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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두통은 수천 년 전 기록된 동양 최고 의학서적인 『黃帝內經』
에 등장할 만큼 오랜 기간 인류를 괴롭혀온 증상이며, 의학이 발전
하여 많은 질병들이 정복된 현대에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두통
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서양에서도 두통은 신경내과에 오는 환자
가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으로1), 미국 국민의 90%이상이 매년 
적어도 한 번의 두통을 경험하며, 미국인 중 4500만 명이 재발성 
두통을 경험2)한다고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
론하고 두통은 인류를 오랜 세월 괴롭혀 온 증상으로 이를 치료하
기 위한 노력과 연구가 한의학 및 서양의학에서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두통이라는 
상견질환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한의진료지침 마련에 기반이 

될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근골
격계 질환들과 비만, 우울증 등의 일부 내상질환의 한의임상진료지
침을 개발하였고, 더 다양한 질환에 대한 진료지침 개발이 현재 진
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료지침들은 해당 질환에 있어서 침구
치료 및 한약치료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 
어떤 증상들을 기준으로 변증을 하는지, 어떠한 처방들이 유효한지
에 대해 다루고 있지는 않다. 다시 말하면 현재 개발된 한의임상진
료지침은 ‘한약치료, 침구치료가 효과적이므로 적극적으로 권장한
다.’고 조언해주지만, 어떤 약물, 어떤 혈이 어떤 두통에 효과적인
가를 알려주지는 못한다. 이러한 현재까지의 진료지침의 한계를 넘
어서 실제로 두통 질환에 대해 어떤 변증으로 분류하고, 어떤 처방
으로 치료하는가를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진료지침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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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draws pattern differentiations of headache disorders on the ground of modern clinical applications 
and Korean medical literature. Categorization and symptoms of headache disorders are based o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dache Disorders 3rd edition(beta version). And clinical papers are searched in China Academic 
Journals(CAJ) of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CNKI). In the aspect of eight principle pattern identification, 
primary headache occurs due to lots of yang qi and has more inner pattern rather than exterior pattern, heat pattern 
rather than cold pattern, excess pattern rather than deficiency pattern. And primary headache is related with liver in 
the aspect of visceral pattern identification and blood stasis, wind and phlegm are relevant mechanisms. Migraine 
without aura is associated with ascendant hyperactivity of liver yang, phlegm turbidity, sunken spleen qi, wind-heat, 
blood deficiency or yin deficiency. Migraine with aura is mainly related with wind and it’s major mechanisms are 
ascendant hyperactivity of liver yang, liver fire, yin deficiency of liver and kidney, blood deficiency or liver depression 
and qi stagnation. High repetition rate of tension-type headache can be identified as heat pattern or excess pattern. 
And trigeminal autonomic cephalalgias can also be accepted as heat pattern or excess pattern when the occurrence 
frequency is high and is relevant to combined pattern with excess pattern of external contraction and deficiency 
pattern of internal damage based on facial symptoms by external contraction and nervous and anxious status by liver 
deficiency. This study can be expected to be Korean medical basis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on headache by 
proposing pattern identifications corresponding to the western classifications of headache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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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목표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상호보완 및 융합에 기여
하기 위함이다. 지난 2011년 1월 임상에 적용된 6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Ⅵ)를 통해서 한의질병분류는 양방질병분류와 통합
되어 한의사들도 양의사들과 같은 현대병명으로 표기된 질환분류를 
사용하게 되었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같은 질환분류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두 의학은 각 질환들에 대한 치료효과, 효율성, 경제성 
등 다양한 부분에서 비교가 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동서양의 교류
가 제한적이던 시기에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언어적·문화적·역사적 바탕의 차이로 인해 서로 전혀 다른 관점으
로 질병과 인체에 접근하고 치료하므로 질환명을 통일한 것으로 같
은 비교선상에 세우는 것은 사실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의료 환경이 서양의학의 기준으로 움직이는 이상 
한의학이 그 기준에 맞춰가야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그러므
로 두통과 같은 특정 질환에 대하여 체계적인 한의학 진료지침을 
제시하고, 그 진료지침에 따른 치료효과를 서양의학과 비교하여 우
위에 있는 부분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파악해 나가는 것이 두 
의학체계간의 상호보완 및 융합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 될 것
이다. 본 연구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비교, 상호보완 그리고 궁극
적으로 융합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비교’를 가능하
게 하기 위하여, 현재의 비교 기준이 되는 질병의 분류에 맞추어 
한의학적 치료를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류가 겪는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인 두통에 대
해서 서양의학의 최신 두통질환분류인 ICHD-3 베타판을 기준으로 
각 두통분류에 해당하는 한의학적 진단변증을 한의학적 임상례와 
여러 문헌들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한의학의 치료법은 현대병명에 
따른 대증적 치료가 아닌 변증을 통한 맞춤형 치료이므로 현대병명
을 한의학적 변증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 좀 더 정교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은 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고,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좀 더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어 향후 두 의학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의료체계 및 기술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다른 상견 질환들에 대해서도 객관적이
고 합리적인 한의학적 변증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짐으
로써 다양한 질환들에 대한 체계적인 한의진료지침들이 개발되고, 
한의학의 우수한 치료효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동서의학의 융합
에 있어서 한의학이 주도적인 입지를 차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방법 및 범위
 1) 국제 두통질환 분류 및 증상과 두통에 대한 한의학적 문헌 및 
현대 임상례 등에 근거하여 두통의 현대 분류별 한의학적 변증 유
형을 고찰하였다.
 2) 두통 분류에 대한 주요 변증 유형을 도출한다.

2. 연구 문헌
 1) 두통의 분류와 증상은 한글판 국제두통질환 분류(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dache Disorders) 제3판 베타판3)을 참고하

였다.
 2) 역대 문헌의 인용문은 2000년 湖南電子音像出版社의 中華醫典
4)을 저본으로 하였다.
 3) 국외 논문은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CNKI)의 CAJ(China Academic Journals)에서 조사하였고, 醫藥
衛生科技의 中醫學, 中藥學 분류에서 검색하였다.
 4) 편두통(Migraine), 긴장형두통(Tension-type headache)은 
2013-2015년 데이터를 검색하였고, 편두통(Migraine)은 偏頭痛으
로 838건, 긴장형두통(Tension-type headache)은 緊張型頭痛으
로 118건을 조사하였다. 군발두통(Cluster headache)은 叢集性頭
痛으로 1994-2015년 데이터를 검색하여 38건을 조사하였다.

본    론

1. 역대 문헌에 나타난 두통 고찰
    역대 문헌에서 군발두통에 해당하는 眉棱骨痛은 별도로 설명
이 되어 있으므로 頭痛, 頭風 등으로 표현되는 일반적인 두통과 나
누어 기술하였다.
 1) 두통
    『黃帝內經』에서는 경락에 따른 두통 종류, 腦風과 首風, 厥頭
痛, 眞頭痛, 腦盡痛 등을 설명하였고, 腸胃가 원인인 두통, 大寒에 
의한 厥逆頭痛, 上實下虛의 厥巓疾과 下盛上虛의 頭項痛, 그리고 
치료 혈과 맥1)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2). 그리고 『傷寒論』에는 
太陽病, 陽明病, 少陽病, 厥陰病, 霍亂病에서 두통에 대한 기술이 
있고3), 『金匱要略』에서는 寒濕, 宿食, 寒氣盛, 內有熱結外有表邪, 
太陽表證兼産後裏虛 등에 따른 두통을 설명하고 있다4).
    許叔微는 『普濟本事方』에서 下虛의 腎厥則頭痛과 上虛의 肝
厥則頭暈을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5). 또 嚴用和는 『嚴氏濟生方』
에서 血氣俱虛한 상태에서 風邪 뿐 아니라 寒, 暑, 濕 등 邪氣에 
의해 陽經이 손상된 것을 병인병기로 설명하고 있다6).
    張從正은 『儒門事親』에서 胸中宿痰에 의한 三陽頭痛, 風熱, 
熱厥頭痛, 少陽相火에 의한 偏頭風 등 痰, 熱, 火에 의한 實證 두
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7). 그리고 李東垣은 『蘭室秘藏』에서 傷寒
頭痛, 氣虛頭痛, 心煩頭痛, 濕熱頭痛, 寒濕頭痛, 偏頭痛, 眞頭痛, 
厥逆頭痛, 血虛頭痛, 氣虛頭痛, 氣血俱虛頭痛, 痰厥頭痛, 風濕熱頭
痛, 太陽, 陽明, 少陽, 太陰, 少陰, 厥陰頭痛, 風痰(厥陰太陰合病)
등 다양한 유형에 대해 기술하였다8). 또 朱丹溪는 『丹溪心法』에서 
痰이  주요 원인이고 血虛, 濕痰, 熱, 氣虛, 風에 의한 두통과 인
경약을 기술하고 있다9).

