적혈구의 ATP 함량 저하, 단백결합

요오드(PBI) 저하, 젖산 증가, 시트르산 저하 등은 갑상선 기능

저하와 조직의 에너지 대사 수준이 저하되었음을 의미하고, 크레

아틴, 요소, 칼슘, 인, 마그네슘 배설량 저하는 영양불량 및 에너

지 대사 감소를 의미하며, 철 운반단백질(transferrin)과

fibronectin 저하는 영양 평형의 일정 부분 파괴를 의미하는데 이

는 전체적으로 陽虛로 인해 에너지대사 수준이 저하되었음을 말

한다.

3) 내분비 측면에서 보면 尿 중 17-하이드록시코르티코스테로이

드와 尿 중 17-케톤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저하는 부신피질 기능

저하를 의미하고 AngiotensinⅡ, 알도스테론, 갑상선호르몬(T3,

T4), 갑상선자극호르몬(TSH)의 저하는 레닌-Angiotensin-알도스

테론 계통과 시상하부-뇌하수체-갑상선 계통의 기능 저하를 의미

한다. 그리고 Glucocorticoid 수용체(GR) 저하는 부신기능 저하

를 의미하며, LH-HCG 높음, LRH 흥분 저하, 테스토스테론, 난

포자극호르몬(FSH), 황체형성호르몬(LH), 에스트라디올(E2) 등

의 감소,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GnRH) 감소, 칼모듈린

(CaM) mRNA 높음 등은 시상하부-뇌하수체-성선 계통의 기능

저하를 의미한다. 그리고 시상하부 내 카테콜아민 등 모노아민

신경 전달 물질 함량 이상이나 PKA와 PKC 저하 등은 세포신호

전달 계통의 혼란을 의미한다. 이상은 陽虛로 인한 내분비 기능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4) 면역기능 측면에서 T3, T4, T3/T4, 보체 C4 낮음, T 세포 아

형 중 OKT3, OKT4, OKT8의 비정상적 저하와 OKT4/OKT8 비

율과 세포막 표면 면역 글로불린(SmIg) 상승, 순환 면역 복합체

(Circulating immune complex) 높음, IL-2과 감마 인터페론(γ

-IFN) 저하 등은 陽虛로 인한 면역기능의 혼란을 의미한다.

5) 신경기능 측면에서 보면 陽虛證에는 부교감신경 항진 및 교

44) 李東濤, 田濟遠, 王守海, 欒暉. 陽虛的內在實質研究回顧與展望. 現代

中西醫結合雜志 13(7):1213-1215, 2000.

45) 鄭海生, 蔣健, 賈偉. 中醫學腎陽虛證的現代研究概述. 遼寧中醫雜志

34(7):1014-101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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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신경 억제가 보이고 코티솔과 모르핀양 작용을 보이는 내인성

펩타이드인 enkephalin의 저하는 내장 교감신경은 억제되고 체

표 교감신경은 항진됨을 의미한다.

6) 미량원소 측면에서 보면 Cu 함량 증가, Zn/Cu 비율 저하,

Br량 감소, Zn 감소, Cr 감소, 철 증가 등은 陽虛證에서 보이는

미량원소 대사의 혼란이다.

7) cAMP와 cGMP 측면에서는 cGMP 증가와 cAMP 감소,

cAMP/cGMP 감소가 보인다.

8) 미순환과 혈액학적 측면에서는 혈액속도 감소, 적혈구 농도

증가 및 혈액 점도 증가, 적혈구 평균 체적 증가, 적혈구 혈색소

농도 감소 등이 陽虛에 의한 것으로 본다.

9) 신기능 측면에서 보면 尿 삼투압 수준 감소, 尿 농축 기능 감

퇴, 크레아틴 제거율 저하 등을 나타낸다.

10) 腎陽虛證에서는 시상하부 방실핵 소세포구의 CRF 양성 세

포와 正中隆起 外層 CRF 양성 섬유 감소, 뇌하수체 전엽 ACTH

양성 세포 수량 감소, 뇌하수체 TSH 세포와 갑상선 여포상피세

포 세포핵 분해, 부신 위축, 흉선 위축 등 형태학적 변화도 관찰

할 수 있다.

4. 陽虛證의 臨床的 적용예시

CAJ의 1999년부터 2013년도의 임상 논문 300여편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陽虛證과 관련한 질병은 아주 다양한데, 腎 관련

질환으로는 불임, 다낭성 난소증후군, 척추관 협착증, 부종, 신부

전, IgA신증, 발기부전, 신염,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신증후군

에 따른 부신피질 호르몬 감소,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등이 있고,

心 관련 질환으로는 심부전, 부정맥, 심근증, 관상동맥 죽상경화

성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폐성심 등이 있고, 脾 관련 질환으

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궤양성 결장염 등이 있고, 肝 질환 관

련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간경화 복수, B형 간염, 만성 간

염, 간성 당뇨병 등이 있고, 肺 관련 질환으로는 알레르기 비염,

기침성 천식, 기관지 천식, 폐기종 등이 있으며 그 외 당뇨병, 대

사증후군, 재생불량성 빈혈, 두통, 뇌위축증, 알츠하이머 등이 있

다. 대표적인 질환에 대한 임상 적용은 아래와 같다.

