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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amining the effects of appling acupressure to acupuncture 
points (study group) and Interferential current therapy (ICT) to cervical region (control group) on the 
cerebral blood flow of 20 tension-type headache patients and the reduction of their headaches. For 
approaching this examination, clinical research was conducted for three weeks those two groups, each 
contains 10 patients.
Methods : We stimulated 7 acupuncture points for headache with the acupressure (for three weeks) and 
applied ICT to cervical region. Also we measured VAS (visual analogue scale) and the blood flow of the 
vertebral arteries with TCD (transcranial doppler ultrasonography).
Results : 
(1) When the left and right vertebral artery of study group was compared each tim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fter the 1st treatment (p<.001). Also th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fter 2, 3weeks 
treatment (p<.05).

(2) When the Visual Analog Scale of study group were compared periodically, the significant reductions 
were found after the 1 week treatments (p<.05). Also th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fter 2, 3 
weeks treatments (p<.001). In the case of the control group, the significant reduction were found after the 
2 and 3 weeks treatments (p<.001).  

Conclusions : The acupressure applied to acupuncture points reduced the headache and increased the ratio of 
cerebral blood flow.
Key words : acupressure, vertebral artery, tension-type headache, TCD

Ⅰ. 緖 論 두통은 평생 동안 한 번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흔한 신경학적 증상 중 하나로, 전체

인구의 약 90%가 1회 이상의 두통을 느낀 적이 있

고 그 중의 7∼8%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1)
. 두개(頭蓋)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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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에 기인한 두통은 급성 적으로 발생하고 생명

에 위협을 줄 수 있으며, 두개(頭蓋) 외(外)의 두

통은 근 긴장성 두통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편두통으로 2∼25%, 두가지이상의 복합형

이 30∼40%를 차지한다
2)
.

두통은 넓게 봐서 안면의 통증은 물론이고 목과

머리부위에서 일어나는 통증을 의미하지만 실제로

두개부(頭蓋部)의 통증을 포함한 불유쾌한 감각에

국한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

두통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중에서

긴장성 두통의 발생 기전은 다음과 같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나 피로, 잘못된 습관, 또는 긴장

등으로 인해 두경부(頭頸部)의 근육에 수축이 발

생되면 통증유발점이 생기고 이와 함께 근섬유 사

이에 있는 혈관들과 말초신경들이 압박을 받게 되

어 이것을 중추신경계가 통증으로 인식하게 되어

두통이 발생되는 것이다. 또한 혈류는 저하되고 이

에 따라 근육은 산소부족 상태가 되어 통증유발

물질이 생성되며 혈류저하로 인하여 통증유발 물질

들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못하게 되어 쌓이게 된

다. 이런 결과로 형성된 근 경결(哽結)이 세포 내

칼슘을 혈종이나 비정상적 스트레스 반응에 의해 과

도하게 늘어나게 한다.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칼슘은

단축 활동과 대사증진을 일으키고 국소순환을 침해

하여 악순환이 반복되고 결국은 에너지 위기를 일으

키게 된다
4)
. 축적된 통증 유발물질들은 다시 말초신

경을 자극하게 되고 결국 다시 통증을 유발하는 악

순환이 계속되어 두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와 같이 긴장성 두통의 발병기전은 두개(頭蓋) 및

그 주변근육의 수축요인, 혈관요인, 심리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계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
.

긴장성 두통(tension-type headache)이란 용어는

1988년 국제두통학회가 정리한 것으로 우울증, 스

트레스, 불안 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근육의 수축과 정신적 요인들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6,7)
. 또한

가장 흔한 원발성 두통의 하나로 성년기에 빈번한

질환이며 심리적인 긴장이 두개(頭蓋)와 경부의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것이 허혈상태(ischemia)를

유발시켜 두통을 일으킨다
8)
. 특징은 짓누르거나 죄

이는 듯한 느낌의 두통이 꾸준하고 지속적인 양상

을 띠며, 때때로 두개부위에 띠를 두른 듯한

(band-like) 증상을 호소하고 경부 또는 턱의 근육

에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이 동반되기도 하며 일부

환자들의 두피엔 빗질을 하거나 모자를 쓸 때 상

당한 압통이 발생되기도 한다. 편두통과 다르게 양

측성으로 유발되며, 구토, 시야장애, 또는 고성 공

포증 등을 동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증정

도는 경도 내지 중등도로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9)
.

