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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환자의 85%는 두통이 주

기성 있게 나타나는데, 하루 중에서 일정한 시간에 

나타난다2).

유병율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100,000명당 53-279

명으로 추정되며, 1차성 두통 증 0.1% 정도만 차지

할 정도로 드물다3, 4, 5). 또, 군발 두통은 20-40세 남

성에서 호발하며, 한국에서는 발병 남녀 비율이 7:1

로 높은 편이다. 두통은 평균적으로 6.5±4.5주간 지

속 된다6).

군발 두통에 대한 미국두통학회 근거기반진료지

침에 의해 권고 수준 A로 제시된 급성기 치료는 수

마트립탄(sumatriptan) 피하주사, 졸미트립탄(zol-

mitriptan) 비강분무, 100%산소 6-12L/min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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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case report is to show the effect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TKM) 
on a patient with Cluster Headache. 

■Methods  A patient diagnosed as Cluster Headache was treated with herbal medication(Sihogyejitang 
plus Oryungsan), acupuncture, electro-acupuncture. Then we evaluated the improvement 
with NRS(Numeral Rating Scale) of  headache, number of  headache attack and O2 inhala-
tion.

■Results  We could observe decrease NRS of  headache and number of  headache and O2 inhalation 
after 10 days of  the TKM treatment and there was no reattack after treatment for 43days fol-
low up period.

■Conclusion   This case showed the effect of  TKM treatment on Cluster headache.

■Key words   Cluster Headache, Headache, TKM, Acu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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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군발 두통은 주로 편측으로 눈 주위, 측두엽 부근

의 극심한 통증을 나타내는 신경혈관성 장애로, 인

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정도의 통증이 발생

한다. 두통은 10분 이내에 최고 강도에 이르며 평균

적으로 45-90분간 지속되며, 발작 빈도는 2일 1회에

서 1일 8회 정도이다1). 동반되는 증상으로는 콧물, 

눈물과 땀 등의 부교감신경계증상과 동공수축과 눈

꺼풀 처짐 등의 교감신경계증상을 보이지만 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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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面色 : 面赤

5) 皮膚 : 乾燥

6) 寒熱 : 喜冷.

7) 大, 小便 : 대변 1일 1회, 야간뇨 2회.

8) 舌 : 舌苔黃.

9) 脈 : 弦數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권고 수준 B로 제시된 

졸미트립탄 경구 복용제 외에 트립탄 피하주사나 비

강분무제의 제형이 없다7).

또, 트립탄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여 허

혈성심혈관질환 기왕력 등 다양한 투여 금기 사항이 

있어 투약에 제약이 있다8).

본 증례에서는 허혈성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 기존 

치료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군발성 두통 환자에게 시

호계지탕 合 오령산을 통하여 치료를 진행한 1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II. 증례

1. 증례 및 진단

X년 6월 22일부터 X년 8월 14일까지 뇌경색 및 

군발 두통으로 경희대학교 심장순환내과에 입원한 

환자 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고혈압, 고지혈증 과거력으로 약물 복용중이던 54

세 남성이 X년 6월 12일 우반신소력, 어지럼증 발

생하였으나 증상 경미하여 경과 관찰하던 중, X년 6

월 14일 증상 악화되어 OO병원 응급실 방문하여 시

행한 뇌 자기공명영상(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상 우측 뇌교경색(Rt. Pontine infarction) 

진단 후 X년 6월 21일까지 입원 치료 받았다(Fig. 

1.). 퇴원 후 저녁부터 좌측 안와부부터 측두부에 이

르는 NRS 7의 극심한 두통 발생하였다. 이에 두통 

및 우반신소력에 대한 치료 위해 X년 6월 22일 본

과 입원하였다.

입원 후 두통양상은 좌측 안와부 부터 측두부에 

이르는 1일 1~3회 30분 이상 지속되는 NRS 5-7의 

쥐어짜는 듯 한 통증 호소하였다. X년 6월 22일 본

과 입원 시 시행한 전해질, 간기능, 신장기능 검사 

상 이상소견 확인되지 않았다. 

X년 6월 22일 본과 입원 시 문진을 통해 파악한 

신체소견은 다음과 같다.

1) 睡眠 : 양호

2) 食欲, 消化 : 양호.

3) 肥瘦 : 176cm / 99kg

Fig. 1.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X.06.14.)
X년 6월 14일 OO병원 응급실에서 촬영한 Diffusion 영

상 상에서 우측 Pons에 Acute infarction으로 추정되는 

high signal 확인된다.