1) 陽虛型 남성 감정자증, 약정자증 - 姚文亮 등은 腎陽虛型 감

정자증, 약정자증 30례에 溫腎助陽하는 人子生精湯을 적용하여

總有效率 93.3%를 얻었고, 喻國華는 脾腎陽虛型 감정자증, 약정

자증 122례에 補益脾腎 위주로 活血化瘀, 清熱利濕하는 促精湯

을 적용하여 유효한 효과를 얻었다46).

2) 腎陽虛型 배란 장애 불임 - clomiphene citrate는 배란촉진제

로 자주 사용하는 약물로 에스트로겐에 길항하는 작용이 있어

자궁경관의 점액 농도를 진하게 하고 자궁내막 발육에 영향을

미쳐 수정과 착상에 불리한 작용을 하므로 배란촉진율은 70% ~

80%이나 가임율은 30% 밖에 되지 않는다. 馬科 등은 玄駒、淫羊

藿、蛇床子, 枸杞子 등으로 구성되어 溫腎暖宮 기능이 있는 複方

46) 喻國華. 自擬促精湯治療脾腎陽虛型少精弱精症122例. 中醫雜志 52(5):

419-420, 2011.

姚文亮, 陳勝輝, 萬德芬. 人子生精湯治療腎陽虛型男性少精症、弱精症

30例臨床觀察. 中醫雜志 49(8):709-711, 2008.

玄駒膠囊을 겸용하여 자궁내 환경을 개선하고 clomiphene

citrate의 치료율을 향상시켜서 불임 치료 효과를 제고하였다47).

3) 腎陽虛型 다낭성 난소증후군-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여성의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칠 뿐아니라 일종의 대사증후군으로 인슐

린혈증, 인슐린 저항 2형 당뇨병, 고지혈증, 자궁내막암 위험 증

가 등을 야기하며 病因이 복잡하고 치료도 어렵다. 李鳳英 등은

溫巢湯을 다낭성난소증후군 46례에 적용하여 總有效率 86.97%를

얻었다48).

4) 腎陽虛型 남성 불임 - 남성 불임은 정자의 상태에 따라 無精

症 또는 少精症이 있으며, 정액 이상으로는 少精症, 弱精症, 畸形

精子, 無精子, 無精液, 精液液化不良 등이 있다. 洪文 등은 六味

地黃丸을 기본으로 한 補腎生精湯과 針灸治療를 겸하여 腎陽虛

型 남성 불임을 치료하여 總有效率 95%를 얻었다49).

5) 脾腎陽虛型 면역성 불임 - 면역성 불임의 病因病機는 腎虛를

근본으로 보고 瘀血, 濕熱(毒)을 標로 보는데 임상에서는 腎虛에

서 시작하여 肝脾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脾腎陽虛型이 많이 보인

다. 廖可中 등은 滋補肝腎, 助陽活血, 養血調經, 補益沖任, 消除抗

體하는 기능이 있는 補腎固元湯을 脾腎陽虛型 면역성 불임 43例

에 적용하여 유효한 효과를 얻었다50).

6) 陽虛型 척추관 협착증 - 척추관 협착증은 神經源性 간헐적인

절뚝거림, 요통, 신경근 압박 및 尾神經 압박, 麻木, 동통 등이 주

된 증상이고 동통은 크지 않은데, 척추관 협착증의 병인과 증상

을 血痹와 유사하다고 보고 房緯 등은 通陽行痹하는 黃芪桂枝五

物湯을 적용하여 유효한 효과를 얻었다51).

7) 陽虛型 신증후군 부종 - 신증후군은 여러 병인에 의해 발생

하는 신사구체 질병의 일종으로 다량의 단백뇨, 저단백혈증, 수

종 및 고지혈증 수반 등이 주요 증상이다. 孫文江은 陽虛型 신증

후군 부종 65례에 眞武湯을 적용하여 유효한 효과를 얻었다52).

8) 腎陽虧虛型 원발성 골다공증 - 魏兵 등은 腎陽虧虛型 원발성

골다공증 23례에 補益肝腎, 強筋健骨, 益氣升陽, 活血止痛하는

密骨葆膠囊을 적용하여 總有效率 86.96%를 얻었다53).

9) 脾腎陽虛型 IgA신증 - IgA신증(IgA nephropathy)은 신사구

체 질병의 일종으로 면역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다. 血尿, 蛋白尿,

水腫, 腰酸, 乏力疲倦 등의 증상을 보이고 현재 치료법은 血尿 치

료에 초점을 맞추는데 단백뇨 치료에는 효과가 없다. 侯衛國 등

은 脾腎陽虛型 IgA신증 60례에 益氣溫經, 和血通痹하는 黃芪桂

47) 馬科, 餘小英, 彭弋峰. 複方玄駒膠囊聯合克羅米芬治療腎陽虛型排卵障

礙性不孕症的臨床觀察. 中國中西醫結合雜志 32(7):882-884, 2012.

48) 李鳳英, 王琪. 溫巢湯治療腎陽虛型多囊卵巢綜合征46例療效觀察. 山西

中醫學院學報 11(4):33-34, 2010.

49) 洪文, 曾睿, 陳澤林, 陸強益, 盧飛獻, 唐俊良, 江麗瑩. 針藥結合治療

腎陽虛型男性不育症臨床研究. 中醫學報 27(2):254-255, 2012.