긴장성 두통은 보통 젊은 연령에서의 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녀 간 유병율의 차

이는 없고, 간헐적 긴장성 두통의 경우 나이에 따

른 유병율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는다
6,10)
. 그리고

긴장성 두통은 유병기간에 따라 우발성(episodic)

또는 만성(chronic)으로 나뉜다. 우발성 긴장성 두

통은 불안정과 같은 심리적 증상을 동반하지 않지

만, 만성 긴장성 두통은 통증이 만성적으로 나타나

기 때문에, 우울증, 불안증 또는 긴장상태의 근 수

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11)
.

경혈지압법은 손으로 신체의 특정한 부위 즉 경

혈점을 누름으로써 치료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인

체의 표피에 나타난 오장육부 기능의 조절 역할을

하는 혈자리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혈액과 내분비

액을 순환시키며, 근육, 뼈, 신경 등의 기능을 원활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혈지압의 방법은 무지

압법, 4지압법, 2지압법, 파악법, 장압법, 수근 및

쌍장압법, 권압법, 지단압법, 족압법 등이 있고 압

자극의 종류로는 촉압법, 미압법, 경압법, 쾌압법,

강압법 등이 있으며 지압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

도가 적당하다
12)
. 또한 두통치료에 사용되는 혈자

리는 두경부(頭頸部) 경혈점인 백회, 통천, 태양,

뇌호, 찬죽, 예풍, 견정혈 등 101개 정도이다
13)
.

간섭파 전류치료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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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중주파 전류를 교차통전 시켰을 때 간섭현상으

로 새로운 진폭변조교류전류가 발생하는데 이를 이

용하는 치료법을 말하며, 피부저항이 낮아 통전시

통증 및 불쾌감이 없고 화상의 위험성이 거의 없다.

또한 깊이 침투할 수 있고 근육을 직접 자극하여 수

축-이완을 일으켜 궁극적으로 이완을 유발하여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며 진통작용, 부종완화, 염증완화,

조직치유 촉진 등의 효과를 가지는 치료방법이다
14)
.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중주파 전류의 범위는

3500∼5100Hz이며 흔히 사용되고 있는 주파수는

4000∼4100Hz, 4000∼4150Hz이다. 간섭전류의 치료

시간은 전극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질환에 따라

10, 15, 20분까지 다양하고, 경혈을 자극할 때는 혈

자리마다 3∼5분씩 자극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60∼90분까지도 치료한다. 전기분해작용이 없어 강

하게 적용해도 화상이 생기지 않으나 장시간 자극

하면 화상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5)
.

현대는 점점 더 복잡다단해지고 과학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며 더욱 더 경쟁을 하며 살아가야하

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로 사람

들은 늘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하며 이 와중에 만성

적인 긴장성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상당수 생

겨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두통치료법은 주로 약물치료에 의

존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두통의 원인에

따라 치료법도 달리해야 하겠지만 두통의 종류 중

긴장성 두통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육의 수

축으로 인해 생긴 통증유발점에 의하기 때문에 그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킨다면 두통을 상당히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심리치료를 비롯하여,

표층열 및 심층열 치료, 경피신경 자극치료, 은침

점 저주파자극치료, 간섭전류치료, 침 치료, 경혈지

압, 두피마사지, 아로마세라피, 기(氣)치료 등 적잖

은 방법들이 수축된 근육들을 이완시키는데 초점

을 맞춰 통증감소에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위

의 치료방법들을 이용해서 두통치료를 하고 그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긴장성 두통환자를 대상으로

위의 여러 치료접근법들 중 두통 경혈점에 경혈지

압을 적용하고 대조군에는 경부에 간섭전류를 적

용하여 두통감소에 효과가 있는지와 뇌혈류 속도

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고자한다. 여러 치

료방법들 중 간섭전류치료와 경혈지압법을 선택한

이유는 기계를 이용한 방법과 치료사가 직접 손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방법 중 어느 치료법이 더 효

과적인지 비교 분석하고자 선택하였다.

