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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증상을 동반한 만성두통 환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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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combined Korean medical treatment on chronic headache

with digestive symptoms.
Methods: We collected data from October to December 2020 and evaluated the efficacy of combined Korean medical treatment

using the Korean Headache Impact Test-g (KHIT-6), European Quality of Life Five Dimensions (EQ5D) Scale, and Numerical
Rating Scale (NRS) at admission, after two weeks of hospitalization, and on discharge.
Results: At the end of treatment, the patient had increased EQ5D and reduced KHIT-6 and NRS scores.
Conclusions: After the combined Korean medical treatment, the patient showed improvement, suggesting the efficacy of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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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두통은 1년간 유병률이 47~70% 정도로 흔한

증상으로, 전체 인구에서 90% 이상이 생에 한 번

이상은 경험하며, 최근 병원에 찾는 환자의 50%

이상이 호소하는 주요 증상이다1,2. 이처럼 두통은

가장 흔히 나타나는 신체 증상 중 하나로 분류 시

크게 일차성 두통과 이차성 두통으로 나뉘고 임상

적으로 3개월 이상 지속 시 만성 두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3,4. 이차성 두통은 기질적 질환을 동반한다

그러나 기질적 질환이 없는 일차성 두통이 임상적

으로 더 흔하다. 또한 현대인의 스트레스 증가와

사회의 복잡화와 등으로 원인불명의 만성 두통이

최근에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5. 뿐만 아니라 여

러 가지 원인으로 소화기 증상과 더불어 만성적으

로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내원은 증가하고 있다.

두통 증상을 일으키는 증상과 원인 질환의 양상이

너무 다양해서 진단과 치료가 쉽지 않다. 양방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는 진통제이며, 그

약물로는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아세트아미노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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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진통제는 오랜 시간 복용을 피해야

하고, 장기간 과다 복용할 경우에 두통이 만성적으

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두통에 대한 기존의 양

방 치료만으로는 한계 및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만성 두통에 대한 보완으로 한의학적 치료법

이 대두되고 있다6,7.

한의학에서의 두통 발생원인은 濕, 熱, 風, 寒의

‘外感’과 脾虛, 痰, 肝鬱, 腎虛, 氣血不足, 瘀血, 氣滯

의 ‘內傷’으로 나눠서 보고 있다8. 그 중 한방순환

신경 내과학에서는 두통을 風濕頭痛, 肝陽上亢頭

痛, 風寒頭痛, 風熱頭痛, 腎虛頭痛, 氣虛頭痛, 瘀血

頭痛, 熱厥頭痛, 血虛頭痛, 濕痰頭痛의 10가지로 분

류하고 있다9. 만일 소화기 증상과 두통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한의학에서는 痰, 虛, 風, 火가 원인이

된 肝, 腎, 脾의 기능 실조 상태 때문인 것으로 본

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脾胃의 기능이 허약하여

痰이 성하고, 머리가 터지는 것처럼 아프고 몸이 무

거운 증상을 치료하는 半夏白朮天麻湯을 사용하였

다. 半夏白朮天麻湯은 金元時代 李杲의 ≪脾胃論≫10

에 처음 수록된 處方으로 半夏, 麥芽, 陳皮를 君藥

으로 하여 痰厥頭痛을 치료한다11. 黃度淵의 ≪方藥

合編≫에는 脾胃의 기능이 허약하여 痰이 성하고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며 팔다리가 차갑고 어지러우며 토하는 증상에

半夏白朮天麻湯 처방할 수 있다12.

현재 한의학에서 일반적인 만성 두통 치료는 침,

한약, 추나 치료 및 약침 등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

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 한의학계 연구는 주로

침구 치료, 한약 치료에 국한된 증례 모음 또는 임

상 증례 보고만 있을 뿐, 한방복합입원치료에 대한

메타분석 및 임상 연구나 체계적 고찰은 많지 않

다. 이에 저자는 2020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전자생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소화기 증상

을 동반하면서 만성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한방

복합입원치료로 통증 호전된 증례 1례를 보고하고

자 한다.