 1) 『靈樞』「經脈」, 「寒熱病」, 「厥病」
 2) 『素問』「五藏生成」, 「通評虛實論」, 「脈要精微論」, 「奇病論」, 「平人氣象

論」, 「風論」
 3) 『傷寒論』「辨太陽病脈證並治」, 「辨陽明病脈證並治」, 「辨少陽病脈證並治」, 

「辨厥陰病脈證並治」, 「辨霍亂病脈證並治」
 4) 『金匱要略』「痙濕暍病脈證第二」, 「腹滿寒疝宿食病脈證治第十」, 「嘔吐噦下

利病脈證治第十七」, 「婦人產後病脈證治第二十一」
 5) 『普濟本事方』「卷第二 頭痛頭暈方」
 6) 『嚴氏濟生方』「頭面門 頭痛論治」
 7) 『儒門事親』「目疾頭風出血最急說八」, 「卷四 頭痛不止 三十七」, 「卷五 頭

風眩暈六十四」, 「卷六 熱厥頭痛五十六」, 「卷七 燥形 偏頭痛九十二」
 8) 『蘭室秘藏』「卷中 頭痛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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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皇甫中은 『明醫指掌』에서 濕痰風火, 氣虛血少兼寒濕의 원인을 
설명하고 風痰風熱에 의한 眉眶痛, 六經頭痛, 血虛頭痛, 氣虛頭痛, 
濕熱頭痛, 寒濕頭痛 등을 기술하였다10). 또 朱橚은 『普濟方』에서 
風邪客於陽經과 風邪入於肝으로 편두통이 생길 수도 있다고 기술
하였다11). 그리고 徐春甫는 『古今醫統大全』에서 傷寒 두통이 三陽
經과 厥陰經에서 발생하는 이유를 경락에 따라 설명하고, 氣血痰
飲, 五臟氣鬱의 內因과 風寒暑濕火熱의 外因으로 구분하고, 偏正
頭風이 오래가는 원인을 痰涎, 風火, 氣血壅滯, 血虛 등으로 제시
하고 있다12). 
    龔廷賢는 『萬病回春』에서 氣虛頭痛, 血虛頭痛, 濕熱頭痛, 風
寒頭痛, 偏頭痛, 眞頭痛, 少陽頭痛, 陽明頭痛, 太陽頭痛, 少陰經痛, 
厥陰頭痛, 眉稜骨痛 등의 두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13). 그리고 張
景岳은 『景岳全書』에서 久暫과 表裏, 外感(三陽, 厥陰)과 內傷을 
구분하고, 寒, 火, 陰虛(血虛), 陽虛(氣虛), 痰厥頭痛(兼火, 兼虛)에 
대한 치법을 설명하고 있다14).
    秦景明은 『症因脈治』에서 外感 두통을 天行症, 人自感冒症으
로, 內傷 두통을 氣虛, 血虛, 積熱, 積痰, 食滯, 七情, 肝火攻衝 등
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15). 그리고 張璐는 『張氏醫通』에서 風, 
暑, 濕, 痰飲, 寒, 氣虛, 血虛에 의한 두통과 薛立齋를 인용하여 원
인별 처방을 제시하였다16). 또 林佩琴은 『類證治裁』에서 風, 寒, 
濕, 痰, 火, 鬱熱, 伏暑, 傷食, 傷酒, 傷怒, 氣虛, 血虛, 眞頭痛, 偏
頭痛, 內風擾巔, 腎虛水泛, 腎虛氣逆 등 다양한 원인을 기술하였
다17).
    葉桂는 『臨證指南醫案』에서 厥陰肝脈에 清陽不升, 火風乘虛上
入한 所致로 보는데 氣血瘀痺, 暑風邪氣上鬱, 陰虛陽越, 厥陽風木
上觸兼內風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18). 또 程國彭은 『醫學心
悟』에서 外感風寒, 熱邪傳入胃腑, 寒氣直中, 破腦傷風, 偏頭風(風
熱, 血虛), 雷頭風(痰火), 客寒犯腦, 胃火上沖, 痰厥頭痛, 腎厥頭痛, 
大頭天行(火鬱), 眉棱骨痛(肝經血虛), 風熱, 眞頭痛(陽衰)등으로 분
류하여 기술하였다19).
    그리고 『東醫寶鑑』에서는 正頭痛, 偏頭痛, 風寒頭痛, 濕熱頭
痛, 厥逆頭痛, 痰厥頭痛, 氣厥頭痛, 熱厥頭痛, 濕厥頭痛, 眞頭痛, 
醉後頭痛, 眉稜骨痛 등을 설명하고 있다20).
    그 외 陽經脈為風所乘, 痰厥頭痛21), 血氣虛에 의한 風邪入腦, 
風熱上攻, 風邪傷於陽經, 陽實陰虛(虛熱)22), 肺熱과 風熱에 의한 頭

 9) 『丹溪心法』「卷四 頭痛六十八」, 「卷四 眉眶痛六十九」
10) 『明醫指掌』「卷六 頭痛證一」
11) 『普濟方』「卷四十四 頭門 偏頭痛(附論)」
12) 『古今醫統大全』「卷之十三 傷寒門(上) 證候 頭痛」, 「卷之五十三 頭痛門」, 

「卷之六十一 (附)眉稜骨痛候」
13) 『萬病回春』「卷之五 頭痛」
14) 『景岳全書』「卷之二十六必集 雜證謨 頭痛」
15) 『症因脈治』「卷一 頭痛論 外感頭痛」, 「卷一 頭痛論 內傷頭痛」
16) 『張氏醫通』「卷五 諸痛門 頭痛」
17) 『類證治裁』「卷之六 頭痛論治」
18) 『臨證指南醫案』「卷八 頭痛」
19) 『醫學心悟』「卷三 頭痛」
20) 『東醫寶鑑』「外形篇 卷之一 頭」, 「外形篇卷之一 眼」
21) 『諸病源候論』「卷之二 風病諸候下(凡三十論)四十一 頭面風候」, 「卷之二十 

痰飲病諸候(凡十六論) 六 膈痰風厥頭痛候」
22) 『太平聖惠方』「卷第二十二 治頭風目眩諸方」, 「卷第三十二 治眼眉骨及頭

疼痛諸方」, 「卷第四十 治頭痛諸方」, 「卷第七十八 治產後頭痛諸方」

風23), 百方不效일 때24) 등 다양한 병인병기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2) 군발두통(Cluster headache)
    군발두통은 한의학적으로 眉棱骨痛, 眉眶痛과 한쪽 눈, 코의 
증상 등이 유사하고 병위가 일치한다. 병인병기로 脾肺久積風熱25), 
陽經壅熱風毒上攻26), 風熱與痰27), 肝虛 및 肝經停飲28), 肝火上
炎29) 등을 설명하고 있다.
    皇甫中는 『明醫指掌』에서 肝虛, 風熱盛, 風痰, 寒濕, 風痰風熱
盛 등에 의한 眉眶痛을 설명하고 있다30). 또 李中梓는 『醫宗必讀』
에서 外挾風寒內成鬱熱, 心肝壅熱, 風痰上攻, 濕氣內鬱 등을 병인
병기로 기술하고 있다31). 그리고 張璐는 『張氏醫通』에서 陽明風熱
과 肝火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고 각각 허실에 따른 치법을 제시하
였다32). 또 沈金鰲는 『雜病源流犀燭』에서 心肝壅熱, 風痰, 痰火, 
風熱夾痰, 中風寒, 濕痰 등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33).