Ⅱ. 材料 및 方法

1. 연구 대상 및 연구 기간

본 연구는 서울 I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에 긴장

성 두통이라 확진되었으며 본 연구에 동의한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경혈지압 적용군 10명(연구군),

간섭전류 적용군 10명(대조군)으로 각각 나누어 실

시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환자에게

는 치료과정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

환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군, 대조군 모두 국제두통학회(IHS)의 두

통 분류 기준에 의거 긴장성 두통으로 분류되는 자.

2) 연구군, 대조군 모두 20세 이상 50세 미만인

긴장성 두통환자.

3) 뇌 혈류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빈혈 및

갑상선 기능항진증과 같은 질환이 없는 자.

4) 검사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외상이 없는 자.

5) 이학적 및 신경학적 검사 상 특별한 이상 소

견이 없는 자.

6) 설문조사를 통해 약물치료를 배제하는것에

대해 동의한 긴장성 두통 환자.

2. 연구군의 진단과 구분

신경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국제 두통 학

회의 기준에 의거하여 긴장성 두통으로 진단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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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환자들을 연구군으로 채택하여 뇌혈류속도 및

통증정도를 알아보았다.

3. 연구 방법

1) 경혈지압 적용

연구군을 경혈지압 적용 전, 1회 적용 후, 1주일

적용 후, 2주일 적용 후, 3주일 적용후의 뇌혈류 속

도와 통증정도를 각각 측정하여 결과수치를 치료

기간별 비교하였다. 경혈지압은 두경부(頭頸部)의

경혈점인 백회, 통천, 태양, 뇌호, 찬죽, 예풍, 견정

혈에 엄지의 지문이 있는 부위(지복부)를 이용하

는 무지압법과 손톱 끝에 붙어 있는 약간 굳어 있

는 근육부위(지단)를 이용하는 지단지압법을 이용

하여 25분간 주당 3회씩, 3주 동안 시행하였으며,

통증정도는 시각통증척도(VAS)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또한 두 그룹을 치료기간별로 비교 하였다.

2) 간섭전류 적용

대조군을 간섭전류 치료 전, 1회 치료 후, 1주일

치료 후, 2주일 치료 후, 3주일 치료 후의 뇌혈류속도

와 통증정도를 각각 측정하여 결과수치를 치료 기간

별로 비교하였다. 간섭전류는 25분간 주당 3회씩 경

부(頸部)에 적용하였으며 치료기 모델명은 erbogalvan

cV인 독일 ERBE제품으로 만성질환과 근 수축을

일으킬 때 사용하는 50~25bps 이하의 낮은 진폭

변조주파수를 높은 강도로 적용하였고, 통증정도는

시각통증척도(VA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4. 측정 방법 및 도구

1) 뇌혈류 진단기(transcranial doppler

ultrasonography ; TCD)

TCD는 초음파 프로브(probe)를 이용하여 비침

습적 방법으로 두개강(頭蓋腔) 내ㆍ외 혈류속도와

방향 등을 측정하여 뇌혈관의 혈류역동학적인 이

상 유무를 평가하는 검사기로써 1980년대 초 Aaslid

등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후 이 검사기의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연구들이 시작되었는데 그 결과 뇌

혈관의 이상만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 내

미세 색전의 검출, 뇌혈관 수축의 모니터링, 두통

의 감별진단 등 그 유용성이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다
16,17,18)

. 또한 TCD는 쉽게 뇌혈류의 변화를 측

정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편두통에서 두통 발작

중 또는 두통 발작 간 혈류 역학 연구에도 활용되고

있다
19)
. 본 논문에서는 경혈지압치료 및 간섭전류

적용 후 환자에게 10분정도의 안정을 취하게 한 후,

추골동맥의 뇌혈류 속도를 측정하였는데, 추골동맥

은 2MHz probe를 사용하여 후두창(suboccipital

window)에서, 치료 기간별로 5회 검사하였다.