Ⅱ. 본 론

1. 연구 대상

2020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전자생한방

병원 한방내과에 특별한 원인 없이 만성 두통과

소화기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중, 半夏白

朮天麻湯 복용하며 한방복합입원치료를 시행한 증

례 1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총 1명의 환자를 연구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대전자생한방병원의 임상 연구 심

의위원회 승인(IRB 2021-08-019)으로 진행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증례 보고 연구로서, 만성 두통과 소

화기 증상으로 대전자생한방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 기록을 수집하여 분석

하였다. 수집한 기록은 아래와 같다.

1) 연령 및 성별

2) 주소증

3) 현병력

4) 과거력

5) 발병일

6) 사회력 및 가족력

7) 영상, 방사선기록

8) 치료경과

9) European Quality of life 5 Dimension(EQ-5D)13,

Koeran Headache Impact Test-g(KHIT-6)14, Numeral

Rating Scale(NRS)15 변화

3. 증 례

1) 성 명 : 이⃝⃝(F/45)

2) 주소증

(1) 만성 두통

(2) 소화불량

(3) 복통

(4) 오심

(5) 속이 답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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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두중

3) 치료 기간 : 2020년 10월 24일-2020년 11월 13일

4) 발병일 : 2018년 6월경 일상생활 중 발생

5) 과거력 : Rt. ankle fracture OP(2010년)

6) 가족력 : 無

7) 사회력

(1) Occupation : 무직

(2) Alcohol : 無

(3) Smoking : 비흡연

8) 현병력

상기 환자 45세 여성 환자로 2018년 6월경 일

상생활 중 두통, 소화불량, 어지러움, 복통, 오

심 등이 발생하여 2019년 03월경 타병원 신경

외과 Brain MRI상 이상 없음으로 진단받고,

약물치료 후 증상이 조금 호전되었다. 그런데

또 2020년 03월경 일상생활 중 증상이 재발하

여 2020년 03월경 타병원 내시경검사 상 이상

없음으로 진단받고, 약물치료 후 증상이 조금

호전되었다. 그 후로도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2020년 07월경부터 2020년 10월까지 타한의원

에서 침치료를 받았고, 증상이 나아지는 듯하

였으나, 최근 들어 통증이 심해지면서 집중적

한방치료를 받기 위해 2020년 10월 24일 본원

한방내과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환자가 복용

중인 약은 없었다.

9) 주요 검사 소견

(1) EKG(2020년 10월 26일) : WNL

(2) Lab finding(2020년 10월 26일) : Non specific

10) 계통적 문진

(1) 食 慾 : 부진, 식사량 1/2공기

(2) 消 化 : 腹痛, 服滿, 불량

(3) 小 便 : 7~8회/1일, 양호

(4) 大 便 : 보통 성상, 1회/일

(5) 睡 眠 : 5-7시간, 야간통

(6) 脈 診 : 滑

(7) 舌 診 : 白苔

(8) 面 色 : 蒼白

(9) 汗 : 별무이상

(10) 胸 : 가슴 부위가 답답한 느낌 호소

11) 치료 방법

(1) 한 약 : 한약 치료는 半夏白朮天麻湯을 매일

아침저녁 30분 식후에 하루 2첩을 2팩씩 입

원 기간에 복용하였다. 1첩은 총 16가지의

약재로 구성되었다(Table 1).

Herbal
name

Scientific name
Amount
(g)

半 夏 Pinelliae Rhizoma 7
白 朮 Atractylodis Rhizoma Alba 7
陳 皮 Citri Pericarpium 7
白茯苓 Hoelen 7
蒼 朮 Atractylodis Rhizoma 5
天 麻 Gastrodiae Rhizoma 5
麥 芽 Hordei Fructus Germinatus 5
神 曲 Massa Medicata Fermentata 5
黃 芪 Astragali Radix 4
人 蔘 Ginseng Radix 4
澤 瀉 Alismatis Rhizoma 4
黃 柏 Phellodendri Cortex 3
乾 薑
(炒)

Zingiberis Rhizoma 3

砂 仁 Amomi Fructus 3
細 辛 Asia Radix 2
蔓荊子 Viticis Fructus 2

Total 73

Table 1. The Composition of Banhabakchulchunma
-tang

(2) 침구 치료 : 침은 0.25×40 mm stainless steel

(일회용 호침, 동방침구제작소, 한국)을 사

용하였다. 침 치료는 1일 오전, 오후 2회 시

행하였고, 자침의깊이는약 2.0 cm로 시행하였

으며 10분간 유침하였다. ST36(足三里), LI14

(合谷), CV12(中脘), GB8(率谷), EX-HN5

(太陽), 아시穴 등을 취혈하였다. 전침자극

은 저주파 자극기(STN-110, ㈜스트라텍, 한

국)을 이용하여 2 Hz로 양측 GB8(率谷)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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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적외선 조사기를 조사하여 이완

및 혈류순환을 도왔다.