50) 廖可中, 黃秀紅. 補腎固元湯治療脾腎陽虛型免疫性不孕症臨床觀察. 中

國民族民間醫藥 p143, 2012.

51) 房緯, 趙雪圓, 薑東升, 周翔, 劉勝. 推拿、針灸、牽引配合黃芪桂枝五

物湯加味治療腰椎管狹窄症(陽虛型)30例臨床觀察. 新中醫 39(10):36-37,

2007.

52) 孫文江, 石君華. 眞武湯治療陽虛型腎病綜合征水腫臨床觀察. 湖北中醫

雜志 31(6):46-47, 2009.

53) 魏兵, 沈霖, 楊豔萍, 謝晶, 周丕琪, 高蘭. 密骨葆膠囊治療原發性骨質

疏松症(腎陽虧虛證)3年療效觀察. 中國中醫骨傷科雜志 17(8):10-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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枝五物湯을 적용하여 蛋白尿, 血尿에 효과를 기대하여 總有效率

72.5%를 얻었다54).

10) 腎陽虛型 양성 전립선 비대증 - 양성 전립선 비대증은 배뇨

장애 위주로 腎陽虛 膀胱氣化不利로 인한 것으로 鄢明安은 35례

에 溫陽化氣利水하는 五苓散을 적용하여 總有效率 82.8%를 얻었

고, 李秀英은 60례에 濟生腎氣丸을 적용하여 總有效率 94%를 얻

었다55).

11) 陽虛 2型 糖尿病 - 阮永隊 등은 消渴을 陰虛燥熱로 보는 역

대 이론과 달리 2型 당뇨병은 脾胃虛寒, 眞火衰微, 脾腎陽虛, 肝

胃虛寒 등 陽虛證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脾弱胃強, 食而

不解饑, 飲而不解渴, 上不能化津液, 下不能攝水液하여 결국 寒消

가 생기게 된 환자 105례에 溫補脾腎, 益氣補中, 開厥陰, 調暢樞

機하는 溫陽健脾湯을 적용하여 總有效率 81.43%를 얻었다56).

12) 脾腎陽虛證 신증후군 환자 호르몬 감소증 - 당질 코르티코

이드는 신증후군에 흔히 사용되는 약물로 이를 사용함에 따라

나타나는 부신피질 호르몬 감소 단계의 환자는 脾腎陽虛의 증후

를 보이는데 吳培源 등은 溫補腎陽, 填精養血하는 右歸丸을, 呂

勇 등은 金匱腎氣丸을 사용하여 면역조절, 부신피질 기능이 증강

됨을 확인하였다57).

13) 腎陽虛型 골수형성 이상증후군 - 골수형성 이상증후군 환자

는 빈혈을 위주로 2차 감염과 출혈 증상을 보인다. 大補元氣, 補

元陽, 填精補髓, 滋補腎陰하는 複方補腎沖劑를 30례에 적용하여

總有效率 86.7%를 얻었다58).

14) 心陽虛型 심부전 - 심부전의 기본 病機는 本虛標實로 氣血

失常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心陽氣虛로 心血瘀阻가 생기며 血

脈淤滯, 水飲內停, 痰濁不化에 이르게 되어 발병하게 된다. 葉燁

등은 心陽虛證 심부전 80례에 溫補心陽하는 溫陽方을 사용하여

總有效率 93.75%를 얻었다59).

15) 腎陽虛型 만성 심부전 - 劉裕青은 腎陽虛型 만성 심부전 90

례에 益心氣, 扶正固本, 活血通絡하는 通陽活血湯을 적용하여 總

有效率 95.56%를 얻었다60).

16) 脾腎陽虛型 노년 만성 심부전 - 심부전 중ž말기의 病位는 中

下焦로 病因은 脾腎陽虛이고 病機는 脾陽虛로 인해 運化失職, 水

濕內停하고, 腎陽虛로 溫化無權하여 下肢浮腫, 小便少, 不能平臥

54) 侯衛國, 高建東, 關新, 唐英. 黃芪桂枝五物湯治療脾腎陽虛型IgA腎病

的臨床研究. 上海中醫藥大學學報 22(3):38-41, 2008.

55) 鄢明安. 五苓散治療腎陽虛型良性前列腺增生35例療效觀察. 中華全科醫

學 10(4):583-584, 2012.

李秀英. 濟生腎氣丸加味治療腎陽虧虛型良性前列腺增生症的療效觀察.

中國全科醫學 12(9B):1729-1730, 2009.

56) 阮永隊, 陳紅梅, 莫冰泉, 劉小瓊. 中醫溫陽健脾法與降糖藥合用治療2

型糖尿病胰島素抵抗陽虛患者70例. 廣州中醫藥大學學報 24(3):184-187,

2007.

57) 吳培源, 餘正元. 右歸丸治療腎病綜合征患者激素撤減所致脾腎陽虛證30

例. 江西中醫藥 41(7):43-44, 2010.

呂勇, 王億平. 金匱腎氣丸對腎病綜合征脾腎陽虛證患者激素撤減的療

效. 安徽中醫學院學報 23(3):15-17, 2004.

58) 趙琳, 邱仲川, 江秀花, 陳佩, 應平平, 黃中迪. 複方補腎沖劑治療腎陽

虛型骨髓增生異常綜合征的研究. 上海醫學 29(3):147-149, 2006.