2) 시각통증척도(visual analogue scale ; VAS)

현재의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전체길이 10.0cm

의 막대모양에 환자가 느끼는 정도에 따라 VAS

0(무통)에서부터 VAS 10(가장심한 통증)까지 단계

별로 나와 있는 그림에 “V” 표시를 하도록 하였으

며, 이를 치료 기간별로 5회 측정하였다.

VAS는 뇌혈류속도를 측정한 후, 즉시 시행 하였

다.

6.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는 Statview(version 5.01, The SAS

Institute, CA, USA)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적

자료처리를 실시하였고, 실험결과는 평균 ± 표준오

차로 나타내었으며, 유의 수준은 p<.05로 설정하였

다. 모든 데이터는 각 군간 분류하여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방법을 사용하였다. 실험군간

분산분석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는 최소유의차검정

법(Fisher's protected least significance difference :

PLSD)으로 사후검정법(post-hoc test)을 수행하여

차이를 규명하였고, 연구군과 대조군의 치료 전ㆍ

후 뇌혈류 속도의 차이를 그룹 간 비교는 pa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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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t-test를 이용해 검증하였다.

Ⅲ. 結 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연구군과 대조

군 각각 10명씩 총 20명이며, 성별은 남자 8명, 여

자 12명이었다. 평균연령은 연구군이 남자 34.67세,

여자 37.29세, 대조군이 남자 37.20세, 여자 39.40세로

두 군의 남성 간 및 여성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며(p>0.05), 신장의 경우는 연구군이 남자 173.00cm,

여자 162.00cm, 대조군은 남자 171.60cm, 여자 160.00cm

로 비슷하였다(p>0.05). 체중을 보면 연구군이 남자

62.67kg, 여자 52.29kg, 대조군이 남자 64.60kg, 여자

49.40kg으로 역시 남성 간 그리고 여성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study(N=10) control(N=10)
P-value

Mean ± SE Mean ± SE

year
M 34.67 ± 4.18 37.20 ± 4.08 0.70

F 37.29 ± 2.68 39.40 ± 4.70 0.68

height
M 173.00 ± 4.51 171.60 ± 3.08 0.71

F 162.00 ± 0.87 160.00 ± 2.03 0.09

weight
M 62.67 ± 2.91 64.60 ± 3.40 0.80

F 52.29 ± 0.71 49.40 ± 1.50 0.34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2. 연구군의 치료기간별 추골동맥 혈류

속도 비교

1) 연구군의 치료기간별 좌측 추골동맥

혈류속도 비교

연구군의 좌측 추골동맥을 치료기간별로 비교한

결과, 1회 치료 후(p<0.001)와 2주 치료 후(p<0.01),

3주 치료 후(p<0.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1

주 치료 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M ± SE Mean Diff. t-value P-value
before 30.20 ± .95 - - -

initial 35.30 ± 1.00 5.10 -28.41 .0001*

1week 30.50 ± .89 0.30 - .82 .4344

2week 31.20 ± 1.02 1.00 -3.873 .0038*

3week 32.60 ± 1.04 2.40 -10.854 .0001*
*p<.05

Table 2. The comparison of each measurement 
result of the left vertebral arteries blood flow of 
the study group                            cm/s

2) 연구군의 치료기간별 우측 추골동맥

혈류속도 비교

연구군의 우측 추골동맥을 치료기간별로 비교한

결과, 1회 치료 후와 2주 치료 후, 3주 치료 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1), 1주 치료

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M ± SE Mean Diff. t-value P-value
before 25.80 ± 1.32 - - -

initial 31.50 ± 1.29 5.70 -21.89 .0001*

1week 26.50 ± 1.48 0.70 -2.09 .0662

2week 27.50 ± 1.23 1.70 -7.97 .0001*

3week 28.30 ± 1.31 2.50 -15.00 .0001*
*p<.05

Table 3. The comparison of each measurement 
result of the right vertebral arteries blood flow of 
the study group                            cm/s

