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학회지 제34권 제3호(2013년 9월)
J Korean Med. 2013;34(3):13-24
http://dx.doi.org/10.13048/jkm.13009
pISSN 1010-0695 eISSN 2288-3339

Origina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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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ility of Diagnosis of Yin-deficiency in Elderly People with
Xerostomia and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Oral Dry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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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availability of diagnosis of Yin-deficiency in the elderly
with xerostomia and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oral dryness.
Methods: We surveyed 50 patients recruited by the clinical trial, 'Efficacy of Yukmijihwang-tang on Xerostomia in
the Elderly: A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wo-center Trial'. The subjects were assessed on their
subjective oral dryness using the Dry Mouth Symptom Questionnaire (DMSQ). Their salivary functions were
measured by Unstimulated Salivary Flow Rate (USFR) measurements. In addition, the subjects were evaluated on
their Qi-stagnation and Yin-deficiency conditions using the Qi-stagnation questionnaire and Yin-deficiency
questionnaire.
Result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hree variables (USFR, DMSQ score and
Qi-stagnation score) and Yin-deficiency score. I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gression model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 = 10.273, p < .001). The factor most strongly influencing the subjective oral dryness was
USFR (ß = -0.386). Yin-deficiency had the next strongest impact on the subjective oral dryness (ß = 0.371).
Qi-stagnation affected the subjective oral dryness weakly (ß = 0.075). In the simple regression analysis,
Yin-deficienc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each of six subscales of DMSQ (p < .01). Among the six
subscales, DMSQ-1 ('Oral dryness at night or on awakening') was the most strongly influenced by Yin-deficiency.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diagnosis of Yin-deficiency in the elderly with xerostomia was
available and Yin-deficiency was an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the subjective oral dryness. Therefore, the
consideration of Yin-deficiency is significant for diagnosis and treatment in the elderly with xerostomia.