2. 현대 문헌에 나타난 두통의 변증 유형
    현대 문헌에 나타난 두통의 변증 유형은 肝陽上亢, 肝火, 寒滯
肝脈, 痰濁, 痰熱, 瘀血, 氣血虧虛, 腎虛, 肝腎虧虛 등과 外感에 
의한 風寒, 風熱, 風濕 등이며 Table 1과 같이 문헌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Table 1. The syndrome differentiations of headache disorders in 
modern literature

문헌 변증 유형

한의신경정신과학5) 1. 風寒 2. 風熱 3. 風濕 4. 肝陽 5. 血虛 6. 痰濁 7. 腎虛 
8. 瘀血

심계내과학6) 1. 風寒 2. 風熱 3. 風濕 4. 肝陽上亢 5. 腎虛 6. 氣虛 7. 
血虛 8. 濕痰 9. 瘀血 10. 熱厥

『中醫內科學』7) 1. 風寒 2. 風熱 3. 肝陽 4. 痰濕 5. 瘀血 6. 鬱火 7. 氣血
虧虛 8. 腎虛

『中醫內科疾病診療常
規』8)

1. 風寒 2. 風熱 3. 風濕 4. 氣血兩虛 5. 肝腎陰虛 6. 肝陽
上亢 7. 肝火 8. 寒滯肝脈 9. 痰濁 10. 痰熱內擾 11. 瘀

血 12. 腎精不足
『中醫內科常見病診療指

南』9)
外感 1. 風寒 2. 風熱 3. 風濕

內傷 1. 肝陽火風 2. 氣血虧虛 3. 痰濁阻絡 4. 瘀血阻絡
『中藥新藥臨床研究指導

原則(試行)』 偏頭痛10) 1. 肝陽上亢 2. 痰濁 3. 腎虛 4. 瘀血 5. 氣血虧虛

『中醫病證診斷療效標
准』 頭風11)

1. 肝陽上亢 2. 痰濁上擾 3. 瘀阻腦絡 4. 氣血虧虛 5. 肝
心陰虛

3. 원발두통(Primary headache) 분류에 대한 한의학적 변증
    원발두통은 두통을 유발할 만한 원인이 없이 반복적으로 발생
하는 두통 질환으로 편두통(Migraine), 긴장형두통(Tension-type 
headache), 삼차자율신경두통(Trigeminal autonomic cephalalgias) 
및 기타 원발두통(Other primary headache disorders)이 이에 
해당한다. 이전의 보고들에 의하면 국제두통질환분류 제2판에 바탕
으로 할 때 50.1-78.4%에 달하고, 2014년 국제두통질환분류 제3판 

23) 『聖濟總錄』「卷第一百一 面體門 頭風白屑」, 「卷第一百八 眼眉骨及頭痛」
24) 『醫林改錯』「血府逐瘀湯所治症目」
25) 『太平聖惠方』「卷第三十二 治眼眉骨及頭疼痛諸方」
26) 『聖濟總錄』「卷第一百八 眼眉骨及頭痛」
27) 『丹溪心法』「卷四 眉眶痛六十九」
28) 『秘傳證治要訣及類方』「卷之五 諸痛門 眼眶骨痛(附眉梁痛)」
29) 『古今醫統大全』「卷之六十一 (附)眉稜骨痛候」
30) 『明醫指掌』「卷六 頭痛證一」
31) 『醫宗必讀』「卷之八 頭痛 眉稜骨痛」
32) 『張氏醫通』「卷五 諸痛門 頭痛」
33) 『雜病源流犀燭』「卷二十二 面部門 目病源流(眉稜骨)眉棱骨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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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판을 기준으로 207명의 환자를 분류하여 발표한 국내 연구에 
의하면, 대상 환자들 중 80.7%가 원발두통에 해당하였다12).
    아래 분류의 일련번호는 한글판 국제두통질환 분류(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dache Disorders) 제3판 베
타판에 기술된 번호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사용하였다.
    1. 편두통(Migraine)
    1.1 무조짐편두통(Migraine without aura)
    무조짐편두통이란 글자 그대로 조짐증상이 없는 편두통이라는 
뜻이다. 조짐증상이란 주로 편두통 발작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복합
적인 신경학적 전구증상으로, 주로 두통 발작 전이나 발작과 동시
에 발생하여 두통발작 중 또는 발작 이후까지 지속된다3). 무조짐편
두통은 후술할 조짐편두통과는 다르게 대뇌의 국소 혈류 변화가 나
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이는 신경학적 조짐 증상이 나
타나지 않는 무조짐편두통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으며, 한의학적으
로 볼 때는 肝風이 動하지 않은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무조짐편두통은 특징적으로 嘔逆, 嘔吐나 빛공포증, 소리공포
증을 동반한다. 嘔逆, 嘔吐는 한의학적으로 外邪犯胃, 飮食停積, 
痰飮內阻, 肝氣犯胃, 膽熱擾胃, 脾胃虛寒, 胃陰不足으로 변증할 수 
있다13). 빛공포증은 羞明으로 風熱邪가 눈에 작용하거나 陰이 虛하
고 血이 부족할 때 생긴다14)고 하였으며, 『醫學入門』「外集 卷四雜
病分類 外感」에서는 肝腎虛로34), 『醫部全錄』에서는 血不足으로 발
생한다35)고 하였다. 무조짐편두통의 한의학적 변증은 嘔逆·嘔吐의 
변증과 두통의 변증 중 서로 연관된 肝陽上亢15), 痰濁16), 肝鬱脾虛
17) 등으로 변증할 수 있고, 빛공포증과 소리공포증과 관련된 風熱
證18), 肝腎陰虛의 변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1.2 조짐편두통(Migraine with aura)
    조짐 증상 중 시각, 망막 증상은 한의학의 目昏, 眼花로 볼 수 
있고, 『東醫寶鑑』「外形篇 卷之一 眼」에서 下虛는 腎虛에 속하는 
것으로 眼花한다고 하였고, 黑花는 肝腎俱虛, 昏花는 傷氣, 紅花는 
火盛, 靑花는 膽虛, 陰虛로 收斂이 되지 않으면 童子가 散大되어 
目昏과 眼花가 나타난다 하였다. 그리고 『中醫症狀鑑別診斷學』에
서는 目昏의 병인으로 實證의 痰飮이 脾胃를 정체하고 肝氣가 旺
盛化風하여 痰이 內風과 함께 淸竅를 上擾하여 나타나는 風痰上擾
의 目昏과, 七情內傷으로 肝氣鬱結하여 疏泄機能失調로 나타나는 
肝氣鬱結의 目昏, 그리고 虛證의 心肝血虛, 脾胃氣虛, 肝腎陰虛, 
腎陽虛 등을 제시하였다19). 그 외의 조짐 증상들 중에서 구음장애, 
현훈, 이명, 청각장애, 실조, 의식저하, 반신마비는 각각 한의학 병
증의 舌强, 眩暈, 耳鳴, 耳聾, 情志昏迷, 手足拘攣强直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는 肝의 병증으로 이해19,20) 할 수 있으
며 특히 風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3 만성편두통(Chronic migraine)
    한의학적 변증에 참고할 만한 병발 증상이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만성화된 두통이라는 측면으로만 접근했을 때, 증상이 완
고하게 오래가는 한의학 변증들을 위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病程
이 오래되어 正氣가 허약해진 虛證과 久病致瘀의 瘀血21,22)과 관련
된 변증이 만성편두통의 한의학적 변증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34) 『醫學入門』「外集 卷四雜病分類 外感」
35)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卷一百三十九 目門」

