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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Report / 증례보고

   

특발성 만성 기침과 객혈의 한의학적 치료 증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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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revalence of chronic cough in Korea is 2.5 ± 0.2% among people over the age of 40, and the rate 

of idiopathic chronic cough is high. Hemoptysis is one of the respiratory emergency symptoms, and the cause is 

unknown in 30% of cases. This case report is to confirm the treatment of korean medicine for Idiopathic chronic 

cough and hemoptysis.

Methods :　 A 74 year old female patient with idiopathic chronic cough and hemoptysis was treated with korean 

medicine. The patient was treated from july 21, 2021 to september 24, 2021, using herbal medicine 

(Chungpyebyeolgab-sangagam) and acupuncture(Sa-Am Acupunture Lung Tonifying, CV22). Idiopathic chronic cough 

and hemoptysis were assessed by VAS.

Results : Idiopathic Chronic cough and hemoptysis improved through Korean medicine treatment. Although taking 

codeine phosphate and transamin was stopped, the improvement of symptoms was maintained.

Conclusions :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n medicine treatment may be an effective therapy for treatment of 

idiopathic chronic cough and hemoptysis.

Key words : Chronic cough, Hemoptysis, Chungpyebyeolgab-sangagam, Sa-Am Acupunture Lung Tonifying, CV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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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1)

  기침은 이물질, 분비물 및 점액 등 여러 가지 기도에 

있는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호흡기 질환의 대표적인 증

상으로 다양한 원인으로 유발된다.1)

  유병 기간에 따라서 기침은 지속 기간이 3주 이하인 

급성 기침, 3∼8주간 지속되는 아급성 기침, 8주 이상 

지속되는 만성 기침으로 분류한다. 2010∼2012년에 실

시된 국민건강영양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만성 기침 환

자 유병률은 40세 이상의 국민 중 2.5 ± 0.2%로 조사

되었다.2)

  만성 기침의 전통적인 3대 원인은 상기도기침증후군, 

호산구성 기관지염이나 천식 등의 호산구성기도 질환, 

위식도역류병이다. 이러한 기저 질환을 논하기 위한 전

제 조건은 비흡연자, 정상 흉부 방사선 사진,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ACE) inhibitor와 같은 고혈압 치료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흡연

자의 만성 기침 원인으로 3대 원인 질환에 대한 개념은 

그 근거가 의심받으면서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최근 역

학조사에서 동아시아권에서는 서양에 비해 위식도역류

병의 빈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4) 

우리나라의 역학 연구에서는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특

발성 만성 기침의 비율이 높고 비흡연자 중에서 기침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3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1)

  객혈은 후두부 이하의 하부기도에서 발생한 출혈이 

객담의 형태로 배출되는 것으로 객혈의 원인이 되는 혈

관은 90%가 기관지 동맥이다. 기관지 동맥은 대동맥의 

혈압이 직접 전달되는 혈관으로 소량의 객혈이라도 대

량의 객혈로 발전할 수 있는 호흡기 응급 증상의 하나

이다. 객혈의 원인은 단순 기관지염에서 악성 종양까지 

다양하며, 30%는 충분한 검사 후에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5,6)

  이에 저자는 특발성 만성 기침과 객혈을 주소로 내원

한 환자에게 한의학적 치료를 통한서 증상의 호전을 확

인했기에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본 보고는 CARE guideline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면제 

승인을 받았다. (DH-2022-07)

Ⅱ. 증례

1. 성명 : 김◯◯ 

2. 성별 및 나이 :F/74

3. 주소증 

  기침 : 말을 하면 악화, 오후에 증가

  객혈 : 기침을 하면 발생

  객혈양상 : 검붉은 색, 침 또는 가래와 함께 배출, 객

혈양 1cc이하

  피로

4. 발병일

  2016 

  2021.5 재발 및 악화

5. 과거력

  위염

  역류성 식도염

6. 현병력

  본 환자는 2016년 기침과 객혈로 양방 내과에서 결

핵약을 복용했으며 객혈 증상이 지속되어 지혈제를 복

용하고 기침 및 객혈 증상 호전되었으나 간헐적으로 증

상이 있어 지혈제, 진해거담제 등을 복용했음. 2021년 

5월 기침과 객혈 악화되어 119통해 ◌◌ 대학병원에서 

입원해서 내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X-ray, CT 등의 검

사를 받았으며 결핵의 재발은 아니며 특별한 이상 소견

은 없다고 듣고 인산코데인정, 도란사민캅셀을 처방받

고 퇴원했으나 증상 지속되어 ◌◌대학 부속 한방병원 

외래에 내원함.