Key Words : Xerostomia, elderly, subjective oral dryness, Yin-deficiency, Dry Mouth Symp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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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조증은 입안이 마르는 느낌의 주관적 증상
을 의미하며3), 원인으로는 노화, 약물의 복용, 소모성
질환이나 자가면역질환 등의 전신질환 및 두경부의
방사선치료 등이 있다4,5). 노인의 구강건조증은 타액
분비의 감소로 인한 구강의 건조감이 주된 증상으로,
대화 시 불편감 및 마른 음식의 저작과 연하 시의 불
편감, 구강점막의 통증 등과 같은 기능적 불편감 뿐
만 아니라, 설태의 증가로 인한 구취의 증가, 치아우
식증이나 치주질환의 증가 및 구강 캔디다증과 같은
진균성 기회감염의 증가가 동반되기도 하여 노인들
의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3,6). 이에 대한 치료
로는 현재 주로 pilocarpine이나 cevimeline 등의 부
교감신경 자극제나 인공타액이 이용되고 있는데, 부
교감신경 자극제는 발한, 빈뇨, 홍조 및 전신적 부작
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인공타액은 지속시간이 짧아
증상완화가 일시적인 면이 있어 두 가지 치료방법 모
두 한계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7,8).
구강건조증의 진단은 병력조사 및 불편감에 대한
문진과 더불어 타액분비율 검사, 타액선 스캔, 타액선
조영술, 생검 등으로 이루어지는데9,10), 이 중 타액분
비율 검사는 검사에 필요한 시간이 길지 않고 특별한
장비나 기구 없이 진료실에서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
으며, 비교적 신뢰도가 높고 재현성있게 타액선의 기
능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다11). 구강건조증의 자각
적인 증상은 주로 비자극에 의하여 분비된 총타액분
비율(Unstimulated Whole-Saliva Flow Rate)의 감소
에 의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12). 하지만 구강건조
증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감의 정도가 실제 타액분비
의 감소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연구들도 보고된
바 있으며5,9,13), 구강건조감을 유발하는 타액분비율의
감소 정도가 개인차가 크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14),
구강건조증의 진단 및 평가 시 타액분비율 검사 및
타액선 스캔과 같은 타액선의 기능적 평가 검사뿐만
아니라, 환자의 주관적 구강건조감으로 인해 발생하
는 다양한 불편감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와 관련된 심리적인 요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
이다.
한편, 한의학에서는 구강건조증을 “
”이라하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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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으로
가
한 상태로
,
,
등으로 발생한다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노인의 구강건조증은
이
하여
한
(Yin-deficiency)가 원인이라 하였다
15)
.
는 인체의 음액 휴손의 결과로 나타나는 인체
,
및
의 부조화 상태로써, 그 병리적 특징은
을 제약하는 기능의 감퇴로 표현된다.
의기
,
,
,
능이 감퇴되면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하는 기능이 부족하면
,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을 제약하는
,
,
기능이 감퇴됨으로 말미암아
,
,
등의
이 나타난다16). 이러한
고전의 내용에 근거하여 실제 한방 임상에서도 노인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
구강건조증의 진단 시
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진단의 타당성을 입증한 연
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16)의 연구를 통해 개
발되고 신뢰도, 타당도가 검정된 음허증설문지
(Yin-deficiency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노인 구강
건조증에 대한 음허 진단의 타당성에 대해 조사하고,
이어서 노인 구강건조증의 진단 및 치료 시 중요한
주관적 구강건조감을 유발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
요인들이 노인의 구강건조감의 유발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2년 4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임상
연구 모집공고를 통하여 2기관(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한방3내과,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한방내과)에서
진행 중인 ‘노인의 구강건조증에 대한 육미지황탕의
효능: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위약대조군, 2기관임상
시험’의 지원자들 가운데 포함기준 및 제외기준
(Table 1)을 적용시켜 선정된 50명의 피험자를 대상
으로 하였다. 연구목적에 동의한 피험자들에게 주관
적 구강건조감을 평가하기 위한 구강건조증상설문지
(Dry mouth symptom questionnaire, DMSQ)17)를 작
성하게 하였고, 비자극성 타액분비율(Unstimulated
salivary flow rate, USFR)18)을 측정하였으며, 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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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sion Criteria
1) Aged between 60 and 80years
2) VAS scores greater than 4
3) The unstimulated salivary flow rate should be under 0.3mL/min
4) Patients complaining of xerostomia within the previous 3 months
5) Patients able to read, write, hear, or see
6) Patients able to agree that they will not receive xerostomia-related treatments for 3 months after initiation of the study
7) Patients able to sign a written informed consent form
Exclusion Criteria
1) A history of treatments for autoimmune diseases like Sjögren’s syndrome, rheumatism, or lupus
2) A history of craniocervical radiation therapy, organ transplantation
3) A history of severe psychiatric illness, or major depression
4) The use of any other herbal prescriptions or nutritional supplements before 2 weeks form participation
5) The use of xerostomia-relieving medications (pilocarpine and cevimeline) or therapies for xerostomia (mouthwash, gum, and
toothpaste for xerostomia)

(Qi-stagnation
questionnaire)19)
및
음허증
(Yin-deficiency questionnaire)16) 평가를 위한 설문지
를 작성하게 하였다. 본 연구는 의학 연구 윤리에 대
한 헬싱키 선언을 준수하였으며, 경희대학교 한방병
원(KOMC IRB 2011-28) 및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
원(KHNMC-OH-IRB 2011-016)의 임상시험 심사위
원회의 심사 및 승인을 거쳐 피험자들로부터 동의서
를 얻은 후 시행되었다.

2. 연구방법
1) 구강건조증상설문지(Dry mouth symptom
questionnaire, DMSQ)17)
피험자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구강건조감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17) 등의 연구에서 신뢰도가 입증
된
구강건조증상설문지(Dry
mouth
symptom
questionnaire, DMSQ)를 사용하였다. 밤 시간 또는 아
침 기상 시에, 낮 시간에 및 식사 시에 입이 마르는 정
도와 연하시의 어려움, 입안의 주관적인 타액의 양 및
전체적인 일상생활의 불편감 정도를 묻는 6가지 질문
에 대하여, 10cm의 가로선에 0의 위치를 ‘없음’, 10의
위치를 ‘매우 심함’으로 하여 피험자가 증상의 정도를
좌하방을 향한 사선으로 표시하게 하였다. 각각의 거
리를 측정하여 점수화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
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Appendix. 1).
2) 비자극성 타액분비율(Unstimulated salivary
flow rate, USFR)18)