생각한다.
    1.4 편두통 합병증(Complications of migraine)
    무조짐이나 조짐편두통이 지속되는 상태는 陰虛, 痰飮, 瘀血 
등 病程이 길게 지속될 수 있는 원인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데 장시간의 극렬한 통증 양상을 보면 痰飮, 瘀血의 겸증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짐편두통이 지속되거나 경색증, 뇌전증이 발
생하는 하위분류는 조짐편두통과 동일한 분류로 변증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한다.
    1.5 개연편두통(Probable migraine)
    개연편두통은 정확한 배속이 어려운 경우를 위한 편의상의 분
류로 판단되어 변증에서 제외한다.
    1.6 편두통과 관련된 삽화증후군(Episodic syndromes that 
may be associated with migraine)
    삽화증후군(Episodic syndromes)은 편두통과 관련이 깊은 다
른 증상을 분류한 것으로 복통 및 구역은 肝鬱脾虛, 肝胃不和, 寒
凝血瘀 등과, 현훈은 濕, 痰濁上擾, 陽虛 등과 사경은 血虛生風 등
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양성돌발현훈(Benign 
paroxysmal vertigo)의 현훈은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肝病의 대표
적인 증상 중 하나이며 병발 증상 안진, 실조, 구토, 창백, 두려움
은 각각 眼震, 體重煩寃, 嘔吐, 面白, 善恐의 한의학 병증으로 파
악할 수 있으며, 구토는 外邪犯胃, 飮食停積, 痰飮內阻, 肝氣犯胃, 
膽熱擾胃, 脾胃虛寒, 胃陰不足의 증상13)으로, 眼震은 肝血不足의 
증상23)으로, 體重煩寃, 善恐은 肝虛의 증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20)으로 생각한다. 양성돌발사경(Benign paroxysmal torticollis)은 
肝實證의 硬直背强, 項强感, 肢體麻木 증상의 일종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19)이고, 창백, 과민성, 권태감, 구토, 실조 중 창백, 권태감, 
구토, 실조는 脾虛濕痰의 병증으로 생각되며, 과민성은 肝陽上亢의 
양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편두통은 肝腎陰虛, 肝血虛, 脾胃氣虛 등의 기본적
인 단일 변증으로 보고된 임상례가 적었고 대부분 風痰, 血瘀 등의 
兼證 표현이 많은데 증상이 복합적이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2. 긴장형두통(Tension-type headache)
    긴장형두통은 근육 긴장에 의한 것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불
안, 우울증 등 정신적 요인과 관련이 깊다. 肝陽24), 肝風25), 陰虛風
動, 瘀血, 氣滯, 痰瘀互結26) 등과 관련되며 다른 두통과 비교해서 
肝과의 관련성이 깊은 것을 알 수 있으며 肝鬱氣滯, 氣血瘀阻27)가 
발병의 기본이고 風火痰瘀28)가 標證으로 나타난다. 저빈도삽화긴장
형두통(Infrequent episodic tension-type headache)과 고빈도삽
화긴장형두통(Frequent episodic tension-type headache), 만성
긴장형두통(Chronic tension-type headache)은 빈도수의 차이로 
분류되며, 이러한 빈도수의 차이는 寒熱과 虛實의 편차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만성긴장형두통은 瘀血, 痰瘀29), 血虛
風動30) 등이 관련이 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 삼차자율신경두통(Trigeminal autonomic cephalalgias)
    3.1 군발두통(Cluster headache)
    군발두통의 증상들 중 결막 충혈은 目赤으로 肝實證의 증상으
로 볼 수 있고19), 눈물과 불안, 초조한 증상은 流淚와 善恐으로 肝
虛證의 증상으로 볼 수 있다20). 코막힘, 콧물은 鼻塞, 鼻淵으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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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병발하는 風寒, 膽熱, 風熱 등으로 변증할 수 있으며23), 동공
수축은 瞳人縮小에 해당하며 肝腎陰虛, 肝經風熱로23), 눈꺼풀처짐, 
눈꺼풀부종은 眼瞼下垂로 風熱로 변증할 수 있다23). 발병 부위는 
太陽, 陽明, 少陽, 厥陰經과 관련이 있고, 肝經과 관련된 변증 유
형이 많으며 주요 변증으로 風痰瘀阻31), 肝寒氣滯32), 肝陰虧虛33), 
瘀阻腦絡34)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군발두통은 극렬한 통증과 긴 통
증지속시간을 고려할 때 實證의 특성이 강하나 한편으로는 流淚와 
善恐의 虛證을 가지고 있으므로 虛實錯雜, 本虛標實證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本虛標實證에는 本虛를 위주로 접근하게 되지
만 군발두통은 標實證이 매우 심한 특징이 있으므로 標治에 더 중
점을 두어야할 상태로 생각한다.
    3.2 돌발반두통(Paroxysmal hemicrania)
    군발두통과 증상 양상이 유사하지만 두통 지속시간이 짧고, 불
안, 초조의 증상이 없으며 인도메타신에 반응하는 차이가 있다. 肝
陰虧虛와 같은 虛證을 겸하지 않은 風熱, 風痰35) 등의 순수 實證
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3.3 단기지속편측신경통형두통발작(Short-lasting unilateral 
neuralgiform headache attacks)
    돌반반두통보다 정도가 약하고 시간도 짧은 특징이 있다. 돌발
반두통과 유사한 변증이지만 實證의 강도가 조금 약한 상태로 이해
할 수 있다.
    3.4 지속반두통(Hemicrania continua)
    지속반두통에는 군발두통과 마찬가지로 초조, 불안 증상이 나
타난다. 지속반두통은 군발 두통에 비해 통증 정도가 약하고 시간
이 짧아 같은 虛實錯雜, 本虛標實證이지만 本虛가 위주가 된 상태

로 생각한다.
    4. 기타 원발두통(Other primary headache disorders)
    4.1 원발기침두통(Primary cough headache)
    기침에 의해 유발되는 두통으로 咳嗽 중 두통 증상이 있는 風
寒, 風熱, 天行感冒에 의한 咳嗽에 비추어 생각할 수 있다.
    4.2 원발운동두통(Primary exercise headache)
    운동 후 氣血不足으로 인한 虛血性 두통으로 해석하고, 역류
성 목정맥 혈류에 의한 두 개내 정맥 울혈이 중요하다는 보고 내용
에서 瘀血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4.3 성행위와 연관된 원발두통(Primary headache 
associated with sexual activity)
    성행위 중의 두통을 의미하므로 일종의 고혈압성 두통으로 肝
鬱로 인한 上盛下虛로 인한 陰陽失衝으로 해석할 수 있다36).
    4.4 원발벼락두통(Primary thunderclap headache)
    원인을 제한하지 않아 광범위하므로 변증에서 제외한다.
    4.5 저온자극두통(Cold-stimulus headache)
    內外로 寒邪가 侵襲한 것이다.
    4.6 외압력두통(External-pressure headache)
    외압력으로 인해 혈관의 흐름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해석하면 
虛證을 동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
면 없어지므로 변증에서 제외한다.
    4.7 원발찌름두통(Primary stabbing headache)
    찌르는 듯한 통증의 특징은 瘀血과 관련이 깊다.
    4.8 원형두통(Nummular headache)
    보통 頭頂部에 동전 모양으로 발생하는 두통으로 慢性으로 가

Table 2. Pattern identifications of primary headache by ICHD-Ⅲ classification
코드 분류 한의 병명 변증 유형 기타
1. 편두통 偏頭痛, 偏頭風, 頭風, 腦風
1.1 무조짐편두통 肝陽上亢, 痰濁上擾, 風痰瘀阻37), 風熱上擾, 陰血虧虛風痰上擾38) 肝鬱脾虛, 肝鬱化熱39)

1.2 조짐편두통 陰血虧虛風痰上擾, 肝鬱化熱, 氣血虧虛40) 血虛生風
1.3 만성편두통 瘀血阻絡, 肝風血瘀41), 痰瘀阻絡42), 血虛肝亢43), 氣虛血瘀 風熱上攻
1.4 편두통합병증 瘀血阻絡, 痰瘀阻絡, 氣虛血瘀, 風痰瘀阻
1.5 개연편두통 변증 부적합
1.6 편두통과 관련된 삽화증후군 변증 부적합
2. 긴장형두통 頸項痛, 頸項強痛
2.1 저빈도삽화긴장형두통 寒凝血瘀44), 血虛肝旺, 風火痰瘀 肝風上擾45)

2.2 고빈도삽화긴장형두통 氣滯血瘀, 痰瘀阻絡, 寒凝血瘀, 血虛肝旺 肝風上擾
2.3 만성긴장형두통 痰瘀阻絡, 寒凝血瘀, 血虛肝旺, 氣滯血瘀
2.4 개연긴장형두통 변증 부적합
3. 삼차자율신경두통
3.1 군발두통 眉棱骨痛, 眉眶痛 風痰瘀阻, 肝寒氣滯, 肝陰虧虛, 瘀阻腦絡
3.2 돌발반두통 風熱痰瘀阻
3.3 단기지속편측신경통형두통발작 風熱痰濁
3.4 지속반두통 風痰瘀阻, 肝寒氣滯, 瘀阻腦絡
3.5 개연삼차자율신경두통 변증 부적합
4. 기타 원발두통
4.1 원발기침두통 風寒速肺, 風熱犯肺, 天行感冒
4.2 원발운동두통 氣血虧虛, 血瘀阻絡
4.3 성행위와 연관된 원발두통 肝鬱化熱
4.4 원발벼락두통 변증 부적합
4.5 저온자극두통 寒邪痹阻清竅, 寒邪侵襲, 脾胃虛寒
4.6 외압력두통 변증 부적합
4.7 원발찌름두통 血瘀阻絡
4.8 원형두통 氣滯血瘀
4.9 수면두통 변증 부적합
4.10 신생매일지속두통 변증 부적합