3. 대조군의 치료기간별 뇌혈류속도 비교

1) 대조군의 치료기간별 좌측 추골동맥

혈류속도 비교

대조군의 좌측 추골동맥을 치료기간별로 비교한

결과, 1회 치료 후(p<0.05)와 3주 치료후(p<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1주 치료 후와 2주 치료

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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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SE Mean Diff. t-value P-value
before 30.60 ± 0.98 - - -

initial 32.40 ± 1.12 1.80 -3.25 .0100*

1week 31.10 ± 1.01 0.50 -1.00 .3434

2week 31.80 ± 1.02 1.20 -2.25 .0510

3week 32.60 ± 1.19 2.00 -4.05 .0029*
*p<.05

Table 4. The comparison of each measurement 
result of the left vertebral arteries blood flow of 
the control group                          cm/s

2) 대조군의 치료기간별 우측 추골동맥

혈류속도 비교

대조군의 우측 추골동맥을 치료기간별로 비교한

결과, 1회 치료 후와 1주 치료 후, 2주 치료 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3주 치료 후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M ± SE Mean Diff. t-value P-value
before 26.40 ± .75 - - -

initial 27.80 ± .84 1.40 -2.143 .0607

1week 27.00 ± .94 0.60 -1.96 .0811

2week 27.90 ± 1.56 1.50 -1.928 .0860

3week 29.00 ± .91 2.60 -4.801 .0010*
*p<.05

Table 5. The comparison of each measurement 
result of the right vertebral arteries blood flow of 
the control group                          cm/s

4. 연구군과 대조군의 치료기간별 추골

동맥 혈류속도 비교

연구군과 대조군의 치료기간별 추골동맥 혈류

속도를 비교한 결과, 우측 추골동맥 혈관속도의 1

회치료 후에만 두 그룹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05).

group M ± SE P-value

before
study 30.20 ± .95

.7730
control 30.60 ± .98

initial
study 35.30 ± 1.00

.0691
control 32.40 ± 1.12

1week
study 30.50 ± .89

.6595
control 31.10 ± 1.01

2week
study 31.20 ± 1.02

.6823
control 31.80 ± 1.02

3week
study 32.60 ± 1.04

-
control 32.60 ± 1.19

*p<.05

Table 6. The comparison of each measurement 
result of the left vertebral arteries blood flow of 
the study and contol group                 cm/s

group M ± SE P-value

before
study 25.80 ± 1.32

.6977
control 26.40 ± .75

initial
study 31.50 ± 1.29

.0269*
control 27.80 ± .84

1week
study 26.50 ± 1.48

.7787
control 27.00 ± .94

2week
study 27.50 ± 1.23

.8082
control 27.90 ± 1.06

3week
study 28.30 ± 1.31

.6654
control 29.00 ± .91

*p<.05

Table 7. The comparison of each measurement 
result of the right vertebral arteries blood flow of 
the study and contol group                 cm/s

5. 연구군의 치료기간별 통증정도 비교

연구군의 치료기간별 시각통증척도를 비교한 결과,

치료 1주후(p<0.05), 2주후(p<0.001), 3주후(p<0.001)

모두 유의하게 통증이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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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
(M ± SE)

Mean Diff. t-value P-value

before 6.30 ± .30 - - -

1week 5.80 ± .33 0.50 3.00 .0150*

2week 4.60 ± .27 1.70 7.97 .0001*

3week 2.60 ± .22 3.70 11.05 .0001*
*p<.05

Table 8. The comparison of each measurement 
result of the VAS of the study group

6. 대조군의 치료기간별 통증정도 비교

대조군의 치료기간별 시각통증척도를 비교한 결

과, 1주 치료 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2주

치료 후와 3주 치료 후에는 유의한 통증감소를 보

였다(p<0.001).