7. 흡연력 : 없음

8. 계통적 문진

 1) 식욕 및 소화 : 간헐적 소화장애

 2) 대변 : 1회/일 

 3) 소변 : 이상 없음

 4) 호흡 : 정상, 계단을 오르거나 걸으면 숨이 참

 5) 수면 : 기침으로 인해서 자주 깸, 盜汗
 6) 맥진 : 弱
 7) 설진 : 微紅
9. 양약

  인산코데인정 20mg Tid

  도란사민캅셀 250mg Q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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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치료 및 경과

1. 치료 기간

  2021년 7월 16일 ∼ 2021년 9월 24일(71일, 총 21

회) 

  내원 횟수는 주 3회로 시작하여 증상 호전에 따라 주 

1회로 줄였다.

2. 치료 내용

 1) 침

  舍岩針 肺正格, 天突(CV22)에 호침(직경 0.2mm, 길

이 30mm, ㈜동방메디컬, 스테인레스 스틸)으로 침관을 

이용하여 자침하고 20분간 유침했다.

 2) 한약

  淸肺鼈甲散加減 9첩을 2100cc로 전탕하여 1회 

100cc씩 포장하여 하루에 조식, 중식, 석식 후 3회 복

용하게 했다.

  淸肺鼈甲散加減은 전체 치료 기간 중 7월 16일, 7월 

23일, 8월 4일 3회 처방했으며 7월 16일과 7월 23일 

처방은 동일했고 8월 4일 처방시 杏仁을 첩당 4g 추가

했다(Table 1)

3. 평가도구

  기침에 대한 평가는 Cough Visual Analogue 

Score(VAS)를 사용했으며 환자의 최초 내원시 기침정

도를 10으로 했으며 기침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을 0으

로 했다.(Fig. 1)

  객혈에 대한 평가는 객혈의 횟수로 평가했으며 환자

에게 기록하여 외래 진료시 가지고 오도록 했다.(Table. 

2)

4. 치료 경과

 1) 7월 16일

  기침 VAS 10, 객혈 3회

 2) 7월 19일

  기침 VAS 10, 객혈 0회

  7/18부터 도란사민캅셀 복용중단 

 3) 7월 21일

  기침 VAS 10, 객혈 0회

  인산코데인정 복용중단

 4) 7월23일, 7월 26일, 7월 28일, 7월 30일

  기침 VAS 8, 객혈 0회

 5) 8월2일

  기침 VAS 8, 객혈 1회

  도란사민캅셀 1회 복용

 6) 8월4일, 8월 6일, 8월 9일

  기침 VAS 5, 객혈 0회

 7) 8월12일, 8월 16일, 8월 19일

  기침 VAS 4, 객혈 0회

 8) 8월23일, 8월 27일, 9월 3일, 9월 7일, 9월 10일, 

9월 15일, 9월 24일

  기침 VAS 0, 객혈 0회

Ⅳ. 고찰 

  만성 기침은 의료 현장에서 흔하게 관찰되는 소견으

로 전 연령대에서 유병률이 9∼33%로 높고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선행 연구에서는 계속되는 증

상이 육체적인 불편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인 측면에서

까지 부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8)

  만성 기침의 원인 질환의 빈도는 국가별 질병 분포, 

생활양식 및 체형의 차이 등에 의해서 역학조사에서 대

륙에 따라서 다르다. 우리나라 한 대학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만성 기침의 3대 원인 질환 빈도가 46∼55%, 

기침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45∼54% 로 보고 

되었다. 미주지역에서는 3대 원인 질환빈도는 82∼94%

이고, 기타 질환이나 기침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

가 4∼9%, 유럽에서는 3대 원인 질환의 빈도가 34∼

81%, 기타질환이나 원인 미상인 경우가 19∼49%정도

로 보고되었다.9.10)

  특발성 만성 기침은 병태생리학적으로 기침의 반사 

경로가 비정상적으로 항진되어 있으며 기관지 점막에 

비특이적인 염증 소견이 있고 여성이 남성보다 흔하

다.11)

  미국 흉부내과학회에서는 임상적으로 만성 기침이 발

생하는 경우를 진단적 검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진단적 검사에서 원인을 찾았지만 치료에 내성을 