59) 葉燁, 劉擎. 溫陽方改善心衰心陽虛患者心功能及神經內分泌指標臨床觀

察. 深圳中西醫結合雜志 21(5):272-275, 2011.

60) 劉裕青. 通陽活血湯治療心腎陽虛型心衰的臨床分析. 臨床醫學工程 18(5):

734-735, 2011.

하게 된다. 賈紅娥 등은 심부전 중ž말기 110례에 益氣溫陽, 活血

化瘀, 利水消腫하는 實脾散加減을 적용하여 總有效率 94.44%를

얻었다61).

17) 陽虛水泛型 肺性心 심부전 - 盧裕香은 心腎肺脾 四臟에 걸

쳐 나타나는 陽虛水泛型 肺性心 심부전 68례에 眞武湯, 補肺湯,

五苓散, 葶藶大棗瀉肺湯을 기본으로 하여 健脾益氣, 溫腎通陽,

活血化瘀, 瀉肺平喘, 利水消腫하는 眞補五葶湯을 적용하여 總有

效率 94%를 얻었다62).

18) 心陽虛衰型 부정맥 - 부정맥은 心虛膽怯, 心氣不足, 肝腎陰

虛, 痰阻, 血瘀 등 여러 원인과 관련이 있는데 心氣虛, 心陽不足

에서 많이 볼 수 있다. 雷瑗琳 등은 溫陽을 위주로 陰陽을 같이

고려한 參桂飲을 사용하여 總有效率 86.6%를 얻었다63).

19) 脾腎陽虛型 심근증 - 趙亞升은 다양한 질병에서 발전하여

脾腎陽氣虧虛하게 되어 虛中夾實의 복잡한 증상을 나타내는 脾

腎陽虛型 심근증 90례에 益脾腎清利法에 따른 四味泄濁湯을 적

용하여 總有效率 93.3%를 얻었다64).

20) 心腎陽虛型 관상동맥 죽상경화성 심장병 心絞痛 - 관상동맥

죽상경화성 심장병의 기본 病機를 本虛標實 즉, 本虛는 心肝脾腎

의 虧虛로 心脈失養하고 標實은 寒凝, 氣滯, 血瘀, 痰阻로 보아

趙鴻 등은 溫陽益氣, 活血通脈하는 溫陽通絡方을 적용하여 總有

效率 90%를 얻었다65).

21) 脾腎陽虛型 고혈압 - 陳曉鋒는 원발성 고혈압 환자 중 통상

적으로 인식하는 陰虛陽亢으로 인한 경우가 아닌 陽虛로 인한

40례에 溫通潛陽, 引火歸元하는 溫潛溫通法을 적용하여 總有效

率 100%를 얻었다66).

22) 脾腎陽虛型 고지혈증 - 고지혈증은 脾腎陽虛, 氣化無力으로

濕濁이 血脈에 엉겨서 생기는데 劉順安은 溫腎壯陽, 健脾化濁하

는 溫化降脂湯을 적용하여 유효한 효과를 얻었다67).

23) 脾腎陽虛型 만성 폐성심 - 폐성심은 肺에서 시작한 병이 오

래되어 心, 脾, 腎에까지 파급된 것으로 張梅香은 주요한 病理 표

현이 脾腎陽虛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41례에 益氣活血, 溫陽利水

하는 補陽還五湯合眞武湯을 적용하여 總有效率 95.12%를 얻었

다68).

24) 陽虛型 만성 폐성심 - 만성 폐성심은 장기적인 慢性 咳喘氣

逆이 반복되어 五臟 기능 실조에 이르러 氣血津液 運行敷布에

장애가 발생하여 형성된다. 李樹清 등은 本虛가 腎陽虛 위주의

61) 賈紅娥, 孟詠梅. 實脾散加減治療老年脾腎陽虛型慢性心衰110例. 山東

中醫藥大學學報 36(6):496-497, 2012.

62) 盧裕香. 眞補五葶湯爲主治療陽虛水泛型肺心病並心衰68例. 新中醫,

2000.

63) 雷瑗琳, 付大海. 參桂飲治療心陽虛衰型心律失常30例. 陝西中醫 30(6):

643-644, 2009.

64) 趙亞升. 中西醫結合治療脾腎陽虛型心肌病的應用. 吉林醫學 33(11):

2285-2286, 2012.

65) 趙鴻,謝靜. 溫陽通絡方治療冠心病心絞痛心腎陽虛證30例臨床觀察. 中

醫藥導報 17(6):25-27, 2011.

66) 陳曉鋒. 溫潛溫通之法治療陽虛型原發性高血壓40例. 中西醫結合心腦血

管病雜志 9(10):1157-1158, 2011.

67) 劉順安. 溫化降脂湯治療脾腎陽虛型高脂血症100例. 中醫藥學刊 18(1):

71, 2001.

68) 張梅香. 中西醫結合治療脾腎陽虛型慢性肺源性心臟病41例. 河南中醫

32(3):346-34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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脾腎陽虛에 있다고 보고 扶陽固本法을 적용하여 總有效率 90.7%

를 얻었다69).

25) 脾腎陽虛型 설사형 과민성 대장 증후군 - 陳明 등은 설사형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36례에 健脾溫腎臍貼을 적용하여 總有效

率 91.67%를 얻었고 武志娟 등은 62례에 附子理中湯을 적용하여

總有效率 93.8%를 얻었다70).