2. 진단

본 환자는 좌측 안와부 부터 측두부에 이르는 

NRS 5-7의 두통이 1일 1~3회 30분 이상 지속되는 

두통이 있으며, 전두부 및 안면의 발적이 있다. 또, 

산소 치료로 두통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여 ICHD-

3 군발 두통의 기준(Appendix 1)7)에 부합하여 군발 

두통으로 진단하였다.

3. 치료 방법과 선정이유

(1) 한약치료

환자 입원 시 뇌경색 및 두통을 호소하여 혈전증 

및 두통에 사용할 수 있는 견통도담탕을 처방하였

다. 견통도담탕 제제약을 X년 6월 21일부터 X년 6

월 22일까지 2일간 복용하였으며, 구성 약재는 1회 

용량 중 반하 7.5g, 백지, 신곡, 창출, 천궁, 당귀, 독

활, 산사, 강활, 황금, 적복령, 지각, 진피, 맥문동, 맥

아, 천남성, 방풍 각 3.75g, 감초, 만형자, 세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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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소요법

환자가 발작성으로 참을 수 없는 극심한 두통 호

소 시 마다 Nasal prong O2 15L/h로 15분간 시행

하였다.

(5) 양약 치료

입원 전부터 퇴원 시 뇌경색 재발 방지를 위해 

항혈소판제인 Aspirin 100mg 1T#1, Clopidogrel 

75mg 1T#1을 아침 식후 30분에 복용하였다. 혈압 

조절을 위해 안지오텐신 II 길항제 Fimasartan po-

tassium 60mg 1T#1, 칼슘길항제 Amlodipine 5mg 

1T#1을 아침 식후 30분에 복용하였으며, 고지혈증 

조절 위해 항고지혈증제 Atorvastatin 40mg 1T#1

을 아침 식후 30분에 복용하였다. 입원 중 용법 및 

용량 변화는 없었다.

4. 경과 및 평가(Fig. 2.)

1) Numeral Rating Scale(NRS) of Headache(Ap-

pendix 2)

Numeral Rating Scale(NRS)를 사용하여 환자 증

상의 주관적인 통증 정도를 확인하였다. 두통에 대

해 이상이 없을 때가 0이며, 살면서 가장 최대로 극

심하다고 느껴질 때를 10으로 정하여 환자의 주관

적인 증상을 확인했다.

(1) 입원 시-입원 3일째

발작 시 NRS 5-7 정도의 극심한 통증 호소하 

였다.

(2) 입원 4일째-입원 9일째

두통 양상 점차 호전되는 양상보이며 발작 시에도 

참을 수 있을 정도의 양상 나타남.

(3) 입원 10일째-입원 53일째

입원 10일째부터 발작 없었으며, 53일째까지 발

작 없었다.

2) 1일 발작 횟수 및 O2 inhalation 횟수

입원 3일차부터 군발성 두통으로 진단하여 환자

가 극심한 통증 호소 시 마다 산소요법을 시행하였

으며, 횟수 측정을 통해 발작 횟수 및 참을 수 없는 

정도의 발작 빈도를 확인하였다.

2g 생강, 7.5g 이며, 매 식후 2시간에 1포씩 복용하

였다.

•  입원 3일차에 환자를 군발 두통으로 진단하였으

며, 환자는 입원 시 176cm, 99kg이며, 面赤, 喜冷, 

舌苔黃, 脈弦數한 양상으로 보아 濕熱로 진단하였

다. 따라서 淸熱하는 小柴胡湯과 利水하는 五苓散

을 합하여 柴苓湯을 쓰고자 하였으나, 본원에 小柴

胡湯 제제약이 없어 계피 1.25g, 작약 1g이 추가된 

柴胡桂枝湯으로 대체하여 시호계지탕 합 오령산을 

처방하였다. 크라시에 시호계지탕 합 크라시에 오

령산을 X년 6월 23일부터 X년 7월 14일 까지 복

용하였다. 구성 약재는 크라시에 시호계지탕은 1회 

용량 중 시호 2.5g, 반하 2g, 계피 1.25g, 작약, 황

금, 인삼, 각 1g, 감초 0.75g, 생강 0.25g, 대추 1g

이며, 크라시에 오령산은 1회 용량 중 택사 5g, 저

령, 복령, 백출 각 3g, 계피  2g이며, 매 식후 2시간

에 각 1포씩 복용하였다.