보이는 경우, 진단적 검사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치

료에 대한 내성을 보이는 경우의 세 가지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특

발성 만성 기침 환자의 범위는 달라진다.12)

  객혈은 출혈량이 24시간이내에 10∼20ml인 경우 소

량 객혈, 20∼100ml는 중등도 객혈, 100∼600ml이상을 

대량 객혈이라고 한다. 객혈 환자의 1∼5%에서는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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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혈이 관찰되고 객혈이 대량일 때 20∼50%에서 치명

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량객혈에 의한 사망 위험

은 원인질환과는 관계없이 출혈량, 출혈속도, 폐내 잔류

한 혈량 및 폐의 예비능과 상관관계가 있다.13)

  객혈은 활동성 폐결핵, 폐암 등과는 달리 기관지염, 

비활동성 폐결핵 및 그와 관련된 합병증, 그리고 기관

지확장증 등과 같이 기도 염증과 연관된 질환에서는 고

식적인 내과적 치료를 시행하며 반복적인 객혈이 있을 

시에는 외과적 절제술이 고려된다.14,15,16) 우리나라의 객

혈환자 치료에 대한 후향적 연구에서 내과적 치료 

71.7%, 기관지 동맥 색전술 17.8%, 외과적 절제술 

1.3%, 사망 3.8%, 22.4개월간의 추적관찰시 56.5%에서 

재출혈이 있었으며 외과적 절제술은 양측성 병변, 폐기

능 및 전신상태 불량 등으로 인해 수술적 치료 적응증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7) 

그러므로, 객혈의 원인이 되는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아스페르길루스종, 비활동성 폐결핵 등에서는 안정 및 

진해제, 항생제 등의 투여의 보존적 치료가 시행된다.18)

 본 증례의 환자는 기침 및 객혈이 8주이상 지속되었으

며 2016년 결핵으로 인해서 기침 및 객혈이 발생했던 

기왕력이 있어 타병원에서 진행된 검사에서 결핵의 재

발, 상기도기침증후군, 호산구성 기관지염이나 천식 등

의 호산구성기도 질환, 위석도역류병의 만성 기침의 3

대 원인 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않았으므로 특발성 

만성 기침의 범주에 속한다. 환자의 기침 양상은 말을 

많이 하거나 오후에 증가하며 기침을 하면 검붉은 색의 

객혈이 침 또는 가래와 함께 소량 배출되는 양상이 지

속되고 있었다. 기침 및 객혈로 인해서 인산코데인정 

20mg을 하루에 3회, 도란사민캡술 250mg을 하루에 1

회 복용하고 있었다. 

  인산코데인은 아편알칼로이드계 제제로 19세 이상 성

인의 기관지염, 폐렴, 인두염, 후두염, 기관지 천식, 기

타 호흡기 질환에 동반되는 기침의 진정을 위해 처방되

며 1회 20mg, 1회 3회 경구투여하고 1일 최대복용량은 

240mg이다.

  도란사민은 트라넥사님산 제제로 백혈병, 자반병, 수

술 후의 이상 출혈 등 전신적 섬유소용해항진과 관련 

있는 출혈 경향 또는 폐출혈, 성기출혈, 신출혈 등의 국

소적 섬유소용해항진과 관련 있는 이상출혈에 지혈제, 

혈액응고제로 처방되며 성인의 경우 1일 750～2000mg

을 연령, 증상에 따라 3～4회 경구 투여한다.19)

  객혈은 韓醫學에서 咳血, 嗽血, 唾血, 吐血 客血 등

의 범주에 속하며 咳血은 咳甚出血, 嗽血은 痰嗽帶血, 

唾血은 鮮血隨唾, 喀血은 喀出血屑한다.20,21)

  본 증례의 환자는 만성 기침과 객혈이 동반되며 기침

을 하면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嗽血, 가벼운 기침으

로 고여 있는 피가 배출되는 喀血에 속한다.