26) 脾腎陽虛型 궤양성 결장염 - 궤양성 결장염의 病機는 本虛

標實에 속하는데 脾腎陽虛가 本이고 濕熱壅盛이 標이다. 謝碩 등

은 溫腎, 暖脾, 止瀉하는 四神丸을 관장 요법으로 적용하여 양호

한 효과를 얻었고 席作武 등은 陽和湯을 기초로 한 溫補脾腎, 溫

經通脈하는 結腸康을 적용하여 總有效率 95%를 얻었다71).

27) 脾腎陽虛型 대사증후군 - 대사증후군의 病機는 초기에는 臟

腑氣血陰陽失調가 위주이고 중기에는 痰濕互結이 중요하며 후기

에는 寒熱, 虛實, 瘀濁交錯 등에 의한 것이다. 趙志英은 溫陽健

脾, 化痰消濁하는 溫陽消濁飲과 염산 메트포르민을 같이 사용하

여 總有效率 87.5%를 얻었다72).

28) 재생 불량성 빈혈 - 張榮華 등은 脾腎陽虛證 환자 40례에 溫

腎健脾, 填精益髓, 補氣養血하는 右歸補腎方을 적용하여 總有效

率 85%를 얻었고, 邱仲川 등은 腎陽虛型 30례에 補腎複方沖劑를

적용하여 總有效率 80%를 얻었다73).

29) 脾腎陽虛型 갑상선 기능저하증 - 陳文娟 등은 脾腎陽虛, 水

濕泛濫으로 보고 溫補腎陽하는 眞武湯加減과 L-thyroxine 소량

을 겸용하여 總有效率 93.3%를 얻었고, 梁國平은 健脾補腎, 溫陽

益氣하는 二仙湯加減을 23례에 적용하여 總有效率 91.3%를 얻었

다74).

30) 脾腎陽虛型 간경화 복수 - 간경화 복수의 病機는 肝, 脾, 腎

三臟의 기능 실조와 虛衰로 인한 것으로 孔慶輝 등은 肝硬化腹

水의 脾腎陽虛型 30례에 溫和腎陽, 益氣健脾, 活血化瘀, 化氣利

水하는 複方湯劑를 적용하여 總有效率 93.33%를 얻었다75).

31) 肝腎陽虛型 B형 간염 - 陳建蓉은 肝陽虛 病理와 肝實質 손

상이 유관하다는 점과 B형 간염 환자가 체액성 면역기능이 항진

하고 세포성 면역기능이 저하하는 현상을 腎과 관련있는 것으로

69) 李樹清, 李帆. 扶陽固本法治療陽虛型慢性肺心病86例療效觀察. 雲南中

醫中藥雜志 31(3):16-18, 2010.

70) 陳明, 周滔. 健脾溫腎臍貼治療脾腎陽虛腹瀉型腸易激綜合征36例. 中國

民間療法 20(10):16, 2012.

武志娟, 黃穗平, 張志敏. 附子理中湯治療脾腎陽虛型腸易激綜合征(腹

瀉型)臨床觀察. 新中醫 44(8):32-34, 2012.

71) 謝碩, 李建軍. 四神丸超微顆粒劑保留灌腸治療中度潰瘍性結腸炎脾腎陽

虛證58例. 中國中醫藥現代遠程教育 8(15):17-19, 2010.

席作武, 劉小文. 結腸康治療潰瘍性結腸炎脾腎陽虛證臨床研究. 河南中

醫 27(12): 35-36, 2007.

72) 趙志英. 自擬溫陽消濁飲加二甲雙胍治療脾腎陽虛型代謝綜合征臨床觀

察. 北京中醫藥 27(8): 620-622, 2008.

73) 張榮華, 蔣文明, 譚晶. 右歸補腎方治療慢性再生障礙性貧血脾腎陽虛證

臨床療效觀察. 中醫藥導報 17(4):29-30, 2011.

邱仲川, 趙琳, 陳佩, 胡琦, 曹妹芳, 王運律, 應平平, 何勇, 楊懿萍, 楊

紅, 楊協珍, 吳翰香. 補腎複方沖劑治療腎陽虛型再生障礙性貧血30例臨

床研究. 中醫雜志 42(4):213-215, 2001.

74) 陳文娟, 鍾妙文, 楊勁松. 眞武湯加減治療甲狀腺功能減退症(脾腎陽虛

型)30例療效觀察. 新中醫 38(3):41-42, 2006.

梁國平. 中西醫結合治療脾腎陽虛型原發性甲狀腺功能減退症23例. 現代

中醫藥 30(1):14-16, 2010.

75) 孔慶輝, 劉春芳, 隋楊. 中西醫結合治療肝硬化腹水脾腎陽虛型30例. 山

東中醫雜志27(4):257-258, 2008.

보아 柴桂菟仙湯을 肝腎陽虛型 B형 간염과 HBV 보균자 80례에

적용하여 總有效率 90%를 얻었다76).

32) 脾陽虛型 만성 간염 - 질병 후기에 濕熱이 陰血을 耗傷시키

고 寒濕이 脾腎陽氣를 손상하여 脾陽虛가 심해진 경우 23례에

趙春 등은 益氣健脾, 溫中祛寒하는 附子理中湯加減을 적용하여

總有效率 86.96%를 얻었다77).