객관적인 타액분비의 감소를 평가하기 위해 비자
극성 타액분비율(Unstimulated salivary flow rate,
USFR)을 측정하였다. 검사는 오전 9시에서 11시 사
이에 시행하였고, 피험자들은 검사 전 적어도 2시간
동안 음식물 섭취 및 구강 위생활동을 하지 않은 상
태에서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 시행하였다. 피험자
들은 10분간 턱 밑에 시험관과 연결된 깔때기를 대고
혀를 살짝 내민 상태에서 타액이 자연스럽게 깔때기
로 흐르게 하였고, 종료 시에는 구강 내의 남은 타액
을 모두 뱉어 낸 후, 그 총량을 측정하고 이를 분당
분비율(mL/min)로 환산하였다.
3) 기울증설문지(Qi-stagnation questionnaire)
기울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19) 등이 개발한
변증 설문 중 기울 문항으로 구성된 기울증설문지
(Qi-stagnation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각 항목
을 구성하는 문항 수는 주관적 문항 11개, 객관적 문
항 1개로 총 12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주관적 문항은
피험자가 설문지에 스스로 작성하게 하였고, 객관적
문항은 망진 및 절진 소견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각각의 세부 증상은 정도에 따라 '많이 있다', '조금
있다', '거의 없다'로 3등분하여 '많이 있다'는 해당점
수의 100%, '조금 있다'는 점수의 50%, '거의 없다'는
0%을 부여하여 각각을 합산하였다(Appendix. 2).
4) 음허증설문지(Yin-deficiency questionnaire)
음허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이16) 등에 의해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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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20(40)
0.15 ± 0.10
333.50 ± 164.40

Gender
Female
30(60)
0.14 ± 0.08
311.33 ± 140.42

Yin-deficiency
score

400.35 ± 146.51

Qi-stagnation
score

33.35 ± 15.78

N(%)
USFR†
DMSQ‡

Age
p
0.797
0.612

60-69
28(56)
0.14 ± 0.09
334.36 ± 151.46

70-79
22(44)
0.15 ± 0.08
302.18 ± 147.86

p
0.637
0.455

272.23 ± 153.96

0.005*

317.39 ± 177.50

331.23 ± 144.62

0.224

31.50 ± 15.92

0.688

29.82 ± 17.08

35.32 ± 13.58

0.768

P-value is calculated by independent t-tes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 < .05)
The values of USFR, DMSQ, Yin-deficiency score and Qi-stagnation score were express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N(%): Number of subjects
†USFR: Unstimulated salivary flow rate
‡DMSQ: Dry mouth symptom questionnaire

과 타당성이 입증된 음허증설문지(Yin-deficiency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각 문항마다 0부터 10까지 눈금이 표시되
어 있는 10cm의 가로선이 있고, 0의 위치를 ‘전혀 증
상이 없는 상태’, 10의 위치를 ‘항상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로 하여 피험자가 증상의 정도를 좌하방을 향한
사선으로 표시하게 하였다. 각각의 거리를 측정하여
점수화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Appendix 3).

전체 피험자 50명 중 남자 20명(40%), 여자 30명
(60%)으로 여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피험자의 연령
은 60세 이상 80세 미만으로, 50명의 평균 연령은
68.60 ± 5.11세였고, 60세 이상 70세 미만은 28명
(56%),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22명(44%)이었다
(Table 2).

3. 통계분석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각 변수의 평균

수집된 모든 자료는 Mean ± standard
deviation(SD) 또는 Number(%)로 나타내었으며, 일
반적 특성에 따른 각 변수의 평균비교는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였다. USFR, DMSQ점수 및 기울증과
음허증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를 이용하였으며, USFR, 기울증 및 음허증이 주관적
구강건조감에 미치는 영향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음허증이
DMSQ의 6가지 세부 항목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단
순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유의수준은 p < .05로
하였으며,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처리와 분석은
PASW Statistics 18 (SPSS Inc., Chicago, IL, USA)
을 이용하였다.