VAS
(M ± SE)

Mean Diff. t-value P-value

before 6.80 ± 36 - - -

1week 6.30 ± .26 0.50 2.24 .0522

2week 5.30 ± .30 1.50 9.00 .0001*

3week 3.10 ± .31 3.70 24.22 .0001*
*p<.05

Table 9. The comparison of each measurement 
result of the VAS of the control group

7. 연구군과 대조군의 치료기간별 통증

정도 비교

연구군과 대조군의 치료기간별 통증정도를 비교

한 결과, 1주후, 2주후, 3주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group VAS(M ± SE) P-value

before
study 6.30 ± .30

.2933
control 6.80 ± .36

1week
study 5.80 ± .33

.2468
control 6.30 ± .26

2week
study 4.60 ± .27

.0982
control 5.30 ± .30

3week
study 2.60 ± .22

.2098
control 3.10 ± .31

Table 10. The comparison of each measurement 
result of the VAS of the study group and control 
group

Ⅳ. 考 察

긴장성 두통의 발생 배경을 보면 과로, 긴장 등

으로 두경부(頭頸部)에 지속적인 근 수축이 생겨

그 계속적인 근 수축의 영향으로 근육 사이로 지

나가는 말초 신경과 혈관이 눌려 혈관 단면적이

감소되어 혈류가 저하되며 이때 자극 받은 말초신

경이 중추신경계로 전달되어 통증으로 인식하게

되어, 두개(頭蓋) 주위 근의 압통과 근막 통증이

나타난다
20,21)
. Lous 등(1982)은 실험에서 경부근육

과 저작근의 비정상적인 긴장성 과활동이 두통의

중요한 원인인 압통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1999년 Ashina등의 실험에서도 대조군(4±4, 총 압

통치)보다 두통이 있는 날(23±10, 총 압통치)이 더

높은 압통을 나타냈다. 또한 긴장성 두통이 근육

압통과 관계되는 빈도는 상부 승모근(대상자 중

84%), 경부근(대상자 중 74%), 후두하근(대상자

중 71%), 흉쇄유돌근(대상자 중 65%)순으로 나타

났다
22)
.

TCD는 혈류속도가 혈관내경에 반비례한다는 원

리하에 혈관의 혈류속도를 측정함으로써 간접적으

로 혈관의 병변을 추측할 수 있으며 통증을 주지

않고 조영제 등의 사용 없이 뇌혈관의 변화를 판

단하는데 유용한 측정기이다
23,24)
.

이 내용을 근거로 뇌혈관조직의 병변으로 인해

혈관이 좁아져 있을 경우 혈류속도가 증가하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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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정상상태나 치료적인 중재이후에는 혈류속도

가 감소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이문환과

한종만(2005)은 주장하며
25)
,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이용석과 김병건(1999)의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19)
. 그 내용은 중대뇌동맥의 정상성인

평균치가 68.9±12.5cm/sec이고, 편두통환자들의 평

균치는 81.6±17.6cm/sec로 나타나 정상성인에 비해

편두통환자들의 평균속도가 더 높다는 것이다. 또한,

Wallasch(1992)는 만성긴장성 두통환자는 64cm/sec,

삽화성 두통환자는 76cm/sec로 정상성인에 비해

뇌혈류속도가 빠르다고 보고하였다. 이문환과 한종

만(2005)의 연구결과 또한 실험전 값에 비해 실험

이 진행될수록 뇌혈류 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인다고 보고하였다
25)
.

그러나 이상의 연구와는 달리 박래준 등(2000)

은 정상성인과 긴장성 두통환자를 대상으로 TCD

를 이용하여 뇌혈류속도를 측정한 결과, 내경동맥

의 경우 정상성인은 왼쪽 54.25±4.99, 오른쪽 58.00

±9.56cm/sec이었으며, 두통환자의 평균은 왼쪽 41.20

±10.57, 오른쪽 39.80±16.99cm/sec로 나타나 정상성

인에 비해 긴장성 두통환자의 평균치가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 추골동맥, 기저동맥,

그리고 후대뇌동맥에서도 비슷한 결과수치를 보인

다고 보고하였으며, 긴장성 두통환자에게 2주 동안

전기치료를 시행한 후에는 치료 전보다 혈류속도

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26)
. 한종만

(2003) 역시 추골동맥의 정상평균값이 왼쪽 43.90

±4.3cm/sec, 오른쪽 39.98±3.9cm/sec에서 긴장성 두

통환자의 경우 왼쪽이 35.34±1.94cm/sec, 오른쪽이

37.32±0.11cm/sec로 정상성인에 비해 뇌혈류속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중대뇌동맥, 후대뇌

동맥 역시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고, 근막이완

술과 초음파 등의 치료횟수에 따라 뇌혈류 속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27)
. 또한 서효석(2007)

은 긴장성 두통환자와 비긴장성 두통환자를 대상

으로 경혈점에 SSP요법을 실시한 결과 뇌혈류속도

가 증가되었으며, 통증정도가 감소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28)
.