  객혈의 원인은 外感侵襲, 肝火犯肺, 肺腎陰虛, 氣虛
不攝, 阻肺絡 이며 外感인 경우 咳血, 血痰, 惡寒, 

發熱, 頭痛, 頭暈, 咽痒, 胸痛, 舌苔薄白, 脈浮緊, 鼻乾
燥, 口乾, 舌苔薄黃, 脈浮數 등의 증상을 보이며 疎風
解表하는 桑杏湯, 淸燥救肺湯 등을 사용한다. 肺熱인 

경우 嗽, 黃色痰에 鮮紅色血, 口燥咽乾, 胸脇疼痛, 發
熱, 煩燥, 易怒, 便秘, 尿赤, 舌質紅, 舌苔黃, 脈弦滑數 
등의 증상을 보이며 淸肺瀉火, 瀉肝淸肺, 止血하는 瀉
白散 合 止血藥의 처방을 사용한다. 阻肺絡의 경우 

咳嗽, 기좌호흡, 胸痛, 口脣靑紫色, 面黑, 眼주위가 거

무스름하며 舌質紫暗, 脈沈弦澁 등의 증상을 보이며 

活血化 시키는 金水六君煎 加 活血祛 藥을 사용한

다. 氣虛인 경우 慢性咳嗽, 喀痰, 稀痰, 出血量少, 倦
怠, 無氣力, 氣短, 懶語, 舌質淡, 苔薄白, 脈沈細 등의 

증상이며 脾肺雙補, 益氣攝血하는 蔘苓白朮散을 사용

한다. 陰虛火旺인 경우 반복되는 喀血, 乾咳, 喀痰少, 

煩不眠, 潮熱盜汗, 舌紅少苔, 脈細數 등의 증상을 보이

며 滋陰降火, 凉血止血하는 百合固金湯을 사용한다.20)

 淸肺鼈甲散은 초기에는 感冒傷寒처럼 시작되어 잠차 

盜汗, 痰嗽로 化하고 이어 短氣, 不欲食, 漸瘦하며 午
後發熱과 面紅이 현저한 경우 쓰이며 四物湯에 淸熱, 

潤燥, 祛痰하는 약을 가미한 처방이다.22)  淸肺鼈甲散
에 대한 기존 연구는 2003년 感冒이후 諸熱未盡 한 상

태로 邪實, 脈, 舌, 咳嗽의 양상을 통해 血虛한 正虛로 

보고 淸肺鼈甲散을 투여한 1례의 증례연구24), 2004년 

뇌경색 환자에게 발생한 폐렴에 淸肺鼈甲散을 투여한 

2례의 증례연구24)가 보고되었다. 

  본 증례에서는 기침의 양상이 오후나 말을 많이 하면 

심해지며 疲勞, 盜汗, 短氣, 脈弱, 舌微紅 하여 血虛 
및 陰虛하다고 辨證하여 淸肺鼈甲散을 治方으로 결정

했다. 청강의감의 加減법에서 咳血하는 경우 阿膠, 鹿
角, 咳甚한 경우 杏仁, 桑白皮, 唐紫菀, 氣虛短氣한 경

우 沙蔘, 五味子를 加하는데 환자의 증상이 검붉은 색

으로 침 또는 가래와 함께 배출되는 喀血과 심한 기침

이 지속되며 간헐적 소화장애가 있어 阿膠, 鹿角膠, 沙
蔘, 白朮, 五味子, 杏仁을 加하여 처방했다.22) 

  阿膠는 補血滋陰, 潤燥, 止血하며 治肺燥咳嗽, 勞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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咯血, 鹿角膠는 補血, 益精하며 治腎氣不足, 虛勞羸瘦 
한다. 沙蔘은 養陰淸肺, 祛痰止咳하며 治肺熱燥咳, 虛
勞久咳, 五味子는 斂肺, 滋腎, 生津, 收汗, 澀精하며 

治肺虛喘咳, 口乾作渴, 自汗, 盜汗, 杏仁은 降氣止咳平
喘, 潤腸通便하며 治咳嗽氣喘, 胸滿痰多, 血虛津枯, 白
朮은 補脾, 益胃, 燥濕, 和中하며 治脾胃氣弱, 不思飮
食, 倦怠少氣, 痰飮, 頭暈自汗 한다.25)

  舍巖針法은 ≪難經≫ <五十難>의 五邪와 <六十九>

難의 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을 치료원칙으로 하고 陰
陽五行의 원리에 입각하여 臟腑의 虛實에 따른 鍼灸補
瀉法을 相生과 相剋관계를 결합하고 自經補瀉의 원칙

에 他經補瀉法을 응용한 침법이다.27,28) 舍巖針法중 經
脈과 臟腑기능을 補하여 기능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나

타내는 것을 正格이라고 하며 본 증례에서는 폐의 기능

을 補.하기 위해 肺正格을 사용했다.29) 