206 J. S. Lee et al

는 경향이 많으므로 瘀血 특성과 부합하며 남성보다 여성의 빈도가 
높은 점에서 氣鬱과의 관련성을 생각할 수 있다.
    4.9 수면두통(Hypnic headache)
    변증하기에 부적합하다.
    4.10 신생매일지속두통(New daily persistent headache)
    변증하기에 부적합하다.
이상의 분류별 한의학적 변증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4. 원발 두통에 대한 임상례 분석
    다음은 두통의 분류별로 조사한 임상례에서 변증 유형을 분류
하고 적용된 치법 및 처방을 조사한 결과에 근거한 내용이다.
 1) 편두통의 현대 임상례
    편두통은 寒, 痰, 風, 瘀, 虛와 관련이 깊고, 風寒을 감수하거
나 화내고 긴장하거나, 肝陽上擾 등으로 經絡痹阻하고 陰陽失調, 
氣血逆亂하여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며, 病位는 머리에서 肝腎에 영
향을 미치고, 대부분 虛實錯雜證이며 소양경맥 순행 부위와 상관성
이 깊다고 보고 있다. 실제 임상례의 변증 유형은 크게 風, 肝陽, 
肝火, 血瘀, 痰濁 등의 단독 변증보다 여러 개를 겸한 경우가 많
고, 風寒, 風熱, 風濕, 肝陽化風, 痰濕, 瘀血, 氣血虧虛 등 현대 문
헌에서 분류한 변증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肝陽, 肝火로 인한 사례가 많고, 瘀血을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川芎茶調散, 天麻鉤藤飮, 血府逐瘀湯, 
通竅活血湯, 補陽還五湯, 散偏湯의 사용이 두드러지는데 風寒, 肝
陽上亢, 瘀血阻絡證의 처방으로 風, 痰, 瘀의 겸증에도 사용되고 
있다. 또 瘀血阻絡 또는 肝陽上亢의 天舒膠囊, 肝風血瘀의 正天丸, 
風痰瘀阻의 川芎淸腦顆粒 등의 中成藥이 다용되고 있다.
 2) 긴장형두통(Tension-type headache)의 현대 임상례
    긴장형두통은 근육 긴장으로 발생하는데 정신적 스트레스, 불
안, 우울증 등 정신적 요인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肝陽上亢, 肝風內動 등으로 인한 風痰上擾, 瘀阻腦絡이나 肝腎不
足으로 인한 虛風上擾, 筋脈失養이나 情志失調, 肝鬱氣滯로 인한 
肝風上擾나 肝脾不和로 인한 氣機不暢, 痰瘀互結 등으로 인해 발
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肝과의 관련성이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肝鬱氣滯, 氣血瘀阻가 발병의 기본이고 風火痰瘀가 標證
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처방으로는 痰瘀阻絡의 頭痛寧
膠囊, 血虛肝旺의 逍遙散, 氣滯血瘀의 升降散 등의 적용 빈도가 
높았고, 그 외에도 桂枝加葛根湯, 柴葛解肌湯 등이 사용되고, 가감 
약재로는 葛根의 사용이 많았다.
 3) 군발두통(Cluster headache)의 현대 임상례
    군발두통은 결막충혈, 눈물, 코막힘, 콧물, 땀 등의 자율신경증
상을 동반하는 심한 두통이 집단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나타나
는 특징이 있고, 발병 부위는 太陽, 陽明, 少陽, 厥陰經과 관련이 
있어 한의학 문헌의 偏頭風, 眉棱骨痛과 유사하다. 임상례에서는 
肝陽, 痰濁이 주요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고, 厥陰頭痛, 肝寒氣滯, 
肝陰虧虛, 肝陽上亢, 肝經風火 등 肝經과 관련된 임상례가 많다. 
그리고 발병 시간이 주로 심야로 陰氣가 성하고 陽氣가 태동하는 
시간으로 陽氣虛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역대 
문헌에서 제시한 眉稜骨痛의 한 유형인 陽明熱證의 현대 사례는 

보고된 것이 없었다.

고    찰

1. 문헌적 고찰
    역대 문헌을 살펴본 결과 두통의 병인병기는 복잡하지만 寒, 
痰, 濕, 火, 風, 瘀 등 外感 및 內傷에 의해 발생하며 肝, 脾, 腎과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六淫 사기가 顛頂을 침범하여 清陽을 阻遏
하거나 여러 질병에 의해 瘀阻經絡, 氣血逆亂하여 뇌의 영양이 제
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종합하면 역대 의가들
은 虛, 風, 火, 痰, 瘀로 인해 두통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外感 두통에 대해서는 『素問』, 『傷寒論』 뿐 아니라 『蘭室秘
藏』에 傷寒頭痛, 濕熱頭痛, 寒濕頭痛, 風濕熱頭痛에 대한 설명이 
있고, 『醫碥』「卷之三 雜症 頭痛」의 “六淫外邪 중 風寒濕은 陽氣를 
鬱遏하고, 火暑燥는 熱에 속하고, 그 熱을 감수하면 땀이 난다. 風
寒濕이 侵襲하지 않으면 병나지 않고 熱이 심하면 氣壅脈滿하여 
통증이 생긴다.”와 같이 風, 寒, 濕, 熱 등과 관련이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風邪는 발병 요인이면서 반복적으로 발작하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太平聖惠方』「卷第四十 治頭痛諸方」
의 “若人氣血俱虛, 風邪傷於陽經, 入於腦中, 則令頭痛也.”와 같이 
風邪의 침입에 대한 설명이 많았다.
    內傷 두통으로는 肝, 脾, 腎과 관련 깊은데 肝은 風木으로 生
風하기 쉽고 巓頂으로 순행하여 두통을 야기하기 쉽다. 『類證治裁』
「卷之六 頭痛論治」의 “肝陽上冒, 震動髓海”, 『症因脈治』「卷一 頭
痛論 內傷頭痛」의 “惱怒即發, 痛引脅下, 此肝火攻衝痛也. 以上皆
內傷之症也.” 등에서 滋陰潛陽, 平肝熄風의 치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 『傷寒論』「辨厥陰病脈證並治」의 “乾嘔 吐涎沫 頭痛者 吳茱萸湯
主之.”에서 寒滯肝脈에 의한 경우를 서술하고 있다. 實證으로는 肝
陽上亢, 肝火上炎 유형이, 虛證으로는 肝血虛證에 대한 설명이 많
았다. 그리고 脾胃는 後天之本으로 氣血生化의 원천으로 脾胃失運
하면 痰濁內生, 蒙蔽淸竅하거나 生化之源이 부족하여 腦脈失養하
면 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 『金匱要略』「腹滿寒疝宿食病脈證治第
十」 “脈緊, 頭痛風寒, 腹中有宿食不化也.”에서 宿食에 의한 두통을 
설명하고, 李東垣은 氣虛頭痛은 人蔘, 黃芪 위주로, 痰厥頭痛은 半
夏白朮天麻湯으로 치료하였고, 朱丹溪는 頭痛, 頭風이 痰에 의한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腎은 先天之本으로 髓海를 주재하고 腎虛로 
영양하지 못해 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 『普濟本事方』「卷第二 頭痛
頭暈方」에서 “下虛者腎虛也. 故腎厥則頭痛”라고 하였고, 腎陰虛의 
경우 六味地黃丸, 大補陰煎 등으로 滋補腎陰하고, 腎陽虛인 경우 
右歸丸으로 溫補腎陽하였다.
    그리고 外傷이나 久病入絡하여 생기는 瘀血에 의한 두통은 청
대 葉天士와 王淸任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현재 주요 병인병기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두통의 분류에 따라 보면 肝陽 및 痰濁은 긴
장형두통에서, 瘀血은 편두통에서 많이 보이는 특징이 있다.