성별에 따른 각 변수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USFR,
DMSQ점수와 기울점수의 평균은 모두 남자가 여자
에 비해 높았으나, 세 가지 변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음허점수의 평균은 남자가 여자에 비
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연령에 따른 각 변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USFR의
평균은 70세 미만에서 더 낮았고, DMSQ점수의 평균
은 70세 미만에서 더 높았으며, 기울점수의 평균과 음
허점수의 평균은 70세 이상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나,
네 가지 변수 모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결 과

1. 일반적 특성

3. USFR, DMSQ점수 및 기울증과 음허증간의
상관성
USFR와 음허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
계를 보였으며(r = -0.278, p = .043), DMSQ점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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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n-deficiency score
r
-0.278
0.519
0.500

USFR†
DMSQ‡ score
Qi-stagnation score

p
0.043*
< .001*
< .001*

P-value is calculated by Pearson's correlation.
r: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USFR: Unstimulated salivary flow rate
‡DMSQ: Dry mouth symptom questionnaire

Independent Variables
USFR‡
Qi-stagnation score
Yin-deficiency score
R2
F-value
P-value

B
-668.762
0.710
0.340

S.E.
210.163
1.275
0.129

ß
-0.386
0.075
0.371
0.401
10.273
< .001*

t
-3.182
0.557
2.642

p
0.003
0.580
0.011

VIF
1.133
1.386
1.511

F-value and P-value are calculat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tatistically significant
†DMSQ: Dry mouth symptom questionnaire
‡USFR: Unstimulated salivary flow rate
B: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E.: Standard error
ß: Standardized coefficients
t: t-statistic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음허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다(r = 0.519, p < .001). 또한 기울증과 음허증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
= 0.500, p < .001)(Table 3).

4. USFR, 기울증 및 음허증이 주관적
구강건조감에 미치는 영향
피험자들의 USFR, 기울증 및 음허증이 주관적 구
강건조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Table 4). 회귀모형의 독립변수는 USFR,
기울점수 및 음허점수, 종속변수는 DMSQ점수였다.
제시한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 = 10.273, p < .001), 모형의 설
명력은 40.1%였다(R2 = 0.401).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2.197로 자기
상관성이 없었으며, 공차한계(Tolerance)와 VIF값을
이용하여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가 0.1

이하이거나 VIF값이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모든 변
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본 연구에서는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기
위하여 표준화계수(ß)를 사용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간의 영향관계를 설명하였다.
결과적으로, 노인 구강건조증 환자들이 주관적인
구강건조감을 느끼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USFR (ß = -0.386)로 나타났으며, 음허증 (ß =
0.371)이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기울증(ß = 0.075)이 미치는 영향은 가장 작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음허증이 DMSQ의 6가지 세부 항목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회귀분석으로 알아보았다(Table
5). 6가지 회귀모형의 독립변수는 음허점수였고, 각각
의 종속변수는 DMSQ의 6가지 세부 항목이었으며, 6
가지 회귀모형 모두 자기상관성이 없었다. 음허증은
6가지 세부 항목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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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ale of DMSQ†
DMSQ†-1
DMSQ†-2
DMSQ†-3
DMSQ†-4
DMSQ†-5
DMSQ†-6

B
0.079
0.079
0.076
0.084
0.076
0.083

S.E.
0.019
0.022
0.027
0.027
0.025
0.021

ß
0.509
0.463
0.382
0.404
0.406
0.498

t
4.094
3.620
2.867
3.058
3.082
3.975

R2
0.259
0.214
0.146
0.163
0.165
0.248

P-value
< .001*
0.001*
0.006*
0.004*
0.003*
< .001*

F-value
16.757
13.103
8.222
9.352
9.500
15.801

P-value and F-value are calculated by simple regression analysis.
*Statistically significant
†DMSQ: Dry mouth symptom questionnaire
B: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E.: Standard error
ß: Standardized coefficients
t: t-statistic