  天突(CV22)은 陰維脈과 任脈의 會穴로 宣肺化痰, 

利咽開音의 穴性이 있으며 上胸部에 위치하므로 宣肺
理氣, 止咳平喘, 瀉熱排膿의 효능이 있어 咳嗽, 哮喘, 

咯唾膿血 등을 치료한다.30) 咳嗽의 침구 치료穴에 대한 

문헌적 고찰에서 肺兪(BL13), 太淵(LU9), 尺澤(LU5), 

風門(BL12), 列缺(LU7), 天突(CV22), 大椎(GV14), 合
谷(LI4), 膏肓(BL43), 太谿(KI3), 足三里(ST36) 등의 

순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1)

  본 증례의 경과는 2021년 7월 16일부터 2021년 9월 

24일까지 외래 통원치료를 받았다. 객혈은 7월 16일 3

회, 8월 2일 1회 이외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혈제인 

도란사민캅셀은 7월 18일부터 복용을 중단했으나 8월 

2일에 1회 복용했으며 9월 24일까지 증상은 재발되지 

않았다. 기침은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VAS 10

으로 지속되었으며 7월 23일부터 VAS 8로 호전되었으

며 환자 증상 호전되어 인산코데인정의 복용을 중단했

으나 8월 2일까지 VAS 8 로 호전상태가 유지되었고 8

월 9일까지 VAS 5, 8월 12일부터 8월 19일까지 VAS 

4로 호전되었고 8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 VAS 0으

로 호전되어 유지되었다. 8월 4일부터 VAS 5로 기침은 

호전되었으나 8월 2일 객혈이 재발된 것이 기침으로 인

한 자극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8월 4일 杏仁 추가해서 

처방했다. 

  본 증례는 만성 기침과 객혈로 인산코데인정, 도란사

민캅셀을 복용했으나 증상 지속되는 환자에게 외래 통

원치료를 통해 淸肺鼈甲散加減를 투약하고 肺正格, 天
突(CV22) 刺針의 한의학적 치료를 한 증례연구이다. 

한의학적 치료를 시작한 이후 증상 호전되어 인산코데

인정, 도란사민캅셀의 복용을 중단하였고 8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 기침 VAS0, 객혈 0회의 호전은 유지되었

다. 상기한 내용으로 보아 환자의 만성 기침과 객혈의 

호전은 한의학적 치료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치료의 

효과는 단기적이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서양의학적 처치를 중단했지만 증상이 호

전되었고 71일간의 외래 통원치료를 통해서 환자의 경

과를 추적 관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1례의 증

례보고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특발성 만성 기침과 

객혈에 대한 추가적인 임상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Ⅴ. 결론

1. 특발성 만성 기침 과 객혈을 동반한 환자에게 한의

학적 치료는 유효한 효과가 있었다.

2. 한의학적 치료는 淸肺鼈甲散加減, 肺正格, 天突
(CV22) 刺針이었다. 

3. 인산코데인정, 도란사민캅셀 복용을 중단했으나 한의

학적 치료로 특발성 만성 기침과 객혈은 호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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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omposition of Cheongpyebyulgap-san

Herbal name Scientific name Dose(g)
鼈甲膠 Trionycis Carapax Colla 4
地骨皮 Lycii Radicis Cortex 6
生地黃 Rehmanniae Radix 6
白芍藥 Paeoniae Radix Alba 6
 柴胡 Bupleuri Radix 4
黃芪 Astragali Radix 4
秦皮 Fraxini Cortex 4

 白茯苓 Poria 4
當歸 Angelicae Gigantis Radix 4
半夏 Pinelliae Rhizoma 4

 麥門冬 Liriopis Tuber 6
甘草 Glycyrrhizae Radix 2
生薑 Zingeberis rhizoma recens 6
大棗 Jujubae Fructus 7
阿膠 Asini Gelatinum 6

鹿角膠 Cervi Cornus Colla 4
五味子 Schizandrae Fructus 2
沙參 Adenophorae Radix 6
白朮 Atractylodis Macrocephalae Rhizoma 4

杏仁(加21.8.4) Armeniacae Amarum Semen 4

Table 2. The times of Hemoptysis

Date 7/16 7/19∼7/30 8/2 8/4∼9/24
Times 3 0 1 0

0
1
2
3
4
5
6
7
8
9
10

C
o
u
g
h

V
A
S
*

7/167/197/217/237/267/287/30 8/2 8/6 8/9 8/128/168/198/238/27 9/3 9/7 9/109/159/24

Date

  * Cough VAS : cough visual analogue scale

Fig. 1. The changes of Cough VAS