본 연구에서도 긴장성 두통환자를 대상으로 경

혈지압 및 간섭전류를 두경부(頭頸部)에 적용하여

치료 전보다 치료 후에 뇌혈류 속도가 증가하고,

통증이 감소하는 결과수치를 얻었다. 여기서 생각

해 보아야할 문제는, 일반물리학적으로 혈관의 단

면적이 좁아지면 그 혈관 내 흐르는 혈류속도는

빨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결과는 치

료 후 압박받은 혈관이 이완되어 혈관단면적이 넓

어졌지만 오히려 혈류속도가 증가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Demolis 등(1996)의

연구에서 혈류속도와 혈류량이 비례관계에 있음을

밝혔고
29)
, 조수진 등(1998)은 혈관의 혈류 속도는

혈관내경, 혈류량, 혈액점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30)
. 또한 김경환 등(1995)의 연구에서 보면

혈류속도가 감소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관

여할 수 있으나, 일차적으로 뇌혈류 량의 감소를

반영한다고 말하고 있다
31)
. 또한 TCD에 의해 측

정된 혈류속도의 변화는 혈류량의 변화에 직접 비

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2)
. 이러한 선행연구들

에 의해서 본 연구의 결과는 설명될 수 있을 것이

다. 즉, 혈관의 단면적이 넓어지면 혈류량이 많아

져 결국 혈류속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뇌혈

류 속도가 증가했다고 해서 꼭 두통이 함께 감소

된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에 대한 연구

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문환과 한

종만(2005)이 실험전 값에 비해 실험이 진행될수록

뇌혈류 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한

바 실험 전후와 혈관의 단면적, 혈류속도 그리고

두통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도 좀 더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논문의 실험 후

근육이 이완되어 혈관의 단면적이 넓어졌다는 것

을 객관적 수치로 제시하지 못하고 추정한 것은

못내 아쉬움으로 남으며, 이 실험을 통해 경혈지압

을 적용한 그룹과 간섭전류를 적용한 그룹 모두

통증감소에 효과가 있었으며 두 그룹 사이에 통증

감소폭은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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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기계를 이용한 간섭전류치료보다 치료사의

손길이 닿는 경혈지압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확연

히 느낄 수 있었다.

Ⅴ. 結 論

본 연구는 긴장성 두통환자 20명을 경혈지압 적

용 그룹인 연구군(10명)과 간섭전류 실시 그룹인

대조군(10명)으로 나누어 1회 치료 후, 1주일치료

후, 2주 치료 후, 3주 치료 후의 뇌혈류 속도 변화

와 통증정도변화, 그리고 두 치료법 중 어느 방법

이 더 효과적인지 알아보고자 실시하였으며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군의 치료기간별 비교에서, 좌측과 우측 추

골동맥은 1회 치료 후, 2주 치료 후와 3주 치료

후(p<0.05)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대조군의 치료기간별 비교에서 좌측 추골동맥은

1회 치료 후, 3주 치료 후(p<0.05)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고, 우측 추골동맥은 3주 치료 후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3. 연구군과 대조군의 치료기간별 비교에서 우측

추골동맥에서만 1회 치료 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4. 치료기간별 시각통증척도(VAS)를 비교한 결과

연구군에서는 1주 치료 후, 2주 치료 후와 3주

치료 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5), 대

조군에서는 2주 치료 후, 3주 치료 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5. 연구군과 대조군의 치료기간별 시각통증척도를

비교한 결과 두 그룹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경혈 지압법 및 간섭전류

치료법 중 어느 치료법이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

는 없지만 모두 통증완화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2주 이상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뇌혈류

속도 증가 및 통증감소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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