(3) 부항 및 뜸치료 : 환자에게 배부에 부항을

자락 요법을 시행하였다. 뜸치료는 1회 15분

씩 CV12(中脘), CV13(上脘) 등에 뜸(간접구)

치료를 1일 2회(오전, 오후) 15분 시행하였

다. 사용한 간접구는 미니뜸을 사용하였다.

(4) 약침 치료 : 약침 치료는 1일 오전, 오후 2

회 시행하였고, 사용한 약침은 자생한방병원

연구소에서 제작된 황련 약침을 사용하였다.

소화기 증상 및 두통의 경감을 위하여 CV12

(中脘), GB8(率谷), EX-HN5(太陽)에약 0.5 cc

를 주입하였다. 일회용 주사기(신창메디컬,

1 ml, 29 g×1/2 syringe)을 이용하였다.

(5) 추나 치료 : 입원 기간에 하루에 1번 앙와위

경추 JS신연교정기법을 사용하여 시행하였다.

12) 평가 방법

(1) Numeral Rating Scale(NRS) : 두통 지표는

NRS 문진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환자의 통

증 측정도구는 수치평가척도(NRS)를 이용

하였다. 환자가 직접 0에서 10까지 사이의

숫자로 통증의 정도를 매겨서 나타내는 것

을 체크하였다. 입원하는 동안 같은 오전에

NRS score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

된 NRS는 입원 시, 입원 2주, 퇴원 시 때의

NRS만을 사용하였다.

(2) European Quality of life 5 Dimension(EQ-5D) :

환자 삶의 질 측정 도구로 건강 상태의 변화

(EQ-5D)를 측정하였다. 환자 삶의 질의 첫

번째의 목적인 통증 완화, 일반적인 활동 정

도에 따른 불안, 불편 등을 건강의 평가를 위

한 척도로 사용되었다. 총 점수는 1점이 만점

이고, 1점으로 가까울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

다. 본 연구에서는 입원 시, 입원 2주, 퇴원

시의 EQ-5D를 측정하였다.

(3) Korean Headache Impact Test-g(KHIT-6) :

HIT는 6가지의 항목에 대해 다섯 가지로 답

하게 해서 두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생활

의 장애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총 점수

는 최고 78점에서 최저 36점까지 가능하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두통으로 초래되는 장애

가 크다. HIT-6의 설문지를 한국어로 번역한

Korean Headache Impact Test-6의 설문지로

입원 시, 입원 2주 후, 퇴원 시에 측정하였다.

사용된 KHIT-6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되

었다(Table 2).

1. 두통이 있을 때, 얼마나 자주 두통이 심하다고 느끼시나요?
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② 드물게 그렇다 ③ 때때로 그렇다 ④ 매우 자주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2. 얼마나 자주 두통 때문에 집안일, 직장일, 학교 또는 사회활동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습니까?
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② 드물게 그렇다 ③ 때때로 그렇다 ④ 매우 자주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3. 두통이 있을 때 누워서 쉬고 싶을 때는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② 드물게 그렇다 ③ 때때로 그렇다 ④ 매우 자주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4. 지난 4주 동안, 얼마나 자주 두통 때문에 일 또는 일상생활을 못 할 정도로 피곤했었나요?
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② 드물게 그렇다 ③ 때때로 그렇다 ④ 매우 자주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5. 지난 4주 동안, 얼마나 자주 두통 때문에 짜증이나 신경질이 났습니까?
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② 드물게 그렇다 ③ 때때로 그렇다 ④ 매우 자주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6. 지난 4주 동안, 얼마나 자주 두통 때문에 일 또는 일상생활에 집중하기 힘들었습니까?
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② 드물게 그렇다 ③ 때때로 그렇다 ④ 매우 자주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Table 2. Korean Headache Impact Tes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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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료 분석 : 연구 대상 환자의 입원 시, 입원