33) 肝性 糖尿病 - 肝性 糖尿病은 肝病 후에 속발하는 것으로 病

位가 肝에 있는데 熱盛傷津으로 인한 口渴이 아니라 水不氣化로

인한 多飮多尿가 나타난다. 陳建芳 등은 30례에 溫陽補氣健脾,

活血平潛하는 溫陽降糖湯을 적용하여 總有效率 93.33%를 얻었

다78).

34) 腎陽虛型 알레르기 비염 - 孫一枚는 腎陽虛型 알레르기 비

염 47례에 補腎溫陽하는 右歸飲을 적용하여 總有效率 89.4%를

얻었다79).

35) 脾腎陽虛型 다년성 알레르기 비염 - 楊紅은 標는 肺에 있으

나 本은 脾腎에 있는 것으로 보아 脾腎陽虛型 다년성 알레르기

비염 30례에 補腎培元固本하는 鼻炎固本方을 적용하여 總有效率

86.7%를 얻었다80).

36) 기침성 천식(기침이형 기관지천식) - 기침성 천식은 기침 위

주의 증상만 있어 감기나 만성 咽炎으로 오진하고 항생제 치료

를 하는 경우가 많다. 唐百冬 등은 腎陽虛 기침성 천식에 補腎扶

正, 宣肺祛邪하는 補腎宣肺方을 적용하여 總有效率 87.5%를 얻

었다81).

37) 陽虛型 기관지 천식 - 丁波 등은 陽虛型 기관지 천식 80례에

溫肺益腎通絡湯을 적용하여 總有效率 86.3%를 얻었고, 雷生遠

등은 腎陽虛 기관지 천식에 補血益精, 助陽宣通血脈, 散寒祛痰하

는 陽和湯을 적용하여 유효한 효과를 얻었다82).

38) 脾腎陽虛型 만성 폐기종 - 吳銀根 등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의 일종인 脾腎陽虛型 慢性阻塞性 肺氣腫 68례에 溫補脾腎陽하

여 水飲, 痰濁을 分消清化하고 胸隔의 清陽을 宣暢하게 하는 健

壯Ⅰ號를 적용하여 總有效率 80.8%를 얻었다83).

39) 陽虛 頭痛 - 楊傑 등은 陽虛頭痛 33례에 搜逐血絡, 補陽通陽

降濁하는 螞蟻丸을 적용하여 總有效率 100%를 얻었고, 翟瑞慶

등은 50례에 溫陽益氣, 養血益精, 散寒通滯, 通絡止痛하는 陽和

湯加味를 적용하여 總有效率 94%를 얻었다84).

76) 陳建蓉. 柴桂菟仙湯治療肝腎陽虛型乙型肝炎及HBV攜帶者80例. 四川

中醫 17(8):26-27, 1999.

77) 趙春, 駱群. 附子理中湯加減治療慢性重型肝炎脾陽虛患者23例. 中西醫

結合肝病雜志 11(1):46-47, 2001.

78) 陳建芳, 楊志賢. 溫陽降糖湯治療陽虛型肝源性糖尿病30例. 陝西中醫

30(12):1642-1643, 2009.

79) 孫一枚. 右歸飲治療腎陽虛型變應性鼻炎47例臨床觀察. 湖南中醫藥導報

10(5):40-41, 2004.

80) 楊紅. 鼻炎固本方治療脾腎陽虛型常年性變應性鼻炎的臨床觀察. 北京中

醫藥 28(9):705-706, 2009.

81) 唐百冬, 何軍鋒. 補腎宣肺方治療腎陽虛咳嗽變異性哮喘臨床研究. 中國

中醫藥信息雜志 16(3):12-13, 2009.

82) 丁波, 馬敏. 中醫治療陽虛型支氣管哮喘臨床療效觀察. 華北國防醫藥

16(4):275-276, 2004.

雷生遠, 周攀, 陳愚. 陽和湯治療腎陽虛哮喘體會. 現代中西醫結合雜志

20(25):3195, 2011.

83) 吳銀根, 張惠勇, 王宏長, 田文英, 林琳. 健壯Ⅰ號治療脾腎陽虛型慢性

阻塞性肺氣腫臨床觀察. 中醫雜志 36(12):731-733,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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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腎陽虛型 알츠하이머 - 李存新 등은 노년성 치매가 腎虛를

기초로 心, 肝, 脾의 기능 실조와 관련이 깊으며 주요 원인을 體

弱, 腎氣不足, 髓海空虛 등으로 보고, 腎陽虛型 알츠하이머 34례

에 右歸丸加味를 적용하여 總有效率 94.12%를 얻었다85).

41) 腎陽虛血瘀型 뇌위축증 - 周慎 등은 뇌위축증을 虛, 瘀, 痰,

風과 유관하며, 초기에는 腎虛血瘀를 基本 病機로 보고 후기에는

痰濕, 內風이 중요하다고 보아 腦萎縮 腎陽虛血瘀證 40례에 補腎

助陽, 安神健腦, 活血通絡하는 益腎健腦顆粒 2號를 적용하여 뇌

위축증에서는 總有效率 70%, 腎陽虛血瘀證에서는 總有效率

95.0%를 얻었다86).