미쳤으며 (p < .01), 그 중에서 DMSQ-1(‘밤 시간 또
는 아침 기상 시 입안이 마르십니까?’)에 가장 큰 영
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구강건조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입
안이 마르는 주관적인 느낌으로, 최근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구강건조증 및 이와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2). 노인 구강건조
증은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쳐 노인들의 삶의 질 저하를 일으키는데20),
Ikebe21) 등은 노인들이 구강건조증을 겪고 있는
경우 구강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이 4배 정도 낮아
진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노인의 삶의 질에 크
게 영향을 미치는 구강건조증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한의학적 진단의 유용성과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되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임상에서 구강건조증의 진단과 치료 시 가장 객
관적이고 일반적인 검사인 타액분비율의 측정을
시행하나17), 구강건조감의 정도와 실제 타액분비
의 감소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5,9,13) 실제적인 구강건조
증의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22).
따라서 임상에서 정확한 구강건조증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실제 타액분비의 감소 외에 주
관적 구강건조감 자체를 측정하고, 이를 유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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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6).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신뢰도가 입증된 주관적 구강건조감의 정도를
평가하는 구강건조증상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유
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USFR의 측정 외에도
기울증설문지와 음허증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는 Bergdahl23), Locker24)의 연구에서 보고된 환자
들의 주관적 구강건조감과 심리적인 요소와의 밀
접한 관련성, 장22)의 연구에서 나타난 구강건조감
과 우울과의 관련성 및 한25)의 연구에서 확인된
한의학적 기울상태가 구강건조감에 미치는 영향
등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구강건조감과 음허와의
관련성은 한의학 고전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구강건조증은 “
”이라하여
26)
에서 “
,
,
...
...
”라 하였고,
이
하여
한
의 상태가 노인 구강건조증의 원
인이라 하였다15). 그리고 최27)의 연구에서는
의 “
,
,
,
”을 근거로 하여, 나이
가 들어 몸이 약해진 경우 체내의 음액이 소모되
로 을 제어하지 못해
어 점차 몸이 마르고
가 내부에서 발생하여
가 생긴다고
하였다. 이러한 고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한
방 임상에서도 노인 구강건조증의 진단 시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진단의 타당성을 입증한 연구는 없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노인 구강건조증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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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17,25)에서 알려져 있는 구강건조증의 진단 및
평가 시 고려해야하는 객관적 요인인 USFR, 주관
적 요인인 DMSQ점수 및 심리적 요인을 평가하
는 기울증, 이 세 가지 요인과 음허증간의 상관성
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USFR, DMSQ점수 및 기
울증 모두 음허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
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한방 임상에서 노인 구강
건조증의 진단 시 음허 진단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구강건조증의 진단 및 치료 시에 가
장 중요한 주관적 구강건조감을 평가하기 위해
USFR17) 및 기울증25)과 앞서 본 연구에서 타당성
을 확인한 음허증이 주관적 구강건조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본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
인 구강건조증 환자들이 주관적인 구강건조감을
느끼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USFR
로 나타났고, 음허증이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울증이 미치는 영향은
가장 작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환자들이 느끼는 주관적 구강건조감
이 실제 타액분비의 감소에 의해 나타난다는 결
과는 기존의 연구3,12,25,28)와 부합하였다. 그러나 구
강건조증이 불안, 우울, 긴장 및 스트레스와 관련
성이 있다는 보고23)와 스트레스 및 한의학적 기울
상태가 구강건조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연구
25)
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요인인 기울
증이 주관적 구강건조감의 유발에 큰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의 환
자군이 노인층 뿐 만 아니라 더 낮은 연령대도 대
상으로 포함시킨 것이었으나, 본 연구는 60세 이
상 80세 미만의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기 때문에 우울, 스트레스 등으로 표현되는 심리
적 요인인 기울증 보다는 노인들의 신체 전반적
상황을 반영하는 음허증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음허증이 주관적 구강건조감을 형성하는
다양한 상황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DMSQ의 6가지 세부 항목별로 나누어 단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음허증은 6가지
항목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DMSQ-1(‘밤
시간 또는 아침 기상 시 입안이 마르십니까?’)의
항목에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고, 이는 한의
26)
학적으로
에서“
,
,
,
(
)”
로 설명되어 낮보다 밤에 병의 정도가 심해지는
의 병리기전과 부합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
고 ‘식사 시 입안이 마르십니까?’, ‘입안이 말라서
음식물을 삼키기 힘드십니까?’ 및 ‘입안에 있는
침의 양이 적다고 느끼십니까?’의 항목은 앞서 말
26)
의 “
,
,
한
...
...
”라 하여
이
된
의 상태가 노인 구강건조증의
원인이라 한 내용과 부합되며, 이는 Fox9)의 연구
에서 노인의 구강건조증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식사를 할 때 입이 마른다’, ‘음식을 삼키기가 어
렵다’, ‘마른 음식을 음료없이 먹기가 매우 어렵
다’, ‘입안에 있는 타액의 양이 매우 적다고 느낀
다’등의 표현으로 설명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즉,
노인의 주관적 구강건조감을 느끼게 하는 여러
상황에 음허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인의 구강건조증은 일반 성인과
는 달리 노화로 인한 인체의 음액 휴손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조화 상태인 음허가 주된 원인이며,
인체의 자윤 기능이 감퇴되는 병리적 특징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므로16), 임상에서 노인 구강건조
증의 진단 및 치료 시 실제 타액분비의 감소 외에
음허증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 구강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음허 진단의 유용성을 전향적으로 확인한 최초의
연구로서,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노인 구강건조증
과 음허증과의 관련성을 고려했을 때, 기타 노인
성 질환의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 시 음허증의 적
용이 의미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음허증의
진단은 아직 절단점(cut-off point)이 마련되어 있
지 않으므로, 앞으로 구강건조증에 대한 음허 진
단의 민감도 및 특이도 확인 등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절단점을 선정하여 향후 한의 진단도구로서
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
라, 실제 한방임상에서 노인 구강건조증 환자의
http://dx.doi.org/10.13048/jkm.1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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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시 음허증에 대한 처방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며, 그 효능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임
상시험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증의 진단 및 치료 시 음허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
업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B110062).