2주, 퇴원 시 일자의 EQ-5D, NRS 및 KHIT-6

값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통계처리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

Ⅲ. 결 과

1. 치료 경과

1) 치료 1주 차(10월 24일~10월 30일)

입원 첫 날부터 두통 부위는 특히 두정부와 양

측 측두부 통증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다. 1일 7회

많으면 10회까지의 통증 빈도를 보였다. 특별하게

두통이 유발되는 자세나 나타나는 시간은 없었으

나, 식후에 두통 증상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본 증상 외에도 가슴 답답함, 머리가 무거운 느낌

과 소화불량, 복통 그리고 특별히 속에서 막히는

증세를 계속 호소하였다. 입원 시부터 半夏白朮天

麻湯을 매 아침저녁 식후 30분 1일 2회 복용하도록

하였다.

2) 치료 2주 차(10월 31일~11월 6일)

입원 2주 차부터는 두통의 빈도와 정도가 조금

씩 줄어들었다. 통증 부위는 여전히 두정부와 양측

측두부 통증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다. 또한 머리가

무거운 느낌과 소화불량 증세도 계속 호소하였다.

특히 소화불량으로 식사량이 반 공기 밖에 안 되

었고 식후에 증가하는 두통이 두려워 식사를 제대

로 하지 못했다. 더불어 속에서 막히는 느낌보다는

올라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어 명치 부위가 답

답함을 호소하였다. 통증 빈도는 줄어서 4~5회로

줄었으나 통증이 일어나는 시간이 야간에 조금 더 심

해지는 경향이 있어 수면에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3) 치료 3주 차(11월 6일~11월 12일)

입원 3주 차부터는 두통과 빈도가 많이 줄어들

었다. 통증 정도와 야간통이 줄어들어 수면 시간이

증가하였다. 머리의 압박감과 무거운 느낌 또한 줄

었다. 하루에 통증이 심해지는 빈도수가 3회를 넘

지 않았다. 그러나 식후에 여전히 속에서 올라오는

느낌은 남아 있었다. 복통은 완화되었지만, 명치를

누르면 답답한 느낌은 약하게 있었다. 명치부에 걸

리는 것이 있어 안 넘어가는 느낌을 호소하였다.

4) 퇴원(11월 13일)

퇴원 시에 두정부 쪽에 통증은 약하게 호소하였

고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은 호소하지

않았다. 식사량은 많이 회복되어 한 공기를 먹었을

수 있었고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함이 없는 상태로

퇴원하였다.

2. 치료 평가

1) NRS

2020년 10월 24일 입원 시에 두통에 대한 NRS는

7이었으며, 11월 6일 입원 2주 차에는 NRS 5, 11월

13일 퇴원 시에는 NRS가 2로 감소하였다(Fig. 1).

Fig. 1. Changes of numeral rating scale.

2) EQ-5D

2020년 10월 24일 입원 시에 EQ-5D는 0.516이었

으며, 11월 6일 입원 2주 차에는 EQ-5D다가 0.569,

11월 13일 퇴원 시에는 EQ-5D가 0.844로 증가하였

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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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of European quality of life 5
dimension.

3) KHIT-6

2020년 10월 24일 입원 시에 두통에 대한

KHIT-6은 65이었으며, 11월 6일 입원 2주 차에는

KHIT-6은 52, 11월 13일 퇴원 시에는 KHIT-6은

47로 감소하였다(Fig. 3).

Fig. 3. Changes of Korean headache impact test-6.

Fig. 4. Case report time line.

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소화기 증상을 동반한 두통 환자

에 대해 한방복합입원치료를 시행하여, 치료의 전

후를 비교하고 효과를 보고하고자 하였다. 증례에

서 2년 전부터 만성두통과 소화기 증상이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며 꾸준히 통증을 호소하였다. 다만

두부 자기공명영상(MRI) 등 다른 검사상 이상이

없었고, 약물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 양상이 보이

지 않았다. 그리고 특별한 원인이 없는 발병으로

기질적 병변이 발견되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에 증상이 악화되었다. 양방적

치료가 효과를 보지 못해 보다 적극적인 한방치료

를 받기 위해 한방복합입원치료를 진행하였다. 치

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양약 제제는 일절 복용하

지 않았다.