이상으로 陽虛證에 대하여 보고된 다양한 질환 범위에 해당

하는 질병의 구체적 내용과 그 치법, 처방 등을 알아보았다.

고 찰

朱丹溪와 張景岳은 “滋陰派”와 “溫補派”의 대표적 인물로

다른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각기 다른 이론을 형성하였다.

丹溪의 “陽有餘陰不足論”은 陰陽을 對立制約의 측면에서 보며

景岳의 “陽非有餘陰不足論”은 陰陽을 互根互用관계로 인식하는

점이 다르다. 丹溪의 “陽有餘”는 병리 상태의 相火熾盛으로, 치

료에서 寒涼 약물만을 남용하지는 않으며 治病求本과 辨證施治

를 강조하였고, 張景岳의 “陽非有餘”는 인체의 “眞陽不足”을 의

미하여 丹溪와는 다른 의미이다. 景岳은 陰陽 모두 氣血, 臟腑,

寒熱 등 유형의 陰陽이 있고, 또한 元陰, 元陽과 같은 무형의 陰

陽이 있다고 인식했다. 景岳의 陽不足은 眞陽, 元陽不足을 의미

하며 마음대로 공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丹溪와 景岳

은 모두 “陰常不足”을 인식하고 陽에 대해서도 생명 생성과 유

지에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는 공통점이 있다.

陽氣란 五臟에 居하면서 腎命門에 근본을 두는데 陽虛는 五

臟 虛損 중 비교적 자주 볼 수 있는 증상으로 五臟별로 陽虛 증

상이 다르다. 心陽은 溫通血脈, 鼓舞血行, 溫養心神하는데 心陽

이 虛하면 血脈이 溫通鼓舞할 수 없어서 流行澀滯하고 심하면

心脈癖阻不通하게 되니 辛甘溫한 약으로 치료한다. 肺陽이 虛하

면 호흡이 불안정하고 咳逆氣短하며 津液輸布가 원활하지 않아

痰飲이 생성되고 皮毛不固로 邪氣에 쉽게 감수된다. 肺氣는 脾土

에서 생성되므로 中焦부터 보해야 하며 甘溫한 약을 사용한다.

脾陽이 虛하면 運化失司하여 飲食不化하여 脹滿痛吐하고 水濕內

停하여 붓게 되는데 溫中健脾한다. 肝陽이 虛하면 疏泄不利하고

溫養失職하게 되어 面多青黃, 腹脅脹滿, 悒悒不樂, 口苦頭痛, 飲

食減少하게 되는데 肝陽虛를 치료할 때는 體用을 같이 고려하여

陰陽을 조화롭게 해야 한다. 腎은 開合을 주재하므로 陽氣가 부

84) 楊傑, 杜啟花, 陳建令, 張玉眞. 螞蟻丸治療陽虛頭痛. 中國鄉村醫藥

10(10):15-16, 2003.

翟瑞慶, 薑麗霞, 李朝霞. 陽和湯加味治療陽虛頭痛50例. 四川中醫

17(11):31, 1999.

85) 李存新, 楊樹榮, 黃峰. 右歸丸加味治療腎陽虛型阿爾采默病34例. 陝西

中醫學院學報 32(4):20-21, 2009.

86) 周慎, 楊維華, 劉芳, 李佑生, 伍大華, 楊力. 溫腎健腦法對腦萎縮腎陽

虛血瘀證患者主症及智能狀態的影響. 中國中醫藥科技 11(2):73-74,

2004.

족하면 開合을 주관하지 못하여 關門不利, 氣化失常하게 된다.

腎陽이 부족하면 精關不固, 遺精滑泄하므로 溫補腎陽, 固澀止遺

해야 하는데 陰陽互根하므로 元陽이 손상되면 陰도 역시 부족하

게 되고 陰 손상이 陽에 미치게 되므로 溫補腎陽 할 때는 陰中求

陽해야 한다. 陽氣는 腎命門에 근본을 두므로 腎陽이 不振하면

五臟의 陽이 모두 손상을 받아 모든 臟의 陽이 虛하게 되므로 五

臟을 溫補할 때는 溫腎法으로 보좌해야 한다.

현대적 의미에서 陽虛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고된 내

용을 살펴보면 유전자 연구 측면에서 ACE 유전자 DD형,

HLA-A30 유전자, 부신피질자극호르몬 방출인자(CRF) mRNA

등이 陽虛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물질대사 측

면에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 크레아틴, 요소, 칼슘, 인, 마그네슘

배설량 저하, 철운반단백질(transferrin), fibronectin 저하 등 에너

지 대사 수준의 저하를 陽虛와 연관지어 보고하고 있다. 내분비

기능 측면에서는 부신피질 기능 저하, 레닌-Angiotensin-알도스

테론 계통과 갑상선 기능 저하, 성선 기능 저하 그리고 모노아민

등 신경전달 물질 함량 이상을 陽虛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며, 면

역기능 측면에서는 T 세포의 감소, 세포막 표면 면역 글로불린

(SmIg) 상승, IL-2과 감마 인터페론(γ-IFN) 저하 등을 陽虛로 인

한 면역기능 혼란으로 해석한다. 신경 측면에서는 陽虛 증상이

부교감신경 항진 및 교감신경 억제로 나타나며, Cu 함량 증가,

Zn/Cu 비율 저하, Br량 감소, Zn 감소, Cr 감소, 철 증가 등 미

량원소의 대사에도 혼란이 생긴다고 보고하고 있다. cGMP 증가

와 cAMP 감소, cAMP/cGMP 감소 등도 陽虛 증상의 일부로 해

석하며 혈액속도 감소, 혈액 점도 증가 등 혈액학적 측면에서의

陽虛 증상도 보고하고 있다.