(2) 침 치료

침 치료는 군발 두통의 목적이 아닌 Rt. pontine 

inf.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中風七處穴을 포

함한 경험적인 혈자리에 자침하였다. 0.25×40mm 

stainless steel(동방침구제작소, 일회용 호침)을 

사용하여 1일 1회 20분 유침했으며, 선혈 혈위는 

EX-HN1(四神聰), GV20(百會), 양측 LI4(合谷), 

TE5(外關), LI10(手三里), LI11(曲池), LR3(太

衝), ST36(足三里), ST37(上巨虛), GB39(懸鍾), 

SP9(陰陵泉), GB34(陽陵泉) 등으로 하였다. 침치

료는 입원기간 동안 매일 오전 8시-9시경 시행하 

였다. 

(3) 전침 치료

뇌경색 이후 발생한 좌측 소력감을 치료하기 위하

여 0.25×40mm stainless steel(동방침구제작소, 일

회용 호침)을 사용하여 좌측 LI4(合谷)-TE(外關), 

LI10(手三里)-LI11(谷地), ST36(足三里)-ST37(上

巨虛), GB39(懸鍾)-LR3(太衝)을 연결하여 2Hz로 

환자가 수축 자극을 느끼나 통증을 느끼진 않을 정

도의 강도로 1일 1회 20분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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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무제의 제형이 없어 치료에 제약이 있다7). 트립탄

은 두통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약물이나, 투여 시 감

각증상, 어지러움, 졸림, 전신무력감 등의 중추신경

증상, 약인성 두통 등 ‘트립탄 증상’이라 불리는 부작

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트립탄은 혈관을 수축시키

는 작용을 하여 투여 금기사항으로 허혈성심혈관질

환 기왕력,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임신, 말초혈관질

환, 모노아민산화효소억제제 복용, 에르고트제 24시

간 이내 복용이 있는데, 본 증례에서와 같이 뇌혈관 

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 사용 할 수 없다8).

산소 치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용 가능한 권고

수준 A의 치료이다. 산소 치료의 메커니즘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산소가 신경인성 염증을 억제

하고, 부교감신경의 유출을 억제하여 통증을 제어하

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소요법은 부작용이 적고, 사

용 제한이 없으며, 금기사항이 없는 효과적이고 빠

르게 작용하는 치료법이라는 장점이 있다9). 하지만 

특정 발작기에 의료기관에 있을 시에만 시행이 가능

하며, 내성이 생길 수 있으며, 과호흡 증후군이 발생 

가능하다. 따라서 급성기 군발 두통에 한의학적 치

(1) 입원 시-입원 2일째

하루 3-4회 발작하였다.

(2) 입원 3일째-입원 9일째

입원 6일째까지 하루 2회 발작하였으며, 발작 시 

마다 산소 요법을 시행하여야 할 만큼 통증을 느꼈

으나, 발작 7일차부터 1일 1회 정도 발작하였으며, 

참을 수 있을 정도의 통증 호소하여 산소요법 시행

하지 않았다.

(3) 입원 10일째-입원 53일째

입원 10일째부터 발작 없었으며, 53일째까지 발

작 없었다.

III. 고찰

미국두통학회 근거기반진료지침에 의하면 군발 

두통의 급성기 치료에 수마트립탄(sumatriptan) 피

하주사, 졸미트립탄(zolmitriptan) 비강분무, 100%

산소 6-12L/min을 권고 수준 A로 제시하였다. 하지

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권고 수준 B로 제시된 졸

미트립탄 경구 복용제 외에 트립탄 피하주사나 비강

Fig. 2.  Numeral Rating Scale(NRS) of Headache, Number of Headache Attack and O2 inha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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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산소요법을 시작하였다. 한약 투여 이후 점차 통

증 강도 및 횟수 호전되었으며, 투여 8일차부터 두

통 완전히 소실되어 군발성 두통의 평균 치료 기간

인 6.5주에 비해 짧은 기간에 호전되었다. 이에 마땅

한 서양 의학적 치료의 선택의 폭이 없는 국내에서

는 柴胡桂枝湯 合 五苓散이 새로운 치료의 선택지

를 제안해 줄 수 있다는데 주목할 만하다. 특히, 본 

증례에서와 마찬가지로 트립탄 복용 금기증에 해당

하는 환자들에게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데 의

의가 있다. 

군발 두통은 기존 한방 치험례가 국내에는 소양

상풍증으로 진단하여 형방사백산을 투여한 1례 외

에 없었으며17), 해외연구 또한 침 치료 4건으로13, 

14, 15, 16) 국외에서도 드문 질환이며, 한방치료에 대

한 연구도 부족하다. 따라서 본 증례에서 한방치료

를 통해 군발 두통을 호전시킬 수 있음을 보고자체

에 의의가 있으며, 이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한방치

료 연구를 시도 해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 

였다.