노인 구강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음허증설문지
(Yin-deficiency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노인 구강
건조증에 대한 음허 진단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였
고, 이어서 노인 구강건조증의 진단 및 치료 시 중요
한 주관적 구강건조감을 유발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 요인들이 노인의 구강건조감의 유발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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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구강건조증상설문지

구강건조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증상에 대한 정도를 표시하십시오

밤시간에 또는 아침에 잠에서 깰 때 입안이 마르다고 느끼십니까

없음

매우 심함

평소 낮 시간에 입안이 마르다고 느끼십니까

없음

매우 심함

식사를 할 때 입안이 마르다고 느끼십니까

없음

매우 심함

입안이 말라서 음식물을 삼키기가 힘드십니까

없음

매우 심함

입안에 있는 침의 양이 적다고 느끼십니까

없음

매우 심함

입이 마른 증상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감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느끼십니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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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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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기울증설문지
다음의 문항을 잘 읽고 각 질문에 대하여 거의 없다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조금 있다

증상

점수

많이 있다 중 자신이 해당하는

거의
없다

조금
있다

많이
있다

억울 기분으로 매사에 흥미가 없고 식욕 저하된다
머리가 무겁고 맑지 않다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아 삼켜도 삼켜지지 않고 뱉어도
나오지 않는다
가슴이 답답한 느낌
옆구리의 답답한 느낌
복부팽만감
시간에 따라 증상이 변한다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고 몸 상태가 나쁘다
방귀가 많다
트림이 잘 나온다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다 잔뇨감
복부의 고음
해당 점수 당
많이있다
점수의
조금있다
점수의
거의없다
점수의

가산
가산
가산

총 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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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음허증설문지
음허

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증상에 대한 정도를 표시하십시오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언짢은 열감이 있다

24

없음
오후가 되면 얼굴 광대뼈 부근이 붉어진다

거의 항상

없음
몸과 얼굴에 오르내리는 열감이 있다

거의 항상

없음
밤에 자는 동안 땀이 난다

거의 항상

없음
몸무게가 줄었다

거의 항상

없음
입이나 목이 마른다

거의 항상

없음
어지러움이 있다

거의 항상

없음
변비가 있다

거의 항상

없음
소변양이 줄고 색깔이 노랗다

거의 항상

없음
불면증이 있다

거의 항상

없음

거의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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