임상 보고를 살펴본 결과 陽虛와 관련된 다양한 질병이 보

고되었다. 腎 관련 질환으로는 불임, 다낭성 난소증후군, 척추관

협착증, 부종, 신부전, IgA신증, 발기부전, 신염, 전립선염, 전립

선 비대증, 신증후군에 따른 부신피질 호르몬 감소, 골수형성이

상증후군 등이 있고, 心 관련 질환으로는 심부전, 부정맥, 심근

증, 관상동맥 죽상경화성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폐성심 등이

있고, 脾 관련 질환으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궤양성 결장염 등

이 있고, 肝 질환 관련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간경화 복수,

B형 간염, 만성 간염, 간성 당뇨병 등이 있고, 肺 관련 질환으로

는 알레르기 비염, 기침성 천식, 기관지 천식, 폐기종 등이 있으

며 그 외 당뇨병, 대사증후군, 재생불량성 빈혈, 두통, 뇌위축증,

알츠하이머 등이 있다.

조사한 질병을 한의변증형에 따라 분류를 하면 다음과 같다.

陽虛型에는 척추관 협착증, 신증후군 부종, 2型 糖尿病, 만성

폐성심, 기관지 천식, 頭痛 등이 속하고 腎陽虛型에는 남성 불임,

감정자증, 양성 전립선 비대증, 배란장애불임, 다낭성 난소증후

군, 원발성 골다공증, 골수형성 이상증후군, 만성 심부전, 재생

불량성 빈혈, 알레르기 비염, 기침성 천식, 알츠하이머 등이 속하

고, 腎陽虛血瘀型에는 뇌위축증이 속한다. 그리고 脾腎陽虛型에

는 감정자증, 면역성 불임, IgA신증, 신증후군 환자 호르몬 감소

증, 노년 만성 심부전, 만성 폐성심, 심근증, 고혈압, 고지혈증, 설

사형 과민성 대장 증후군, 궤양성 결장염, 대사증후군, 재생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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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빈혈, 갑상선 기능저하증, 간경화 복수, 만성 폐기종 등이 속

하고 脾陽虛型에는 만성 간염이 속한다. 心陽虛型에는 심부전,

부정맥, 관상동맥 죽상경화성 심장병 心絞痛 등이 속하고 陽虛水

泛型에는 肺性心 심부전이 속하며 肝腎陽虛型에는 B형 간염이

속한다.

腎陽虛型, 脾腎陽虛型에 많은 종류의 질병이 배속되는 것을

보아 陽虛의 주요 대상 장부가 脾와 腎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결 론

한의학 辨證名 중 대표적인 陽虛證을 주제로 陽에 대한 한

의학적 의미와 현대적 해석을 알아보고 현대 학자들의 임상 연

구 논문을 통해 陽虛證을 현대 질병명의 어떤 범주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內經』에는 陽虛, 陽氣虛, 陽氣少, 陽氣不足, 陽氣衰 등의

표현이 있으며, 陽氣는 溫煦, 推動, 興奮 등의 기능을 하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傷寒論』에서 仲景은 陽의 회복과 亡失을

생사의 관건으로 보고 陽氣를 중시하였다. 丹溪는 “陽有餘, 陰不

足”을 제창하고 相火를 생리와 병리의 이원적 구조로 해석하며

생리적 相火인 陽虛의 중요성 보다는 병리적 相火인 陽盛의 병

리적 특징을 더 강조하였다. 景岳은 丹溪에 대비하여 “陽非有餘,

陰常不足”을 주장하고 陰氣의 成長과 衰敗가 모두 陽氣 기능에

의해 주도된다고 인식하며, 또한 陽氣를 중시하는 동시에 眞陰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陽虛證은 에너지 대사 수준 저하, 내분비 기능 저하, 면역기

능 저하 및 혼란, 자율신경 부조, 교감신경 감퇴, 미량원소 대사

혼란, cGMP 증가 경향, 미세순환 변화, 혈류속도 감소, 신기능

저하 등으로 질환 범위를 삼고 있다.

陽虛로 인한 腎 관련 질환으로는 불임, 다낭성 난소증후군,

척추관 협착증, 부종, 신부전, IgA신증, 발기부전, 신염, 전립선

염, 전립선 비대증, 신증후군에 따른 부신피질 호르몬 감소, 골수

형성이상증후군 등이 있다.

心 관련 질환으로는 심부전, 부정맥, 심근증, 관상동맥 죽상

경화성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폐성심 등이 있다.

脾 관련 질환으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궤양성 결장염 등

이 있다.

肝 질환 관련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간경화 복수, B형

간염, 만성 간염, 간성 당뇨병 등이 있다.

肺 관련 질환으로는 알레르기 비염, 기침성 천식, 기관지

천식, 폐기종 등이 있으며 그 외 당뇨병, 대사증후군, 재생불량성

빈혈, 두통, 뇌위축증, 알츠하이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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