하지만 군발 두통 질환 자체가 드문 질환이고, 질

환에 대한 기전 연구가 부족하여, 복합 한방 치료로 

인해 어느 치료가 효과가 있었는지, 또는 단독 치료 

시 효과가 있는지 치료의 작용 기전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평가 또한 질환의 특성상 환자의 주

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 단

독 증례인 관계로 치료의 효과를 단언하기 어렵다. 

이에 명확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향후 추가적인 

한방 치험 보고를 통하여 반복 연구가 요구된다. 끝

으로 한방치료의 예방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보

다 더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IV. 결론

X년 6월 21일부터 X년 8월 14일까지 군발성 두

통 환자에게 한방치료를 시행한 결과 치료 10여일

에 두통 발작이 사라졌으며, 이후 43일간 추적관찰 

기간 중 재 발작이 없었다. 

료가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증례의 환자는 입원 시 176cm, 99kg이며, 面

赤, 喜冷, 舌苔黃, 脈弦數한 양상으로 보아 濕熱로 

진단하였다. 따라서 淸熱하는 小柴胡湯과 利水하는 

五苓散을 합하여 柴苓湯을 쓰고자 하였으나, 본원

에 小柴胡湯 제제약이 없어 계피 1.25g, 작약 1g이 

추가된 柴胡桂枝湯으로 대체하여 투여하였다. 柴苓

湯은 이전 연구 상에서 소염, 진통, 해열작용에 유의

성이 있었으며10) 신경통 환자에게 진통 효과가 있다
11). 이에 군발 두통 발작기에 진통 효과로 사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五苓散은 傷寒論에서 ‘霍

亂 頭痛發熱 身疼痛 熱多 欲飮水者 五苓散’이라 

하여 두통 및 기타 통증에 사용 해 볼 수 있으며, 군

발 두통과 혈관성 두통을 水毒으로 보아 五苓散을 

많이 사용 한다고 하였다8, 12).

군발 두통의 침 치료의 국내 연구는 없었으며, 

해외 연구에서 태양(Ex-HN5), 사백(ST02), 합곡

(LI04), 태충(LR03), 찬죽(BL02), 백회(GV20), 양

백(GB14), 풍지(GB20), 행간(LR2), 삼음교(SP6), 

족삼리(ST36) 등에 취혈하여 발작성 두통에 유효했

다는 보고가 있다13, 14, 15, 16).

본 증례에서는 사신총(EX-HN1), 백회(GV20), 

양측 합곡(LI4), 외관(TE5), 수삼리(LI1), 곡지

(LI11), 태충(LR3), 족삼리(ST36), 상거허(ST37), 

현종(GB39), 음릉천(SP9), 양릉천(GB34)에 침치

료, 좌측 합곡(LI4)-외관(TE5), 수삼리(LI10)-곡지

(LI11), 족삼리(ST36)-상거허(ST37), 현종(GB39)-

태충(LR3)에 하루 1회 2Hz로 전침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는 군발 두통의 목적이 아닌 Rt. pontine 

inf.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전 연구 보고에서의 결과에서 보아 백회(GV20), 

합곡(LI4), 태충(LR3), 족삼리(ST36) 등의 자침이 

환자의 통증 경감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

다. 따라서 군발 두통 환자에 대한 침치료의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증례에서는 환자는 입원 3일차에 군발성 두통

으로 진단하여 이후 柴胡桂枝湯 合 五苓散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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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Diagnostic Criteria of Cluster Headache by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dache Disorders 3rd 
Edition

Appendix 2.  Numeral Rating Scale(NRS)

A. B-D를 만족하는 발작이 5회 이상이다.
B.   미치료 시 일측성의 중도~매우 중도의 두통이 안와부, 안와상부 또는 측두부 주위에서 1개 이상의 부위에 

15-180분간 지속된다.
C.   두통이 나타나는 곳과 동측에, 다음 항목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이 동반된다. 

1. 결막 충혈 또는 流淚 

2. 코막힘 또는 콧물 

3. 안검부종 

4. 전두부 및 안면의 발한, 발적 

5. 축동 또는 안검하수 

6. 안정되지 않음, 또는 흥분되어 있는 모습

D. 발작 빈도는 1회/2일 – 8회/1일 이다.
E. 다른 질환에서 기인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