2. 한의학적 변증에 관한 고찰
 1) 한의학적 변증 상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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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두통이란 두통이 그 자체로 질환이 된 것으로 양방의 분류상 
원인질환에 따라 분류되는 이차두통과는 달리 증상에 기초한 분류
가 이루어지는 두통이다46). 본론에서 편두통, 긴장형두통, 삼차신경
자율두통 등의 임상례들을 조사, 분석하여 원발두통의 한의학적 변
증분류에 있어서의 몇 가지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1) 八綱辨證 상의 특징
    八綱을 기준으로 두통의 임상례를 분류하여 편두통, 긴장형 두
통, 군발두통의 八綱辨證에 있어서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① 陰陽辨證
    원발두통의 임상례들의 陰陽辨證을 확인한 결과, 편두통의 임
상례 중 陰과 관련되는 변증에는 陰虛挾表寒, 陰虛陽亢, 陰血不足 
등으로 총 6례가 있었고, 陽과 관련되는 변증에는 肝陽上亢, 陰虛
陽亢, 陽氣偏盛, 陽虛痰瘀 등으로 총 21례가 있었다. 긴장형두통의 
임상례에서는 陰과 관련된 변증은 나타나지 않았고, 陽과 관련해서 
肝陽上亢의 변증 임상례 2례가 있었다. 군발두통에도 陰과 관련한 
임상례는 없었고, 肝陽으로 변증된 陽 관련 임상례 1례만 확인되었
다. 원발두통의 陰陽辨證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肝陽上亢의 병기가 
가장 많았으며, 陰虛陽亢, 陰虛, 陽虛의 순서로 빈도수가 낮아졌다. 
이를 통해서 원발두통은 대체로 陽氣가 상승함으로 인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表裏辨證
    원발두통의 임상례들의 表裏辨證을 확인한 결과, 편두통의 임
상례 중 表證에 해당하는 변증으로는 風寒, 風濕外襲, 濕熱, 濕熱
鬱阻, 熱蒙竅, 風熱上攻, 風熱上擾 등으로 총 7례가 있었고, 裏證
에 해당하는 변증으로는 肝陽上亢, 陰虛陽亢, 肝鬱化熱, 肝經風火
上擾, 肝經火旺兼瘀血阻絡, 肝風血瘀, 肝氣鬱結, 氣滯血瘀, 肝鬱挾
瘀, 肝胃不和, 肝鬱脾虛, 血虛生風, 血虛肝陽上亢, 氣血虧虛, 氣虛
血瘀, 瘀血, 瘀血阻絡, 痰濁上擾, 痰濕, 痰瘀阻絡, 痰濁瘀血, 陽虛
痰瘀 등으로 총 92례가 있었으며, 表裏兼證에는 寒凝血瘀挾風, 寒
凝血瘀, 風濕挾瘀, 陰虛挾表寒, 風瘀, 風火痰瘀, 風火痰濁, 風痰瘀
阻 등으로 9례가 있었다. 긴장형두통 임상례의 表裏辨證에서 表證
만 있는 경우는 없었고, 裏證에는 氣血虧虛, 血虛, 血虛肝旺, 肝陽
上亢, 肝鬱血瘀, 氣滯血瘀, 瘀血阻滯, 痰瘀阻絡 등으로 10례, 表裏
兼證에는 風瘀, 風火痰瘀, 寒凝血瘀 등 3례가 있었다. 군발두통 임
상례의 表裏辨證에서 表證에는 風寒濕痺阻經絡, 厥陰頭痛, 三陽合
病, 鬱熱阻絡 등으로 4례, 裏證에는 瘀阻腦絡, 肝寒氣滯, 肝陰虧
虛, 肝陽, 肝經風火, 痰濁 등으로 6례가 있었다. 이를 통해서 원발
두통에는 表證보다는 裏證의 빈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의신경정신과학5) 교과서에서도 外感頭痛과 內傷頭痛을 따로 
구분하여 風寒, 風熱, 風濕頭痛을 外感頭痛으로, 그 외의 肝陽, 血
虛, 痰濁, 腎虛, 瘀血頭痛을 內傷頭痛 분류하고 있고, 앞에서 살펴
본 편두통, 긴장형두통, 군발두통 등의 임상례에서도 마찬가지로 
風寒, 風熱, 風濕의 外感과 氣虛, 血虛, 肝陽 등 內傷의 변증 분류
들이 등장한다. 이처럼 한의학적 두통 분류에 있어서 外感은 內傷
과 동등하게 이론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비해, 앞에서 
확인한 임상례의 빈도수는 內傷頭痛보다 현저하게 적으며, 서양의
학의 두통분류에서도 한의학의 外感과 대응되는 감기, 상기도 감염 
등과 관련되는 두통질환에 대한 언급이 매우 적다. 두통질환분류 

중 9. 감염에 기인한 두통이 외부에서 인체에 침입한 세균 및 바이
러스에 기인한 두통을 다루고 있고(9. 감염에 기인한 두통은 중추
신경계까지 감염이 진행된 매우 심각한 상태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한의학적 분류에서의 外感 증상과는 거리가 있다.), 11. 두개골, 
목, 눈, 귀, 코, 부비동, 치아, 입 또는 기타 얼굴 및 경부 구조물의 
질환에 기인한 두통에서 급만성 부비동염에 의한 두통을 언급하고 
있지만, 가장 흔한 두통 질환인 원발두통의 편두통, 긴장형두통 등
에서는 이러한 외부 기후 변화와 상기도 감염 등을 포괄하지는 못
하고 있다. 이것은 서양의학의 질병분류에서 원발이라는 의미 자체
가 다른 근원이나 원인에서 유도되지 않고 일차성으로 발생한 것을 
뜻하므로, 다른 원인 질환을 인정하지 않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
로 보인다. 한의학의 裏證 內傷 두통이 서양의학의 관점에서는 원
인을 찾을 수 없는 원발두통의 정의에 더 부합함으로 이와 같은 결
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
   ③ 寒熱辨證
    원발두통의 임상례들의 寒熱辨證을 확인한 결과, 편두통 임상
례에서 寒에 해당하는 변증으로 風寒, 寒凝血瘀, 陽虛痰瘀 등이 있
으며 총 6례가 확인되었고, 熱에 해당하는 변증으로는 濕熱, 風熱, 
風火痰瘀, 風火痰濁, 肝陽上亢, 陰虛陽亢, 陽氣偏盛, 肝鬱化熱, 肝
經風化上擾, 肝火上炎, 肝經火旺兼瘀血阻絡, 肝火上炎挾瘀, 血瘀陽
亢 등으로 총 37례가 확인되었다. 긴장형두통 임상례에서 寒과 관
련된 변증으로는 寒凝血瘀 1례, 熱과 관련된 변증으로는 風火痰瘀, 
血虛肝旺, 肝陽上亢 등으로 4례가 확인되었다. 군발두통의 임상례
에서 寒 연관 변증은 風寒濕痺阻經絡, 肝寒氣滯 등으로 2례가 있
었으며, 熱과 관련된 변증으로는 肝陽, 肝經風火, 鬱熱阻絡 등으로 
3례가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서 원발두통 임상례의 寒熱 분류에 있
어서 熱證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앞의 陰陽辨
證에서 원발두통이 대개 陽氣上升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을 재확
인해 주는 것이다.
    원발두통인 편두통, 긴장형두통, 삼차신경자율두통의 서양의학
적 질병분류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가 발작의 빈도이다. 
두통 발작의 빈도수를 한의학 변증분류와 연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八綱 중의 寒熱辨證과 후술할 虛實辨證이다. 熱
證에 대해 인체의 기능이 과항진되거나, 염증반응이 극렬한 상태로 
생각하면 두통 발작의 빈도수가 증가한 상태, 통증의 강도가 심해
진 상태는 빈도수가 낮거나, 통증이 심하지 않은 상태에 비해서 陽
氣가 偏盛한 熱證으로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발작 빈도수가 높은 만성긴장형두통이나 군발두통은 風火, 
肝旺 등의 熱證으로 분류하고,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낮은 저빈도삽
화긴장형두통이나 단기지속편측신경통형두통발작은 寒凝血瘀, 風寒
濕痺 등의 寒證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④ 虛實辨證
    원발두통의 임상례들의 虛實辨證을 확인한 결과, 편두통 임상
례 중에서 虛證으로 분류되는 임상례가 陰虛挾表寒, 陰虛陽亢, 陰
血不足, 陰血虧虛風痰上擾, 肝鬱脾虛, 血虛生風, 血虛肝陽上亢, 氣
血虧虛, 氣虛血瘀, 陽虛痰瘀 등으로 총 27례, 實證으로 분류되는 
임상례가 風寒, 風寒瘀血, 寒凝血瘀, 風濕外襲, 風濕挾瘀, 濕熱, 
濕熱鬱阻, 濕熱挾瘀, 熱蒙竅, 風熱上攻, 風熱上擾, 風瘀, 風火痰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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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火痰濁, 風痰瘀阻, 肝鬱化熱, 肝經風火上擾, 肝火上炎, 肝風血
瘀, 肝氣鬱結, 氣滯血瘀, 瘀血, 痰濁上擾, 痰瘀 등으로 83례가 확
인되었다. 긴장형두통 임상례 중에서 虛證은 氣血虧虛, 血虛, 血虛
肝旺 등으로 3례, 實證은 風瘀, 風火痰瘀, 寒凝血瘀, 肝鬱血瘀, 瘀
血阻滯, 痰瘀阻絡 등으로 8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군발두통 임상
례 중에서 虛證은 肝陰虧虛 1례, 實證은 風寒濕痺阻經絡, 瘀阻腦
絡, 肝寒氣滯, 肝經風火, 痰濁, 鬱熱阻絡 등으로 6례가 확인되었
다. 이를 통해서 원발두통에는 虛證보다 實證의 비율이 높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앞의 寒熱辨證에서 기술한 것처럼 서양의학의 원발두통 분류
에서 중요한 진단기준인 발작 빈도수의 차이는 虛實辨證에 있어서
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발작 빈도수가 낮은 것은 機能低下를 
나타내는 氣虛, 陽虛와 관련될 것이고, 발작 빈도수가 높은 것은 
熱象을 나타내는 陰虛, 實證과 연관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진
단기준인 두통의 강도 또한 虛實辨證과 관련되는데 두통의 강도가 
높을수록 正邪相爭이 격렬한 實證의 의미가 클 것이고, 두통의 강
도 낮을수록 機能低下와 관련되는 虛證과 밀접할 것으로 생각한다.
  (2) 臟腑辨證 상의 특징
    대표적인 한의학 변증분류 체계인 五臟변증 중에서 肝과 관련
된 변증이 타 장부의 변증에 비해서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임상례 중에서 두통을 肝변증으로 분류하여 치료한 
임상례가 편두통 43례, 긴장형두통 4례, 군발두통 4례로 조사되었
으며, 변증분류를 제시한 논문 중에서 편두통의 변증분류를 제시한 
34편 전체에서 肝변증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군발두통 변증을 제시
한 4편의 논문 중에서는 2편에서 肝변증을 포함하고 있었다.
    타 장부의 변증과 비교해 봤을 때 心, 肺와 관련된 변증은 조
사한 임상례 및 변증분류에서 나타나지 않았고, 脾변증이 편두통에 
임상례 3례에서 언급되었으며 긴장형두통, 군발두통 범주에서는 조
사한 자료 중 脾변증은 찾을 수 없었다. 腎변증은 편두통 임상례 
30편에서 언급되었으며, 군발두통 논문 1편에서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서 원발두통은 肝脾腎 三臟과 연관이 많음을 알 수 
있고, 과거 한의학 문헌에서 內傷 두통이 肝, 脾, 腎과 밀접하다고 
한 것을 현대의 임상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3) 기타 病因病耭 상의 특징
   ① 瘀血과 연관된 변증이 많다. 
    瘀血과 관련된 변증이 편두통 임상례 중 73례, 긴장형두통 8
례, 군발두통 2례로 나타났다. 그리고 편두통의 변증을 제시한 34
편의 논문 중 瘀血과 관련된 변증분류를 포함시킨 논문이 32편에 
이르렀으며, 군발두통의 변증을 제시한 4편의 논문 모두가 瘀血을 
군발두통의 변증분류 중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이처럼 瘀血이 원발
두통의 주요 변증 분류로 나타나는 이유는 특정할 만한 원인 질환 
없이 두통이 발생하는 원발두통을 起原을 알 수 없는 壞症으로 보
고 瘀血을 광범위하게 적용시킨 淸代 王淸任의 의론에서 그 근거
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발두통인 편두통, 긴장형두통, 삼
차신경자율두통은 모두 발작성으로 두면부의 통증이 여러 가지 병
발 증상과 함께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특성을 가지
고 있다. 이러한 특징 역시 발작성 질병으로 급하게 발병하고, 時
發時止, 表裏證이 없는 경우를 어혈로 판단한 王淸任의 의론과 일