상기환자는 두통이 심하고 어지러우며, 몸이 무

거우며 맥이 滑하여 痰厥頭痛으로 진단하였다. 한

방복합입원치료를 위해 한약, 침, 약침, 뜸, 부항,

추나요법을 시행하였다. 한약은 주요증상인 두통과

소화불량 치료를 위해 化痰, 利水消化, 補脾胃 효

능이 있는 半夏白朮天麻湯으로 처방하였다. ≪東醫

寶鑑≫의 半夏白朮天麻湯에 소화기 증상의 호전을

목적으로 生薑을 乾薑으로 대체하고 砂仁을 가하

였으며, 두통의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蔓荊子와 細

辛을 더한 처방을 하였다16. 침 치료는 頭部는 諸陽

明之會이기에 頭部의 經氣를 소통시키기 위해 원

위취혈로 手陽明經의 合谷(LI4)과 足陽明經의 足

三里(ST36)를 취하였다. CV12(中脘), GB8(率谷),

EX-HN5(太陽), 아시穴 등 압통점에도 자침을 하

였다. 약침치료는 소화기 증상 경감을 위해 CV12

(中脘), 두통 경감을 위해 GB8(率谷), EX-HN5

(太陽)에 약 0.5 cc를 주입하였다17. 뜸치료로는 化

濕滯, 理中焦 작용이 있는 上脘, 中脘 부위에 뜸을

간접구로 1일 2회 시술하였다. 또한 두통과 현훈에

적용할 수 있는 大椎, 배부에 자락관법을 사용하였

다. 앙와위 경추 js 신전 기법으로 담이 형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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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으로 후경부 및 배부위의 뻣뻣함의 긴장

을 완화시켜 주었다.

상기치료 결과 환자는 입원 기간 두통의 NRS가

7에서 2로 감소하였다. 두통의 범위와 빈도수도 점

점 줄었다. 특히 입원 2주 차에서 퇴원 시 3주 차

까지에 감소의 폭이 컸다. KHIT-6는 입원 시에 65에

서 퇴원 시에는 47점으로 점수가 감소하였다. EQ-5D

는 입원 시에는 0.516점에서, 퇴원 시는 0.844점으로

증가하였다. 두통 이외에도 머리의 무거움, 가슴

답답함, 복통, 소화불량 등 기타 소화기 증상까지

같이 호전 양상을 보였다. 환자의 통증 완화로

NRS, KHIT-6는 경감되었으며, EQ-5D 역시 증가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퇴원일로부터 2주

후 전화로 한 차례 추적검사를 한 결과, 기타 다른

치료나 약물 복용은 없었으며 퇴원 시에 약하게

통증 호소하던 두정부 통증도 없었다. 그리고 소화

불량, 복통, 오심, 속이 답답함, 머리 무거움 등의

증상 그리고 기타 다른 부작용도 호소하지 않았다.

한방복합입원치료 이후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던

두통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삶의 질이 높아졌다.

두통의 경우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고, 일상생활

의 장애를 초래하여 심리적으로 두려움이 나타나

기 때문에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나타낸다18. 적절한 한방복합입원치료는

신체의 기능 유지와 회복을 끌어내 일상생활 및

작업 환경에 복귀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치유할 방

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생각해볼 때 소화기 증상을 동반한 만성

두통 환자에게 한방복합입원치료는 적절한 통증

조절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치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만성 두통 환자에 대한 한

의학적 치료의 임상 연구는 주로 단일 약 투여, 침

치료의 효과 연구가 대부분이며, 복합적 한방치료

와 관련된 논문을 찾기가 힘든 실정이다. 추후 만

성 두통 환자의 한방복합입원치료가 더 많은 환자

수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더욱 그 효과가 객관적으

로 입증될 것이다. 본 주제에 관련하여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에 진행될 연구에 있

어 본 연구가 참고되길 바란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소화기 증상을 동반한 만성 두통 환

자에 대한 한방복합입원치료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2020년 10월부터 2020년 12월

까지 대전자생한방병원 한방내과에 만성 두통과

소화기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

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방복합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EQ-5D값 증가 및 NRS, KHIT-6의 감소되었

음을 보고하고 이후 더욱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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