맥상통하는 부분이다.
   ② 風과 연관된 변증유형이 많다.
    원발두통의 임상례와 변증분류에서 風과 관련된 변증이 많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편두통의 임상
례 중 風으로 변증하여 치료한 경우가 34례, 긴장형두통은 2례, 군
발두통은 1례가 있었고, 風과 연관된 변증분류를 제시한 논문이 편
두통의 변증분류를 제시한 34편 중에서 25편, 군발두통의 변증분류
를 제시한 3편 중에서 2편에서 나타났다. 風을 外感과 內傷으로 
분류하여 확인한 결과, 內傷의 風에 해당하는 肝陽化風, 血虛生風, 
風瘀, 風痰 등의 임상례가 편두통 27례, 긴장형두통 3례, 군발두통 
1례로 나타났으며, 內傷의 風과 관련된 변증분류를 제시한 논문이 
편두통 23편, 군발두통 2편으로 확인되었다. 外感의 風에 해당하는 
風寒, 風熱, 風濕 등의 임상례는 편두통 7례, 군발두통 1례가 있었
고, 外感의 風과 관련된 변증분류를 제시한 논문은 편두통 7편, 군
발두통 1편이 있었다.
    이를 통해서 風이 두통의 주요 병기 중 하나임을 확인하였고, 
특히 內傷의 風이 빈도수로 볼 때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外感의 
風보다 內傷의 風의 비중이 더 높은 이유는 정확한 발생 원인을 
확정할 수 없는 원발두통의 정의를 고려할 때, 內傷의 風과 연관된 
두통은 서양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과학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기 어
려운 반면, 外感의 風과 연관된 두통은 감기 등 상기도 감염 질환
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므로 이차두통 내지는 상기도 질환의 분류에 
포함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③ 痰과 연관된 변증유형이 많다
    원발두통의 임상례를 조사하여 痰 또한 원발두통의 변증분류에 
있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편두통 임상례 가
운데 17례에서 편두통을 痰 관련 변증으로 분류하여 치료하였고, 
긴장형두통에서는 1례, 군발두통 1례가 확인되었다. 편두통 변증분
류를 제시한 논문 34편 중 17편에서 痰을 포함하고 있었고, 군발
두통의 변증분류를 제시한 논문 4편 모두에서 痰 관련 변증을 포
함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서 痰은 편두통과 군발두통의 주요 병기 중 하나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긴장형두통의 변증분류에 있어서 痰의 비중
이 떨어지는 이유는 두통발작의 빈도수가 서양의학적 진단의 기준
이 되는 긴장형두통의 특성상 한의학적으로 분류할 경우 八綱 중 
寒熱虛實이 위주가 되고, 水濕과 관련되는 燥濕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군발두통이 포함되는 삼차
자율신경두통도 두통의 발작빈도를 한 가지 진단의 기준으로 보기
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水濕과 연관되는 증상인 콧물, 눈물, 비강증
상, 땀 등의 증상을 나타내므로 痰의 변증이 비중 있게 고려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2) 편두통(Migraine)의 특징
    ICHD-3 베타판의 편두통의 분류와 한의학의 변증분류를 비교
하였을 때 먼저 편두통의 특징인 특정 위치에 반복 발작하는 통증
과 원발두통이므로 정확한 발병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은 淸代 
瘀血에 대해 언급한 王淸任의 견해처럼 발작성 질병으로 時發時止, 
無表裏證인 경우, 起原을 알 수 없는 壞症으로 보고 瘀血을 생각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조짐편두통의 특징 증상인 구역·구토를 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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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으로는 外邪犯胃, 飮食停積, 痰飮內阻, 肝氣犯胃, 痰熱擾胃, 
脾胃虛寒, 胃陰不足으로 변증한다. 이중 편두통의 변증과 유사하거
나 연관된 肝陽上亢, 痰濁, 脾虛氣陷 등이 구역·구토를 동반한 편
두통의 변증분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빛 공포증은 羞明이라 하여 
風熱, 血虛, 陰虛와 관련되므로 風熱證과 肝血虛, 肝腎陰虛의 변증
을 적용할 수 있다. 
    조짐편두통의 변증분류에 있어서는 조짐증상이 신경학적 증상
임을 고려할 때 風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고, 여러 조짐 증상들 중 
망막 증상의 변증에 脾胃氣虛, 腎陽虛가 포함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肝의 변증인 肝陽上亢, 肝火, 肝腎陰虛, 血虛, 肝鬱氣滯 등으로부
터 風이 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통해서 편두통의 변증분류는 기본적으로 瘀血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무조짐편두통은 實證의 변증에 있어서는 
外感인 風熱證, 內傷의 痰濁上擾로, 虛證의 변증은 肝의 虛證인 
肝血虛, 肝腎陰虛로 분류됨을 알 수 있고, 조짐편두통은 조짐증상
이 한의학에서 風이 動하는 양상과 유사하므로 風을 動하게 만드
는 肝陽上亢, 肝火, 肝腎陰虛, 血虛, 肝鬱氣滯 등의 肝의 虛實辨證
들로 분류할 수 있으며, 조짐증상 중에 망막의 증상을 脾胃, 腎의 
虛證으로 변증하는 견해가 있으므로 脾腎陽虛, 氣虛, 氣血兩虛, 腎
虛 등의 변증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2013-2015년 편두통의 임상례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편두통의 임상례 중에서 편두통의 변증을 肝風血瘀, 瘀血阻絡
으로 파악한 경우가 각각 13례으로 가장 많았으며, 瘀血이 9례, 肝
陽上昇 8례, 氣虛血瘀 7례, 瘀血挾肝陽上昇 6례, 風痰瘀阻, 痰濁
上擾 각 5례, 風瘀, 肝腎陰虛陽亢, 肝經火旺兼瘀血阻絡, 氣血兩虛 
각 3례, 그 외 변증들이 1~2례의 순서로 나타났다. 임상에서 편두
통의 치료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瘀血과 연관된 변증으로 보고 치
료한 임상례가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서 편두통은 
기본적으로 瘀血을 가지고 있으며, 兼證에 따라서 肝의 변증들, 氣
虛의 변증, 痰飮의 변증 등이 錯雜된 상태로 파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활용한 임상례에서는 편두통을 무조짐편두통과 조
짐편두통으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변증분류를 확정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차차 바뀐 두통질환 분류를 활용한 
임상례들이 나옴으로서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편두통의 변증분류를 
보다 상세히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3) 긴장형두통(Tension-type headache)의 특징
    긴장형두통 역시 유병률이 매우 높은 흔한 질환으로 동양의학
의 임상례가 많이 보고된 질환이다. 중의학 임상례를 통해서 확인
한 긴장형두통의 한의학적 변증분류에는 風火痰瘀, 風瘀, 寒凝血
瘀, 氣血虧虛, 血虛, 血虛肝旺證, 肝陽上亢, 瘀血阻滯脈 등이 있
고, 국내 연구에서는 風寒, 風熱, 風濕, 肝陽, 腎虛, 血虛, 痰濁, 
瘀血로 분류하였다47).
    ICHD-3 베타판의 긴장형두통의 분류와 한의학의 변증분류를 
비교하였을 때 긴장형두통의 특징인 두통의 반복발생과, 원발두통
으로 정확한 발생원인 알 수 없는 점은 편두통과 마찬가지로 瘀血
을 주요 변증으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아형의 
긴장형두통에서 빛·소리 공포증을 공통적인 증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기본적으로 風熱, 血虛, 陰虛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20). 그 외 긴장형 두통의 세부 변증분류에 있어서 고민해야 할 부
분은 발생 빈도수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저빈도삽화
긴장형두통과 고빈도삽화긴장형두통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구역·구
토가 만성긴장형두통에는 나타나는 부분이다. 빈도수에 대해서는 
앞의 원발두통의 八綱辨證分類 상의 특징에서 기술한 것처럼 寒熱
과 虛實의 분류와 깊이 연관된 것으로 생각되며, 구역·구토가 두통 
발작이 더 빈번해진 만성 긴장형 두통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구
역·구토의 변증유형인 外邪犯胃, 飮食停積, 痰飮內阻, 肝氣犯胃, 
痰熱擾胃, 脾胃虛寒, 胃陰不足 중에서 實證, 熱證인 外邪犯胃, 飮
食停積, 痰飮內阻, 肝氣犯胃, 痰熱擾胃이 두통과 연관된 것으로 생
각한다.
    긴장형두통의 임상례들을 조사한 결과 風瘀, 風火痰瘀, 寒凝血
瘀, 氣血虧虛, 血虛, 血虛肝旺, 肝陽上亢, 氣血瘀阻, 肝鬱血瘀, 氣
滯血瘀, 瘀血阻滯, 痰瘀阻絡 등으로 두통을 변증한 것을 확인하였
다. 원발두통의 특성상 瘀血과 관련된 변증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징적으로 肝鬱, 氣滯 등과 같은 七情과 관련될 수 있는 
변증도 확인할 수 있다. 두통발작 빈도수가 낮은 저빈도삽화긴장형
두통은 특별히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ICD-3 베타판에서 기술한 
것을 상기해 볼 때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빈도삽화긴장형두통, 만
성긴장형두통에 대한 임상례가 대부분이라 예측할 수 있고, 이에 
따라 虛證, 寒證과 관련된 변증보다는 實證, 熱證과 관련된 변증이 
임상례에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4) 삼차자율신경두통(Trigeminal autonomic cephalalgias)의 특징
    삼차자율신경두통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군발두통의 변증분류는 
風寒濕痹, 氣血瘀阻, 肝陰虧虛, 風寒, 風痰, 氣血虧虛, 風陽上亢, 
痰濁上擾, 瘀阻腦絡, 肝腎陰虛, 風瘀, 風火, 肝寒氣滯, 鬱熱阻絡 
등이 임상례를 통해 확인되었다. ICHD-3 베타판의 삼차자율신경두
통을 한의학적으로 변증함에 있어서 앞선 편두통, 긴장형두통과 마
찬가지로 원발두통인 삼차자율신경두통도 瘀血을 우선적으로 고려
해야 한다. 瘀血과 더불어서 심한 통증양상과 外感과 연관된 안면
증상들을 볼 때 기본적으로 外感의 변증인 風寒濕痺, 風寒, 風痰, 
風火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통증발작의 강
도, 지속시간의 차이는 앞서 서술한 긴장형두통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八綱중 寒熱虛實과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군발두통의 증상 
중 불안·초조는 한의학적으로 善恐이라는 肝虛證의 증상이다20). 통
증강도와 지속시간이 감소하는 돌발반두통과 단기지속편측신경통형
두통발작에서는 불안·초조가 나타나지 않고, 3개월 이상 지속된 지
속반두통에서는 다시 나타난다. 즉 군발두통은 肝虛와 外感이 함께 
병발한 虛實挾雜證으로 파악할 수 있고, 돌발반두통과 단기지속편
측신경통형두통발작은 外感이 위주가 되고, 지속반두통은 다시 肝
虛證이 挾雜된 것으로 생각한다.
    군발두통의 임상례를 조사한 결과, 군발두통을 風寒, 瘀阻腦
絡, 肝寒氣滯, 肝陰虧虛, 肝陽, 肝經風火, 痰濁, 三陽合病, 鬱熱阻
絡 등의 변증으로 분류하고 치료한 임상례가 각 1례씩 있었고, 변
증분류를 제시한 논문으로는 風寒, 風痰, 風火 등 風을 위주로 변
증 분류한 논문 2편, 肝陽, 痰濁으로 분류한 논문 1편, 瘀阻腦絡, 
肝陽上亢, 痰濁上擾, 氣血虧虛, 肝腎陰虛로 분류한 논문 1편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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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두통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한의진료지침을 마련하고,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상호보완, 융합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현
대두통질환 분류에 대한 한의학적 변증을 湖南電子音像出版社의 
中華醫典, 한글판 국제두통질환 분류(ICHD) 제 3판 베타판, CNKI
의 CAJ의 임상 논문 등을 근거하여 원발두통(Primary headache)
으로 분류되는 두통질환에 대한 변증 연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八綱辨證, 臟腑辨證, 病因病耭 등으로 분류하면 원발두통은 八
綱 중 陽氣 상승의 陽證, 裏證, 熱證, 實證 위주가 되고, 臟腑 중 
肝脾腎 三臟, 그 중에서도 특히 肝과 밀접하고, 病因病耭 중 瘀血, 
風, 痰의 비중이 높다.
    편두통(Migraine)은 瘀血, 肝陽上亢, 肝腎陰虛, 痰濁, 風寒, 
風痰 등으로 변증하는데, 편두통 중 조짐편두통(Migraine with 
aura)은 肝風과 연관된 肝陽上亢, 肝火, 肝腎陰虛, 血虛, 肝鬱로 
변증하고, 무조짐편두통(Migraine without aura)은 肝陽上亢, 痰
濁, 脾虛氣陷, 風熱, 肝血虛, 肝腎陰虛로 변증한다.
    긴장형두통(Tension-type headache)은 瘀血, 風熱, 肝陽上
亢, 肝鬱血瘀, 氣滯血瘀, 血虛, 血虛肝旺 등으로 변증한다. 임상에
서 두통 발작의 빈도가 낮아 치료대상으로 보지 않는 저빈도삽화긴
장형두통(Infrequent episodic tension-type headache)은 변증에
서 제외하며, 발작 빈도가 높은 고빈도삽화긴장형두통(Frequent 
episodic tension-type headache)과 만성긴장형두통(Chronic 
tension-type headache)은 風火痰瘀, 肝陽上亢, 肝鬱血瘀 등의 
熱證, 實證이 많다.
    삼차자율신경두통(Trigeminal autonomic cephalalgias)은 風
寒, 風火, 氣血瘀阻, 肝陰虧虛, 風痰, 氣血虧虛, 風陽上亢, 痰濁上
擾, 肝寒氣滯, 鬱熱阻絡 등으로 변증한다. 안면에 치우친 증상의 
특징으로 인해 外感風寒, 風火, 肝熱의 비중이 높다.
    편두통, 군발두통 등은 많은 임상례를 바탕으로 타 두통분류에 
비해 상세한 변증을 제시할 수 있었으나 중의학과 한의학의 용어 
차이, 한 질환 내에서도 자주 중복되는 변증들은 업계의 합의를 통
한 표준화 노력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보다 정밀하고 효과
적인 임상 적용에 대한 지침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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